E04620
항행안전 기술 및 항공우주정책 개발사업
Development works for aviation safety technologies and
aerospace policy

항공우주국제법 체계 및 R&D 전략연구
Studies on structures of the international aerospace law
and on R&D strategies

2004.1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

제 출 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항행안전 기술 및 항공우주정책 개발사업”(세부과제“항
공우주국제법 체계 및 R&D 전략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12.31

연구책임자:

황진영 책임연구원

연

김종범 선임연구원

구

원:

이정원 선임행정원
이준

선임연구원

최수미 연구원
임창호 연구원
강상훈 연구원

요 약 문
Ⅰ. 항공우주국제법 체계 및 R&D 전략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공위성의 자력개발, 위성발사체의 독자개발사업 등
우주기술자립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0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및 우주센터 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항공우주분야는 국가의 전략기술로서, 선진국은 MTCR, Export
Licence 등을 통해 자국 기술의 해외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항공우주분야의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적 규제시스템인
MTCR 등 비확산체제 및 우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요구되나,
국내에는 외국의 기술이전통제 정책, 국제우주법 실태, 미국의 Export
Licence 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등이 미비한 상태에 있는 실
정으로, 이에 대한 조사/분석 대처연구가 강화되어야 함.
○ 또한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및 회의를 통해 우주개발에 대
한 국제적 협력과 규제가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선
진국의 항공우주 R&D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부의 연구개
발정책과 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전 조사준비가 요구됨.
○ 국내외 기술개발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대한 재수
정에 대한 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 학계, 연구계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2002년도 제 1차년도 및 2003년도 제 2차년도 기본사업 연구를 통해
국제 우주협약 및 주요국의 우주법 비교연구와 UN COPUOS, ESCAP 등 국
제기구 동향 분석연구 등은 문헌조사 및 국내외 연구자료, 해당 규범 및 제도

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음.
○ 특히, 항공우주 다자간 협약 및 국제법은 물론 세계 주요국의 항공우주관
련 법규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항공우주분야의 추진체계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또한 UN 국제우주법워크숍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활동에 대한 소개를 통해 국제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음.
○ 제 3차년도 연구에서는 국내 우주법 내용을 심층분석하여 법률(안) 완성
에 최우선 순위를 둠. 또한 국제 석학의 의견 및 UN 권고사항 등 고려 우
주발사체 관련 비확산체제에 대한 상세분석이 이루어지고, MTCR, 바세나
르체제 및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동향분석 및 해외연구기관 R&D 전략연구
도 이루어지게 될 것임.
- 특히 국내우주법 제정을 위해 한국항공우주법학회의 자문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
○ 상기의 연구들은 거시/미시적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을 사용하는데, 거시적 관

점에서의 분석은 국가정책 및 경제․사회적 조건을 살펴보고, 미시적 관점에서
의 분석은 기관의 연구개발 추이 및 기관내부의 발전추이를 분석함.

Ⅳ. 연구개발 결과
○ 연구범위를 크게 (1) 국제우주협약 및 주요국의 우주법 비교연구를 통한 우
주개발진흥법 법률(안) 완성, (2) MTCR 등 비확산체제 분석, (3) 국제기구
동향분석 연구, (4) 해외연구기관 R&D 전략연구 등의 네 분야로 구분하고,
주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심층연구를 수행함.
○ 연구목표는 국내 우주개발진흥법 완성을 위한 연구 및 비확산체제 상세
연구임.
- 우주개발 진흥법 조문 검토, 우주관련 UN 조약, UNIDROIT 우주자
산의정서, MTCR 등 비확산체제, 수출통제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항공우주 연구개발 및 산업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

< UNIDROIT 개요 >

○ 국내 우주개발진흥법의 입안을 위한 연구
- 과학기술부, 법무부 공조 아래 법 조항 및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
행 중이며, 국회 입법예고된 상태임.
- UNCOPUOS 및 UNIDROIT 활동을 통하여 국내 우주개발진흥법(안)에
필요한 정보 수집
< 우주개발진흥법(안) 상세내용 >

○ 비확산체제에 대한 상세연구
- 독일, 프랑스, 미국 기관방문 및 관련자 인터뷰를 통하여 비확산체제의
각 국별 체계 및 정보수집
- MTCR 등 국제회의 참여를 통한 발사체, 우주물체 및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과 습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 및 정세분석
<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

○ IAF, ESCAP, APRSAF 등 국제기구 활동 모니터링
- IAF, MTCR, UNCOPUOS, UNIDROIT, ESCAP, APRSAF 등 국제기
구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여, 국내 실정을 알리고 세계 동향정보를 수집함.
○ 정책세미나, 공군확대협의회, 원로자문회의를 통한 국내 협력네트워크 구
축활동
- 정책세미나는 국내 산업체 및 학계의 연사를 초청하여 항공우주분야
정책이슈 및 현안, 미래 방향성 정립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군확대협의회는 민군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음. 원로자문회의는 항공우주분야 원로를 초청하여 해당 분
야의 현안과 장래를 논의하며 경험지식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전망
○ 앞으로의 우주개발은 지금까지의 국가주도에서 민간에 의한 우주개발이
라는 새로운 개발주체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규율할 수 있
는 법적체제의 정비는 불가피함.
○ 국가우주활동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
적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 지고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에도
입법, 행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우주개발의 노력을 지속하는 한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
인 협력뿐만 아니라 우주법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야 할 것임.
○ 위의 연구를 통하여 우주활동으로 생겨나는 제반 법적인 문제인 국가주
권의 한계, 우주물체의 등록, 우주활동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적․제도적 기틀마련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및 회의를 통해 우주개발에 대한 국
제적 협력과 규제가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대처
가 가능함.
○ 국제적 규제정책, 해외의 정책적 동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과 연구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국제기구나 회의에 대한 분석과 대비를 통해 항공우주분야의 국제적 입
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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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공위성의 자력개발, 위성발사체의 독자개발사업 등
우주기술자립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0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
주발사체 개발사업 및 우주센터 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항공우주분야는 국가의 전략기술로서, 선진국은 MTCR, Export
Licence 등을 통해 자국 기술의 해외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실정임.
○

항공우주분야의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적

규제시스템인

MTCR 등 비확산체제 및 우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요구되나,
국내에는 외국의 기술이전통제 정책, 국제우주법 실태, 미국의 Export
Licence 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등이 미비한 상태에 있는 실정
으로, 이에 대한 조사/분석 대처연구가 강화되어야 함.
○ 또한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및 회의를 통해 우주개발에 대
한 국제적 협력과 규제가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 아울러 선진국의 항공우주 R&D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부
의 연구개발정책과 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전 조사준비가 요구됨.
○ 추가로, 국내외 기술개발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대
한 재수정에 대한 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 학계, 연구계 등의 요구가 높
아지고 있음.
○ 2002년도 제 1차년도 및 2003년도 제 2차년도 기본사업 연구를 통해 국
제 우주협약 및 주요국의 우주법 비교연구와 UN COPUOS, ESCAP 등 국제
기구 동향 분석연구 등은 문헌조사 및 국내외 연구자료, 해당 규범 및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음.
○ 특히, 항공우주 다자간 협약 및 국제법은 물론 세계 주요국의 항공우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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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법규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항공우주분야의 추진체계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또한 UN 국제우주법워크숍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활동에 대한 소개를 통해 국제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음.
○ 제 3차년도 연구에서는 국내 우주법 내용을 심층분석하여 법률(안) 완성
에 최우선 순위를 둠. 또한 국제 석학의 의견 및 UN 권고사항 등 고려 우
주발사체 관련 비확산체제에 대한 상세분석이 이루어지고, MTCR, 바세나
르체제 및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동향분석 및 해외연구기관 R&D 전략연구
도 이루어지게 될 것임.
- 특히 국내우주법 제정을 위해 한국항공우주법학회의 자문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
○ 상기의 연구들은 거시/미시적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을 사용하는데, 거시적 관
점에서의 분석은 국가정책 및 경제․사회적 조건을 살펴보고, 미시적 관점에

서의 분석은 기관의 연구개발 추이 및 기관내부의 발전추이를 분석함.
○ 우주개발중장기 계획 수정 작업은 국내외 동향분석 등 문헌분석 이외에
연구원 내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게 될 것임.

제 2 절

연구방법론

○ 연구범위를 크게 (1) 국제우주협약 및 주요국의 우주법 비교연구를 통한 우
주개발진흥법 법률(안) 완성, (2) MTCR 등 비확산체제 분석, (3) 국제기구
동향분석 연구, (4) 해외연구기관 R&D 전략연구 등의 네 분야로 구분하고,
주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심층연구를 수행하되, 다른 분야의 경우에도 기본적
인 자료수집 및 후속연구를 수행함.
○ 정부, 항공우주법학회 및 학계 전문가와의 긴밀한 조율 하에 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본 연구가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 활동은 물론 정부의 정책집행
에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함.
○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수정은 연구원 내부 TFT 등 실무회의 이외에 외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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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을 활용하며,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
○ 국가우주활동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에도 입법․
행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우주개발의 노력을 지속하는 한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우주법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임.
○ 우주법에 대한 연구는 우주활동으로 생겨나는 제반 법적인 문제인 국가주권
의 한계, 우주물체의 등록, 우주활동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문

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적․제도적 기틀마련에 중요함.

- 3 -

제 2 장 국제 우주법 및 협약동향
제 1 절 국제 우주법 및 협약개요
1. 개요
○ 1957년 구소련의 인류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프트니크호 발사 이후, 인류는
우주라는 새로운 공간의 활용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음.
○ 특히, 우주공간의 군사적 활용적 가치의 인식에 따라, 1958년 유엔총회
결의 1348을 통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특별위원회(ad hoc
COPUOS)”를 설치하였으며, 1959년 정식 기구인 COPUOS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음.
○ 이후 우주문제는 UN을 중심으로 우주공간에서의 군축문제와 함께 다루
어져 왔으며, 1963년 UN 총회결의 1884호 “대량파괴무기 궤도배치금지결
의”와 UN 총회결의 1962호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정신의 선언”을 이끌어 냄에 따라, 1967년 외기권조약
(우주조약)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음.
○ UN 총회결의 1962호의 법정신 전문에서 “총회는 평화목적을 위해 행해
지는 우주개발이용의 진보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인식하고, 우주공간의
개발과 이용은 인류복지향상을 위하거나 각국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고 믿고, 평화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우주공간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과학적 및 법률적 측면의 국제협력 확대에 공헌할 것을 희구하고,.....”을
선언함.
○ 이러한 법정신은 1967년 외기권조약, 1968년 구조조약,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으로 구체화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
음. 우주법 관련 5조약은 현재까지도 인류의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최고
법 원칙이기는 하나, 일부 조약의 낮은 서명국수, 그리고 최근 과학기술
의 급격한 발달과 민간에 의한 우주활동의 증가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특히, 우주경계의 획정문제, 발사국의 정의 및 책임에 대한 개념 정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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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상업화 진전에 따른 국가 책임의 한계문제, 우주공간에서의 핵연료
사용 문제, 우주핵폐기물 대책, 우주물체의 등록문제, 지구정지궤도의 공
평한 접근문제, 우주물체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이에 따른 법적 문제 등
이 최근 UN COPUOS 법률소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임.

2. 우주법 관련 5조약
○ 이하에서는 주요 다섯 개 우주조약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추가
적으로 우주물체의 담보권 협약 및 우주상법을 살펴보고자 함.
가. 외기권 조약(우주조약)
○ 1966년 12월 19일 유엔총회 결의문 제 2222호(XXI)로 채택된 후 1967년
10월 10일 발효되었음. 통상 외기권조약(Outer Space Treaty)으로 불리
우며, 정식명칭은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임.
○ 외기권 조약은 천체에 대한 법적인 지위설정이 인간의 달착륙 이전에 미
리 정해져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으며, 천체에 대한 주권
의 주장 및 군사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강력한 국제관리의 역할에 대한
암묵적 협약으로부터 시작되었음.
○ 동 조약은 우주탐사와 사용을 위한 기본틀을 정립하는 여러 기본원칙들
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모호한 국제 관습법에 의해 규제되어오던 우주
활동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초석을 마련하였음. 1999년 현재 95개
국가가 가입중이며, 우리나라도 1967년 가입했음.
○ 총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우주비행사․우주물체의 법적지위와
우주활동에 대한 규정, 국가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칙을 주 내
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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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 외기권 조약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 우주에 대한 법적지위는 첫째,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의 대상이며, 둘째
로 국가전유의 금지, 마지막으로 평화적 이용으로 부여되어 있음.

우주, 우주
비행사,
우주물체의
법적지위

우주활동에
관한 규정

○ 우주비행사의 법적지위는 인류의 사절(envoys of mankind)로 간주하여
야 한다고 함.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우주비행사에 관한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우주물체의 관할권 및 우주물체에 탑승하고 있던 요원들에 대한 통제권
은 등록국이 가지며, 우주공간으로 발사된 물체 및 발사되어 천체상에
착륙된 물체, 천체상에서 만들어진 물체 및 그 부분품의 소유권은 그
물체가 현재 머물러 있는 장소에 상관없이- 지구에 있든지 우주에 있든
지- 변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등록국 영역 밖에서 발견된 물체는 등록
국으로 반환되어져야 함.
○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의 공통이익을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됨. 또
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우주조약은 타국의 우주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책임문제에
관하여 제 6조에서는 국가책임을, 제 7조에서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국가책임
및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

○ 우주에서의 자국 활동에 대하여, 그 행위주체가 정부기관이든지 비정부
단체이든지에 불문하고 국제적으로 책임을 져야함. 비정부단체에 의하
여 행하여지는 우주활동은 동 조약의 적당한 체약국에 의한 허가 및 지
속적인 감독을 받아야 함. 우주활동이 국제기구에 의하여 수행된 경우
에는 당해 국제기관과 참여하고 있는 체약국이 함께 져야 함.
○ 손해배상책임은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는 국가, 발사를 야기하는 국가,
발사가 자국영토에서 일어난 국가, 그리고 자국의 시설에서 발사되는
국가가 지게되며, 발사된 물체에 의하여 타국 또는 타국의 자연인, 법인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지게 됨.

나. 구조협약
○ 구조협약의 정식명칭은

우주 비행사의 구조와 귀환 및 우주에 발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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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우주비행사

○ 우주선의 사고, 조난, 비상사태 또는 원하지 않은 착륙이 발생하였을 경
우 체약 당사국은 탑승인의 구조와 지원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즉각 취할 의무를 가지며, 이후 우주비행사는 안전한 가운데 신속히 발
사기관(Launching Authority)의 대표에 송환됨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

○ 우주선의 부품에 대한 사항도 함께 담고 있음. 발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우주선과 동 부품의 회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발사기관이 부담하게 됨.
- 여기서 말하는 우주선이란 Space Vehicle로 Space Vehicle 이란 발
사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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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
약’임.
○ 외기권조약(우주조약)에서 다루었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행위주체에 불문
한 국제적인 책임과 발사활동에 관여한 체약국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 언급하였음. 그러나 이는 손해에 대한 개념정립이나 구체적인 배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는 규정이었음.
○ 1962년부터 발생한 우주파편의 대기권 재진입에 의한 일련의 위험상황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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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방법, (3)배상
비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1971년 법률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음.
1999년 현재 총 80개 국가가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도 1980년 가입함.
라. 등록협약
○ 등록협약의 정식명칭은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으로

궤도 또는 그 이상의 곳으로 진입되는 우주물체의 등록을 강제화하는 것
임. 동 조약은 1961년 12월 20일 유엔총회가 결의문 제1721호 (ⅩⅥ)를
채택하여 등록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한 것을 조약으로 발전시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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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약은 1976년 9월 15일 부로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도 1981년 10월
15일에 조약 제761호로 공포 발효됨.
< 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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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

○ 제4조 1항에서 규정한 기본사항 이외에도 우주물체에 대한 추가정보를
언제라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제4조 2항)
- 인공위성의 체적(Dimension)과 무게, 사용주파수, 기능 등이 추가정
보사항이나 많은 국가들이 첩보기능을 하는 자국 인공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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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달조약
○ 1979년 12월 5일 유엔총회 결의문 34/68로 컨센서스에 의해 채택된 후
1979년 12월 18일 서명에 개방됨. 통상 달조약으로 불리며, 정식명칭은
‘달과 다른 천체에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임.
○ 동 조약은 인간의 달 및 다른 천체에의 착륙 및 개발행동을 외기권조약
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채택하게 되었음.
○ 달 조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내용을 담고 있음. 첫째는 제 4조에
서 규정한 달의 탐사와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
다는 것임. 둘째는 과학적 조사의 자유는 국제법에 따라 차별없이 평등의
원칙하에 이루어 져야 함. 셋째는 달과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임.
1999년 현재 9개 국가가 가입중이며 대부분 우주활동이 미약한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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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오지리, 칠레,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우루과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가 미가입 상태임.

바. 우주물체의 담보권 협약
1) 개 요
○ 이동 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은 항공기, 철도차량, 우주 등 3개 의정서중
하나로 1997년부터 우주물체 의정서(space property protocol) 성안 및 채
택을 준비해 왔으며, 이를 위해 Space Working Group이 준비한 초안을
2000년 9월 Unidroit 집행위원회(Governing Council)에 제출하였음.
○ 우주물체 의정서는 국경을 초월하여 위치하는 우주장비의 물권을 명확히
하여 제반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 기
업들의 우주물체에 대한 재원조달을 용이케 하기 위함임.
○ 우주물체 의정서는 2001년 10월 로마에서 비공식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
여 우주물체 의정서와 기존의 우주협약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등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타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음. 그
러나, Space W/G은 기본적으로 우주물체 의정서가 우주법과 반드시 양
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not necessarily inconsistent) 결론에 도달하
였으며, 다만 우주물체 발사국의 책임을 규정한 손해배상 협약 2조와 외
기권조약 6조 및 8조는 우주물체에 대한 소유이전과 관련하여 문제를 야
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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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입 여지문제
○ 기존의 등록협약의 경우 등록국은 1개국이나, 우주의정서에 의한 등록국
은 다수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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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자산의 등록기구(Registry) 및 감독기구(Supervisory Authority)문제
또한, 기존의 우주물체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OOSA와의 관계문제
사. 우주상법(Commercial Space Law)1)
○ 우주상업활동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마찬가지로 우주상법
도 그 초기단계에 있음. 그러나 지난10여 년간의 우주상법은 놀라운
발전을 했으며 그 발전의 폭온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우주에 관련된
독특한 환경에서의 상업적 발전은 또한 그 독특한 법적 문제를 발생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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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에서의 최초 인간의 상업적 활동이 시작된 분야가 바로 우주 통신분
야임. 현재까지 이 분야에 가장 많은 민간자본이 투입되었으며 이 분야가
우주상업 중 가장 수익성이 큰 분야로 손꼽히고 있음.
○ 우주 통신이란 인공위성을 지구궤도(Geostationa교 Orbit)에 진입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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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감
지․감시 기능을이용하면 지구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표면의 탐색, 농
작틀의 작황 분석 및 생태계틀 파피하는 폐기물 처리틀 감시(Monitor)할
수 있게 됨.
1) 홍순길, “우주법과 정책의 주요과제와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항공법학회지, 한국항공우주법학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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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야에 관하여 제3세계국가들은 그들의 영공에 인공위성이 비행하는
것을 금지 시킬 수 없기 매문애 대신 이들은 위성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
터와 그 데이타틀 해석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들을 요구함. 이에 대하여
인공위성을 발사 합 수 있는 국가틀은 원격감지 위성을 이용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소유권은 물론 그 해석 기술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당연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임.
3) 우주 제조업 분야
○ 현계까지는 통신위성과 원격탐사 위성이 우주에서의 가장 중요한 상업적
활동이었지만 우주제조업(Space Manufacturing) 분야야말로 장차 가장
가능성이 풍부한 분야로 예상됨. 먼지와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특정
화학물질, 의료품, 반도체 결정(Semi-conductor Crystal), 플로라이드 글
라스(Floride Glass) 및 합금(Metal Alloy) 등의 개발 및 제조를 위한 특
수한 공장을 설치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상품의 제조, 판매가 계약 또는 불법행위 등에 관한
현행의 법 체계에 어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 같지는 않음. 다만 여러
가지 단속 법규나 독점규제법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는 많을 것임.
4) 에너지 분야
○ 우주에서 상업활동이 장래성있는 분야의 하나는 태양에너지 생산 분야임.
우주에서 태양에너지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태양
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소 건설은 오
직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며 이때 국제적 협력을 둘러싼
법률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게 마련임.

제 2 절 UN COPUOS의 금년 동향
1. 과학기술소위원회의 동향
가. 회의일정 및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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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월)부터 2.27.(금)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 41차 COPUOS 과
학기술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의 개회사 및 유엔 외
기권사무국(OOSA) 사무국장의 2003년 업무보고에 이어 회원국들의 의제
토의가 진행됨.
○ 2004-2005년 임기의 과학기술소위 의장으로 D. Prunariu (루마니아)를 선
출함. Prunariu 의장은 전임 Doetsch의장의 UNISPACE Ⅲ 권고 이행과
관련한 업적을 높이 평가함. 또한 최근 미국 대통령의 화성 및 우주에 대
한 장기 탐사계획을 언급하고, 화성 탐사선인 Spirit 및 Opportunity의 성
공적인 착륙, 중국의 유인 우주선의 성공적인 비행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제협력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가 이러한 우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함.
○ 2000년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채택 및
2002년 Johannesburg 세계 지속가능한 개발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응용 우주과학 및 기술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 및 인간안보의 실현
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COPUOS의 주요 의제로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telemedicine 및 재난관리 등 의제들이 논의되고 있음.
○ OOSA 사무총장은 우주과학․기술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 (예:
최빈국 국민)에 대해 우주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피력.
- 개도국의 젊은 계층의 우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각종 연수 프로
그램을 개발
- 재난 위기에 있는 국가 (예: 인도네시아의 지진)에 대해 원격탐사
(remote-sensing) 기록을 신속히 제공
-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telemedicine 활용
○ 또한 UNISPACE Ⅲ의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 12개 이행 팀의 원활한 활
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회원국으로 하여금 동 권고사항
의 이행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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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의제의 회의내용
1) 주요국의 기조발언내용
○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은 지구정지궤도는 하부국의 천연자원이며, 동 궤도
의 이용시 개도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을 주장. 또한 개도국의 우주과
학기술에 대한 능력 배양을 위해 우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관심영역은 우주 응용 과학기술의 재난관리에의
적용 및 소형위성의 개발 등으로 이와 관련하여 2004. 4월 산티아고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간안보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발
표.
○ 중국은 미국 화성탐사선의 성공적 착륙을 환영하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
용을 강조함. 또한 우주과학기술 개발이 사회 및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
기 때문에 2003년 유인 우주선의 성공적 발사의 모멘텀을 살려 향후에도
보다 활발한 우주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을 발표함. 아울러 우주활동에 있
어 국제협력 및 다자주의를 지지함.
○ 오스트리아는 2004년이 세계 식량의 해(International Year of Rice)임을
언급하면서 우주 응용 기술이 개도국 농업 증진에 끼치는 역할을 강조함.
또한 새로운 의제로서 telemedicin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03년 유럽우
주정책의 채택에 따라 자국에 유럽우주정책연구소를 설치한 바 있음을
소개 함.
○ 미국은 2003년 우주활동 관련한 주요 성과를 소개함.
- 1.14 부시 대통령은 ‘New U.S. Space Exploration Vision'을 발표하
여 NASA 및 민간의 우주활동 관련 roadmap을 제시
- 합리적 정책 결정의 기초로서의 지구관찰시스템(Earth Observation
System) 창출을 위해 Earth Observation Summit을 개최하고
Declaration of Summit 채택(2003.7 워싱턴)
- NASA는 콜롬비아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2004
년 가을 우주왕복선 비행(Space Shuttle Flight) 재개예정
○ 이밖에 화성탐사로봇 Spirit와 Opportunity호 발사, 국제우주정거장 관련
현황 등 다양한 우주 활동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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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중국 유인우주선의 성공적 비행을 환영하고 프랑스, 루마니아,
브라질 등과 긴밀한 우주 과학 및 기술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음
을 발표
○ 또한 우주사용의 주요 원칙으로 국제협력 및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면서
우주에 대한 무력사용 및 무력의 위협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및
1967년

우주원칙조약에

위반되며,

최근

우주공간에

무기를

배치

(deployment)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함.
○ 일본은 2003년에 우주활동에 대한 장기계획(10년)을 수립하고, 기존의 3
개 우주관련 기구를 통합하여 일본 우주 탐사 국(JAXA)을 설립함.
- 장기계획의 목표는 안전한 사회의 수립에 기여, 삶의 질 증진,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및 지적 자산 확대임.
○ 2003년 위성 발사체 H-IIA 및 소행성 탐사선 MUSES-C의 발사에 각각
성공하였으나, 화성 탐사선인 NOZOMI의 화성 도착에는 실패함.
○ 제2차 지구관측정상회의(Earth Observation Summit)가 금년 상반기에 동
경에서 개최되어 10년 이행계획이 마련될 예정임을 발표.
○ 프랑스는 우주물체발사와 관련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감안, 모든 나라
에 적용되는 Space Debris 저감을 위한 국제적 규칙이 채택되기를 기대
하며, 동 목적을 위한 각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함.
○ 올해 최초로 논의되는 tele-medicine과 관련, 특히 아프리카․라틴아메리
카 국가들이 이를 통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함.
○ 우리나라는 금년에 “비엔나 우주 및 인간개발 선언” (Vienna Declaration
on Space and Human Development)의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검토회의
(UNISPACE Ⅲ + 5 검토회의)가 개최예정임을 상기하면서, 동 선언의
주요 원칙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인류 공동이익 증진에 있음을 강조
함.
-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navigation and positioning system" 이행 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왔음을 언급하고 12개 이행 팀의 활동을 평가함.
○ 또한 2003년 우리나라의 주요 우주 활동 및 향후 계획의 개요를 소개함.
- 다목적 위성인 KOMPSAT-1이 원격탐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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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다수 국가에 배포되고 있음.
- 2003년 과학, 기술위성인 STSAT-1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우주 관
측, 지상 환경 감시 및 야생생물 추적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음.
- 2006년 통신위성 및 2008년 해양 및 기상 위성을 각각 발사할 계획임.
○ 금번 과기소위 기간 중 “Smaller Size, Wider Use", 제하 심포지움이 개
최되어, 개도국의 비용 효율적인 우주활동 참여방법으로서의 소형위성
의 가능성과 농업․보건 등의 면에서 다양한 활용 예가 소개되었음.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소형위성의 적용

․남아공은 소형위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수원 확보, 말라리아 퇴
치 등에 활용한 사례 소개

․말레이시아는 소형위성 발달사를 소개하고, 정책결정 도구로서 소
형위성의 가능성과 극복해야 할 점을 제시

․칠레는 우리나라 위성인 KOMPSAT 등을 동해 수집된 데이터를
토지 이용 변천 파악에 활용한 사례 소개
2) 우주응용 프로그램 관련 논의
○ 동 프로그램의 전문가(Expert on the U.N. Programme in Space
Application)로 OOSA에 채용된 Ms. Alice Lee가 2003년도 동 프로그램
하에서 개최된 다양한 워크숍과 훈련코스 등을 소개하고, 2004년 업무계
획을 발표하였음.
○ 미국, 인도, 독일 등이 동 의제와 관련한 자국의 활동과 이행 팀에서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우주응용 프로그램이 UNISPACEⅢ 권고사항 이
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주 기술의 인간생활에의 활용에 국제 협력이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 미국은 2002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정상회의 (WSSD)시 각
국 정상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주기술의 이용에 합의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 후속조치로서 2003년 워싱턴에서 개최한 지
구관측정상회의 (Earth Observation Summit),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
한 워크숍 등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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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ISPACE III 권고사항 이행
○ 금년 10월 ‘UNISPACEⅢ+5' 평가보고서 제출에 대비하여 각 action team
들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관련하여 각 action team 의장국들이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중국 캐나다 프랑스는 action team 7(natural disaster management)의 활
동을 소개하면서, UNISPACEⅢ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국제재난관리
조정기구 설치, 재정문제 해결 및 각 회원국들이 재난관리 예산을 우주에
기반을 둔 재난관리에 전용할 것 등을 권고함.
○ 이태리는 지구 항행 위성 시스템(GNSS)에 대한 action team 활동을 소
개하면서 GNSS 관련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조정기구 설치를 제안하였
음.
4) 원격탐사(remote-sensing)
○ 지구 관측 위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활용
현황, 동 데이터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적시공급 필요성, 상업적 이용, 국
제협력의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참가국들의 다양한 발언이 있었으며,
NASA, ESA 등 우주활동관련 국제기구들이 technical presentation을 통
해 위성탐사 자료의 다양한 활용 예를 소개함.
○ 우리나라(본인)는 KOPMSAT-1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의 공급 및 활용현
황을 소개하고, 제24회 아시아원격탐사회의 및 2003 국제원격탐사 심포지
움을 개최하였음을 언급함.
○ 미국은 합리적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로서의 원격탐사 데이터의 잠재력과
부시 대통령이 2003년 4월 발표한 ‘원격탐사자료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정책’을 소개함.
○ 인도는 위성자료를 활용한 자연 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국가 발전의 중요
축으로 설정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인에
의한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이라는 슬로건 아래 남
아공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공동 위성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동 분야에
서의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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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주폐기물(space debris)
○ 우리나라는 우주물체가 우주 폐기물과 충돌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
황에서 우주폐기물 조정위원회(IADC)가 우주폐기물저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동 문제가 기술적 안전 문제뿐 만 아
니라 상업적,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함.
○ 또한 IADC 지침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집된 실무 그
룹 회의에서 관련국들이 IADC 지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개도
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따라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안 및 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
련되어야 함을 동 지침의 서론이나 혹은 다른 적당한 곳에 삽입하여야
함을 주장하여 실무 그룹이 앞으로 계속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채택됨.
○ 인도네시아는 우리 측 입장을 지지하면서 회원국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 영국은 IADC 지침이 현재의 국가 관행을 잘 반영하고 있어 금번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함.
○ 이태리는 IADC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이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준수하
는 규칙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요청함.
6) 우주공간에서의 핵 동력원 사용
○ 우리나라는 1992년 채택된 핵 동력원 사용에 관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동 연료사용이 deep space mission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되
어야 함을 강조함.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엄격한 안전규정이 마련되
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우주에서의 기술안전규정 제정을 위한 논의의 출
발점으로 COPUOS 주최 하에 IAEA 등이 참석하는 workshop/technical
meeting을 개최할 것을 제안함.
○ 미국은 핵연료가 복잡한 우주활동에서 제기되는 많은 기술적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동력원이라고 언급하면서, 두 차례의
presentation을 개최하여 현재 미국의 핵연료 사용위성 현황, 핵 동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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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필요성 및 안전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음
○ 독일은 현재 1992년 핵 동력원 사용에 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을 변경할 만큼 긴
급한 요구가 있지 않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 문제에 대한 정
보 및 지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 OOSA가 IAEA와 공동으로 관련 기술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지지함.
7) 원격진료(tele-medicine)
○ 금년도 처음으로 의제로 채택된 동 의제에 대해 미국은 비용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적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고, 프랑스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프랑스가 아프
리카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원격진료 메카니즘을 소개함.
8) 우주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 세계적 통합재난관리 제도
○ 인도는 지구관측 및 통신위성 등을 통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완화하
는 것이 UNISPACE Ⅲ의 주요 권고사항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관련
UNISPACE Ⅲ 이행 팀의 활동을 평가함. 또한 우주 및 주요 재난에 대
한 국제헌장(International Charter on ‘Space and Major Disasters')이
실제 재난상황에 활용되고 있음을 소개함.
○ 미국은 자국이 세계적 재난관리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지
구관측위성을 통하여 2003년 8번의 재난관리를 실시한 바 있음을 소개함.
아울러 동 대표단은 환경위성을 통한 자료를 가지고 tornado, 홍수 등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소개함.
9) 태양-지구 물리학
○ 중국은 중국에서는 태양-지구 물리학의 연구가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0개의 관련 연구소가 있음을 언급하고 그들의 연구과제는 태양 물리학,
행성 간 물리학, 자기 층 물리학, 이온층 물리학, 고고도 및 중고도 공기
물리학, 지자기 물리학 등임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함.
- 중국은 ESA와 공동으로 Double Star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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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이 관련되어 있음. 첫 번째 위성은 TC1 으로서 2003년에 성공적
으로 발사되어 원지점이 79000km인 타원 궤도를 돌면서 자기 층 관
련 자료를 측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위성은 TC2로서 2004년에 발사
예정으로 39000km의 원지점을 갖게 될 것임. 이들 위성의 탑재용으로
ESA에서 8개의 측정 장비를 제공하였음. 중국은 또한 2006년과 2007년
에 각각 1기씩의 탐사 위성을 발사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 캐나다는 금년에 1개년도 의제로서 태양-지구 물리학이 선정된 것을 기
쁘게 생각함을 표명하고 ILWS(International Living With a Star)사업의
참여국으로 EPOP 이라는 임무와 지상에서의 우주관측등 2가지 분야에
기여하고 있음을 발표함.
- EPOP은 캐나다의 소형위성에 과학 측정 장치를 탑재하여 상층의 대
기가 태양의 전자기파와 입자 방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해
하기위한 과제이며 지상에서의 우주관측은 캐나다가 보유한 지상의
모든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태양과 지구의 연관성을 규명하기위한 과
제로서 자기장측정, 오로라 영상획득, 이온층의 레이다 영상획득, 이론
적인 모델작성, 우주의 기상 예측 등을 포함함을 소개함.

2. 법률소위원회의 동향
가. 회의일정 및 주요사항
○ 2004년 3월29일부터 4월8일까지 COPUOS 법률소위원회 회의가 개최됨.
이번 회의에는 태국과 예멘 그리고 리비안 아랍 자마히리아등이 옵저버
참가를 신청해옴에 따라, 기존 관행대로 회원국의 약식 동의절차를 통하
여 동 국가의 회의 참가를 허용함.
○ 2003년 COPUOS 회의 결정에 따라 Sergio Marchisio 이태리 로마 ‘La
Spienza' 대학 교수(이태리)가 2004-2005 임기의 법률소위 의장으로 선출
됨.
- 부의장에는 : Arevalo, Cir (콜롬비아)대사가 선임
○ 외기권사무소(OOSA)는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의 OOSA의 활동에 대하
여 회원국에 대하여 보고함.
- 핵동력원(NPS) 관련 IAEA와 핵사고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 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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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공동 연구 진행
- 우주법관련 자료 발간 및 홈페이지 게재,
- 우주법 관련 소식지인 ‘Space Law Update'를 이메일을 통해 배포
○ 특히 OOSA 국장은 2003년 우리정부와 UN이 공동으로 대전 한국항공우
주연구원에서 개최한 우주법 워크숍 회의에 대하여 각국 참가현황, 개도
국 지원, 회의결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성공적인 회의개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함. 또한 동 회의 결과를 담은 책
자 및 CD를 회의기간 중 배포할 예정임을 밝히고, 제3차 회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발표함.
나. 주요의제의 회의내용
1) 주요국의 기조연설 내용
○ 미국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자국의 우주
활동이 인류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기존
외기권 제 조약의 가입, 협약의 국내적 이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기상위성, GPS, 지구과학정보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
○ 금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우주개발에 관한 ‘New Vision' 및 자국의 향후
우주개발 계획을 소개하고, 각국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함.
○ 러시아는 예년과 같이, 현 외기권조약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동안
의 UN 결의안 등 국제적 논의동향 반영하여 모든 국가에 이로운 방향으
로 나가기 위해서는 법적기속력을 가진 단일 우주법(포괄적 우주법)을 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주의 군사화에 대하여 반대함.
○ 또한 우주폐기물(Space Debris)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현재의 과기소위
의 진행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법률소위의 논의에 대하
여 반대함. 아울러 우주물체 등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미등록 우주물
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주제임을 밝힘.
○ 중국은 자국의 유인우주선 및 과학위성 발사 등을 언급하고, 우주활동에
관한 국내 법률을 준비 중임을 소개함. 중국 역시 예년과 같이 평화적 목
적을 위한 우주기술 발전을 강조하고, 외기권의 군사화에 대하여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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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국가들은 원격탐사의 형평성 문제, 적도국가들의 이익 반영, 우주
궤도의 평등한 이용 등을 강조함.
○ 일본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 10월에 새로운 계획에
따라 과거 분리되어 있던 우주관련기구(NASDA,NAL, ISAS)를 통합하여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출범시켰으며, 또한 소행성 탐사
계획인 ‘MUMSES-C’ 계획, 무인 우주실험장치 회수 시스템인 ‘USERS’,
우주환경

신뢰성

실증을

위한

‘SERVIS-1’ 계획, 지구관측을

위한

‘ADEOS-II’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함.
- 일본은 이 같은 우주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외기권조약, 구조, 책임, 등
록 조약을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
○ 이와 더불어 우주물체 담보권 관련한 UNIDROIT 의정서는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일
본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냄으로서 동 의정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오고 있으며 또한 국내 연구그룹을 설립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
음을 설명
○ 또한 우주자산의정서에 관하여 동 의정서체결이 우주자산의 판매자와 구
매자,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될 것임을 표명. 또한 우주
물체 등록에 관한 감독과 권한에 관하여서는 신뢰성과 공평성을 가지고 있
는 UN이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바람직함을 표명
○ 작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우주법 워크숍이 우주법에 대한 각국의 이해
도 증대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고, 회의에 참석한 각국 참석자와 OOSA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브라질에
서 개최되는 제3회 워크숍에서도 이러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함.
2) 우주조약 현황 및 적용에 관한 논의
○ 현재 UN 우주조약의 가입현황
- 외기권 조약: 98개국, 구조협약: 88개국, 책임협약: 82개국, 등록협약:
45개국, 달조약: 10개국
○ 동 의제는 COPUOS에서 다년간 논의되고 있는 주제로서 미국은 예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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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협약의 보편성 확보측면에서 외기권사무국(OOSA)은 제42차 법률소
위 결정에 따라 UN 사무총장 명의로 각국 외무장관 및 국제기구에 대하
여 5개 우주조약 가입을 촉구하는 별첨 서한 문안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
어짐.
- 동 서한은 조약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과, 조약가입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각종 수혜, 권리 및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전체적으로 주로 자구 수정, 형식에 대해서만 일부 논의가 이루어 졌으
며, 다만, 미국은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각국에 5개 우주조약을 모두 가입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받는 국가에 너무 큰 요구로 받아질 수 있으므로,
모든 조약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러시아도 찬성의 입장
을 밝혔으나, 멕시코는 그럴 경우 서한발송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함. 결국, 서한에는 5개 조약을 그대로 명시하되, 첨부문
서에 각국이 선별적으로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합
의함.
○ 미국은 외기권조약, 구조, 책임, 등록, 등은 그간 우주활동을 관할하고 법
적인 근간을 제공하여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주활동을 증대할 수 있었
음. 따라서 조약체제의 수정은 필요하지 않음을 표명. 아울러 외기권에
관한 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가입을 촉구함.
○ 우크라이나는 우주조약이 그간 우주활동을 관할하고 하나의 가이드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로 인하여, 국내법
조화나 인지도 증대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으며, 기존 조약체계의 수정이
필요함을 주장함. 따라서 포괄적 협약(comprehensive Convention)을 체
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포괄적 조약은 기존의 5개 조
약, 국제기구에서의 결의 등을 포함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법적 공백을
없앨 수 있음을 표명.
3) 핵동력원 사용문제
○ 작년과 마찬가지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은 COPUOS 과기
소위에서의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다시 밝힘.
○ 우크라이나는 핵동력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장래 계획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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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설명하면서 핵동력사용에 관한 기존 원칙이 동 사안에 대한 규범
을 마련 하는데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 기준(norm)을 마련하기
위해 IAEA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UNESCO 등과 같은 국제기
구와 함께 논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주장함.
4) 우주자산 의정서
○ 동 의정서의 국제사법적인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UNIDROIT 차원의 정
부전문가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COPUOS에서는 UN의 감독기관
(Supervisory Authority) 가능성, 기존의 우주관련 국제조약과의 양립성
및 등록기관 설립을 위한 재원문제를 논의
○ 미국은 우주활동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자본
시장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UNIDROIT 의정서가 체결될 경
우 모든 지역, 모든 발전단계의 국가들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하면서
의정서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
○ 아울러 우주자산 의정서와 기존 공법체계와의 관계에 대해, 동 의정서가
기존 공법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들과는 독
립적인 영역을 규율하는 체제로서 우주조약 및 ITU 규정상의 권리와 의
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함.
○ 네덜란드는 감독기관 문제에 대해서 유엔사무총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기존 조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42차 회의 때
와 같이 동 의정서와 기본조약의 충돌시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원칙
에 따라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일본은 UN이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자발적
기여금 조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기
를 희망함.
○ 러시아는 UN이 기본적으로 정부간 기구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창설되었
으며, UN 헌장 목적에 엄격히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상업적인 활동에 대하여 UN이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
다고 주장함. 또한 우주활동은 국가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별
도로 수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 따라서 UN이 아닌 별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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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국제조직을 구성하여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되, 이 기관에 대하
여 UN의 옵저버 자격을 부여하여, COPUOS에 동 활동을 보고하고,
COPUOS는 동 기구의 활동이 기존 국제공법과 양립하는지를 감독할 것
을 제안함.
○ 중국과 인도는 국제사법인 UNIDROIT 의정서가 기존의 국제공법체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인도의 경우에는 국제공법
과 동 의정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공법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본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UN의 감독기관 수행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간
기구인 UN이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국제등록기관의 감독업무를 수행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UN의 책임 발생 가
능성을 지적함.
○ 중남미 국가들은 지난 제42차 회의시 대체적으로 UN의 감독기관 수행을
찬성한 바 있으나, 금년 회의시에는 동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재원문제만을 주로 언급함. 아르헨티나는 UN이 감독기
관을 수행할 경우, 정규분담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자발적 기여금으로
비용을 충당할 것을 주장
5) UNIDROIT
○ 협약 및 의정서의 주관 기구인 UNIDROIT는 제42차 회의와 같이 이번
COPUOS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담보권 협약 및 항공기 의정서의 현황,
로마에서 2003.12 개최된 정부전문가회의 결과, 감독기관 선정에 관한
UNIDROIT측 입장 등을 설명
- 협약의 원서명국은 28개국이며, 에디오피아, 나이지리아, 파나마 등 4
개국의 비준으로 2004년 4월1일자로 발효예정임. 항공기 의정서는 8
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금년 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
하여 등록기관이 10월경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
- ICAO의 경우 등록기관 설립을 위한 초기비용(start-up cost) 마련 문
제가 있었으나, 최근 항공관련 협회 및 항공기 제작자 등 민간측의 후
원으로 상황이 호전되었음.
○ UN의 감독기관 수행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뢰 있는 국
제기구인 UN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초기재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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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집을 위해서도 UN과 같은 권위 있는 기관이 유리하며, 충분한
재원확보를 위해 조기에 감독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또한 책임(liability) 부담 문제에 있어서도 UN이 UNIDROIT보다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주장함.
6) 우주물체의 등록관행
○ 각국의 우주물체 등록관행의 조화를 위하여 제42차 회의시 미국측 제안
에 따라 4년 기간으로 동 주제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됨.
○ 각국의 우주물체 등록 관행 논의에 앞서 UN OOSA는 동 기관이 관리하
고 있는 각 회원국의 등록 데이터를 기초로 등록협약에 대한 개괄적 설
명과 함께, 현재까지의 우주물체 등록 현황을 소개하고, 각국의 등록관행
에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함.
○ 각국의 통보시기, 통보내용 및 기준(발사시각, 등록 우주물체의 범위의 차
이, 도량형 등) 등이 모두 상이하여, 하나의 통일된 양식 또는 질의에 따
른 등록내용의 보편성 확보의 필요성이 있음을 밝힘.
○ 미국은 과거 수 년 동안 등록체제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우주활
동의 급격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다년간 주제로 동 안
건을 제안하였음을 밝히고, 자국의 등록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함.
- 미국은 등록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중앙관리 등록체계를 갖추고 있는
데 이는 여러 단계의 등록체제 이행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미국의 우주물체 등록과 운영은 국무성내 ‘우주 및 첨단 기술 사무소
(Office of Space and Advanced technology)'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정부, 민간 그리고 현재 작동하지 않는 우주물체의 정보를 담고 있
음.(매분기 자료 갱신)
- 등록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인터넷을 통해 등록정보에 대한 접
근(www.usspaceobjectsregistry.state.gov)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
자적으로 등록정보를 갱신하고 있음.
○ 프랑스는 발사지에 상관없이 자국의 정부 또는 민간기관에 속하는 자국
의 우주물체 등록하며, 또한 유럽통신위성기구(EUTELSAT)을 대신하여
등록을 대행하고 있음. 프랑스 발사체에 의한 외국 위성의 발사와 관련해
서는, 사전에 등록문제에 대하여 관할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명확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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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물체 등록관리는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CNES)에서 담
당하고 있으며, 외교부에 갱신된 정보를 통보함.

프랑스는 발사지에 상

관없이 자국의 정부 또는 민간기관에 속하는 자국의 우주물체 등록하며,
또한 유럽통신위성기구(EUTELSAT)을 대신하여 등록을 대행하고 있음.
프랑스 발사체에 의한 외국 위성의 발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등록문제
에 대하여 관할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명확화 함.
- 우주물체 등록관리는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CNES)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외교부에 갱신된 정보를 통보함.
○ 일본은 983년 이후 문부과학성(MEXT)에서 우주물체의 등록을 관할하고
있으며 UN의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외무성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3. COPUOS 본회의 동향
가. 회의일정 및 주요사항
○ 2005년 6월 8일부터 17일까지 비엔나에서 제47차 COPUOS 본회의가 개
최되어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각 의제에 대한 논의를 가짐.
○ 이번 회의는 UNISPACE Ⅲ 권고사항 이행보고서를 마무리하게 되는 중
요한 회의로 UNISPACE Ⅲ 권고사항의 이행문제 통합적 협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짐.
나. 주요의제의 회의내용
1) 주요국의 기조연설 내용
○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음을 언
급하면서 정책방향이 국제협력의 증진에 있음을 강조함. 아울러 2003년 7
월 제1차 지구관측 정상회의 개최가 성공리에 개최되었으며, 현재 특별
이행작업그룹이 설치되었음을 언급함. 또한 우주왕복선 Columbia 호의
사고조사가 마무리되어 금년 여름 말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며, 2005
년 봄 우주활동을 재개할 계획임을 설명.
○ 러시아는 COPUOS의 주요 mandate 및 1999년 Vienna 선언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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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있음에도 그간 동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었음.
이와 관련하여 우주의 군사화에 반대하며,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감시하
는 신뢰할 만한 검증장치가 없으면, 우주에서의 군비경쟁이 가속화 될 것
인 바,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우주단일협약 제정을 제안함.
- 동 우주조약에는 우주 경계문제, 우주 폐기물 문제 및 우주관련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일본은 작년 화성 탐사의 실패, JAXA 설치, 우주장기계획 수립 등 우주
활동 현황을 소개하면서 2004.4월 제2차 지구관측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10년 장기 이행계획을 채택하였음을 설명. 아울러 태국의 COPUOS 정위
원국 입후보를 지지함.
○ 중국은 2003년 10월 유인 우주비행의 성공을 상기시키면서, 자국이 우주
활동을 인류의 이익,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부합되게 하고 있음을 강조하
면서 우주의 군사적 목적 이용을 반대함. 또한 우주활동에 있어 국제 협
력원칙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동 활동이 형평스럽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
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우리나라는 미국의 화성탐사선의 업적, 중국의 유인우주비행의 성공 및
ESA의 화성탐사에 대한 진전을 평가하고 어느 때보다 우주활동에 있어
국제협력이 중요해졌음을 강조하면서 금번 회의가 UNISPACE ⅢDML
권고사항이행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을 상기시키면서 동 보고
서 작성 작업에 참여했던 12개 이행팀의 활동을 평가함.
○ 또한 다목적 위성활동, STSAT-1, 부산에서 개최된 제24차 아시아 원격
탐사 회의 및 국제 원격탐사 심포지움 그리고 대전에서 개최된 제2차 국
제 우주법 워크샵에 대해 언급함.
2)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 미국은 COPUOS의 주요 임무가 우주활동에 있어 ‘국제협력’증진에 있음
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경우 300여 행위자(국가,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등)
와 3,000여개의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을 강조함.
○ 아울러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방법 및 수단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
역회의 등을 통해 WSSD 이행방안을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이런 맥

- 27 -

락에서 미국은

COPUOS 활동과 관련, 수자원 관리, 지질정보 및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설명
○ 파키스탄은 국가의 3/4이상의 예산이 군사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COPUOS 가 우주의 군사화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인도는 COPUOS 의 임무로 국제협력 뿐만 아니라 우주자산의 안전 확보
가 중요함.
3) UNISPACE Ⅲ 권고사항 이행
○ 중국은 자국이 캐나다 및 프랑스와 공동으로 재난관리에 관한 이행팀의
의장을 수임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 이행팀의 권고사항중 지구적 재난관
리를 위한 국제조정사무소 설치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함.
- 이러한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2005-2006년 기간중
소형위성 집합 배치(small satellite constellation) 계획을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하루 1회 전 지구를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제적 공동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일본은 2004.4월 개최된 지구관측정상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동 10년 장
기이행 계획의 주안점이 인간안보실현, 환경 및 자연자원 관리, 생물다양
성에 기여, 재난 감소 등에 있다고 언급함.
4) 제41차 과기소위 보고서
○ 제41차 과기소위 보고서를 지지하고, tele-medicine 에 대해 계속 논의하
기를 기대하며, 우주폐기물과 관련, 41차 과기소위에서 IADC 지침의 채
택이 실패하였지만, 우주개발국(space-faring state)이 이를 자발적으로
적용하기를 기대함.
○ 체코는 우주폐기물에 대한 IADC 의 지침이 차기회의에서 채택되기를 기
대하면서, 동지침이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적용되지만 향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발전되기를 희망.
○ 중국은 캐나다 및 프랑스와 함께 재난관리 이행팀의 공동 의장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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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언급하고, 2004-2005년 기간 중 이행팀의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
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우리 나라는 원격탐사와 관련,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제24차 아시아 원격
탐사회의 및 국제 심포지움 개최 그리고 환경연구 목적의 ASEAN +3 위
성영상저장 국제 프로그램이 진전을 보이는 등 동 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
○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서는, 기관간 우주폐기물 조정위원회(IADC)가 마
련한 우주폐기물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면서도, 국제협력의 정
신에 따라 이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 수단이 개도국에 제공되기를 희망함.
5) 법률소위 보고서
○ 미국은 회원국의 유엔 우주조약의 가입 및 관련 규범의 국내 이행을 촉
구하면서 일부회원국의 보편 우주조약 제안은 현행 유엔 외기권 조약이
문제가 많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 1967년 외기권 조약
제1조 및 제2조에 명시된 국제협력, 외기권의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자유 이용, 외기권의 전용금지 등 기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표명
○ 체코는 발사국 개념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안을 환영하고, 유엔의 우주자
산의정서상의 감독기관 역할 수임을 지지함. 아울러 차기 법률 소위 의제
로 우주폐기물, 원격탐사 문제가 포함되기를 제안. 또한 우리나라가 개최
한 제2차 유엔 우주법 워크샵을 성공적 개최로 평가함.
○ 우리나라는 유엔 5개 외기권 조약 미가입국의 동 조약에 대한 선별적 또
는 일괄적 가입을 촉구하는 서한(안)마련을 지지하며, 조약 적용의 일관
성 및 법적안정성 증진을 위해 미가입국이 조약 가입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을 권유함.
○ 또한 발사국(launching State) 개념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을 국
제기구의 하나임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법률소위시 몇몇 대표단이 국제기
구(예:유엔)의 책임 및 비용 문제에 대한 관행 및 정보 등 부족으로 추가
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 회의기간 특별작업그룹
이 차기법률소위에 바람직한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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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주응용기술의 파생적 이익
○ 미국은 우주분야에서의 민간부문의 성장을 지적하면서 우주응용기술이
의료, 건강, 동물보호, 환경관리 등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표명
○ 일본은 2003.10월 JAXA의 신설과 함께 학계, 재계 등과 공동으로 우주응
용과학 및 기술이 인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문제를 연구해오고 있
으며, 환경보호, 수질 정화 등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고, 독일은 우주
응용기술이 홍수 등 재난관리에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함.
7) 우주와 사회
○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은 국가의 과학기술을 선도하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중요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우주 과학기술에 흥미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인 동 분야의 직업인으로 이들을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함을 역설. 아울러 국내에서 수행된 우주교육 프로그
램을 소개
○ 미국은 젊은 세대에 대한 우주 교육의 실시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우주능
력의 배양의 기초가 되어 중요함을 설명하고 현재 NASA에서는 우주응용
기술을 통한 환경보호, 우주탐사프로그램, 우주정거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분야의 교육관계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및 장학금
등에 대해 소개함.
○

중국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분산되어

있어

위성을

통한

원격교육

(tele-education)의 필요성이 높음. 1986년부터 컴퓨터에 의한 network망을
구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학교간 network망을 형성하였으며, 2002
년에는 서부지역의 초등학교 교육, 2003년에는 시골지역의 중학교를 대상
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8) 우주와 물
○ 오스트리아는 현재 20억 인구가 식수 부족에 처하여 있으며, 이런 현상은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설명. 향후 과제로 동 문제에 UNDP 등 개발 국제기구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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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pilot project를 실시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할 것을 제시함.
○ 미국은 위성을 해양의 상태, 계절적 기후 변화 예측, 엘리뇨 발생 예측
등에 활용하고 있음. 최근에는 ESA와 공동으로 토양수분(soil moisture)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 농업, 계절적 기후변화,
홍수 예측 등에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
○ 중국은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원격탐사 등
을 통한 지국관측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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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UNIDROIT 이동장비담보권협약 및 항공기장
비의정서, 우주자산의정서
제 1 절 개요
○ UNI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고가의 이동장비인 철도차
량, 항공기, 우주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담보권협약을 만들고, 부속서
로 각 자산별 의정서를 만들고 있는 중임. 협약과 의정서라는 2원체제를
취하고 있음.
철도차량
의정서
이동장비 담보권 협약

항공기장비
의정서
우주자산
의정서

○ 항공기, 철도, 우주물체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운송장비의 거래는 고가
에 따른 금용조달의 어려움을 가질 뿐 아니라, 장비의 국제적 이동성 때
문에 관할지역이 계속 바뀌거나 우주자산의 경우처럼 외기권이라는 국가
의 관할권 밖에 설치하게 되어 기존의 계약시 설정하였던 담보권의 집행
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는 고가의 이동장비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및 보호를 통하여 민간우주활동 및 국제 금융거래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2001년 11월 케이프타운에서 이동장비의국제적권익에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을 채택하였고, 그 후 협약의 적
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우주자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도 정부간 회의개
최를 통하여 의정서 문안을 성안 중에 있음.
○ 세계 각국의 상이한 규율을 탈피하여 새로운 형태의 국제담보권을 만들
고, 이를 통하여 채무 지급불능이나 불이행 발생시 통일적 구제수단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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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또한 국제 담보권 등에 대한 단일화된 등록제도를 창설하고, 고가 운
송장비에 대한 국제금융을 촉진하고자 추진됨. (1988년 캐나다 정부의 건
의로 시작)
○ 수요자, 생산자, 금융업자의 생산 및 금융제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
어 투자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우주의 상업화를 촉진시킨다는 비전을
설정. 나아가 최종 서비스 수혜자들의 서비스 구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
음.

생산자

* 제작비용 조달 용이

수요자

* 구매비용 조달 용이

이동장비
생산자
금융업자

금융업자

* 채권회수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서비스사용

* 서비스 구매비용

우주의 상업화
촉진

수요자
(구매자)

서비스
사용자

○ 또한 우선순위의 투명성, 신속한 구제수단 강화, 금융절차의 간소화, 교섭
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금융조달에 따른 리스크 및 금융비용을 절감함으
로써, 위성운영자, 우주자산 제작회사, 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에 이익을 발
생시킬 것으로 기대됨.

제 2 절

협약 및 의정서의 주요내용

○ 전통적인 저촉법규에 의하면 담보물권은 물건의 소재지법이 적용됨. 그러
나 이동이 빈번한 이동장비의 경우 물건의 소재지법이 수시로 변경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협약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와 같은 법률의 불통일에서 오
는 불편을 해소하고, 운송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을 제공한다는 것임.
국제적으로 쉽게 이동하는 고가 이동장비의 금융조달과 관련된 담보계약,
소유권유보부 매매 및 리스에 관하여 국내법과는 별도로 협약에 의하여
규정함.
○ 협약과 각 의정서는 다음의 5가지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음.2)
2) UNIDROIT 2001년 이동가능한 장비의 국제적 권익에 관한 협약 및 항공기 의정서에 관한 연구, 최준선,
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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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체약국에서 인정되는 통일된 국제적 권익의 창설을 가능하게
함.
② 채무불이행의 증거가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종국적
판단 전에 신속한 중간구제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기
본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구제수단을 제공함.
③ 국제적 권익의 등록을 위한 국제적 전자등록체제를 확립하여, 등록기
관이 제 3자에 대하여 등록사실을 통지하고 채권자가 이후 등록된 권
익, 미등록 권익 및 채무자의 도산관재인에 대한 우선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④ 관계 의정서를 제정함으로써 업계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킴.
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을 일으키고자 하는 채권자에게 그가 신용
부여를 결정함에 있어 더욱 확고한 신뢰를 부여하고, 장비채권에 대
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모든 관계당사자에게
이익이 되게 함.
가. 담보권 협약
○ 담보권협약의 5가지 기본원칙
① 실용성(Practicality) 확보: 협약은 실용성을 강조하여 개별자산중심의
금융 및 리스거래방식을 채택하였음. 기존의 debtor-based financing
과 대별되는 개념인 asset-based financing은 담보권의 등록에 있어
개별자산을 중심으로 한 등록시스템을 말함.
②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사적자치(party autonomy)의 원칙: 거래 당사
자들이 그와 같은 거래에 익숙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라는 사실
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존중되고 강제될 수
있도록 함.
③ 협약 적용상의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촉진: 협약 제5조제1항에
따라 표준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규칙을 중심으로 하여 명확성과 단
순성을 강조함으로써 협약적용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④ 투명성(transparency): 국제적 권익의 등록사항을 제3자에게 통지하
게하고, 등록된 국제적 권익은 미등록 국제적 권익 및 매수인의 권리
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우선순위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⑤ 유연성(sensitivity): 체약국은 각 국의 법률문화 및 경제적 상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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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협약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거나 일부규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음.
○ 담보권협약의 주요 내용
- 등록, 우선권, 항공기, 엔진, 헬리콥터, 철도차량, 우주자산에 대한 국제
적 권익(international interests)의 시행에 대한 내용
- 협약과 의정서는 선택조항(opt in/out provisions)을 두어 계약 당사국
에게 유연성을 제공
- 기본원칙
* 독립성: 담보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
며 전문자문가의 자문을 받음.
* 투명성: 국제담보권에 대한 국제전자등록을 하고, 계약당사국들의
공표 의무
- 국제적 권익이란 다음의 세 가지 형태의 협정을 의미함.
* 주체의 행위와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건에 부여한 권리
* 예약계약(reservation agreement)을 맺은 조건부 판매자의 권리
* 리스계약에 따른 임대자의 권리
- 국제적 권익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
* 문서계약
* 의정서 자산범주에 속하는 특정자산
* 담보권을 가진 자는 자산을 처분할 권리도 가짐.
* 담보된 최고가격에 대한 언급은 의무사항이 아님.
- 등록담당자 및 감독권, 등록시스템
* 감독권: 등록소 설립, 등록담당자의 지정과 해임
* 등록담당자의 등록소 운영: 협약과 의정서의 규칙에 따르며, 감독
관이 만든 규칙에 의해 등록업무를 보충함. 또한 등록담당자의 실
수나 태만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예외 있음.) 등록
담당자는 최고의 전자등록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자료의 저장과 보
완을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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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소는 24시간 가동하며 우선순위에 입각해 등록함. 등록 가능
한 권리는 다음과 같음.
→ 국제적 권익 및 장래 발생할 국제담보권
→ 국제적 권익의 양도
→ 국제적 권익의 부수권
→ 계약국들의 선택 조항에 대한 공표
→ 비합의된 권리와 담보권, 기타 등록 가능한 권리의 공표
* 비등록 권리와 비합의 권리: 당사국은 등록없이 특정 담보권이 우
선권을 가진다고 공표할 수 있음.(예, 항공기 착륙비용이나 수리비
용의 회복권) 또한 비합의된 권리도 등록될 수 있으며 등록에 의
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음을 공표할 수 있음.
* 우선권: 등록된 권리는 등록순서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지며 등록
되지 아니한 권리에도 우선함. 구매자는 등록된 권리에 한정된 자
산을 인수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자유의사에 따라 인수결정
- 법적구제: 협약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본구제
책을 제공
* 자산의 점유 또는 통제
* 자산의 처분 또는 임대
* 자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나 수익을 받을 수 있음.
- 법적구제는 (명백히 부당한 계약을 제외하고) 계약에 의해 정의된바
상업적으로 합당한 것이어야 함.
- 당사국은 법적구제의 행사를 위해 법원의 신청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함.
나. 항공기장비의정서3)
○ 항공기장비에 관한 의정서는 그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항공
기에 대한 금융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협약을 보충하고
변경하기 위한 것임. 의정서의 규정은 국유항공사를 포함하여 이미 항공
기 금융과 관련하여 고도의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간에
3) 항공기장비 의정서의 내용은 상게서 pp.70~76의 내용을 삽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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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립된 관행을 다수 반영하고 있음.
○ 의정서 적용범위: 항공기 본체와 엔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제I조제2
항(a)호는 항공기를 시카고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정의된 바와 같은 항
공기로서 엔진이 설치된 항공기 본체 또는 헬리콥터를 의미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b)호는 항공기 엔진을 제트추진 또는 터빈이나 피스톤 기
술에 의해 동력이 공급되는 항공기 엔진(군사, 세관 또는 경찰업무에 사
용되는 것은 제외)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항공기 목적물의 세부사항으로 제작사의 일련번호, 상호 및 모델표시 등
을 포함함.
○ 불이행 조항: 협약과 의정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항공기에 관한 한 의정
서가 우선하는데, 의정서는 협약의 규정을 상당히 변형시켜 싣고 있음. 불
이행으로 인한 구제수단에 관하여도 의정서는 항공기 장비에 알맞게 협약
을 수정, 변경하고 있음. 의정서는 협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도 두 가지의
구제수단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항공기의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고, 항공기 목적물이 소재하는 영토로
부터 동 목적물을 수출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이전할 수 있음. 이 조항
은 사적자치의 원칙실현을 보장하는 부분임.
- 구제조치를 얻어냄에 있어서‘신속한(speedy)'이라는 용어는 신청을 한
체약국이 행한 선언에서 특정된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로부터 그러한
일수의 업무일 내를 의미한도고 정의함.
○ 도산시의 구제수단: 의정서 제11조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도산관재
인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은 특히 채무불이행 발생 시 채무자, 리스이용자, 매수인 또는 도
산관재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담보권자, 리스회사 또는 매도인에게 이전
하는 권리를 의정서에 명시하자고 주장했으며 대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냄.
- 형식상의 문제로 엄격한 규칙(strict rule)을 제정하자는 그룹과 소프트
룰(soft rule)을 제정하자는 그룹이 있어 두 그룹간의 의견차 조정을 위
해 Alternative A와 B를 두어 해결함. 대체로 미국의 도산법을 따른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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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의정서 제14조는 항공기 목적물에 대한 대금완납 매수인에게도
국제적 권익의 보유자가 가지는 것과 같은 등록에 의한 우선순위를 부여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양도: 협약상의 양도규정을 수정한 것으로서,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서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규정함. 양도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한 것임.
다. 우주자산의정서
○ 우주자산의정서는 실무반회의에서 마련된 문안을 토대로 2003년 12월 로
마에서 제 1차 정부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초안에 대한 1차적 검토가 있
었으며, 제 2차 회의는 2004년 10월 로마에서 개최되었음. 2006년까지 최
종 성안을 목표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한 보완작업이 수행되고 있음.
○ 우주자산의정서(Protocol on Matters Specific to Space Assets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의 주요 조
항
- 적용범위 및 일반조항
- 국제적 권익의 창설
- 채무불이행의 구제
- 국제적 등록제도
- 감독기관과 등록기관의 특권 및 면책
- 등록기관의 책임
- 제 3자에 대한 국제적 권익의 효력
- 부수권 및 국제적 권익의 양도: 대위권
- 다른 협약과의 관계
○ 2004.4.22~23 양일간 개최된 쿠알라 룸푸르 콜로퀴엄은 특별히 아시아지
역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우주자산 의정서가 주는 시사점을 홍보하고 그들
의 의견을 듣고자 기획되었음. 2004.10월 개최 예정인 제2차 회의의 회기
간 지역회의로서 ①아․태 지역의 의정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의정서의 적실성에 대하여 논의하며, ② 상업우주활동과 관련
된 제조업자, 운영자, 금융업자 등 각 계의 입장을 청취하고, ③ 의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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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아․태 지역 국가들의 향후 정책 결
정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개최됨.
○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각국 대표, 연구소, 은행,
항공회사, 위성운영회사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에
서 상대적으로 위성운영사업이 활발한 국가의 사업자들(AsiaSat, Measat)
과 금융회사의 발표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음.
○ 쿠알라 룸푸르 콜로퀴엄 주요 회의내용
① 주요 국가 발표
- 영국: 이동자산 담보권 협약 주요내용 정리
- 중국: 중국의 우주활동 및 관련 자금조달 사례
* CNSA의 주요활동 소개
* SINOSET 자금조달 사례소개(1993년 발생)
- 인도: 인도의 우주활동
* ISRO의 주요활동 소개
* 국제담보권 협약 및 의정서에 대한 입장표명
- 일본: 우주자산 의정서 주요 연구내용
* 우주자산의정서 관련 활동소개
② 사기업 대표 발표
- 보잉: 의정서가 실용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가 보완되어야 함.
(a) 대부자(Lender)에게 중요한 자산을 의정서가 포함해야함. 현
재 우주자산의정서의 물리적 자산과 연관 권리로는 부족함.
(b) 우주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명백한 통로를 제시해야 함. 현
재 의정서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관련된 법적 구제
의 정의가 불명확함.
(c) 대부자의 담보권이 명시적으로 등록소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확실성이 요구됨.
- 위성운영회사의 자금조달: MEASAT과 AsiaSat의 사례 소개
* MEASAT(말레이시아): 위성운영사의 입장에서 의정서
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등록된 권리요구 시 우선권

- 39 -

의 명확화,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금보충방법, 개별 국가
의 법체계와의 문제, 국가의 이익으로 사용되는 우주자산
의 경우, ITU 관련 이슈, 제한된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접속의 범위 등이 고려되어야 함.
* AsiaSat(홍콩): 의정서로 인하여 조달비용의 감소, 자금
조달의 간소화 및 선택권의 확장, 즉각적 법적 조치 가능
의 장점을 얻음. 국제담보권 협약 및 의정서가 실용적으
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협약에 참여해 있는 경우,
기술적인 데이터의 이전, 잠재 구매자에 대한 조치, 트랜
스폰더 계약의 복잡성 등이 해결되어야 함.
- 금융회사 입장에서의 담보권 설정문제
* 채무불이행 발생시 위성의 소유문제, 대부자가 채무불이
행에 빠진 위성운영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허가제
도 측면)
* Orbital slot, frequencies, footprints의 조정문제(ITU가
분쟁해결의 권한을 가졌는가? 슬롯사용권의 상실 시는
어떻게 하는가?)
* 위성이 기존 슬롯에서 다른 슬롯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 보험시장의 보상능력?
* 위성이 지구로 떨어져 부서지는 경우의 책임소재는 어디
에 있으며, 대부자는 어떻게 이러한 위험을 완화시킬수
있는가?
③ 의정서 내용 심층분석
- 우주자산의 정의와 범위의 모호성 극복문제
˚구제절차: 구제절차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정서 제16조제3항의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우주자산에 대한 제한’은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협약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함. 따라서 ‘채무자가 현금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 대체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체약국이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
˚우주자산: 우주자산은 하드웨어 뿐 아니라 위성의 운영과 관련된 면
허, 허가, 승인 등 신용제공자의 담보집행을 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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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
의 의정서 문안에서 우주자산을 하드웨어만을 지칭하고,
소프트웨어는 관련권리, 채무자의 권리로 분리함. 또한
제조단계, 일회용 발사체, 구성부품, 지상시설, 귀환자산
등과 관련한 우주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우주자
산의 정의는 관련권리와 채무자의 권리 개념과 같이 연
결지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함.
˚채무자의 권리과 관련권리: 의정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권리의 이전 또는 양도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체약
국이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의정서 조항의 적용을 선언을
통하여 유보하기보다는 미래의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유
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우주자산의 식별: 우주자산 식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명확한 식별
기준이 의정서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국제적 권익
의 설정 및 등록을 위해서는 의정서 7조에 따라 우주자
산이 감독기관의 규정(regulation)을 충족해야 하는데 문
제는 의정서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규정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상이한 성격의 우주자산에 공통으
로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함.
○ 은행권, 제조업자, 위성운영자와 일본, 호주 등의 선진국들의 경우 대체적
으로 우주자산의정서가 국제 금융조달에 대한 접근 및 비용감축을 가능하
게 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당사자 특히 개도국에 이익이 크다는 입장을 밝
혔으나, 이에 반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의 경우 공법상 국가의 권
리보호가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국제담보권 협약 및 각 자산별 의정서가 우리나라 우주활동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성운영사업자(Satellite operator)의 사업 방식
및 자금조달 방식, 국내 담보권 관련 법체계 등 전반적인 이해가 우선되
어야 함.

제 3 절 우주자산의정서의 최근논의 및 전망
○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2004년 7월 우주자산의정서에 대한 국내 유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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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종합적인 검토가 실시되었음.
① 수요자로서 의정서의 체결에 따른 영향
- 민간 우주활동 현황 및 전망
- 민간 우주활동의 국제금융시장 이용 현황 및 전망
- 의정서 비준시 민간 우주활동에 미치는 효과
② 공급자로서 의정서의 체결에 따른 영향
- 국내 우주자산 생산 현황 및 해외 민간에 대한 판매현황 및 전망
- 해외 민간 우주활동에 대한 국내 금융제공 현황 및 전망
- 의정서 비준시 생산자 및 금융권에 미치는 효과
③ 협약 및 의정서 관련 국내법령 파악 및 정비 필요성 검토
- 위성통신 관련 법체계, 국내 담보법 체계, 수출통제법 등 관련 국내
법령 파악, 양립가능성, 정비필요성 검토
- 협약 및 의정서의 선언을 통한 법 적용 변경 검토
④ 의정서의 미타결 쟁점사항에 대한 우리 나라의 입장 정립
○ 채무자 측면에서의 우주자산의정서 검토를 위하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검토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음.
- 주

제: 우주자산의정서 성안관련 민간기업 검토회의

- 일

시: 2004. 07. 12(월) 14:00~16:00

- 장

소: 외교통상부 12층 회의실

- 참석자: 총 7명

․ 외교통상부 국제조약과 정광용 외무관

․ 항공우주(연) 정책연구실 이준 선임연구원, 최수미 연구원

․ ㈜한국통신 국제금융부 박춘경 과장, 위성통신팀 유재호 과장
․ ㈜한국항공우주산업 자금팀 정용호 대리
․ ㈜쎄트렉아이 경영기획실 임태형 팀장

- 회의 내용: 협약 및 의정서 주요내용 소개(정광용 외무관)
의정서 파급효과에 대한 토론(채무자 입장 중심)
ㆍ 민간 우주활동 현황 및 전망
ㆍ 민간 우주활동의 국제금융시장 이용현황 및 전망
ㆍ 의정서 비준 시 민간 우주활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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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민간 우주활동의 국제금융시장 이용 현황 및 전망
(1) 현황
○ 현재 우주사업을 위해서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을 한 경우는 전무함.
(KT, KAI, SK Telecom, Satreci)
- 국채발행이나 Preexport Loan(항공기 경우) 등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
달하며, 기업의 신용도나 사업파트너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저렴한 이
자율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임.
- 이러한 자금조달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현재 우주사업을 영위하는 기
업은 특별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나 Asset-based
financing의 필요성이 없었음.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시에는 기업이 속해있는 국가의 신용도, 개별 기업
의 현금흐름 등 기업 스프레드, 그리고 금융기관의 영업이익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산정하게 됨. 현재까지는 개별기업의 신용도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사업 파트너 기업(예, 록히드 마틴, 에어버스 등)
의 신용도가 높아 자금조달에 불편이 없는 상태임.
(2) 전망
○ 미래 금융조달환경의 예측이 어려우므로 금융조달의 대안을 고려하는 것
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차입
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지금까지의 자금조달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존의 국채발행 등
의 금융조달 기법이 이자율 등 금융조달조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
었음.

나. 의정서 비준 시 민간 우주활동에 미치는 영향
○ 현재까지는 우주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는, 개별기업의 신용도
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사업 파트너 기업(예, 록히드 마틴, 에어버스
등)의 신용도가 높아 자금조달에 불편이 없는 상태임.
○ 그러나 기존의 대기업을 제외한 영세기업의 출현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
서 가입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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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우주자산 의정서가 자금조달에 실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① 국제등록 등 금융조달의 절차 및 단계가 늘어나는 경우 부수비용
이 발생할 수 있음.
② 의정서에 가입하더라도 Opt-in/out조항으로 인해 국가별 의정서
적용이 매우 복잡해지고, 자금조달의 이자율이 기존의 금융조달 방
법과 비교하여 열등해 질 수 있음.
③ 전체적인 의정서 내용이 채권자의 권익보호에 치중된 면이 있으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임.
○ 국내 기업체와의 검토회의에서 민간기업 참석자들은 모두 협약 및 의정
서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 현재 및 가까운 장래의 금융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음.
- 또한 의정서 내용이 채권자의 권익보호에 치우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법적인 측면에서, 의정서의 내용은 담보에 관한 국제등록부를 만들어서
여기에 등록한 국제적 담보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임. 이러한 장치를
국내제도에 편입시키려면 기존의 민법상 등기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
으므로, 민법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국내등기제도와 조화
를 이루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의 현실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유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국내 민간우주활동의 전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위성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성체의 해외구매가 국내제작에 비해 월등히 많을 것을 고
려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당분간 채무자의 입장에 놓여질 가능성이 더 크
므로, 채무자 입장에서의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국제등기제도가 정착되고 나면 모든 우주물체에 대한 소유권 및 담보물
권의 등록이 의무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제도의 국제적 논
의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야 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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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비확산 체제 연구
제 1 절 수출통제 체제 개요 및 MTCR
1 . 수출통제 개요
○ 수출통제 다자간체제인 비확산체제는 변화하는 정치안보환경에서 민
간물품이 수출되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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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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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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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되고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이 설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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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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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사일비확산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가. 설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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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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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적
○ 유인항공기를 제외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 개발에 이용 가능한
기술 및 물자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핵과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
파괴무기 확산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설립함.
그림 4-2. MTCR 설립 배경 및 연혁

다. MTCR 지침 및 기술부속서
○ MTCR의 문서는 지침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 지침은 MTCR 설립의 취지와 각 회원국이 수출통제제도를 입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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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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미사일 탑재체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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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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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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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수출통제 완화 압력

라. 우리나라의 MTCR 가입 및 활동
○ 2001년 MTCR 회원국으로 가입(총 회원국수 2004년 현재 34개국)함.
○ 우리나라 MTCR 회원국 가입 배경
- 1979년 한ㆍ미 협의에서 독자개발이 가능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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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km로 제한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북한이 Scud 및 노동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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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MTCR의 금년동향
○ 제19차 MTCR 총회 서울에서 개최
- 일시: 10월 4일～8일
- 장소: 서울 신라호텔
- 참가국: 33개 회원국
○ TEM(기술전문가 회의) 내용
- 협정 및 부속서 상의 기술적인 용어의 통일 및 명료화
- 액체추진 로켓엔진에 사용되는 radial ball bearings를 기술통제품목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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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고체추진 산화제(HNF)를 품목에 삽입
- 미사일 레이돔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폭의 절연성세라믹 부품에
대한 내용 개정
- 환경실험실에 대한 협정상의 내용 명료화 및 진동제어의 통제범위 명
확화
○ IE(정보교환회의) 내용
- 시리아, 이란, 북한의 미사일 개발동향 파악 및 수출통제 유지 확인
- 리비아의 대량파괴무기 개발 포기 결정을 주요 발전으로 평가
- 중국이 수출통제규범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
가하는 것이 내년의 우선 검토사항
- 확산우려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
으로 감시해야 함
- 영국 및 독일의 거부통보(denial notification)제도를 분석 연구하여
2005년 IE회의에서 발표하기로 결정
- 전문적인 정보의 교환을 위해 TEM 및 EE와 공동회합 주창
○ EE(이행전문가 회의) 내용
- 캐나다: RCMP 관세프로그램 및 국가안보경보도표(National Security
Alert Matrix) 발표
- 프랑스: 항공차단훈련(ASPE)제도 분석 및 사례 발표(북한행 물자 차
단사례 발표)
- 독일: 다국적 비확산제도(Hawkeye) 발표
- 이탈리아: 이탈리아 세관의 위기분석절차(사례 발표)
- 스웨덴: 국내허가(internal Compliance)프로그램 발표
- 대한민국: 한국 수출통제제도 발표
- 영국: 공급망안전의 보장(Supply Chain Security) 발표
이행시 거부통보(Denial Notification)의 이용
무형기술이전(ITT) 통제에 대한 사례 발표
- 미국: 상무부에 의한 수출통제
이민, 관세이행에 대한 4개의 사례발표
○ 회원국 가입 문제
-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51 -

몰타, 중국,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1개국에 대한 가입
여부 논의
- 회원국의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해 전 국가 가입 실패

제 3 절 미국의 수출통제 체제
1. 개 요
○ 미국은 항공전자, 컴퓨터 그리고 미래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가능성이 있
는 물품에 대해 오래동안 통제․관리해 오고 있음. 이는 냉전당시 공산국

가들에 대한 봉쇄 전략의 일환을 시행되어 온 것으로 안보와 관련한 미
국 대외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음.
○ 이러한 관리 통제체제의 근원은 1949년 제정된 수출통제법(The Export
Control Act)에서 비롯됨. 과거 2차 세계 대전 중 1917년 전시 특정품목
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과 1935년 적대국과의 통
상교역에 관한 법률(TWEA;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을 제정
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적대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이 있
었으나 이를 시발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평시 공식적인 관
리 체제의 형성한 수출통제법(The Export Control Act)을 그 근원으로
보고 있음.
○ 이 수출통제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군수물품 및 그 서비스 등에 대한
목록을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후속법률인 수출관리법(The
Export Administration Act)을 통해 상무부로 하여금 민군겸용 품목관리
를 위한 Commerce Control List를 작성 입안 함. 또한 상무부로 하여금
민군겸용 품목의 수출에 대해 국무부 및 다른 기관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1947년 수출통제시스템
에 대한 다자간협상 체제를 모색하고 있던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의 통
제목록 이른바 “Anglo-French List"와의 통합적 개념을 구상, 1949년
COCOM(Consultative Group-Coordinating Committee)체제에 대한 운영
에 들어감(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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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OM 체제에서는 크게 i) 군수물자

ii) 원자력 에너지 iii) 민군겸용의

Dual-use 품목, 이 3 가지로 품목을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출통제를
함. 민군겸용의 Dual-use 품목은 4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 다시 세 개
의 국제리스트(ILs: The embargo list, the quantitative control list, the
suveil list)로 분류 작성되어 관리 함.

이것이 이후 8개 분야 품목으로

나뉘어지고 1991년 이후 산업물품에 대해 핵심리스트 “Core List"를 작성
하여 9개로 분류(categories)로 나누어 관리하게 됨. 이것이 오늘날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의 9개 분류의 기본을 제공하게 됨.
○ 이후 미국 업계의 동유럽 시장에 대한 수요와 COCOM과 미국의 통제 리
스트의 차이로 인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미국은 1969년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을 제정(1979년 개정). 리스트를
재조정하게 됨. 이 법률은 1994년 폐지되고 미 상무부의 EAR(Export
Administration Act)이 그 기능을 이어받게 됨.
○ 미국의 수출통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문서로 1976년 Bucy 보고서가 있
음. 국방과학위 산하 테스크포스 팀을 맡고 있던 J. Fred Bucy는 수출통
제의 연구를 통해 과거 제품의 통제에서 벗어나 설계 또는 제조
know-how로 그 규제와 통제의 초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는 혁
신전 기술과 생태적 진화 기술을 구분 통제해야하며 동맹국 또는 중립국
의 전략적 기술의 전용 등에 대해서도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고함으
로써 수출통제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기를 마련.

2. 미국의 수출통제(Export Control) 관련 규정
○ 미국은 1976년의 제정된 무기수출통제법(The Arms Export Control Act)
의 마련을 통해 미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른바 군수물자 및 그 서비스에서
대해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즉 그러한 품과 서비스에
관해서는 상업적 관점이 아닌 국가안보와 미국의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미래의 적이 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관리 통제함을 의미함.
○ 이와 관련한 규제법령의 반포를 국무부 장관에 부여함으로써 소위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를 제정․반포하여 국
방물품 및 그 서비스에 대하여 관리 통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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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학살 무기 또는 미사일 및 그 기술에 대한 비확산은 미국의 국가 안
보전략의 핵심의 하나로 다자간 협정 또는 ITAR와 같은 국내 수출통제
법률 등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출품목의

경우,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관할 하에 업무가 이루어지나 전략물자 또는 민군겸용의
이중용도(Dual-use)의 품목에 한하여서는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서 관할하고 있음. (CFR 제22권)
○ 연방규정집인 CFR(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은 총50개 분야로
나뉘어 있어 각 분야별로 관련 규정이 정리되어 있으며 항공우주관련한
분야는 제22권의 Foreign Relations의 세부항목에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항공우주
관련 물품의 경우, 그 특성상 민군겸용의 Dual-use 성격이 있어 미군수
품리스트인 USML 에 묶여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미국정부의 수출통제
를 받도록 되어있음.
표4-1. 미국의 기관별 수출통제 관련 법규 및 주요 통제내용
통제부처 및 기관
상무부(DOC)
산업안전국(BIS)
국무부(DOS)
비확산국(BN)/
정치군사국(PMA)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재무부

법 적 근 거
․수출관리법(EAA,1979)

통 제 내 용
․이중용도 품목의 제품과 기술

․무기수출통제법(AECA, 1976)

․무기, 방산물품 및 서비스 ,

․비확산법, 수출관리규정(EAR), 1978 ․생화학무기
․국제무기거래 규정(ITAR)

․원자력법(1954), ․비확산법(1978),
․핵장비, 물질수출규정(NRC 110)
․원자력법(1954), ․비확산법(1978)

관련 기술데이터
․ 핵장비 및 핵물질 수출통제
․ 핵관련 기술데이터

․외국원자력 활동지원규정(DOE 810) ․ 핵장비 및 핵물질
․적대국과의 거래에 관한 법
․ 금수조치 대상국에 대한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제긴급졍제력법대상국별 제규칙
재무부
상기 각 기관의 시행규칙에 의거
미 관세청

수출입 통제
각 통제기관의 규칙이행여부
조사(위반혐의,선적화물 및 서류)

자료:「다자간 전략물자 기술수출 통제체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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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미국 수출통제 관련 법률

○ 미국의 수출통제는 전술한 EAR또는 ITAR이외에도 대통령 지시사항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로써 기존 법률을 보완하고 있음. 많은
PDD중에서 항공우주기술과 관련된 사항은 PDD-13과 PDD-23이 있음.
○ 미 클린턴 정부시절 1993년에 공표된 PDD-13은 비확산체제 및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MTCR 체제를지지, 지원하며 미사일 관련 기술의 비확산을 유지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MTCR의 비회원국에게는 우주발사
체(Space launch Vehicle)의 개발을 지원하지 않으며 회원국에게는
새로운 우주발사체 기술개발을 촉진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다만

평화적

목적의

우주발사체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는

MTCR 품목이더라도 사례(case by case)별로 수출허가를 고려할 수
있음.
○ 이듬해인 1994년 공표된 PDD-23(Foreign Acess to Remote Sensing
Space Capabilities)을 살펴보면, ITAR Part 121인 미 군수품

리스트

(USML)에 포함되어 있는 원격탐사위성 품목의 경우, 수출허가(Export
License)승인 전에 정부간 협상(Government to Government Agreement)
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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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수출통제 관계기관
○ 미국이 수출통제는 통제품목에 대한 다부처간(multi-agency), 다면검토
(multi-layered review)를 통해 이중 삼중의 관리를 하고 있음.
○ 미국의 수출 통제는 그 목적 및 동기에 의해 크게 다음 3개, 즉 국가안보
상 통제(National Security Controls), 외교정책상 통제(Foreign Policy
Controls), 및 공급 부족상 통제(Short Supply Controls) 등으로 구분됨.
그중 특히 대외정책 통제는 생화학무기, 미사일기술, 및 핵관련 품목을
제한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출과 관련한 주무부처는 상무부가 맡고 있음. 그러
나 미 상무부과 주관부처이기는 하나 군수물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기술, 핵관련 시설과 장비 그리고 민군겸용의 물품에 대해서는 미국 에너
지부, 중앙정보부(CIA), 국방부, 국무부 등과 협의하거나 수출허가 업무
를 이관하고 있음.
○ 국방물자 또는 그 서비스 그리고 군사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서는 국방부의 협조 하에 미 국무부에서 관할하고 있음. 만약 물품이 미
군수물자리스트인 USML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미국무부 방산교
역통제과(ODTC; Office of Defense Trade Controls)에서 수출허가
(Export License) 여부를 결정.
○ 핵에 관련해서는 에너지부 및 핵규제위원회(NRC)가 관장하며, 금수조치
대상국에 대한 수출통제는 재무부의 해외재산통제국(OFAC)이 담당함.
○ 우주관련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서는 국무부이외에도 미 국방부, 및 산
하기구인 DTRA(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에서 관련 자문을
수행하며 특히 인공위성의 발사를 위한 제3국으로의 재수출(Re-export)
또는 이동(Retransfer) 및 발사기간 동안의 기술유출 감시(Monitoring)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격탐사위성의 자료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기
관인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나 NIMA(National Imagery & Mapping
Agency)에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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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무부4)
1) 관련근거 및 담당부서
○ 상무부는 관련 법규로서 수출관리법(Exp 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에 의거하여 이중용도 품목의 통제업무를 주관함. 상무부내에서
도 산업안전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수출관리규정
(Exp 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의거하여 관련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 등을 통제하며, 여기에는 특정 물품의 수출가능여부, 예상
최종용도, 모든 거래 당사자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수행
2) 통제방법
○ 미상무부는 상업 통제 리스트(Commerce Control List)를 제정하여 수출
관리규정(EAR)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상세
히 기술함으로써 통제 관리함. 상업 통제 리스트는 다음 총 10개의 카테
고리로 구분됨.
- 핵 관련 부분: 카테고리 0 - 핵물질, 시설 및 장비.
- 생화학무기 관련부분: 카테고리 1 : 소재, 화학제품, 미생물 및 독소.
- 바세나르체제 관련 부분: 카테고리 2 : 소재 가공
카테고리 3 : 전자
카테고리 4 : 컴퓨터
카테고리 5 : 통신 및 정보 보안(암호)
카테고리 6 : 센서 및 레이저
카테고리 7 : 항법 및 항공전자
카테고리 8 : 해양기술
- 미사일 관련 부분: 카테고리 9 : 추진장치, 우주발사체 및 관련 장비.
○ 상업통제 리스트와 병행하여 최종 용도 규제(know 규제)를 병행하고 있는데,
1990년 12월 부시대통령은 확산통제 강화수단 (Enhanced Proliferation
Control Initiative)을 승인하여, (a) 수출품이 미사일, 또는 생화학 무기의 도
안, 개발, 생산 및 저장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수출업자가 인지할 경우,
그리고 (b) 상무부가 수출업자에게 군사용으로의 심각한 전환 위험이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수출 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함.
4) 「다자간 전략물자․ 기술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동향분석과 우리의 대응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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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통제대상 국가 관리를 위해 Country Chart를 제정하여 상업통제리
스트와 연계해 특정 국가에 특정 품목의 수출허가를 관리함. 그중 현재
미사일 기술 을 통제이유로 해서 통제대상 국가들을 보면, 쿠바, 이란, 이
라크, 북한, 리비아 등은 수출관리규칙(EAR) Part 746에 의해 별도 관리
되며, 캐나다를 제외한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함.
나. 국무부
1) 관련근거 및 부서
○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155) 이의 집행 규정인 무기
국제거래규칙(ITAR)에 의거하여 국무부내 방산교역통제과(ODTC:Office
of Defense Trade Controls)에서 관할.
2) 통제방법
○ 통제대상 품목 및 기술데이터는 미 군수품 리스트(USML: U.S. Munition
List)를 통해 관리함. USML은 본질적으로 군사용이거나 특별히군사용
으로 설계된 제품 및 기술데이터에 대해 21개 카테고리로 구성됨.
○ 국무부 역시 대상국가에 대한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군수관련 물품에 대
한 통제를 수행함.
-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의 통상 무기 및 기타 민감한 기술의
획득 방지.
- MTCR 부속서의 카테고리 II에 속하는 통제대상 품목은 이중용도 구
성부품, 재료 및 기타 상품을 포함하며, 위 범주에 열거된 품목의 약
70%는 U.S. Munitions List에 기재된 품목들이어서 국무부에 의해
통제됨.
○ 미 국무부의 경우, USML을 근거로 수출품목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는데
항공우주분야의 경우, 상당부분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음. 항공우주기술
과 관련한 USML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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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Ⅳ (발사체, 로켓,유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어뢰,지뢰)
- 로켓(기상/과학로켓 포함), 수뢰(어뢰), 기뢰, 폭탄뇌관
- 발사체, 미사일, 미사일 방어시스템, 발사체로켓 및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기
중기 등의 관련장비
- 미사일/발사체 엔진, 로켓미사일용 핵/비핵탄두, 기술적 테이터
■ Category Ⅷ (항공기 및 관련장비)
- 군용항공기(헬리콥터, 기구, 무인비행체(drone), 군용설계된 경비행체)
- 군용기 엔진, 군용을 위해 특수 설계 또는 개조된 엔진
- 관성항법시스템 및 센서, 관련 제반 장비
- 인명/장비의 비상사출용 폭약장치 등
■ Category XII (발사통제, 추적,유도장비)
- 미사일 등의 발사/추적시스템 및 관련 장비
- 거리측정, 목표감지, 통신 등 군용설계 된 특수레이저 장비
- 적외선 초점 평면 감지기, 이미지 보력장치, 관성궤도 플랫폼의 센서 등
■ Category XV (우주선 시스템 및 관련장비)
- 우주선(통신위성,원격탐사위성, 과학위성,연구위성, 항법위성, 실험 및 다목적
위성)
- 지상통제시스템, 군용으로 설계 개조된 GPS 수신시스템, jamming 회피용
안테나
- UAV 시스템(500㎏, 300km 이상, 단 그 이하이더라도 군용목적의 GPS수신
의 설계 개조된 UAV는 포함)

다. 국방부
1) 관련근거 및 부서
○ 국방부는 무기수출통제법(AECA, 1976) 국제무기거래 규정(ITAR)을 비롯한 관
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군방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검토를 통해 미국이 수
출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2) 통제방법
○ 관련부서 DTRA(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와 같은 산하기구
등을 통해 국무부와 상무부의 수출통제에 참여, 수출절차상 자문 및 검토
역할을 수행하며 상업수출통제리스트(CCL)와 군수품목리스트(USML)의
품목 갱신 및 구성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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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너지부
1) 관련근거 및 부서
○ 1954년의 원자력법과 1978년의 비확산법의 시행을 위해 에너지부는 해외
원자력활동 지원규정(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Regulation) (10
CFR Part 810)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수행함.
- DOE 810 규칙은 에너지부의 관할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출, 재수
출 및 활동을 위한 허가요건에 대해 특별지침으로 재무부의 미 관세
청에 의해 주로 시행됨.
2) 통제방법
○ 에너지부는 핵장비 및 핵물질 품목의 재수출, 재이전 및 미국 밖에서 기
타 처분, 그리고 핵관련 기술적 데이터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한 관할권
을 지님.
○ 통제는 미국의 포괄적 핵비확산을 위한 수출 및 재수출 통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 NRC 등 관련 부서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역
할을 담당.
○ 핵관련 미국인의 활동과 미국인이 장악하고 있는 외국 자회사를 통제함
으로써 미국 원산지 제품이 내포되지 않은 국제거래를 사실상 통제함.
○ DOE는 수출허가 신청서를 최초 검토한 후 신청서를 국무부, 상무부, 국
방부, 핵규제위원회, 군비관리군축국(ACDA) 자문기관에 조회함.

마. 기타 유관기관
1) 핵규제위원회(NRC)
○ 핵 장비 및 물질의 수출에 대한 관할권을 지님. 원자력법과 비확산법을
시행하기 위해 NRC는 핵장비 및 물질 수출·수입규칙(Exp ort and Imp
ort of Nuclear Equipment and Material Regulation)(10 CFR Part 110)
을 마련하여, 수출입자에게 상품에 적용되는 수출입 허가요건 및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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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정지침을 마련함.
- NRC 110규칙은 주로 재무부의 관세청에서 시행함.
○ NRC는 수출허가 신청에 대해 최초 검토한 후 신청서를 에너지부, 상무
부, 국방부, 군비관리군축국(ACDA), 기타 국가시험소 등자문기관에 조회
함.
○ NRC 통제대상이 되는 NRC 110 규칙의 부록 A- E에 핵장비, 조립품, 구
성품 및 물질이 구체적으로 명기됨. 또한 NRC는 IAEA의 Trigger List
를 비롯하여 NSG와 쟁거위원회의 정책과 일치하는 통제리스트를 유지
함.
○ NRC 규칙에 의하면 핵제품의 수출에 대하여 6가지 일반 허가를 규정함.
- 일반허가는 어떤 형태의 특수 핵물질, 선원물질, 부산물 물질,중수소,
원자력급 흑연, 핵원자로 부품 수출을 승인하며, 금수조치된 국가들
(쿠바, 북한, 캄보디아, 베트남)에는 이용될 수 없음.
- 수출될 상품에 따라 NRC가 핵무기 확산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우려
하는 국가들인 제한적 대상지 에 대해 일반 허가가 이용될 수 없음.
- 핵원자로 부품에 대한 일반 허가는 주요 서방개국에 대해서만 승인됨.

2)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청
○ 재무부(DOT)산하 해외자산청(OFAC)는 적대국과의 거래에 관한 법과 국
제긴급경제력법에 의거하여 금수조치된 국가 및 구 COCOM 국가와 관
련된 광범위한 수출, 재수출 및 기타 거래에 대한 통제를 시행함.

4. 수출통제(Export Control Procedure) 절차
가. 상무부
○ 1995년 12월 5일 집행명령 12981(Administration of Export Control)에 따
른 세부 수출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미 수출업자는 일단 미 상무부에 수출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 미 상무부
는 신청접수된 일체의 품목에 대해 주요 관련부처(예: 국무부부, 국방부,
에너지부, NSC 등)에 검토하도록 요구하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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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허가에 대한 부서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수출정책 자문위원회
(ACEP)의 조정을 따르며 수출허가 신청 후 최종결정까지의 기간을 90일
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미 상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화학무기 확산 , 핵비확산, 국가안보 및 미
사일 기술 관련된 부분에 대한 허가정책은 다음의 과정을 거침
① 생화학무기 확산

․ 상무부가 생화학무기의 개발 및 생산에 이용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통제하는 Commercial Control List상의 품목들은 일반적으로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대상지에, 또는 AG 이외의 어떤 대상지에
대해 수출시 허가가 필요함. 허가신청시 상무부는 해당 국가가 생
화학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또한 장차
수출이 동 개발계획에 기여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 만약 장
차 수출이 개발계획에 기여하게 된다면 허가신청은 거부됨.

② 핵비확산

․ 미국은 NSG의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대상지에 허가를 요하는 핵
관련 품목을 열거하는 핵참조 리스트(NRL)를 갖고 있음. 미 상무
부는 어떤 NSG 비회원국에 대해 핵참조리스트 품목을 수출할 경
우, 엄격히 허가신청을 검토하며, 에너지부 및 기타 정부기관에
신청을 조회함. 상무부는 NPT의 서명국인지의 여부와 핵개발 계
획을 갖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함. NRL 품목에 대한 허가신청
또는 핵 최종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NRL 품목에 대한 허가신
청은 오랜 검토가 필요하며, NSG의 당사국이 아닌 최종 사용자에
대해서는 거부 판정을 받게 됨.

③ 국가안보

․ 미 국가안보 통제는 기본적으로 구COCOM 통제임. 국가안보에
의해 통제되는 품목의 대부분의 수출은 허가예외 GSB하에 시행
될 수 있음. 허가를 요하는 품목의 수출허가는 F- 1 국가에 대한
확산의 위험이 없는 한, 또는 수출이 미국 국가안보에 해로운 것
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군사잠재력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한 허가
는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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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사일 기술 관련

․ 미국은 미사일 관련 품목을 열거한 MTCR의 부속서를 채택하여,
MTCR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대상지에 허가를 요함. 미 상무부
는 비MTCR 회원국에 대한 MTCR 부속서의 품목 수출의 경우에
는 엄격하게 허가신청을 검토함. 상무부는 해당국가가 미사일 개
발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함. MTCR 부속서의 품목에 대한
허가신청, 또는 미사일 개발계획에 관여될 수 있는 최종사용자를
대상지로 한 MTCR 부속서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의 허가신청은
오랜 검토를 요하게 되며, MTCR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최종사용
자에 대해서는 허가가 거부됨.

○ 수출관리규정 (EAR)또는 수출관리규칙의 위반 혐의 사항은 상무부 내
수출시행과(Office of Exp ort Enforcement)에 의해 조사됨. 수출시행과
는 자체내의 약 100여명의 조사 요원을 통해 사전허가점검(Pre License Checks), 사후선적검증(Post - Shipment Verification), 미국내
다른 법 지행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수출활동에 관여한 기업계를 교육시
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함. 세관원들이 모든 국제공항에서 EAR 준
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수출화물을 검색함.
나. 국무부
○ 미 국무부는 ITAR의 USML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수행
하고 있는데 기재된 품목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삭제될 수 없으
며,

삭제시 30일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국방품목 및 기술데이터의 모든 제조업자, 생산업자 및 수출업자의
등록업무와 ITAR의 위반가능성과 경우에 따라 세관과 공동 수행
○ 국무부는 상무부와 연계된 전자망을 통해서 상무부로터 조회신청을 받으
며 권고사항을 전함. 그리고 국무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해외 미국
대사관들과 연계하여 수출허가신청을 검토 및 조정함
○ 우주기술의 경우, 대부분 방산교역과(ODTC)의 수출허가팀에서 수출허가
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허가전 관계기관(상무부, 국방부, CIA, 에너지부,
NSC 등)협의와 자문 등을 통해 다면검토 후 수출허가를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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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미국 수출통제 절차

다. 미 NASA의 수출통제 지원제도
○ 항공우주분야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이중용도의 품목 많으며 상당품목이
미 군수품 리스트(USML)에 포함되어 있음.
○ 미 항공우주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항공우주국은 국제우
주정거장(ISS) 등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성공적 수행을 위해 별
도의 수출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원
활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각 개발 연구센터별로 수출통제 지원프로램을 마련하여 이를 총괄하는
HEA(Headquarter Export control Administrator)두어 수출통제 프로그램
(ECP)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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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미국 NASA의 수출통제 지원절차

5. 관계부처간 조정체제
○ MTCR과 관련하여 미국내 미사일 기술관련 수출허가에 관한 부서(또는
기관간)간 협의 내지 조정기구는 다음과 같음.
-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 위원회(Missile Technology Export Control
Committee) : 국무부 관리가 주재하는 기관간 그룹으로서 논란의 대
상이 되는 미사일 수출 허가 사례를 토의함.
- 미사일 거래 분석 그룹(Missile Trade Analysis Group) : 국무부 대
표가 주재하는 또 다른 기관간 그룹으로서 특정한 합법적 이전대상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의 미사일 기술 이전에 관하여 보고받고 이
를 논의함.

- 65 -

- 수출정책 자문위원회(ACEP) : 상무부가 주관하는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 부서간 이견시 이를 수출정책 자문위원회(ACEP)에서 협
의 및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면, 대통령에
게 최종 결정을 의뢰함.

6. 최근 다자간 전략물자 이전 및 수출통제 현황
○ ITAR와 EAR 등의 MTCR 관련 수출통제 법규에 의거하여 미국 정부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제를 가함.
- 미 대통령에 의해서 MTCR 지지국가가 아닌 국가의 기업, 정부 또
는 개인이 또한 MTCR 지지국이 아닌 국가에 규제품목의 이전에 참
여하였다고 결정되면,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며, 그 정도
는 다음과 같이 이전된 품목의 성격과 규모에 의해 좌우됨
- 카테고리 I에 속하는 품목(완성된 미사일 체제)이 관련된 이전시에는
제재 대상에 대하여 모든 미국 정부와의 계약 및 수출 허가가 최소
한 2년간은 취소됨.
- 카테고리 II에 속하는 품목(미사일 부품, 생산 장비, 또는 기술)이 관
련된 이전시에는 제재 대상에 대하여 MTCR 부속서상 품목에 대한
미국 정부와의 계약 및 수출 허가가 최소한 2년간은 취소됨.
- MTCR지지 국가가 아닌 국가내에서 미사일의 설계, 개발 또는 생산
에 근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기술 이전시에는 관
련된 제재 대상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어떠한 상품의 수입도 최소 2년
간은 취소됨.
○ 최근 미국에 의한 제재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91- 97년간 미
국의 미사일 수출 제재법규의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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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미국의 미사일 수출제재 적용사례(1991-1997)
일자/기간
1991.6.25
(2년간)
1991.9.27
(2년간)
1992.3.6
(2년간)
1992.5.6
1992.6.23

1993.6.16

1993.7.5

제재대상

제재유형

추가조치
중국제재 철회

중국의 대장정사, 중국정밀기계 수출입공사

카테고리II

남아공 무기공사(ARMSCOR)

카테고리I 제재만료

파키스탄 만료

이란의 국방병참부, 북한의 룡각산 기계장비수

카테고리I 제재만료
출공사, 북한의 장광신용사
Glavkosmos, 인도우주연구소(ISRO)
카테고리I 제재만료
시리아 과학연구센터 및 국방부, 북한의 룡각
카테고리II 제재만료
산 기계장비수출공사, 북한의 장광신용사
93.7.15
러시아의 Salyut Design Bureau, NPO 후르
이전에
니체프 미사일 생산공장
제재철회
구체적 내용은 공포되지 않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국에의 Zenit 엔진 카테고리II 중국제재 철회
판매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

1993.8.24
(2년간)

파키스탄 국방부, 중국의 우주항공산업부
구체적 내용은 공포되지 않음.

1995.5.15

1995.6.17
1996.5.24
97.9.1제재해
제(2년간)
1997.8.6

러시아의 브라질에의 로켓 모터 케이스 제조
관련 Carbon-fiber 기술, 또는 미사일 관련
극소전자공학의 이전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
구체적 내용 미공포
북한의 장광신용사(고려 광업개발무역국), 이
란의 국방병참부 및 국가조달처
북한의 룡각산 일반무역공사, 북한의 고려 부
강무역공사

카테고리II

카테고리II

자료:「다자간 전략물자 기술수출 통제체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제 4 절 유럽의 수출통제 체제
1. EU의 수출통제제도5)
가. 수출통제제도의 설립 배경 및 관련 법규
○ 1958년 유럽공동체 창립조약 223조는 무기 생산 및 무기 수출에 대한
각 회원국의 권한을 규정하고, 동 조항의 부속리스트에서 수출통제 대
5) 참고문헌: 최영식, 다자간 전략물자ㆍ기술 수출통제체제에 관한 국제동향 분석과 우리의 대응 방향,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00-03, 200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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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목 및 무기 형태를 규정하였음.
○ 1991년 5월 EU 위원회(Commission)는 내부시장의 통합 후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의 내부이동이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 국가가 국
내법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에 대한 단일통제 절차를 규정하도록 제
한함.
○ 1992년 8월 EU 위원회는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그리고 핵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안을 제정 및 발표하여 제3국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에 대한 공동통제를 설정함.
-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의 공통리스트, 공통대상자 리스트, 수출허가
시 공통기준, 허가 및 시행정책과 절차의 조정기구, 세관 및 허가기
관의 협조 사항 등을 포함시킴.
○ EC조약 223조에 규정된 품목에 속하지 않는 이중용도 품목의 통제는
공동체의 관할밖에 있었으나,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 1986)
에 의거하여 EU 위원회는 1993년 1월 경무기를 포함하여 223조의 특
권 밖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됨.
○ EU의 이중용도 규제의 법적 토대는 공동체 전체 관할과 각 회원국관
할 부분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EU는 1995년 7월 1일부터 이중용도
물자와 관련기술의 역내 국가간 이동의 자유화 및 역외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의 단일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 규정을
발효시킴.
- 대부분의 이중용도 규제는 로마조약의 제113조를 토대로 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3381/ 94)에 포함됨.
- 마스트리히트조약 J3조에 규정된 공동행위 에 기초한 별도의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 No.94/ 942/ CFSP)으로서, 여기에는 규제품목
리스트, 우호적인(Friendly) 대상지 및 수출통제지침 등을 규정하여,
규제 부속서에 적용토록 함.
나. EU의 수출통제 정책 및 집행
○ 실질 통제 업무는 각국 정부의 수출통제당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EU규칙은 EU 회원국으로부터 비회원국으로의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은 허가 절차의 대상임을 규정함(이중용도 규칙 제3조).

- 68 -

○ 이사회 결정 부속서(Annex) I의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는 NSG, AG,
바세나르체제 및 MTCR 등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문서에 수록된 이중
용도 품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부속서 III은 부속서 I 품목의
수출 허가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 민간물자의 통제 및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합의.
- UN 안보이사회 및 기타 국제기구에 의해 부과된 수출통제체제 및
통제내용 대한 의무.
- 재래식 무기수출과 관련된 EU 이사회의 결정을 포함한 국가의 외교·
안보정책.
- 상품의 예정된 최종용도 및 유출위험.
○ 주요 통제대상 품목은 구COCOM의 Core List에 의거하고 있으며, 이
사회 결정 부속서 I에 포함된 품목들은 10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되
며, 각각 제품의 형태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되고 다자간 통제체제에 따
른 통제 이유를 밝힘.
- 품목군 분류 (품목코드 첫째 자리)
0: 핵물질

1: 생화학물질

2: 소재가공

3: 전자

4: 컴퓨터

5: 통신 및 정보암호

6: 센서 및 레이저
8: 해양

7: 항공 및 항공전자

9: 추진체, 우주운반선

- 각 품목군의 특성 분류 (품목코드 둘째 자리)
A: 장비, 조립부품
C: 소재

B: 시험, 조사 및 생산장비

D: 소프트웨어

E: 기술

- 품목군이 소속한 통제체제 (품목코드 셋째 자리)
0XY: 바세나르체제관련
1XY: 미사일 관련
2XY: 핵관련 이중용도 품목
3XY: 생화학무기 관련
○ 보완적 수출 규제제도인 Catch-all 제도를 채택함.
- 부속서 I에 수록되지 않은 이중용도 품목이 대량파괴무기와 관련해서
이용될 것임을 수출업자가 알거나(know) 또는 정부로부터 고지 받았
을 경우(has been informed), 관련 당국은 수출 허가가 합당한 지의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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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자가 문제의 이중용도 품목이 대량파괴무기와 관련해서 이용
될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suspect), 관련 당국에 통지하도록 하는 추
가조항을 각국에 국내법에 삽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5년 7월 1일
EU 회원국은 Catch-all 규정을 국내 입법화함.
○ catch - all 규제의 EU 회원국별 통제 경험의 차이
-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핀란드
및 아일랜드는 EU 이중용도규칙의 시행이전에는 catch-all 통제를
시행하지 않음.
-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및 영국 등은 catch-all 규제에 대한
사전 경험 지님. 특히 독일은 대량파괴무기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무기와 관련된 비통제품목의 이전에 대한 catch-all 규정이 1991년 3
월 이후 시행됨. 그리고 독일은 1995년 7월 1일 독일에 거주하는 수
출업자가 어떤 품목이 독일의 통제대상국가의 군사적 최종사용자에
게 수출될 것임을 알고서 다른 EU 회원국들에게 수출하는 경우, 사
전에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 오스트리아, 벨기에 및 핀란드는 know 규정, inform 요건, 그리고 의
심이 있는 (suspect) 경우의 3가지 조항 모두를 채택함.
- 덴마크, 아일랜드, 스페인 및 스웨덴은 EU 이중용도규칙 제4조를 가
장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inform 요건만을 채택함.
- 독일은 EU이중용도규칙 제4조를 가장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know
규정만을 채택함. - 영국은 대량파괴무기에 관련해서 사용될 제품으
로 알고 있거나(know) 의심이 가는(suspect) 경우로 규정함.
○ catch all 규정 도입상의 문제점
- catch all 규정이 사전경험이 없는 많은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개념으
로, know 규정 등의 해석과 관련, 법적으로 명백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서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음.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및 영국
등은 시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심이 되는 (suspect) 요건을 국
내법에 포함시킴.
- catch all 규정의 범위와 목적에 대하여 각 회원국별로 달리 시행되
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재래무기와 관련시키는 반면, 영국은 대량파
괴무기와 관련해서 시행함.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는 최종용도 통
제의 시행에 대하여 부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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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용도 요건
- 수출승인을 얻기 위해서 최종용도 증명(end-use certification)이 요청
되거나 재수출이 제한됨(제6조 2항).
- 최종용도 증명에 대한 EU 규칙은 개별 회원국마다 달리 적용됨.
- 일반적으로 수입회사의 서약에 의존하거나 또는 수입국 당국이 입증
하는 국제수입증명서가 요구됨.
다. 수출허가의 유형, 통제대상 국가 및 품목
○

수출허가의 유형은 개별수출허가 (Individual Export Authorization),
일반수출허가 (General Export Authorization), 포괄수출허가 (Global
Export Authorization) 및 공동체 허가(Community License)가 있음.

- 어느 한 국가가 발부한 이중용도제품의 수출허가는 나머지 회원국들
로부터의 수출에 대해서도 효력을 지님.
- 예외 사항 : 상품수출국과 상품위치국이 다른 경우 상품 위치국은 수
출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국가안보상의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에는 수
출을 거부할 수 있음(이중용도 규칙 제10조). 위의 경우 두 국가간 협
의과정이 요구되며, 상품위치국의 견해는 구속력 지님.
○ 통제대상 지역별 수출허가
- 부속서 I에 수록된 통제품목의 역내 국가간 교역은 일부 예외품목(부
속서 IV 수록 품목)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허가 없이 수출을 자유화
함.
- 예외사항 역내 교역시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상품에 대한 최종 목적
지가 EU 밖인 경우 및 상품이 대량파괴무기 계획에 관련해서 이용될
의도가 있음을 안 경우(catch - all 규정 적용)임.
○ 역외 국가에 대한 수출허가
- 부속서 Ⅱ에 포함된 우호적 대상지 리스트에 수록된 국가들(미국, 일
본,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 대해서
는 일반허가 절차가 가능함.
- 이중용도 규제는 민감한 대상지에 대한 리스트를 규정하지 않고 수출
금지 국가 또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부속서 I에 수록된 통제
품목의 수출여부는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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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외 구분 없이 수출허가 필요 품목
- 부속서 I의 하부사항인 부속서 IV와 V의 수록 품목에 대해서는 3년간
의 과도기간 동안 역내외 구분 없이 수출시 해당국가의 허가가 필요
함. 이 과도기간 동안 임시조치의 지속 여부는 3년 경과 후 재검토하
제도록 규정함.
- 부속서 IV 수록 품목 : 주로 MTCR, NSG 및 구COCOM 산업리스트
에

등재된

가장

민감한

이중용도

품목들로서,

INFCIRC

254의

Trigger 리스트 Part I, EU의 전략통제 품목, 스텔스 기술 및 MTCR
기술 등에 대한 모든 교역은 허가가 필요함(이중용도규칙 제19조).
- 부속서 V 수록 품목 : 특정 회원국들이 군사용품으로 간주하는 제품
들이 포함됨.
라. 기타 기관의 역할
○ 세관의 역할 및 절차
- 각국 세관은 선적 시 수출 승인된 상품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며. 이중
용도 규칙 제10조 및 11조에 의거하여 예외적 경우로 각국은 수출이
자국의 본질적 대외정책, 안보이익 및 국제의무 또는 공약 이행에 반
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에 의해 이미 수출허가가 적법하게 부여되
었을 지라도 자국 세관에 통관중인 상품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음.

○ 유럽의회의 역할
- 무기수출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EU 위원회나 이사회에 견해를
피력함.
○ 관련 부서간 협의, 협조 및 조정 절차
-특정 회원국이 자국 영토내의 상품에 대해 다른 회원국이 신청한 수
출허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중용도 규칙 제7조 2항에 의
거하여 수출허가신청을 받은 회원국 당국은 허가를 부여하기 전에 상
품 소재지 회원국의 당국과 협의해야함. 이 때 상품소재지 회원국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하며, 이러한 이의는 허가신청국에 대
해 구속력을 지님.
- 다른 회원국의 수출하가로 특정 회원국이 자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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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경우 동 특정 회원국은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구속
력은 지니지 못함.
- 어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의해 수출허가가 이미 난 상품의 수출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원국은 허가가 부여되었을 때 관련
정보가 참작되지 않았거나 이후 상황이 크게 변한 것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다면 다른 회원국이 자국 내에 있는 부속서 I 품목의 수출
을 시도할 경우 이를 중지시킬 수 있음.
- 수출통제 적용시의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각 회원국
수출통제 당국간의 행정협조와 정보교환, 그리고 기록보관의 필요성을
규정함(이중용도 규칙 제13- 15조).
2. 독일 수출통제 제도와 집행
가. 독일 수출통제 제도 개요
○ 독일 수출통제 제도의 3대 축은 European Community(EC) 규정, 국가
법령 및 전쟁무기 통제법이며, 추가로 독일연방정부, 유럽연합, 미국
또는 유엔이 통상정지조치는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음
○ EC 국가 간 품목의 이동에 대한 통제는 관세기관(customs)의 부재로
형사처벌(criminal penalties)의 형태로 관련 법규를 집행(enforcement)
하고 있음
○ 독일연방정부 경제부가 수출통제당국의 역할을 하였으나, 독일연방정
부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경제부와 수출통제부기 통합되어 BAFA
가 2001년 수립됨. 범유럽기업의 출범으로 필요에 따른 수출통제 규정
/이행의 통일화 추진하고 있음.
○ EC 규범은 독일 수출통제 당국(이하 독일 당국)이 통제하는 품목 중
90%의 이중용도 품목을 통제하고 있음. 국가법령은 서비스의 수출입
을 제한할 수 없는 EC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EC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됨. 이를 제외하고 독일의 수출통제 관련 규정은 용어의 정
의를 포함하여 EC 규정을 따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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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허가 의사결정 과정
○ 일반수출허가(General Licence)는 품목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허가로
특정국가에게만 적용되며, 일반수출허가제도를 시행한 이후 BAFA가
한해 처리하는 수출허가신청건수는 70,000건에서 2,000건으로 줄어듦.
○ 한국은 현재 일반수출통제 적용대상국가가 아니며, 최근 한국을 일반
수출허가 적용국가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제3국의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있었음. 독일 측은 한국이 일반수출허가 대상국가가
되기 위해 특히 한국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함
○ 범유럽기업의 수출은 단일 수출품에 대해 단일 수출통제 당국이 존재
하지만, 관련 있는 국가의 수출통제 당국은 서로 협의함. 범유럽기업
의 출범은 수출통제에 있어 유럽국가간 긴밀한 협의를 재촉하고 있으
며 독일을 비롯한 6개 국가가 수출통제 규정 및 이행을 동일화
(harmonization)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수출통제 신청 이전 사전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협의의 범위는 관
련됨 품목의 가치, 특징, 정치적 민감성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
정됨. 정치적으로 아우 민감한 품목의 경우 수상, 국방장관, 외교장관,
경제개발협력 장관, 법무장관 및 제경장관이 참석하는 연방안보위원회
(Federal Security Council)에서 결정하며, 인도로 SAR 시스템을 수출
한 경우와 같이 민간용으로 수출된 제품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목적으로 사용이 종료된 품목의 hardware 및 software
를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
○ 수출통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품목의 기술사양 및 중요변수를 검
토하고, 동 품목의용도와 수입자의 목적을 고려함. 그러면, 수출허가를
신청한 품목의 수량을 제시된 용도와 목적에 맞추어 검토하여,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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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이 제시된 용도와 목적에 비해 과도한 경우 유용의 가능성을 고
려함. 동 품목에 대해 다른 다자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의 회원국
이 이미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 그에 대한 근거를 참조하여 검토함.
이러한 일련의 정부 내부 논의 과정과 차례로 또는 병행하여 부서 간
또는 정부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짐.

○ 미국의 수출허가 거부로 인해 독일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의 재수출에 관한 법률로 미국에서 생산된 또는 처리된
부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요구하고 있음. 미국정부가 독일기업에게 수
출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독일정부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미국정부를
설득함. 종종 수출하가 거부는 품목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미국으로
반환하는 것 등의 추가조건을 달아 취소되는 경우가 있음.
2. 프랑스의 수출통제 제도와 집행
○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독일과 유사한 법 체제를 유지, 정비 및 발전
시키고 있으며, 다만 각국 정부의 전략적 입장의 차이로 핵심기술로
간주되는 기술의 종류가 다를 수 있음.
○ 1939년 전투물자의 대부분이 수출되어 프랑스의 전투수행 능력을 위
협하게

되자

프랑스

정부는

국무총리가

CIEEMG(commission

interministèrielle pour l'étude des exportations de matériel de
guerre) 즉 전쟁물자의 정부 부처간 수출심의기구와 협의하여 허락한
것 이외에는 금지하였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상징이 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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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EEMG는 외교부, 국방부 및 재정부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배석하고 있으며 8월을 제외한 매
달(연간 1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수출허가신청서의 검토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도덕, 정치(봉쇄조치,
지역특성), 상업ㆍ재정ㆍ산업 및 유럽국가의 전례가 있음.
○ 프랑스가 제3국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로 인해 우주연구개발 활동 상
제제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입수경
로를 모색하면서 양자간 협의를 통해 제3국과 문제를 협의하고, 여의
치 않은 경우 기술적 성능을 타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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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아태지역의 우주개발 관련기구 최근동향
제 1 절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APRSAF)
1. 개 요
○ 1992년에 개최된 아․태지역 국제우주년회의(APIC)의 선언을 기반으

로 1993년 제1회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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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주전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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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되었으며 각국의 우주개발현황 소개 및 아․태지역 우주기술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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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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RSAF-11(11차 아․태지역
태지역 우주기관포럼)
우주기관포럼)
가. 개 요
○ APRSAF-11회의가 호주의 캔버라의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
서 호주의 Cooperative Reserch Center for Space Systems(CRCSS)
와 일본 과학문부성(MEXT) 및 JAXA 공동주관으로 2004년 11월 2
일부터 11월 5일까지 “우주공동체의 확대를 향하여” 라는 주제로 개
최됨.
○ 참가국 : 17개국 4개 국제기구 총 130여명 참가
- 아태지역 : 호주,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고, 미얀마,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 기타 지역 : 미국, 프랑스
- 국제기구 : AIT, AP-MCSTA, ASEAN SCOSA, ISU
○ 주제 : “Toward the Expansion of the Space Community”
“우주공동체의 확대를 향하여”
나. 내용
○ Side Event
"소형위성개발에 대한 정보교환 회의“
“효과적인 재난감소를 위한 우주응용에 대한 Technical Workshop"
○ Plenary Session
- 개회식 및 환영사 : Dr. Andrew Parfitt(CEO of SRCSS) and Dr.
Hiroki MATUO(Commissioner of Space Activities Commission of
Japan)
- 개회사 : Mr. Kiyoshi Higuchi(Executive Director of JAXA)
○ 참가국의 Keynote Speech 실시
- Space Development in Thailand by Dr. Tongchai Charuppat, Deputy
Director General of GISTEDA,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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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ce Program in Republic of Korea by Jeongwon Lee, Senior
Administrator of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 Space Earth Observation: Recent Development and prospect for
cooperation among Asia-Pacific Countries by Prof. Dato'Nik Nasruddin
Mahmood of Director of MACRES, Malaysia
- Space Technology Application in Bangladesh by Mr. Abdul Halim
Howlader, Chairman of SPARRSO, Bangladesh
- Develoment of Remote Sensing System in Indonesia by Mr. Bambang
Setiawan Tejasukmana, Deputy for Remots Sensing of LAPAN,
Indonesia
-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in Space Technology Sector in
Nepal by Mr. Rabin Kaji Sharma, Chief Survey Officer of foreign
unit, Survey Dept. of Nepal
- The remote sensing activivities in Vietnam by Mr. Tran Cong Due,
Deputy General Director of Dept. of Science and Tech. in Vietnam
- Space Applic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in Mountain Areas by Mr.
Basanta Raj Shrestha, Division head of MENRIS, Thailand
- Education and Research in Geoinformatics at AIT by Dr. Xiaoyong
Chen, Associate Professor of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in
Thailand
- How to integrate applications of Earth observation and
Communication Satellites for Disaster Management by Mr. Jasaru
Arakida, Senior Researcher of Aisan Disaster Reduction Center in
Japan
- Activities of the ASEAN Sub-Committee on Space Technology
Application(SCOSA) by Dr. Alexander A. Lim, Senior Officer of
ASEAN Secritariat
- Toward Implementation of the Vision for U.S. Space Exploration by
Mr. Neal R. Newman, NASA Representative for Australia and
Southeast Asia Region, U.S.A
○ Working Group Activities : 3개의 W.G..에서 각 주제에 대하여
- Earth Observation W.G. : 12개의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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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그룹에서는 아태지역에서의 지구탐사(EO)활동에 대한 여러 주제를
토론하고 우주기술을 응용하여 지역내의 천연재해 감소, 환경연구 및 우
주자료의 활용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장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
조함
․APRSAF회원국에 대한 개선된 자료교환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Digital Asia" 라는 data base를 구축하여 활용하되 각국이 지구탐사자
료를 공동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Capacity
Building Program이 필요하며, 위성자료의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운영프
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APRSAF의 기조하에 협력을 강화해야 함.
- Communication Satellite Application W.G. : 9개 주제발표
․통신위성이 원격지 주민에게 비용 효과적으로 필요한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가, 광대역 IP 위성이 전화의료, 원격지교육, 재난감소 등에 응용될
수 있는가 및 새로운 통신위성기술이 Physical layer 및 Network Layer
에 대하여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는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함.
․ 농촌지역 통신 경제성 파악으로부터 새로운 위성통신연구에 이르는 다
양한 영역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위성통신을 아태지역에서의 이
점을 활용하기 위한 넓은 영역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 W.G.의 토의내
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
함.
- Space Education and Awareness W.G. : 7개의 주제발표
․ 지역내의 우주교육과 활동에 대한 인식 및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하여 토의함.
․ 지역내에서 창조적이고 흥미있고 자극적인 환경으로 우주활동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우주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중에서 실천 가능한 것으로서 지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로켓

경진대회(Water

Rocket)를

2005년에

APRSAF-12의 하나의 행사로 실시하기로 함. 이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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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법에 대하여 각 회원국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다. 결론 및 권고안

○ APRSAF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pilot
project 및 교육증태활동 등을 통하여 협력활동을 증진하고 강화
○ ADRC와 같은 국립 재난관리기구와 격리지역의 주민들과 같은 최종 이
용자들의 요구를 중촉시키기 위하여 유용하고 효과적인 정보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우주응용을 증진
○ 우주교육포럼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일반대중과 초중등 학생들에게
우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여 우주공동체의 확
대를 모색하고 APRSAF에서 사전에 준비된 안건들에 대한 토의를 위한
전문가 초청
○ 우주관련 지역 내 기관 및 국제기관(GEOSS, RESAP, WCRP ISDR 등)
들과의 유대강화 및 APRSAF의 활동과의 조화추구
○ 지역국가들의 능력강화를 위한 능력강화활동의 증대
○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가능한 재정확보의 기회를 모색
○ 각 Working Group에서 제안된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한 노력

제 2 절

AP-MCSTA 및 APSCO

1. AP-MCSTA(우주기술 및 응용을 위한 다자간 협력)
○ AP-MCSTA(Asia-Pacific Multilateral Cooperation in Space
Technology & Applications)는 1992년 11.30-12.5 일에 중국, 태국,
파키스탄의 주도로 WORKSHOP형태로 개최되었음
○ 이 회의의 목적은 아.태지역의 우주기술협력강화를 위한 연구논문발
표, 기술정보교환, 공동연구사업추진 등과 아․태지역우주기구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구축하는데 있으며, 1차 회의(‘94년 1월)는 태국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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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의(’95년 4월)는 파키스탄 이스라마바드, 3차 회의(‘96년 5월)는
한국 서울, 4차 회의(’97년 12월)은 바레인, 5차 회의(‘99년 12월)는 이
란, 6차 회의(’01년 9월)는 중국, 7차 회의(’03년 8월)는 태국에서 각
각 개최되었으며 8차회의는 2005년 파키스탄에서 개최할 예정임.
- IPC (International Program Committee) 회의는 AP-MCSTA 사전준
비회의로서 본 대회 개최전에 대략 1-2회 열리고 있음
○ A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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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MCSTA 부산물

로 추진된 사업임
- 460kg 소형위성의 아.태지역 공동개발사업으로서 현재 중국주도하에
태국, 파키스탄, 이란 등 3개국가가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6년 발
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

참여국인 몽고, 방글라데쉬는 분담금을 부담

하고 있지 않음. 이 사업 수행 관련한 5차 회의가 2001.5.11-5.13일
북경에서 개최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동 사업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98년 4월 태국에서 개
최되는 SMMS사업수행 서명식에서는 외교통상부 요청으로 참석한 바
있음
○ ‘01.9.17～9.22일 까지 중국(북경)에 개최되었던 제 6차 아․태지역 우
주기술회의에서는

아․태지역 우주기구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음.

2. APSCO(아․태우주협력기구)
가. 추진 배경
○ ‘01.9.17 - 9.22일 까지 중국(북경)에 개최되었던 제 6차 아․태지역 우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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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아․태 우주기구 설립

으로 10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안) 검토그룹 회의가

태국에서 개최되었음

- 참가국가 : 방글라데시, 칠레, 중국, 이란, 말레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페루, 러시아, 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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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아․
태우주기구 설립 정관(안)검토그룹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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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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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기 위해 절차,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안)을 준비해야하고,
APSCO 이사회의 승인전에

상기 (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

아․태우주기구 설립 정관(안)검토그룹회의가 소집되어야한다

점에
고 말함

다. 2004 Expert Group Meeting for Financial Arrangements for APSCO
○

일시/장소:′04. 11.29(월) ~ 12. 1(수)/Century Golden Resource Hotel
(중국 북경 소재)

○

참가국 :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러시아, 한국, 칠레, 아르헨티나, 이란,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페루 등 15개국 대표 및 옵저버 참석

○ 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 AP-MCSTA의 사무국에서 준비한 2007년 APSCO 추정예산, 기구의 조
직도, 기구의 회원국 수, 최저기여금의 제안 및 기본활동계획에 대한 내
용을 토의하였음.
- APSCO 예산계획(2007년도)
◦ 총예산추정액 : US$ 3,102,000
◦ 행정관리비용 추정액 : US$ 2,502,000 (Staff 급여, 사무실비용 등)
◦ APSCO 기본활동예산 : US$ 600,000
․ Space Science Research Program

․ Space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
․ Space Technology Application Program
․ Education ad Training Program
- 재정 기여액 배분
◦ 각 회원국의 재정기여 비율은 3-4 단계로 나누어 결정하며 최고 18%
최저 3%로 제안하였으며 최저기여액을 1%로 하자는 국가도 있었음.
이는 APEC의 예산분담비율을 모델로 한 것임.
◦ 재정기여액 비율은 각 회원국의 경제수준(GDP)과 개인총소득(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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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Capita)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함.
◦ 초기 3년간은 동일고정예산으로 하여 각 회원국이 이 기간동안 재정
기여금을 만들어 분담하도록 하고 이 기간동안 APSCO Council에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을 조정하게 할 것이 예상
됨.
- APSCO 예상 조직도
The Council

Secretary General

Secy-Gen Statt

Internal Audit

Administration

Finance

Legal

Dept.

Dept.

Dept.

Strategic

Internationa

Education

Planning

l Affairs

& Training

Dept.

Dept.

Dept.

R&D
Dept.

Space
Technology
Dept.

- 재정 기여액 배분
◦ 각 회원국의 재정기여 비율은 3-4 단계로 나누어 결정하며 최고 18%
최저 3%로 제안하였으며 최저기여액을 1%로 하자는 국가도 있었음.
이는 APEC의 예산분담비율을 모델로 한 것임.
◦ 재정기여액 비율은 각 회원국의 경제수준(GDP)과 개인총소득(GDP per
Capita)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함.
◦ 초기 3년간은 동일고정예산으로 하여 각 회원국이 이 기간동안 재정기
여금을 분담하도록 하고 이 기간동안 APSCO Council에서 프로그램이
나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을 조정하게 할 것이 예상됨.
- 각국의 기여액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아
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APSCO의 사무국의 자리는 각국의 기여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각국에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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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SCO 체계를 통하여 회원국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능력을 증대시킨다.
◦ 우주기술응용의 여러 분야에서 강화된 능력을 서로 제공하여 다자간
의 일치를 창조한다.
◦ 잠재적인 우주시장을 확보하고 각국의 산업을 위한 기회를 확대시킨
다.
◦ APSCO하에 회원국간에 협력활동을 통하여 독립개발에 따른 재정부
담, 위험 및 시간을 감소시킨다.
◦ 보다 강한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자간의 이해를 증진시켜 국가경
제를 강화시키고 회원국 상호간 미래의 정치경제협력의 기초를 보다
굳건히 한다.
◦ 천연자원탐사/연구와 환경감시/지역내에서의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보호 등에 대한 방법론들을 효과적으로 개발한
다.
◦ 회원국내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교육 훈련을 개선한다.
◦ 지역적 조화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를 강
화하여 회원국내에 평화를 가져온다.
◦ 정치적, 사회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도록 우주활동을 자극하고 확대시킨
다.
-

전문가그룹

회의는

APSCO의

중장기

프로그램

계획

및

APSCO

Convention의 부속서(진행규칙, 서비스 규정, 재정규정 등)에 대하여 토
의하기 위한 2005년에 후속 회의를 사무국에서 준비할 것을 추천함.
- 결론.
◦ 중국에서 발의하고 있는 아․태우주협력기구(APSCO)설립을 위한 기
초회으로서 기구운영 재원마련을 위한 회원국의 기여금액 설정을 위
한 회의
◦ AP-MCSTA(아태다자간우주기술회의)의 사무국이 준비하여 2007년
기구발족을 목표로 기본예산을 설정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각국의
기여액(%)을 산정하여 제시함
- 2007년 예산 3,102,000US$로 제시하고 부문별예산에 대한 토의
진행
- 기여율산정은 국가GDP + 개인GDP를 기초로 산정하여 한국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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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24.6%를 기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여금액의 상한선은 18%로하고 하한선(Floor)은 3%로 할 것을
권고안으로 채택함.
◦ 한국의 APSCO가입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분위기였으며 한국이 참
여하지 않고는 APSCO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APSCO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APSCO가입시 자국
에 돌아오는 실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
고 있다고 주장함.
◦

Mongolia,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하한선인

3%의

APSCO 기여금을 마련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표시함.
◦ 중국측에서는 한국이 APSCO에 참여하면 아태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위성기술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을 가지고 협력하면 아태지역개발을 위한 우주이용시 비용절감 및
위험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
◦ 현재 한국의 입장은 APSCO 가입에 대하여 강한 필요성이나 가입
에 대한 실익을 크게 보지 않고 있으나 APSCO가 중국의 발의로
시작되어 언젠가는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때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됨.
◦ 현재 한국 무역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및 아시아 지
역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우주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입의사를 밝혀야 할
때가 올 것으로 판단함.
◦ 필리핀 대표는 한국에서 말레이시아와의 우주기술협력으로 MACSAT-1
project를 수행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향 후 필리핀도 위성
을 보유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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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아.태 우주기구 설립준비회의 관련 참가국 현황

구분 1차 Workshop
참석국가

참
가
국

옵
서
버

1차 검토회의

2차 검토회의 3차 검토회의

( ′02.12 )

( ′03.8 )

( ′03.11 )

(‘04.11)

①방글라드쉬
②중국
③이란
④말레이시아
⑤파키스탄
⑥필리핀
⑦태국
⑧몽고
⑨부루나이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o
o
o
o
o
o
o
o
-

o
o
o
o
o
o
o
o
-

⑩한국

o

-

◎

◎

⑪일본
⑫인도

◎
o

-

-

-

⑬인도네시아

-

-

◎

o

⑭러시아

-

o

◎

o

⑮우크라이너

-

-

◎

◎

⑯브라질

o

-

◎

-

◎

o
o
-

◎
o
◎

◎
◎
-

-

-

◎

-

⑰칠레
⑱페루
･UN-ESCAP
･UN-OOSA

(○ : 대표단참석,

◎ : 옵서버참석)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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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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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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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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협력분야에 관한 활동을 수행할 것임. 주요 내용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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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조(기초활동)
제 8조(선택적 활동)
제 9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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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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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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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조(이사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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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투표)
제15조(사무국의 구성)
제16조(사무총장)

○ 사무국장은 기구의 최고 집행간부이며 법적인 대표자이며, 사무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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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완전한 권한을 가짐
제 17조(사무총장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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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조(분쟁해결)
제 20조(인적교류)
제 21조(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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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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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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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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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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해외연구기관 동향
제 1 절 CNES
1. 정책
○ CNES는 EPIC(E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으로 법적으로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으며, 우주사업의
특성상 상업적으로 유지 가능한 시일까지 CNES의 자회사로 두고, 상
업적으로 유지가능한 경우 독립된 회사로 출범시킴.
○ 또한 CNES 기관근거법은 우주분야 과학기술연구를 발전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우주와 관련된 문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국가 및 국제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고, 우주분야에서 국가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과학기술연구 프로그
램을 마련하여 범정부 부처간 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며,
CNES가 설립한 연구센터 및 과거 관례에 따라 따 공공기관 또는 사
기관(예산을 기여하는 경우)을 통해 승인된 우주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외교부와 협의 하에 국제협력을 통한 우
주프로그램의 수행하는 경우 문제점을 풀고, 우주관련 과학 출판물을
직접 발행하거나 재정지원 또는 정기구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
도록 하고 있음.
○ CNES는 프랑스 정부와 5년마다 계약을 맺고 정부가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구적인 감사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고 프랑스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내부평가를 수행함.
○ CNES는 우주 프로젝트의 관리자와 국가 우주 프로그램 설계자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CNES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우주관련 기술과
제반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주의 유용성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와 지
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임.

- 93 -

2. 기관 벤치마킹
○ 구조 및 활동
- CNES는 1961년 12월 프랑스 우주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기관임.
- 프랑스 정부에 우주정책을 제안하고, 산업체와 연합하여 선택된 프로
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함.
- 프랑스 정부가 CNES에 부여한 임무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프랑스 우주정책의 제안

․공식적으로 ESA, 국제조직 등에서 프랑스를 대표함.

․기술 및 우주 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 개발(산업체
의 이익을 위하여 첨단 기술개발의 위험 감수, 기술 영역 및 임무
분석에 있어서 전문가 할당 등 과학공동체의 제공, 우주-기반 응용
의 촉진 및 보급, 고객을 위한 운용 능력 향상)
- CNES의 활동 범위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도전에 걸려 있음.
․프랑스

Guiana(Centre

Spatial

Guyana-CSG)에서의

발사대

및

Ariane 프로그램과 더불어 우주에의 접근. 이러한 프로그램은 ESA
틀 내에서 진행되고, 발사 서비스는 CNES 자회사인 Arianespace에
의해 판매됨.

․통신(Cospas-Sarsat,

Galileo),

지구관측(Spot,

Topex-poseidon,

Jason2, Envisat, SMOS, Pleiades) 등의 위성 응용 및 산업체 와의
파트너를 형성하여 신 산출물 개발(소형위성을 위한 Proteus 플랫폼
등)

․유럽 혹은 국제협력(Integral, Corot, Rosetta, XMM, Aces Pharao,
Mars Express 등)에 기반하여 연구조직과 협력 하에 과학 프로그램
수행

․러시아 및 미국과 협력 하에 유인 우주활동을 수행하고, ESA 내에
서 국제우주정거장 프로그램에 기여
- 최근에 CNES는 파트너와의 연계 강화

․위성 이용자 : 요구사항 및 우주기술의 채택 사이에서 정당한 타협
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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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프랑스 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CNES는 점진
적으로 지식 및 프로젝트 관리기법을 전수

․과학기구 및 산업체 연구소 :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

․개발도상국 : 지식, 경제적 성장 및 자원 관리의 목적을 위해 우주
기술의 사용에 있어서 지원

․군수 : 민간 및 군수 프로그램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
여 국방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방위 프로그램에 참여
- 오늘날 우주분야는 전환기에 있음. 특히, 그들의 활동 및 산출물은
점진적으로 새로운 응용의 혁신 및 요구를 제기하는 상업 시장에 부
딪치고 있음. 이러한 새로운 상황 하에서 CNES는 혁신에 대한 잠재
력에 대한 타트너쉽과 자본화의 영역에서 그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지난 30여년간 변화지 않고 지속되어 온 정치적 열망의 기세
(impetus)에 의한 CNES는 세계적 우주기관의 하나임.
○ 주요 센터 활동
- Toulouse Space Centre

․우주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광학 관측, 측량, 항법, 위치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스템
․과학연구를 위한 설계된 우주 시스템
․위성 배열 공학
․프로젝트 사전 예비연구
․주요 우주기술의 전문가 할당
․위성 기반 통신 시스템의 우주 부문(space segment)의 전문성 향상
․궤도 시스템의 운용

- Evry Space Centre

․유럽 발사체 프로그램(Ariane, Vega)
․미래 기술 개발 및 준비

- Guiana Space Centre
․발사

․발사대 개발 계획에 대한 책임(Ariane, Soyuz)

․프랑스 Guiana에서의 개발 활동
○ 조직

- 95 -

그림 6-1. CNES 기관 조직도

○ 인력
그림 6-2. CNES 기관 인력

- 96 -

○ 예산
표 6-1. CNES 예산(2002년 10월 기준)
(단위 : 백만 유로)
지출
ESA 기여

수입

685.084

기타 프로그램에의 기여
과학
- 우주 지식
- 중력
환경 및 안전
- 환경 및 기후학
- 기상학
- 안전 및 위험
정보 및 안전
- 항법 및 측위
- 통신 R&D
우주에의 접근
기술
CNES 센터 유지 및 운용비용
Toulouse 우주센터
Evry 우주센터
Guiana 우주센터
본부
인력유지
하위-합계
기타(예비, 재고 등)
VAT(부가가치세)
투자 보조
운영 보조
총계

620.996
56.203
- 46.477
- 9.726
372.740
-358.118
- 9.528
- 5.904
35.009
- 5.894
- 29.115
88.749
68.295
560.132
125.090
9.942
161.303
64.743
199.054
1,866.212
2.340
49.187

1,917.739

381.233
3.764
- 2.601
- 1.163
267.317
-265.946
- 1.371
0.339
- 0.339
105.771
4.042
184.498
39.208
3.249
127.237
10.352
4.452
565.731
17.035
1,195.483
139.490
1,917.739

○ 자회사
- 1970년대 후반 이후 CNES는 다수의 상업 회사 특히 우주기술이 새
로운 상품을 산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창립하였음.
- 8개 상업회사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3개는 2개의 공공-민간
회사에의 Telespace 참여를 통함.
- 민간 파트너십 멤버

․ 3개의 경제 이익 그룹(GIE-groupment d'interet economique) 및 5

- 97 -

개의 공익 그룹(GIP-groupment d'interet public)의 멤버
- CNES의 지분참여가 포괄하는 범위는
․ Arianespace의 우주 수송

․ Spot Image, Scot, GDTA(원격탐사 교육기관) 및 Medias France
등의 지구관측

․ CLS, Novacom의 측위 및 데이터 수집
․ Mercator의 해양학

․ Intespace, Novespace, Cerfacs 및 the MEDES space clinic 등을
통한 프랑스 know-how 및 전문성의 개선 및 개척
- 대규모 우주 시스템의 개발에서 운용 국면으로의 전이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CNES는 회사들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음. 이러한
회사들은 3개의 범주로 나뉘어짐.

․ 공공 서비스 임무를 위해서나 agency를 위한 전략으로서 중요한,
CNES에 의해 개발되고 재원화된 우주 자산의 수출 및 시장화를
위한 회사들

․ 더 이상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우주자산에 대한 사용이나 경
쟁적 우주 시장에서의 개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들

․ CNES에 의한 공공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회사들, 경제적 이익 그
룹, 공익 그룹 및 비영리 단체들
- 제도적 지분참여로서, CNES는 그들의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의
자회사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산업 지분에 관여하는 것을 추구함.
- 동시에, CNES는 새롭고 혁신적인 상업회사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그 능력을 새롭게 하는 도구(tools)들을 Telespace 참여를 통하
여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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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표 6-2. CNES 수입
(단위 : 백만 유로)
공공 및 민감 유한 책임회사
및 민간 파트너쉽
ARIANESPACE SA
SPOT IMAGE
INTESPACE
CLS
SCOT
NOVESPACE
TELESPACE PART.
SIMCO
SEMECCEL
CERFACS
경제 이익 그룹
GDTA
MEDES
SATEL CONSEIL
PROSPACE
공공 이익 그룹
MERCATOR Ocean
MEDIAS France
RENATER
IPEV
OST

2001년 수입

2002년 추정 수입

392.0
167.0
150.0
175.0
57.0
9.0
66.5
86.7
73.5

1466.000
48.540
18.500
27.000
4.967
5.200
0
66.300
4.818
5.060

26.9
20.0
9.0
4.5

2.210
2.610
1.294
1.000

9.5
23.5
160.0
15.0

2.700
1.750
26.656
21.767
1.439

3. 국제협력
○ CNES의 국제협력관련 조직은 전략/프로그램/국제협력/평가 부서의 부부
서장급인 Directeur adjoint Relations Internationales과 소속부서인
Sous-direction Relations Internationales로 이루어져 있음. Directeur
adjoint Relations Internationales은 상위 관리자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을 다루고 있으며, Sous-direction Relations Internationales은 비교적
정례적인 업무를 수행함
○ Sous-direction Relations Internationales은 러시아, 일본 및 미국의 현지
사무소를 관리하고, 브뤼셀에 대표를 두며, ESA와의 관계를 조율하고, 양
자간 및 다자간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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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s-direction Relations Internationales 조직도>

○ 그 중 양자/다자간 국제협력 부서는 양자간 국제협력부분은 지역 전문가
를 두고 있으며, 다자간 국제협력은 UN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실 조직도>

제 2 절 DLR
1. 정책
○ 독일 우주산업을 2003년 기준 통계치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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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5,000명 및

총매출액 12억 유로를 나타내고 있음. 산업정책의 목표는 ①독일 첨단
화 분야에 투자 ②유럽의 독자성 ③경제적, 응용 및 이용 등의 잠재성
을 지닌 프로젝트에 초점 ④ 상업적/세계적 시장의 우주기술의 혁신
잠재력 활용 ⑤부가가치 과정의 선도 및 고부가가치 업무의 창출 등
을 지향하고 있음. 주요 목적으로는 ①독일 항공우주산업의 국제 파트
너 및 경쟁자로서의 역할 증진 ②연구개발의 질 및 그 성과의 활용의
개선 ③기술 발전의 산업 응용 및 운용 생산품으로의 전환 촉진 등을
들 수 있음.
○

독일 우주산업의 구조를 살펴봄. 주요 구분으로 대규모 시스템 인테그
레이터(EADS

Astrium),

소규모

시스템

인테그레이터(OHB

und

Kayser Threde) 및 공급 회사(MAN-T, von Hoerner & Sulgar,
RWE Solar etc.)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주요 상용 공급 및 서비
스 기업으로는 Teldix, Tesat, ND Satcom, IABG etc. 등이 있으며,
기타 특정 생산품 공급자, 판매업(서비스 공급자, 재정 서비스 등) 등
이 있을 수 있음. 대규모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로서, EADS Space
Transportation(Germany)는 Bremen, Friedrichshafen, Ottobrunn,
Lampoldshausen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영역으로 발사체, 탄도
미사일, 궤도 인프라구조, 대기 재진입, 장비/서비스 등을 들 수 있으
며 약 1,200명을 고용하고 있음. EADS - Astrium (Germany)는
Friedrichshafen, Ottobrunn, Backnang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관
측, 우주과학, 통신위성, 항법, 군사시스템, 장비/서브시스템 등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약 1,900명을 고용하고 있음. 소규모 시스템 인
테그레이터로서 OHB(약 300명 내외)는 지구관측, 텔레매틱, 우주서비
스/안전 등의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음. Kayser-Threde(약 200명 내외)
는 과학 탑재체, 우주이용, 광학 서브시스템 등의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음.
○ 공급자 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MAN-T(약 800명 내외)는 발사 시
스템, 궤도 및 궤도수송시스템, 지상인프라 구조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RWE Space Solar Power GmbH (약 600명 내외. Schott Solar
Group)는 태양 전지, 태양 모듈, 웨이퍼 등의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다.
ND-Satcom(약 300명 내외)는 지상 인프라 및 서비스, 광대역 SAT
네트워크 솔루션, 광대역 솔루션, 군사네트워크 솔루션 등의 사업영역
을 가지고 있음. Thales Electron Devices GmbH (약 360명 내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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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T(Traveling Wave Tube)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음.
○

독일 우주개발 예산(2003-2007년)을 요약하면 그림1과 같음.
그림 6-3. 독일의 우주개발 예산

2. 기관 벤치마킹
가. DLR의 기관체제
○ DLR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산하 기관으
로 범 정부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DLR의 전신인 DARA는
유한책임회사(company with limited liability)로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예산을 받아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
으나, DLR은 하나의 정부부서에 속해있어(anchor) 지속성을 제공하고
있음. 다른 정부부서에 우주활동 수행에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
며, 이는 대부분의 우주수요 특히 항행, 기상 분야 등 소비자가 정부
기관이기 때문임. 또한 범 정부적인 항공, 우주, 에너지, 수송 관련 기
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신과 기상은 다자간 또는 양자 정
부간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나, 통신의 경우 상
업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경제정책 수립 및 규제로 축소되고 있음.
○ “항공분야 행정권한 부여를 위한 법”은 비록 DLR의 전신인 DARA
설치 근거법이지만, DLR의 역할을 유출할 수 있음(표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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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DLR 전신 DARA 근거법
항공분야 행정권한 부여를 위한 법
(항공과제수행법 - RAŰG)
발효 1990.06.08
의회는 다음의 법을 제정한다.
(1)

(2)
1.
2.
3.

§ 1 과제수행
항공과제의 수행을 위한 최고권한을 DARA(die Deutschen
Agentur fuer Raumfahrt-angelegenheiten GmbH)에 부여하며, 최고
권한이라함은 그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업무수행의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항공분야의 행정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이 의미하는 행정권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독일 항공계획의 수립
계약과 분배를 통한 독일 항공프로그램의 수행
특히 유럽 항공우주기구와 비교하여, 독일 항공분야의 관심을 전 세
계적 관점에서 도출

(3) DARA가 수행을 위한 최고권한을 부여받는 행정권한법에 대한 이
견은 이법으로써 정리된 것으로 결정한다.
§ 2 정부예산의 조정
DARA가 부여받은 과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한, 이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3 연방감사원의 감사권한
연방감사원은 DARA의 예산과 운영을 감사한다. 감사의 수행을 위해서
는 정부예산법의 §§ 89, 90, 91, 94, 95 및 96을 준용하며, 정부예산법 §
100에 따른 사전감사는 권한이 부여된 부서에 의해서 수행되어진다.
§ 4 베를린에서의 효력
이 법은 3번째 연결법(?) § 13에 따라 베를린에서도 효력을 갖는다.
§ 5
발효
이 법은 공표된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과거 독일 우주프로그램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되었으나 1990
년부터 5 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신 중기계획을 수립
하게 되었음. 이는 5개년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반면 중기계획은
우주개발 환경변화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음. DLR은 독일의 우주 에이전시로서 DLR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자문기능과 감시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는 DLR이 지정하는 외부 전문위원이 수행하고 있음.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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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경우 산업계의 연구개발활동을 DLR이 수행하고 있으며, DLR
은 대학과 경쟁을 하기 보다 산업계와 대학의 중간매개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DLR은 기관법이 상업활동 수행을 허락하지 않으며,
자회사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음.
나. DLR의 인력 및 예산
○ DLR은 독일의 항공우주 연구센터이면서 우주 에이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DLR은 Hermann von Helmholtz-Association of
National Research Centres (HGF)의 구성원인데, HGF는 2001년 9월
창립하여, 23,000명의 인력, 2.2 b €. 및

6개의 연구분야로 나뉨.

DLR은 다른 14개 연구센터와 더불어 창립멤버로서 HGF는 프로그램
지향 재원 하에서 운영되고, 연구센터들은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전
략적/운영적 집행 및 연구 프로그램의 품질보증에 책임을 짐. DLR은
연구 분야 “수송과 우주”를 담당하고, “에너지” 연구분야에도 참여하
고 있는데, DLR의 우주 에이전시로서의 기능은 HGF 적용 영역의 밖
으로 남음.
○ 5100명의 인력(2300명의 과학자, 500명의 박사 학생 및 신진 학생, 100
명의 방문 과학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3년 예산은 1,116 Mio €에
달함.
그림 6-4. DLR 우주개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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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LR의 조직 및 지역거점
○ 8개 지역본부 및 9개의 지역분소, 워싱턴 해외사무소, 주요 대형설비
시설인 독일-네덜란드 풍동(브라운슈바이크, 쾰른, 괴팅엔에 분리되어
있음.)과 천음속 풍동이 있다. 각 지역본부 아래에는 총 34개의 연구
기관이 있음.
그림 6-5. DLR 조직도 개요

그림 6-6. DLR 지역거점-1

※ 2002.10이후 5개의 지역분소가 추가로 설립됨.(지도에 표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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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DLR 지역거점-2

라. 업무영역
○ 경제 그리고 사회를 위한 최적 이용,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과정을 통
한 기초 연구 및 응용의 통합, 과학 공동체 및 경제 혁신 파트너로서
의 연구 파트너 등을 기술혁신 목표로 삼고 있는 DLR의 연구개발 영
역은 그림6-7과 같고 부문별 목표 및 주요영역은 표6-2와 같음.
그림 6-8. DLR 연구 및 응용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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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DLR 부문별 목표 및 전략
부문

목표

․공기 역학 설계의 개선
․공기 역학 및 추진의 계량 시뮬레이션
․구조상 하중의 축소 및 제조 비용 축소
항공기
․항공기 소음 및 배출(emission) 축소
․공항 및 공역 수용용량의 증진
․안전 보장

우주

․독일 및 유럽 산업의 경쟁력 증대
․유럽의 우주에의 독자적이고 경쟁력있는 추진
․“최고 과학” 혹은 상업적 응용을 강조하는 우주
정거장의 다학제간 이용
․우주부문의 end-to-end 거래 체인, 소비자
장비 및 서비스 등에의 기여
․지구 및 우주에 대한 지식의 확장

․미래 에너지 공급의 유지
․독일 및 유럽 산업의 경쟁력 증가
에너지 ․자연자원의 보존
․공급의 안전
․세계적인 증가에 대한 사회적 수용 예측
․수송수단 기술과 교통관리를 항공우주 노하우와 조화
․교통을 위한 궤도 인프라(기반구조) 이용
․교통 시스템의 안전 및 경제적 효율성증가
수송
․수송의 환경영향 감시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으로 양립가능한
이동성을 위한 전략 개발

주요 영역

․경량 construction, 재료 기술, 적합한 구조
․공기 역학, 구조 동력학, aeroelastics
․추진 시스템, 비행 제어 및 비행 유도
․저 소음 항공, 시뮬레이션
․대규모 시험 설비, 시험 준비(rigs)
․가상 설계

․전파탐지기와 광학 탐사 기술
․Atmospheric 물리학
․자료처리 및 데이터 부가가치 첨가
․통신, 항법 및 원격 진료
․로보틱스, 중력 연구
․고 온도 구조 및 재료
․우주 운용 및 로켓 테스트 기준

․태양발전에 대한 혁신 개념, 태양 화학
․저오염도의 가스터빈 연소
․연료 전지
․에너지 기술 과정들의 시뮬레이션
․에너지 경영 시스템 분석
․이동성을 보장하는 신 서비스 및 개념
․효율적인 화물 수송
․교통 데이터 및 모델의 관리
․지속가능한 수송수단 기술
․저 소음 및 저 배출(emission) 수송
․보정된 수송수단 안전, 사고 회피

3. 국제협력
○ DLR의 국제협력은 1단계로 유럽우주청(ESA) 등 유럽기관과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을 추진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2단계로 EU 6. FRP를 통해
유럽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중복투자를 회피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음. 3단
계로 유럽 이외 국가와 양자협력을 추진하고, 4단계로 UN과 같은 국제조
직과 관련 현안에 관해 협력하고 있음

<DLR 국제협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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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R 국제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국제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을 통해 DLR의 핵심역량 강화
- 유럽의 다자간 연구 네트워크(GARTEUR/EREA) 추진
- 유럽 및 국제 Center of Excellence와 네트워킹
- 국제경제에서 협력 기업 지원
- 독일 우주 프로그램에 제시된 정치적 목적 달성
○ 국제협력 전략 2003-2005의 목적 및 전략은 2001년 DLR의 국제적 의무
(International commitment)에서 비롯하여, 우주ㆍ항공ㆍ수송ㆍ에너지 연
구분야의 전략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연구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연구분야와 관리과정(management process)을 검토한 후 DLR
의 국제적 의무를 새로 발표함
○ 국제협력 전략의 구성요소로 DLR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행 부서 및 정
치적 틀이 있으며 그 중심에 특정 국가에 대한 전략이 있고, 산업계의 협
력은 국제협력의 기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DLR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국제협력의 지원은 국제 연구개발 협력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인적교류를 원활히 하고, DLR이 타 국가에 대한 전략
을 개발함에 있어 기관의 전문성을 결집하고, 국제협력에 있어 DLR의 전
략적 위치선점의 기반으로서 국제공동 프로젝트의 database 역할을 수행
하고자 함
○ 국제협력의 도구는 DLR 전략기금, EU 프로젝트, 연구개발 프로젝트, 산
업체와 국제 연구개발 수행, 인력교류 및 ESA 프로젝트가 있음.

제 3 절 ESA
1. 정책
○ 세계적 맥락에서의 우주
- 정부에 의한 우선순위로 인식되어 진보, 산업적, 및 기술적 진보 및
상업적 성공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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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십년 동안, 유럽의 위상

․ 유럽에서 우주 활동의 지속적 성장

․ 응용분야에서의 투자(원거리 통신, 원격 탐사, 항법), 발사체, 유인
우주활동 및 과학
- 세계 경제주기의 일반적 침체는 우주 산업활동 특히 통신 시장에서
의 주요 하강을 가져옴.
- 시장의 재기는 중기(the medium term)에 예상됨.
- 우주 산업은 시장 변화를 채택하기 위하여 보다 심화된 재구조화가
기대됨.
○ 유럽의 우주 환경
- 우주활동에 책임을 지고있는 여러 국가 당국자의 공존은, 각자의 국
가 우주정책에 의거 서로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음.
- ESA의 중심 역할

․ 조정된 유럽 비전의 촉진
․ 유럽 프로그램의 이행

․ 유럽과 국가 우주정책의 조화
․ 프로그램들과 산업의 조화
․ 요구 기술의 개발

․ 재원의 중복과 낭비 방지
- 유럽연합(EU)과의 관계 하에 구체적인 진보(Galileo 항법 프로그램의
공동 투자, 유럽 헌법에서의 ESA의 인지)는 우주관련 활동의 두 조
직 사이의 협력 증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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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유럽 우주 주요 계약자의 진화

○ ESA의 산업정책 성공
- ESA 설립의 기본 원칙 중에서, 산업정책의 주요 역할

․ 비용효과적 방식에 의한 유럽 우주 프로그램의 요구에 의한 수요
충족
․ 유럽 우주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향상
․ 회원국의 균등한 참여 보장
․ 자유 경쟁의 이익 개척

- 최근 몇 년 동안의 성공
․
․
․
․

잘 조정된 유럽 우주프로그램의 추구
우주 R&D의 상호협력의 지속적 개선
유럽에서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산업기반 구축
모든 유럽회원국에게의 우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균형화된 수입
제공
․ 참가국의 우주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보장
․ 다른 새로운 국가에 대한 확장의 길 제공

- 110 -

○ ESA의 Fair Return 원칙
- 아래와 같은 것에 의해서 산업 파트너들 사이의 적정 역할 배분을
보증

․ 활동의 기술적 가치
․ 국가 재정적 기여의 비율에 따른 ESA에의 기여
- 경쟁이 획득의 기본 규칙
- 유럽 우주국가들이 어느누구에 의해서도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야심찬 유럽 우주프로그램 및 도전적인 기술-추동적 활동에서의 자
신의 재원을 투자하는 주요 동인 중의 하나
○ 우주분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상업적 우주활동(주로 통신위성 및 발사체)의 주요 시장 하강을 따라
유럽 우주 부문은 지난 몇 년간 심각한 위기에 부딪치고 있음.
- 위기에 대한 유럽의 대응

․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
․ 유럽의 우주에의 독립적 접근
그림 6-10. 유럽 우주산업의 전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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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에 대한 ESA의 대응
- 발사체 분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의 결정
․ 유럽 발사체의 경쟁력 회복
․ 발사체 부문의 재구조화
․ 발사체 미래 세대의 준비

- 위성 분야에서,

․ 지구 항법시스템(Galileo)의 개발을 위한 유럽 주도권

○ ESA의 산업관계
- ESA 관여의 제한

․ 재정적, 예산적 성격
․ 산업과의 특정 행위 지향 필요
․ 동시에, 모든 회원국에 대한 만족스러운 구입 보장

- 유럽 산업체를 위한 행위의 주요 가이드라인
․ 기업들의 경쟁력 지원
․ 중복 방지
․ 기술 조화

2. 기관 벤치마킹
○ 예산(2004년 기준)
- 회원국 및 기타국가로부터의 수입

․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 2,275.92 백만유로
․ 기타 수입
: 422.40 백만유로
․ 2004년 총예산
: 2,698.32 백만유로

- 프로그램 별 2004년 예산

․ 2004년 총예산 : 2,698.32 백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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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ESA 예산

국가

백만유로

비중(%)

일반예산

185.78

7

일반예산 연관

133.13

5

우주과학

370.00

14

지구관측

322.77

12

통신

194.37

7

항법

336.41

12

중력

78.94

3

유인 우주비행

421.11

16

발사체

458.26

17

기술연구

66.00

2

제3부문으로부터의 재원

131.55

5

○ 시설 및 인력
- 2003년 말 기준으로 ESA는 회원국으로부터 차출된 1,912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부 및 여러 시설들에 근무하고 있음.
- ESA 본부 : 파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313명의 인력 보유
- ESTEC(European Space Research and Technology)

․ 네덜란드 Noordwijk에 위치하고 있으며, 1110명의 인력 보유
․ 여러 사업의 프로그램 책임자의 감독 하에 산업체 및 과학공동체
등과의 협력 하에 우주비행체의 연구, 설계개발 및 시험을 담당하
고 있음. 우주기술의 응용연구도 담당하고 있음.

- ESOC(European Space Operations Centre)

․ 독일 Darmstadt에 위치하고 있으며, 245명의 인력 보유
․ 모든 위성 운영, 관련 지상시설 및 통신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있
음. 위성운영을 위한 ESOC 네트워크는 Darmstadt의 통제센터, 지
상국에서의 텔리메트리, 추적관제 시설을 포함함. 그러한 기지국들
은 ESA 소유이거나 개별 국가 시설들임.

- ESRIN(European Space Research Institute)

․ 이탈리아 로마 부근의 Frascati에 위치하고 있으며, 153명의 인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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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과학연구센터로서, ESRIN은 지금 지구관측임무로부터의 데이
터의 획득, 프로세싱 및 분석 등에 책임을 지고 있음.
- EAC(European Astronauts Centre)

․ 독일 Koln에 위치하고 있으며, 18명의 인력 보유

․ 미래 유럽 우주비행사의 훈련의 선택, 적격기준 및 조정 등에 책임
을 짐.

- ESA는 또한 Kourou(프랑스 가이아나)에 있는 유럽 우주 기지를 지
원하고, 워싱턴(미국), 브뤼셀(벨기에) 및 모스크바(러시아)에 연락 사
무소를 가지고 있음.
○ 회원국, 목적 및 역할
- ESA는 1975년 우주 연구, 우주 기술 및 응용의 평화적 목적을 위해
서 1975년 국가 간 협약에 의해 창립되었음. 이는 ESRO(Europe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및

ELDO(European

Launcher

Development Ogganization)을 대체한 것임.
- 15개 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
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
위스 및 영국
※ 캐나다는 밀접한 협력을 하기로 협정을 맺음.
- ESA의 임무

․ 장기 우주정책을 수립․집행하며, 회원국에 우주 목적을 추천하며,
다른 국가, 국제조직 및 제도를 참조하여 정책을 조정함.

․ 특히 응용위성의 개발과 관련하여 유럽 우주프로그램 및 국가 프
로그램을 통합하는데, 후자를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가능한 완전하
게 유럽 우주 프로그램화 함.

․ 프로그램에 적합한 산업정책을 수립․집행하며, 회원국에 적정 산
업정책을 추천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ESA는 여러 주요분야 특히 우주과
학, 지구관측, 통신, 위성항법, 우주수송 시스템, 유인 우주벤처, 및
중력과학 등의 분야에서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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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들은 기술 연구 프로그램, 시험시설 및 운영통제 및 감시 서비
스 등에 의해 뒷받침됨.
○ 조직
- ESA의 최상위 위임기구는 회의(Council)로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
어 있음. 개별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과학프로그램위
원회(committee) 및 개별 회원국이 관련 프로그램에 전문가를 보내
는 여러 프로그램 위원회(Boards) 들이 있음.
- 추가적으로 회의(Council)는 행정 문제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행정재
정위원회(Committee), 산업정책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산업정책위원
회(Committee), 다른 국가, 국제 조직 및 기구 등과 관련해 회원국의
정책을 조정하는 임무에 있어서의 회의(Council)를 지원하는 국제관
계위원회(Committee) 둥이 있음.
- ESA의 주요 집행적 및 법적 대표는 Director General로서 Council에
의해 4년 임기로 임명됨. Director General는 9명의 Director에 의해
보조를 받음.
○ 재정 및 산업지원
- ESA는 의무적 활동(즉 일반 예산, 과학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예산
에 기여하는 회원국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며 이는 최근 3년 간의 평
균 국가 수입에 근거함.
- 게다가, ESA의 주요 프로그램의 다수는 선택적이며, 회원국들은 그
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기여함. 회원국들은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국
가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Council에서 그들이 기
여하는 프로그램에 투표(vote)하는 것이 허용됨.
- ES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는 “fair return" 원칙에 의거함. 이는
그들 국가들이 그들의 국가 산업계약의 가치를 그들의 최초 기여에
의하여 받는 것을 말함.
- 회원국들에 있어서 “fair return" 원칙은 ESA 전체 산업정책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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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불과하며, 추가로 다른 두가지 목적을 가짐.

․ 자유경쟁적인 응모에 의하여 경쟁적 유럽 우주산업의 발전

․ ESA 전회원국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보급하며, ESA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문성의 창출을 지원

- 최초의 ESA 계약으로부터의 산업적 파급효과(spin-off)는 이러한 계
약으로부터 보상받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음. 이는 그들이
첨단기술을 개발하게끔 하며,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게 함. 그러한 능력은 ESA 혹은 다른 기관의 이어지는 개발을 수행
하는 데 관심을 가진 회사들의 질을 올려주고, 또한 개방 시장에서의
보다 나은 계약을 추구하는 그들의 질을 올려 줌. ESA 회원국들의
우주산업은 최근 50,000명의 종업원을 위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 ESA는 “무 이윤, 무 손실” 원칙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따라
서 그 자신이 재원을 조달한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의 상업적 탐
구를 하지 않음. 연구, 설계의 산출물에 대한 분명하고 지속적인 필
요가 있을 경우에는 산출물에 대한 탐구는 ESA에 의해 선택된 산업
체에 넘겨지는데 이는 Ariane 발사체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 생산은
유럽의 민간 산업체인 Arianespace에 넘겨졌음.
- ESA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민간 항법시스템인 Galileo에
동일하게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그것은 30개의 위성(27개 운영 및
3개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음. Galileo에 의해 지원받는 응용은 도

로․철도․항공․해상 교통 제어, 컴퓨터 및 다른 것과의 동기화된
데이터 전송임. 2개의 Galileo 제어센터가 Europe에 구축되어 위성을
운용하고 항법 시스템을 관리하게 될 것임. 2008년까지는 운용을 개
시하여 유럽 및 세계에 정확하고 안전한 위성 측위 능력을 확실하게
해 줄 것임.

3. 국제협력
○ ESA는 1975년 기존의 위성 및 우주발사체 관련 조직인 ERSO 및 ELDO
를 대체하여 수립되었으며 현재 15개국을 회원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
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노르웨이, 네델란드, 포루투
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으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준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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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
○ ESA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연구 및 기술과 우주활용을 제공 및 증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조직으로, 장기적인 우주정책과 이에 따
른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우주활동과 프로그램을 수행함.
○ 모든 ESA 회원국은 의무 프로그램인 우주과학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선택적으로 유인우주비행, 미세중력 연구, 지구관측, 통신, 위성항행 및 발
사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준회원국 자격으로 ESA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는 전체 ESA
예산의 0.79%인 18.01 M euros를 기여함으로써 여러 프로그램에 선택적
으로 참여하고 있음
○

ESA의

9개의

directorate

중

하나인

External

Relations는

Communication, Education 및 국제협력부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5명이
국제협력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장을 제외하고 특정지역을 담당하고
있음
○ ESA의 국제협력부는 외국 기관에 대한 정보은행과 PoC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및 일본이 주 협력대상국이며, 다음으로 ESA 회
원국이 아닌 EU 회원국과 협력을 증진시키려 하고 있고, 중국, 인도, 남
미 및 아프리카와 국가와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 4 절 JAXA
1. 기관 개요
○ 기관명칭: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 연혁: 2003.10.1 독립행정법인으로 설립
- 기존 항공우주 관련 연구기관을 통합: NASDA, NAL, ISAS
○ 현황(2003년 기준)
- 인력: 총 1,772명
- 예산: 총예산은 992,770 백만원 (정보수집위성경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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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 693,381 백만원

․ 일반관리비 : 40,780 백만원

․ 국제우주정거장 개발비 : 223,120 백만원

․ 수탁경비 : 3,870 백만원
2. 연구조직
○ 4개 본부와 18개의 센터로 구성

< JAXA Field Center 위치 >

3. 주요 기능
① 4개의 본부기관
- 우주기간시스템본부 : 우주수송계프로그램, 유인우주환경이용프로그램,
종합추적네트워크, 환경시험업무 수행을 통하
여 로켓개발, 발사, 발사장, 추적운용의 일원화
를 기하고 있음
- 우주이용추진본부 :

사회안정, 지구환경프로그램, 통신․측위프로그램
및 응용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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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통하여 기업과 제

휴하여 우주이용을 추진함
- 종합기술연구본부 : 항공프로그램, 우주영역 기반사업 수행을 통하여
기반기술연구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있음
- 우주과학연구본부 : 우주과학연구. 대학원교육, 우주환경이용과학연구,
우주과학프로그램을 수행
② 사무소
- 도쿄 사무소: JAXA 본사사무소 부서 중 경영기획부, 홍보부, 평가․
감사실, 총무부, 인사부, 국제부, 주파수관리부를 분리
하여 도쿄사무소 설립운영
. 상기 사무소는 ‘04년 10월부로 동경 하마마쪼에서
마루노우찌(동경역 부근)에 옮김
- 주재원 사무소: 국내 1곳, 국외 6곳의 주재원 사무소를 설치하여 지
역별 정보수집, 국제교류 및 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거점으로 사용

․ 나고야 주재원 사무소: 항공우주 관련 제작사와의 협력업무 심
․ 해외 주재원 사무소

사, 검사 및 평가

- 관서 위성사무소: 우주개발이용 촉진을 위해 산․학․관의 제휴거점
역할담당하며, 우주관련 신규사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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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초기반기술 연구소: 항공우주기술연구센터를 통해 선진우주항공분야
기초기반기술을 연구하며, 풍동, 비행시뮬레이션
설비 및 슈퍼컴퓨터 등의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
음
④ 기구관측소: 신리쿠 대기구관측소는 과학관측용 대기구(Balloon)를 띄우는 일본
내 유일한 곳
⑤ 발사체 관련 센터: 지상연소시험시설을 갖춘 노시로 다목적 실험장, 유
도물질시험설비 및 고온충격풍동을 갖춘 카쿠다 우
주추진기술센터, 그리고 발사체 추적 및 ISS 사업
등을 수행하는 츠쿠바 우주센터가 있음. 사가미하라
캠퍼스는 로켓과 인공위성탑재기의 기초개발과 시험
을 하는 특수실험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력양성 역
할도 함
⑥ 추적관제시설: 발사된 인공위성을 추적하고 관제하는 지상시설로 일본
내에 다섯 개가 있으며, JAXA 내 통합추적네트워크 기
술부를 통해 다섯 개의 추적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 카츠우라, 오키나와, 마스다, 우스다 우주통신소, 오
가사와라 추적소의 다섯 개임
⑦ 지구관측: 지구관측 활동과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지구관측센터
(EOC)와 이러한 정보를 사용자와 연결시켜 지구관측데이터
이용을 촉진하는 기관인 지구관측이용추진센터(EORC)가 있
음
4. 주요 연구사업 추진 계획
[ 연구사업 ]
○ 자율적 우주개발이용 활동을 위한

기반기술유지 강화

- 우주수송계 : H-ⅡA 로켓, M-V 로켓, H-ⅡA 로켓능력향상 형태, 우
주정거장보급기, LNG추진계, 장래 수송계
- 자국의 우주개발을 지원하는 기반정비 :

지상기반장비(발사장 정비,

운용 등), 우주기반 운용(위성통신시스템)
- 기반기술 유지, 강화 : 우주개발이용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기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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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정보화 추진, 우주파편대책 추진
○ 우주개발이용에 의한 사회경제 공헌

- 안전하고 안심한 사회구축: 육역관측기술위성에 의한 방재․위기관리

- 국민 생활의 질 향상 : 통신방송에 의한 고속대용량통신 등
○ 국제우주정거장사업의 추진

- 우주정거장 개발․운용, 유인우주활동 추진
- 이용확대 추진(우주환경이용연구 등 과학연구포함)

○ 우주과학연구를 통한 인류의 지적자산 확대에 공헌
- 과학위성에 의한 천문관측연구사업
- 과학위성에 의한 태양계 과학관측연구사업
○ 사회적 요청에

부응한 항공과학기술의 추진

- 국산소형항공기술의 연구개발
- 항공안전기술의 연구개발
○ 기본 및 첨단기술 강화
- 기본 및 첨단기술 (프로젝트협력, 첨단기술연구 등)
- 우주개발의 중요한 기기 등의 연구개발, 공통기반기술연구 (IT, 복합재
료기술의 고도화, 풍동기술의 표준화․고도화)

○ 대학원교육
- 종합연구대학원대학과 긴밀한 연계,협력에 의한 대학원 교육
- 동경대대학원과 협력과 기타 타 대학의 요청에 의한 대학원 교육
○ 인재육성 및 양성
- 차세대연구개발을 담당할 인재 80인 정도의 젊은 연구자를 육성
- 대학, 관계기관, 산업계 등과의

연구교류의

추진

○ 산업계, 관계기관 및 대학과의 제휴, 협력의 추진
- 우주개발이용의 확대, 항공산업기술기반 강화 등을 통하여 산.학.관과의
연계체제 정비
- 산업계와 관계기관과의 제휴사업을 산업계와 분담하여 수행
○ 성과의 보급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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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성과,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학회발표,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공표
-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여 공개 등에 의해 연구사업 성과, 지적재산권을
광범위하게 보급 및 활용
○ 국제협력 추진계획
- 지구환경감시 부문에 각국가와 협력, 국제우주정거장계획, 우주과학분
야에서의 과학관측
- 국제적지위에 상응한 국제협력 추진
○ 발사 등의 안전확보
- 국제약속, 법령 및 우주개발위원회가 책정한 지침을 따름
○ 위험관리
- 사업수행에 있어서 위험관리 실시
[ 경영효율화 ]

○ 3개기관의 자원과 성과의 융합, 유연한

조직운영

- 3개 기관의 자원 및 지금까지의 축적된 성과를 융합하고,

조직횡단적

인 활용에 의한 사업효율화 실시
○ 대학, 관계기관, 산업계와의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관계기관, 산업계와의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우주개발
및 항공과학기 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실시

- 대학공동이용 등에 의한

우주과학연구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

○ 로켓 개발․발사, 추적관제의 통합에 의한 효율화

- 로켓 개발․발사, 추적관제에 관한 일원화체제로 효율적․효과적으로 실
시

○ 사무관리 등의 재구축
- 사무관리, 시험시설 등을 합리화하고, 슬림화된 경영관리제제의 구축
- 업무의 정보화 및 정형적 업무에 적극적인 외부위탁의 도입에 의해,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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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쯔쿠바 우주센터 (구 우주개발사업단, NASDA)
○ 이 센터는 1972년에 설립되었으며, 쯔쿠바 과학단지에 위치함.
- 면적 : 53 ha
- 1,000명의 정규직과 2,000명의 계약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이 센터의 주요 기능은 로켓과 위성의 개발과 실험, 발사후 위성의 추적
과 제어, 우주인의 기본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 센터의 주요 시설은 개발과 실험, 추적과 제어, 우주비행사 훈련, 기
반시설로 나누어져 있음
- 개발과 실험부문 : 위성시험동, 구조시험동, 복사우주챔버, 우주가상
시험실, 인공위성자기시험소, 소형위성시험동, 유
도.제어시험동, 전기장비시험동, 이온엔진시험실,
레이저활용 통신실험동, 위성체조립시험동, 무중
력환경시험동, 우주시험실, 우주정거장시험동, 무
선파시험동, 연구개발동, JEM 노출시설임무동
- 추적과 제어부문 : 추적관제센터, 우주정거장운용시설, 우주네트워크실
험시설-1, 2
- 우주비행사 훈련부문 : 우주비행사 훈련시설
- 기반시설부문 : 정보 및 행정동, 컴퓨터센터, 식당 및 오락시설, 동력
빌딩, 특수고전압변전소, 본부빌딩
○ 1년에 10만명의 방문객이 이 센터를 방문하고 있음
□ 쯔쿠바 우주센터의 주요 시설
○ ALOS조립시험시설, ETS-8조립시험시설,

위성체조립시험동,

우주정

거장시험동, JEM 노출시설임무동 등
6. 항공우주센터 (구 항공우주연구소, NAL)
1) 개요
○ 1995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01년 독립행정기구로 재구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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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을

기준으로 인력 409명, 예산 2,29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역할은 항공우주기술에 대한 선행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
며, 위성분야에서는 베어링, 이온엔진 등에 관한 기본기술연구를 수행
하고 있으며,

로켓분야에서는 액체엔진용 기본기술연구(LE-5, 7에 이

용된 액체산소터보펌프개발, 연소기의 점화특성에 관한 연구)와 재사용
우주운송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음
○ 주요 사업분야는 항공사업, 우주기술사업, 대형시험시설, 기본연구로 구
성되어 있음
- 항공사업 참여인력 / 분야 : 96명 / 선진항공기, 항공안전, 항공기 이
용, 환경부품
- 우주기술사업 참여인력 / 분야 : 113명 / 미래운송, 우주추진, 기술증
명, 부품개발
- 대형시험시설 참여인력 / 분야 : 122명 / 풍동, 복합재시험과 기술,
컴퓨팅과 정보, 엔진시스템과
평가, 비행시험
- 기본연구 참여인력 / 분야 : 109명 / 공력, 재료와 구조, 항행과 제어,
선진우주기술,

전자.기구.시스템

등
2) 항공연구에 관한 정책방향
○
○
○
○
○
○
○
○
○
○

시장중심 사업 및 활동 : 30-50인승 비행기개발 등
일본항공산업 지원
중단기 및 중장기전략 목표의 최적화
내.외부사업 지원
산.학 협력 및 협동
품질관리
내.외부 위임에 의한 정기적 평가
핵심우위 역량
시설지원과 연구 : 산업체
인간능력개발

3) 항공프로그램과 계획
○ 프로그램
- 지역운송과 청정팬엔진, 항공안전과 환경보완성, CFD에 기반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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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설계기술, 초음속비행기, 성층권비행선, 혁신개념과 기술
○ 기본연구
- 공력, 재료와 구조, 제어, 추진
○ 대형시험시설과 기술
- 풍동시험기술,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기술, 복합재 시험, 데이터베이
스와 신소재, 엔진부품과 시스템평가, 비행시험
4) 우주기술프로그램
○ 프로그램
- 미래우주수송시스템과 초음속엔진, 주요 부품시현과 증명, 에너지위
성시스템, 액체 및 고체로켓엔진기술
○ 프로젝트 지원연구
- 엔진신뢰성, 시스템기능평가, 주요전기기술 등
○ 기본연구
- 우주파편, 전기추진, 윤활, 달착륙기술
○ 기타
- 기술이전, 특허, 품질, 기술정책
5) 풍동
○ M10 극초음속, 1m급 초음속, 2m급 천음속, 5x6 m급 저음속풍동
7. 우주과학연구소(ISAS)
1) 개요
○ 1964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81년 대학간 연구소로 재구축되었으며,
2002년을

기준으로 인력 291명, 예산 2,26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역할은 우주과학에 관련한 학문연구 및 대학원 교육을 통한 인력
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성분야에서는 지적미개척분야의 확장( 몇백
프로그램의 주요 개발된 중급위성 : X-선 천체위성, 태양관측위성, 화성
탐사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로켓분야에서는 M-V 발사체(1.8

- 125 -

톤의 탑재체를 저궤도에 1.8톤의 탑재체를 250m급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능력을 가진 과학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중급 로켓), 고체연료로켓(소형
관측로켓)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음
- 특히, 소형 관측로켓사업은 차세대로켓개발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함
8. 타네가시마 우주센터
(가) 一般現況
○ 위 치 : 일본 남단 종자도의 동남단
○ 면 적 : 860만㎡ (260만평)
○ 운 영 :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 주요시설
- 竹岐射場(Takesaki Range) : 소형로켓 발사장
- 大岐射場(Osaki Range) : 중ㆍ대형로켓 발사장
- 增田宇宙通信所, 宇宙레이더局, 光學觀測所 등
(나) 기 능
○ 인공위성 및 로켓의 조립, 점검.정비, 발사, 발사 후 추적 등 일체의
작업과 우주재료실험 등 개발업무수행 (기상위성, 방송위성, 통신위성
등 실용위성 발사)
(다) 근무인력
○ JAXA 직원 : 60명
○ 용역업체직원 : 400명
※ 인공위성 발사 시에는 1000여명 참여
(라) 조직
○ 행정과, 기획과, 안전과, 위험관리과, 범위과
(마) ‘04년 예산 : 400억원 (장비유지관리비 등)
(바) 宇宙센터 立地地域의 關聯産業 現況
○ 種子島 宇宙센터의 경우 우주센터의 보수점검정비와 로켓의 제조관리,
발사 지원 등에 항공우주관련기업 5개사가 진출 (약350명 고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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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개사도 발사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참여
○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관광시설 등
시 설 명

설치시기

우주과학기술관

1972년 3월

로켓발사체험관

1994년 4월

우주언덕공원

1967년 4월

長谷전망공원

1999년 12월

내

용

우주개발
전시시설
로켓발사
시뮬레이션
로켓발사
견학장소
로켓발사
견학장소

설치기관
우주개발사업단
(NASDA)
우주개발사업단
(NASDA)

입장료

비 고

무료
무료

南種子町

무료

鹿兒島縣 /
南種子町

무료

<南種子町 宇宙센터 관광코스>

․ 우주과학기술관 → 카모리전망대 → H-II로켓 실물대모형 → 죽기전
망대 → 종합지령동 → 대기전망대 → 로켓의 언덕전망소 → 발사체
험관 → 중형로켓발사장 → 대형로켓발사장 → 제1위성 조립동 → 제
2위성 조립동 → 위성 Fairing 조립동
○ 연간 관광객 수 : 10만명
○ 地方自治團體가 推進한 關聯産業 誘致政策 및 地域開發事例
- 항공우주산업을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 전체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므로,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해 우주개발 관련 예
산의 대폭 증액 요구
- 「鹿兒島縣 개발촉진협의회」와「鹿兒島縣 우주개발촉진협의회」 및
산학관으로 결성된「九州항공우주개발촉진협의회」가 주도
- 로켓 발사시설로 진입하는 도로.공항.항만 등을 정비하고, 발사관계자
등의 체제 환경 개선에 노력
- 지역 내 기업의 우주관련 사업에 대한 진출가능성을 파악키 위해 우
주산업간담회 개최
○ 宇宙센터 建設과 關聯한 住民들의 不滿 및 解消事例
- 로켓발사로 인해 조업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해 정부에「種子
島주변어업대책협의회」가 설치되어 1968년 정부와 각 縣 어업관계자
들사이에 각서 교환 - 어항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주변어업대책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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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縣내 관계기관들이 로켓발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로 연락 조정
할 수 있는 협력위 구성 운영
○ 반대여론 설득
- 처음에 군사시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주민과 가축유산을 염
려한 일부농가, 어민 등이 우주센터 설치 반대
☞ 우주센터 건설에 참여했던 동경대 교수들이 주민들을 직접 설득하
여 나중에는 주민과 町이 협력하여 유치운동 추진
-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반대하는 세력이 없었으나,
☞ 우주센터 설치지역은 산림지역으로써 산림이 매우 소중한 자원이
었으므로 산림훼손의 최소화에 힘쓰면서 산세에 따라 꼭 필요한
면적만 부분으로 절개하여 이용
○ 宇宙센터 設置가 地域에 미친 影響
- 우주센터 건설은 지역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효과와 함께 지역민들
의 자부심을 향상시킴
-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관광상품개발, 여관, 호텔, 식당 등이 증가하면
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 작업인부, 상근직원, 연구원 등 유동인구가 늘어나 경제적 파급 효과
증가
- 초.중학생의 과학에 대한 관심 (동경대 교수 정기 강연)이 커지는 등
교육적인 면에서도 큰 효과
※ 우주과학 학습소년조직 : 일본우주소년단(매년 우주소년단 대회개최)
8) 방문자센터 (우주과학기술관)
(가) 一般現況
○ 구조 및 면적 : 2층 건물, 연건평 약600평
○ 1972년 개관 (예산 10억엔)
(나) 주요시설
○ 일본로켓과학기술관
- H-II 로켓발사광경 영상실
- LE-7, LE-5A(액체엔진) 모델 전시실
- H-II 로켓조립과정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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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초음속 우주선의 실험광경
○ 로켓 및 위성의 기본원리관, 무중력 및 위성의 기본원리관
○ 무중력 및 진공의 우주공간
- 일본이 개발한 국제우주정거장 시험모듈
- 일본의 무인 우주왕복선 HOPE의 도킹장면
○ 달과 행성활동관
- 달 착륙 영상 및 달 모형
○ 인류의 미래와 우주개발관
○ 우주 정보센터
- 우주의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등 검색
○ 강당 및 영사실
-넓은 TV 모니터와 큰 음향시스템에서 나오는 영상과 음향을 통해 우
주현실을 체험할 수 있으며, 영화와 비디오 상영을 위해 60석의 좌석
배치
(3) TNSC 상세주요시설

- 우주센터 입구

- 우주센터 설명도

RCC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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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nch Complex 전경
; 사진 우측에 보이는 발사대가 제1, 2발사대이며 제1발사대는 현
재 Ground Test Vehicle 시험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 발사
용으로는 제2발사대가 사용되고 있음
; 사진 중앙의 철구조물은 기존에 사용했던 조립타워로 현재는 사
용하지 않고 있음.

- 제1발사대 엄브리컬 타워
; 사진 중앙에 있는 구조물은 예전에 사용하던 엄브리컬 타워 임.
현재는 조립동에서 조립이 완성되는 관계로 사진 양옆에 있는 철골
타워를 엄브리컬 타워로 사용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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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우주개발진흥법
제 1 절 개 요
1. 우리나라 우주개발 활동 및 우주개발진흥법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1992년 발사된 실험용 소형과학위성인 '우리별 1호'와
1993년 발사된 '우리별 2호' 등으로 우주개발을 착수함. 이 시기를 전
후로 진행된 1990~1994년간 무궁화 위성 1, 2호 사업을 통해 위성통신
시스템 및 관련부품에 대한 요소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현재는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및 무궁화위성 3호 개발사업 등을 통해 우주산업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임.
○ 중장기 계획수립(1단계: 1999～2001, 2단계: 2002～2006, 3단계: 2007～
2011, 4단계: 2012～2015)을 통한 우리나라 우주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
는(1) 지속적 기술축적을 통해 상업화 달성 및 세계시장 진출, (2)
2003년까지 독자적인 실용위성 개발능력 확보, (3) 2005년까지 국내기
술로 저궤도 소형위성 및 발사체 독자개발, (4) 2015년까지 아태지역
우주산업 중심국가로 도약 및 세계 10위권내 진입에 초점을 두고 있
음.
○ 우주산업은 최첨단 기술력, 막대한 자금수요, 높은 위험부담과 장기간
의 자금 회임기간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입과 육성이 매우 힘든 산
업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우주산업을 여타산업처럼 시장경제 논리나
민간기업들에게만 맡겨 놓지 않고, 정부가 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하여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음.
○ 각국의 정부지원방법도 WTO체제 출범 등을 감안하여 종래의 생산사
업에의 직접보조금 지원형태에서 탈피해서, 원천기술공공기술에 대한
개발비지원형태로 국책연구소를 경유한 간접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있
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면서, 우주개발의 국가
전략적 특수성 및 전문성을 감안한 효율적, 체계적 개발추진을 위하
고, 우주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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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법 법규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의 필요성
○ 국제법 법규의 국내 이행
- 국제법의 기본원칙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Pacta sunt servanda)’
임.
- 국제법의 법원은 조약, 국제관습법 등임.
- 국제법의 국제적 효력은 국내법에 우선함.
- 여기에 근거하여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는 당해 조약을 성실히 이행
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됨.
○ 우주분야에서 한국이 가입한 주요 조약은 4개임.
- 1967년 외기권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
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 1968년 구조협정: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
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 1972년 책임협약: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에관한 협약
- 1974년 등록협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 1967년 외기권조약 제6조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
서의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주체가 행한 경우를 막론
하고 ‘국가’가 국제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당연한 논리로서 외기권에서의 정부, 비정부 주체의 활동은
국가의 인증과 계속적인 감독을 요하도록 되어 있음.
○ 제7조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
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당사국 및 그 영역 또는 시
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동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에 의
하여 다른 국가 또는 자연인, 법인에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
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주개발국으로서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각종 활동에 관한 국제조약상
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근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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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과 및 향후 조치
○ 2003년 2월 27일: 우주개발정책방향(우주법 포함) 간담회
과기부 우주항공기술과, 항공우주연구원 주최
서울 팔레스 호텔
○ 2003년 3월: 우주개발진흥법(안)에 대한 연구내용 발표
과기부 주최
과기부 회의실 216호
○ 2003년 4월: 과기부 우주법제정 용역 추진
연구책임자: 신홍균 (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연구기간: 2004년 4월까지
○ 2004년 5월: 시안 공개
○ 2004년 6월～ 11월 : 부처간 협의
○ 2004년 11월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 2004년 11월 : 입법예고
○ 2004년 11월 : 당·정협의
○ 2004년 11월 : 법률안 확정
○ 2004년 11월 : 법제처 심사 (현재 진행 중)
○ 2004년 11월 : 국회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에 관한 세미나
일시: 11월 23일(화) 10:00-12:00
주최: 국회 사이앤텍 포럼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세미나실 104호
○ 2004년 12월 :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예정)
○ 2004년 12월 : 대통령의 재가 (예정)
○ 2004년 12월 : 국회제출 및 통과 (예정)
○ 2005년 7월 : 법률안 시행 (예정)

제 2 절 입법 기본 방향
1. 입법 방향
○ 국내 우주개발사업의 확대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법적 지원체제 마련
○ 우주개발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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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법령과 체계적으로 조화, 보완하는 기능을 추구

2. 우주관련 국내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 목적: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
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
- 주요 내용: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영,
연구기관 등의 육성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목적: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
적으로 연구, 개발함
- 주요 내용: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제도,
산자부에 의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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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운영
○ 항공법
- 목적:
항공기 항행안전 및 항공운송사업 질서 확립
- 주요 내용
항공기의 정의에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포
함시키고 있음 (항공법 시행령)
항공기의 등록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토지리정보원의 직무(제21조):
...
6. 위성영상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 개발
○ 지적법(제42조 제1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
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전파법
- 목적:
무선국 및 전파이용제도의 관리
- 주요 내용:
위성통신을 위한 궤도와 주파수의 할당과 무선국 허가제도,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의 진흥,
통신위성의 국제등록제도
○ 방송법
- 목적: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 및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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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에 위성방송사업을 포함
위성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 등
위성방송사업의 승인
방송위원회의 임무
위성방송 채널의 구성과 운용
○ 전기통신사업법
- 목적:
전기통신사업의 발전 및 이용자 편의 도모
- 주요 내용: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및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통신설비 설치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 3 절

우주개발진흥법(안)의 주요 내용

1. 법(안)의 구성
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
○ 우주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적 자원과
노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주개발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이에 따른
우주개발 관련 중요 정책 및 부처간 주요 업무의 조정, 심의 기능.
○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 - 우주개발사업의 국가 전략적 특수성 및 전
문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함.
○ 민간부문의 우주개발 활성화 및 연구개발투자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공급, 세제 및 금융지원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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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주개발국가로서의 의무
○ 국제협약에 따른 우주물체의 등록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 등을 위해
우주물체를 등록 관리.
○ 우주물체의 발사시 발사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해 과학기술부장관
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발사에 따른 허가 및 결격사유 등의 근거를
제시.
○ 우주물체의 활동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
책임 보험부담을 규정
○ 우주사고 발생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조사처리 등을 위해 우주사고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2. 우주개발의 개념
○ 우주개발이란 인공위성, 발사체 등의 우주물체를 제작·발사 및 그 운
용 등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과 이를 활용한 우주공간의 이용
및 탐사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함 (법(안) 제2조제1호)
○ 우주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각종 행위는 인공위성 및 발사체 등과
같이 우주환경에서 사용되기 위한 기기와 장비의 기술 개발에 의해서
만 가능한 것이기에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은 그러한 기술개발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그러한 기술의 개발은 기초적인 연구 이외에 우주공간에서 그
개발된 기술이 이용되는 것을 필수로 하는 것인 만큼, 우주개발의 개
념에는 우주공간의 이용 및 탐사활동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3.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우주개발진
흥기본계획을 세워야 함. (법(안) 제5조)
○ 우주개발사업은 국가차원의 공공사업으로서 고비용/고위험의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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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우주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조정하여 효
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 자원이 결집되도록 5년마다 우주개발계획
을 수립하고자 함.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감.
-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우주개발에 필요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우주개발과 관련한 중요사항
○ 우주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관계
행정기관의 주요업무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
령소속 하에 국가우주위원회를 둠 (법(안) 제6조)
○ 국가혁신체제의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제43차 국정회의,
2004. 5. 20)에 따라 국가 우주분야의 중요정책 및 부처 간 주요 우주
개발업무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정책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하여 우주개발사업을 종합기획· 조정함으로써 한
정된 우주개발투자비의 효율적 활용과 일관된 정책추진을 통하여 사
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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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관계행정기관의 주요업무조
정
- 후술하게 될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 우주개발사업의 이용·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우주개발사업의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은 다음의 자가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 우주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
는 자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를 둠.

5. 우주개발전문기관
○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개발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법(안) 제7조)
○ 우주개발사업은 국가전략성이 강한 우주기술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장기 대형 복합사업으로 동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려는 것임.
○ 우주물체의 개발·발사 및 운용 등을 통합 수행하는 우주개발전문기관
의 사업수행 내용을 정하고, 그 지정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우주개발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투자비가 크고 위험도가 높은
우주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원만하게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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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주물체 국내등록
○ 우주물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하여
야 함. 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우주물체의 이용 개시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법(안) 제8조)
○ 우주물체의 경우에 자국 정부에 그 우주물체를 등록함으로써 국적 부
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 우주물체가 실제로 발사, 운용되기 전에 우주사고 발생 등에 따른 정
부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우주물체의 발사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예비등록이 필요함.
○ 우주물체의 등록과 관련해서 외국정부가 자국법령에 따를 것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국적 부여 내지는 등록에 있어서의 충돌을 막고 운영
상의 신축성을 갖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외규정을 두어 우리나라에서
의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고 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7. 우주물체 국제등록
○ 우주물체의 국내 등록이 있은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외기권에발사된
물체의등록에관한협약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국제연합에
등록하도록 함. (법(안) 제9조)
○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것임.
○ 전파법 제44조에는 통신위성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
관을 경유하여 국제통신연합(ITU) 및 국제연합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
으므로, 이의 경우에는 우주개발진흥법(안)상의 과학기술부장관의 등
록 관할권을 배제함.
○ 우주물체를 등록 및 관리함으로써 우주개발의 체계적인 수행 및 국제
협약의 이행에 따른 국가신뢰도의 향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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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 우주발사체를 우리나라 영역 또는 우리나라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및 구조물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을 허가를 받아
야 함. (법(안) 제11조)
○ 이는 발사에 관한 국가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인 달과기
타천체를포함한외기권의탐색과이용에있어서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규칙
에관한조약 제6조와 우주물체에의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국제책임에관
한협약 제2조, 제3조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임.
○ 발사행위는 고위험·고비용, 국가의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가 요구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발사체의
개벌 발사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관리하려는 것임.
○ 관할 부처의 설정에 있어서는, 발사장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하
에 건설된다는 점, 현재 예상되는 발사행위의 주 목적이 연구개발이라
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과학기술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발사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이 고려되어야 함.
- 우주발사체 사용목적의 적정성
-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
력
-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
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
○ 또한 발사체 제작 지연, 관련 기술개발의 지연이나 안전성 미흡 등의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안) 제13조)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발사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 포함)이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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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제를 실시하여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우주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 우주사고조사위원회
○ 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법(안) 제17조).
○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11인으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차관이, 위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
술부장관이 위촉함.
○ 우주사고조사위원회가 담당하는 우주사고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함.
- 우리나라에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
고
- 우리나라에서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
고
-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영역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발생한 우주사고
-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
한 우주사고.
○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음.
- 우주사고의 발생원인을 밝힘
- 우주사고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 우주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0. 우주사고 책임
○ 우주물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
른 모든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법(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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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사고의 발생 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야 함. (법(안) 제15조제1항)
○ 과학기술부장관은 가입해야 할 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해외 보험시장을 고려하여 국내 보험회사 및 관련 전문가
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법(안) 제15조제2항)
○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국제조약상 대외적으로는 국가가 당
사자이나, 대내적으로는 우주사고의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법제화하여 사고발생 억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임.

11. 위성정보 활용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위성에 의해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 또한 과학기술부장관은 위성정보의 활용 촉진에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법(안) 제20조)
○ 위성정보물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성정보의 초기 보급을 촉진
하기 위해 유통, 정보제공 등 분야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이의 근
거규정으로서 본 조항이 제정됨.
○ 외국의 경우에도 위성영상물, 우주관련 기술의 상품화를 위해서 정부
출연기관 등의 형태의 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12. 민간우주개발사업의 지원
○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
하기 위하여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 우선
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함. (법(안) 제21조)
○ 우주개발은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사업이므로, 여러 기업 및 금융자
본의 결집을 통해서 위험 분산 등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 지원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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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에 전문화된 인력이 연구기관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도 필요한 인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긴 우주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세
제, 재정상의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13. 안전보장
○ 우주개발활동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제법규위반 등에 따른 외교문제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우주활동의 중지 및 시정명령 조치 규정을 마련
함. (법(안) 제22조 및 제23조)
○ 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활동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해야 함.
- 국방부장관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간에게 우주개발활동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 포함)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
질서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우주개발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해야 함.

14. 우주개발 협조
○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우주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법(안) 제23조)
○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이하와 같음.
- 국내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의 출입통제
- 통신·연락, 화재진압, 긴급 구난·구조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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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주비행사 구조
○ 외국의 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우리나라 영역이나 근접 공
해상에 비상착륙·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는 모든 가능한 원
조를 제공해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당해 우주물체의 등록국에 귀환시
켜야 함.
○ 이는 국제조약인 우주항공사의구조,우주항공사의귀환및외기권에발사된
물체의회수에관한협정의 이행을 위한 규정임.

16. 우주물체 반환
○ 외국의 우주물체가 우리나라 영토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
정부는 안전하게 당해 우주물체의 발사국으로 반환하여야 함. (법(안)
제26조)
○ 이는 국제조약인 우주항공사의구조,우주항공사의귀환및외기권에발사된
물체의회수에관한협정의 이행을 위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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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 우주개발은 본질적으로 일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않는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이나, 동시에 일개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인류 공동의 유
산”으로써 여러 국가, 혹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특수한 영역
임.
○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우주개발은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외기권조약을 비
롯한 등록조약, 책임협약, 구조협약, 달조약 등 5개의 우주협약을 통해 우
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규범을 제정해 운용해 오고 있음.
○ 많은 나라들은 국제적 규범인 우주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
절차로써 “우주법” 혹은 “우주기관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동시에, 항공우주기술은 평화적 이용 이외에도 전략적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음. 특히, 우주발사체와 무인비행체는 핵
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운반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주요 기술보유국을 중심으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내법적으로도 동 기술의 이전에 대한 엄
격한 수출통제 체제를 갖추고 있음.
○ 항공우주기술도입국인 동시에 MTCR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기술수출국의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효
율적인 우주도입을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MTCR 회원국으로써 국제적
규범인 기술비확산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특수한 위치에 처해 있음.
○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벗어나, 점차 우주의 상
업화가 진전되고 있음. 민간 기업에 의한 우주의 상업화는 필연적으로 우
주물체에 대한 금융조달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우주물체의 담
보권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제도와 물권 자체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물권
회수 등의 난점등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우주자산의정서”가 UNIDROIT
를 중심으로 논의중에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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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우주개발에 있어 각종 국제적 규범과 더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제도적 시스템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2007년 인공위성의 자력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우주법의 제정은 국제적 규범의 이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로
써, 동 연구는 그동안 불모지 였던 우주법 및 수출통제 체제에 대한 폭넓
은 이해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국내 우주법인 “우주개발진흥법”의 골격
을 잡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음.
○ 우주개발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은 범세계적 성격과 더불어, 유럽의 ESA
와 같이 지역적 국제협력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최근들어 아시아-태
평양 지역간에도 우주개발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
되고 있음.
○ APRSAF, AP-MCSTA 등이 이러한 아-태 우주기구 협력 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협의기구에서 공식적인 형태의 조직체로 발전하고자 하는
제안인 APSCO 논의도 현재 진행중에 있음.
○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대한 파악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에 대한 향후 발
전전략을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함.
○ 3차년에 걸쳐 수행되었던, “항공우주국제법 체계 및 R&D 전략연구”는 금
년으로 최종연도를 맞게 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주제는 일회적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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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시행한 기본연구사업의 연
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시행한 기본연구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