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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우주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연구 >
Ⅰ.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항공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타 산업에 대한 기술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
분야임. 그 동안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1970년대의 500MD 헬리콥터를 시작으로,

제공호(F-5E/F), KF-16 전투기 등의 기술도입생산과 KT-1 초등훈련기, T-50 고등

훈련기의 국내개발 등 많은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2006년에는 KHP 사업이 본격적
으로 착수되었음.
○

또한, 우주개발은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위성항법시스템(GNSS) 구축, 위성영상을 활
용한 재난관리 등 국가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유럽우

주기구(ESA)와 같은 국가간 협력공동체를 결성하기도 하며 또한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범지구적 차원의 협력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 국제기구: UN COPUOS, UN ESCAP, OECD, MTCR 등

- 지역간 협의체: 유럽 (ESA), 아시아 (APRSAF, APCMCSTA)
○

이 같은 이유로 주요 선진국들은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내에 우

주개발 조직(Space Agency)을 설치하거나, 우주개발전문연구기관에 Agency의 기능

을 위임하여 우주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정부조직: 미국의 NASA, 러시아의 FSA 등

- 전문기관 위임형: 독일의 DLR, 프랑스 CNES, 일본의 JAXA 등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소형위성발사체, 다목적

실용위성 2호, 3호, 5호, 통신해양기상위성, 과학기술위성 등 국책 대형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는 등 우주개발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우주개발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의 우주개발 정책수립 및 국제협력사업 수행 등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우주개발 전담조직의 역할 및 기능을 더욱 강
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개발사업의 확대에 따른 전략개발, 우주관련 법, 제도 연구, 국제협력,
○

우주기반 조성 업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함.

본 연구에서는 우주개발 사업 확대에 따라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정책지원 및 국제

협력 사업 수행 등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국가 Agency 기능과 역할의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함.

-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 및 계획수립 지원 기능 수행
- 우주개발을 위한 실질적 국제협력의 수행 지원

- 우주개발에 대한 대국민 인식(Space Awareness) 제고 및 성과확산 도모
○

국내 우주개발 전문가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우주개발 정책수립과 국가 우주개발전
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확립

Ⅱ.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내 우주개발 전문가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우주개발 정책 수립 지원

- 우주개발진흥법 등 우주관련 법 제도 관련 연구 및 정책지원

․ 우주사고 손해배상법, 발사계획서 작성지침,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사업
보안 지침 등 우주 개발진흥법 후속 입법 지원

․ 정부 우주개발 추진체계, 우주산업 진흥 방안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주관
련 법/제도 정비 연구

․ 한-러 우주기술보호 협정 체결과 관련한 각종 후속조치
○

우주개발 전략 계획 수립지원

․ 선진국의 우주개발중장기 전략 분석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지원

․ 우주핵심 기반기술 개발 및 E/L 부품 개발전략 수립 등
․ 국가우주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운영 지원

○

우주개발 동향 조사 및 정책자료

․ 최신 우주개발 동향을 분석하여 우주개발 community에 주간 및 월간
자료를 인터넷 및 인쇄매체를 통해 배포

․ 세계 우주기술 수준 분석(기술 수준의 기준․평가 척도)

․ 산학연 협력 현황 조사 및 중장기 협력 Roadmap 수립
․ 우주산업 실태조사 및 기술파급 사례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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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 연구원 비전 및 발전전략
․ 연구원 비전수립

․ 연구원 중기전략 계획 수립

- 국제협력전략 수립

․ 주요국의 우주개발 전략 분석 (E/L 정책 등)
․ 권역별․국가별 우주개발 협력 전략 수립

․ 단계별 국제협력 전략 Roadmap 수립

․ 우주개발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Ⅲ. 연구개발 결과
○

선진우주기관과의 실질적 국제협력 추진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주요 우주개발 기관의 현황조사 및 강약점 분석

(NASA, ESA, JAXA, CNSA, DLR, INPE, CNES 등)

․ 해외 주요 우주기관과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정기적인 협력회의 개최를 통
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국의 우주개발 정책방향 및 한미협력방안
- 국제기구와의 협력 전략 수립 및 체계적 참여를 통한 국가위상제고

․ UN COPUOS, UN ESCAP, MTCR 등 다양한 우주기구에 대한 전략방안을 수립

․ 국제기구 회의 개최 (UN ESCAP ICC 회의 개최 등)를 통해 국제기구에서의 한
국의 위상 제고

․ APRSAF, APSCO, ASEAN+3 등 아․태 지역에서의 우주를 통한 영향력 확대

․ 국제기구별로 원․내외 전문가 중에서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참여를 지원
○

우주기반 조성 및 성과확산

- 우주기반 조성

․ 우주개발사업 경제성 분석

․ 우주정책 포럼을 통한 전문가(오피니언 리더)의견 수렴

- 우주개발 성과 확산 방안 도출
․ 우주성과 홍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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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우주개발에 있어 우주개발전문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개발에 한정하

지 않고, 정책수립, 국제협력, 산업계 육성 등 국내 우주분야의 발전을 위한 전반

적인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기관차원에서 현안 해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향
후 관련 계획 수립에 활용.

○

우주개발 법/계획/전략 수립 지원, 동향분석 등 본 과제 기술정책 연구를 통해, 현
재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 진행될 항공우주개발 사업의 정부와 기관의 제도와 규
범의 기본 자료로 제공

○

우주개발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심포지움, 연감 등의 보고서를 널리 유통시켜

○

우주포럼을 통해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주개발에 대한

○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이 국내 위성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머물렀다면 향

우주개발 지식의 이전을 꾀하고 연구원 내부의 지식자산을 축적

사회지도층의 관심 촉진

후에는 국내 우주자산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동시에 국가 위상에 걸
맞는 국제적 활동을 수행해 나감.

○

아울러 우주개발은 기술뿐 아니라 국제 정치외교적 논리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

아 국제적 동향에 대한 monitoring 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주개발의 장
애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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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개요
○

우주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고, 우주산업 자체만으로는 상업성이 아
직까지는 제한되어 있는 반면, 디지털 위성방송 등과 같이 우주개발로 인한 여

타산업의 막대한 시장을 견인하고 타산업에 대한 기술파급효과가 커 국가가 주
축이 되어 육성해 오고 있음.
○

또한, 우주개발은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위성항법시스템(GNSS) 구축, 위성영상을

활용한 재난관리 등 국가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유

럽우주기구(ESA)와 같은 국가간 협력공동체를 결성하기도 하며 또한 UN 등 국제
기구를 통한 범지구적 차원의 협력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의 우주개발 정책수립 및 국제협력사업 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우주개발 Agency의 역할 및 기능을 더욱 강
화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항공우주연구원의 정책협력부에서는 우주실태조사, 우주기술파급사례 분
석 및 기술확산 방안 등의 기술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예산 및

인력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인 정책 및 국제협력 지원에 머물러 있었으며, 연간

3,000 억원 이상의 우주개발예산을 감안할 때 국가 Agency 기능을 위한 역할은
매우 미흡했음.

○

이러한 시점에서, 위성 및 우주활용(권역별/주요국별), 발사체(권역별/주요국별)
등 국내 우주개발 동향,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의 주요국의 우주개

발 계획 등을 정리하였음. 또한 우주개발 법/제도 정비를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

의의, 내용, 시행 내역 등 우주개발진흥법의 의의 등을 정리하고, 우주개발진흥

법의 후속 입법 정립을 위하여 그 필요성, 발사계획서 작성 지침, 국가안전보장

을 위한 우주개발사업 보안지침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한-러 우주기술 협력을 위하여 우주기술 보호협정(IGA,

TSA, 기술보안계획 등의 의의, 내용 및 채결지원 내용), 조인트벤처(조인트벤처
의 의의, 내용 및 지원 내역), 한-미 우주기술 협력(미국의 우주개발 정책방향,

한미 협력방안)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국제기구 참여(UN COPUOS, UN

ESCAP, APRSAF, APSCO, MTCR, IAF 등의 의의, 내용 및 참여 내역) 등도 본 연
구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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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주인사업 경제성 분석, 미국

의 우주개발 정책방향 및 한미협력방안, 연구원 비전 및 발전전략, 우주정책포

럼, 항공우주 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항공우주사업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한 조직혁신진단 등의 위탁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게 될 것임.

2. 연구방법론
○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 수립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력부를 중심으로 분야
별 TFT 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정책연구 및 정책지원을 추진.

- 기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사계획서 작성지침, 국
가안전보장관련 우주사업 보안지침 등 후속지침 제정 등

○

연구원 내부에서도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우주개발의 실행을 위한 전략적 연구
를 병행.

- 연구원 비전 및 중기전략계획 수립

- 우주개발 동향 분석 (주간, 월간, 연간)

- 산학연 협력 현황분석 및 단계별 협력 Roadmap 수립
○

우주개발 국제협력 전략수립을 위해 기초 작업 수행

- 국내 관련기관의 국제협력 현황을 조사하고 국제협력 추진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파악

- 우주관련 국제협력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회의

- 주요 국가 및 해외 주요 우주기관의 기관 현황조사 및 국가정책 분석
∙ 국제협력부서 현황 파악 및 담당자 네트워크 형성
∙ 기본자료를 통한 기초조사 및 현지방문조사 등
○

또한, 우주개발 국제협력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능력 증가

- 우주발사체 사업을 위한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

- 원내 TFT를 구성하여 한-러 위성전자부품 조인트 벤처 설립 추진
○

우주개발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을 망라한 전문가 Pool 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토록 경비지원
- 국제기구: UN COPUOS, UN ESCAP, MTCR 등
- 아시아 지역협의체: APRSAF, APSCO 등

- FSA, NASA, JAXA, DLR 등 선진 우주기관과의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우주개발 동향에 대한 정보와 협력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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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연구토록 함으로
써 우주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대국민 홍보에 활용. 또한, 우주

개발의 성과에 대한 심포지움/워크샾 등을 개최하고, 우주개발백서 발간 지원 등
우주개발동향 등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우주포럼을 통해 사회 오

피니언 리더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그리고, 행정부, 입법부 및 학계

전문가와의 긴밀한 조율 하에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가 정부의 정책과정 및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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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우주개발 동향
1. 국내 동향(2006)
가. 개요
○

국내 우주분야는 2006년 한 해 동안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발사성공과 갈릴레오

○

우주개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오던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발사가 7월 28일

프로젝트의 참여, 우주인 후보선발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음.

러시아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완수되었고, 현재 흑백 1m, 칼라 4m
급의 고해상도 영상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원활히 운용되고 있음.
사진.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영상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2005년 초부터 진행되어 오던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개발계획인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종합발전 기본계획’이 2005년 12
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2005년 중순부터 진행해
왔던 유럽의 갈릴레오(Galileo) 프로젝트 참여 협상을

마무리 짓고, 브뤼셀에서

2006년 1월 22일 협정안의 조인식을 가졌음. 이번 협정안에는 과학 연구와 연수,
산업협력, 교류와 시장개발, 규격(standard) 문제는 물론 인증(certification)과 행

정명령조치 등에 있어서의 협력활동 내용이 담겨 있으며, 프로젝트 가입비는 총
64억 8,000만원(500만 유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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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6배 정도 증가하여

○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으로는 인공위성 분야에 다목적실

3,048 억원이며,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2%임.

용위성 3호와 5호, 통신해양기상위성, 과학기술위성 2호가 있으며, 2012년 발사

를 목표로 추진하는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다목적실용위성 3A호 개발도 2006
년 12월 19일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음.
○

2008년 경 개발완료를 목표로 우주발사체(KSLV-I)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전남
고흥의 외나로도에서는 국내 발사장으로 사용될 고흥우주센터의 건설이 한창 진

행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한국최초의 우주인후보로 선정된 2명은 2007년 초부터
러시아의 가가린 우주센터에서 훈련을 시작해서, 2008년 4월의 소유즈 우주선
탑승을 준비하게 될 것임.

나. 산업 동향
○

2004년 말 국내 우주분야 총생산실적이 281 억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우리나
라는 세계 10위권의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지만 국내 우주분야는 대체
로 산업형성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II-1> 국내 우주산업 생산실적

(단위: 억원,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우주

10.5

150.8

247.5

156.2

281.3

83.3

자료: 항공우주산업통계, 2005
○

2004년 말 기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의 우주분야 연간 투자실적은 총 1,726

억 원으로, 연구계의 투자실적이 그 중 91.5%를 차지하고 있음. 조사대상 우주분

야 투자실적에는 연구개발 및 시설장비, 그리고 토지/건물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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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정부 우주개발 프로그램에는 기술적, 인적 대응력이 있는 대기업이 참여

하고 있지만 회사전체의 매출에 비해 우주분야의 매출이나 이익은 극히 낮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 연구개발 동향
(1) 인공위성
○

다목적실용위성 3호 개발 사업은 2009년 발사를 목표로 2004년부터 개발에 착수
하였으며, 다목적실용위성 1호 및 2호의 개발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주

도 개발을 통해 고정밀 관측위성의 독자개발 역량을 배양하고 향후 국내 위성수
요 자급 및 세계 우주산업 조기진출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다목적실용위성 3호는 고도 685㎞에서 운용되며 4년의 임무기간 동안 0.8m급 고

해상도 광학카메라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정밀 지상 관측을 수행할 예정임. 동 위

성은 다목적실용위성 2호에 비교하여 기동력이 향상되어 입체영상 및 다양한 지
역을 관측할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국가의 고해상도 영상 정보에 대한 수요

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며, 국토관리에 필요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 및 환경, 농업, 해양 관련분야 활용을 위한 정밀 영상을 제공할 것으로 기
대됨.

○

다목적실용위성 5호 개발 사업은 2008년 말 발사를 목표로 2005년 중반부터 개
발에 착수하였으며, 위성개발 인력 및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
여 다목적실용위성 3호와 연계하여 국내주도로 개발하고 있음.

○

전천후 영상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 관측위성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여 향후 국내 영상레이더 위성수요 자급 및 세계 우주산업 조기진출을 위
한 기반기술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다목적실용위성 5호는 X-band1)의 영상레

이더 탑재체를 장착하고 500～600 ㎞의 태양동기궤도(Dawn-Dusk Orbit)에서 운
영됨. 광학관측위성인 1호, 2호, 3호와 달리 영상레이더를 탑재한 위성으로 임무

수명 5년 동안 밤낮과 기상상황에 관계없이 한반도의 지상관측을 수행하여 국가

의 레이더영상정보 수요를 충족하며, Golden Mission 으로 정의되는 국토관리에

필요한 GIS 구축, 해양감시(Ocean), 국토관리(Land), 재난감시(Disaster), 환경감시

(Environment) 분야들에 다양하고 신속한 레이더영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1) 6.2G㎐～10.9G㎐ 사이의 고주파수 대역으로 군위성 통신에 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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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 다목적실용위성 5호 상상도

○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 사업은 3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지궤도 위성을
개발하여 2008년에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통신해양기상위성의 발사
중량은 2.5톤이며 전력은 3kW, 운용기간은 7년임. 2008년 발사와 초기 운용 후

에 위성과의 통신과 기상·해양 데이터 서비스는 2009년부터 공공 목적으로 제

공될 것임.
○

기상관측임무로는 고해상도의 다중채널 연속 기상영상관측 및 기상요소 산출, 태

풍, 집중호우, 황사, 해무 등 특이 기상현상 조기탐지, 장기간의 해수면온도, 구름
자료 산출 등을 수행하고, 해양관측임무로는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

감시 해양 클로로필(일차생물) 생산량 추정 및 어장정보 생산 장·단기 해양환경
감시 등을 수행하며, 통신임무로는 국산 통신탑재체 우주인증 광대역 위성 멀티
미디어 시험서비스를 수행할 예정임.

<그림 II-2> 통신해양기상위성 상상도

○

무궁화위성 5호가 2006년 8월 22일 하와이남단 적도 공해상에서 성공리에 발사
됐음. 새로운 위성통신 수요를 수용하고, 민간에서는 상용통신 중계기를, 군에서
는 군용통신 중계기를 탑재하여 민·군 공용으로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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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위성, 다목적 실용위성을 포함하여 그동안 10개의 위성(한

별위성 제외 시)을 보유하고 있음.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하면 1996년 이

래 다목적실용위성 7기, 과학위성 4기, 정지궤도위성 2기 등 총 13기의 인공위성
을 2010년까지 개발 또는 개발에 착수할 예정임.

(2) 우주발사체
○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발사체사업단은 100㎏급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

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소형위성 발사체(KSLV-Ⅰ)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추진 중인 소형위성 발사체(KSLV-Ⅰ) 개발 사업과 후속으로 진행할 실용위

성 발사체(KSLV-II) 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우주발사체 개발 사업은 ｢우주개

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저궤도실용위성 발사체기술 확보 및 상용

화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액체추진 로켓의 국산화 개발을 통한 우

주발사체 기반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우주발사체의 개발에는 필수적으로 발사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일대 150만평(안전지대 포함)에 2008년까

지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하기 위한 우주센터의 건립이 추진 중이며, 2008년

하반기까지 각종 장비의 성능시험과 모의 발사시험 운용을 끝마치고, 우리가 최

초로 개발한 발사체를 이용하여 과학기술위성 2호(탑재 중량 100㎏)를 우주로

발사할 계획임.
○

우주센터에는 인공위성 발사대를 비롯하여 발사통제동, 추적레이다동, 위성·발

사체 조립시험시설 및 발사체 엔진개발에 필수적인 연소시험시설 등을 확보하여
국내 우주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는 다목적실용
위성(1.5톤급)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시설을 추가할 계획임.

○

또한 우주센터는 위성발사장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우주체험관을 마련하여 21세

기 우주시대를 여는 첨단과학기술과 우주개발을 홍보하는 국민 교육의 장으로
운용할 계획임.

(3) 위성항법시스템(GNSS)
○

위성항법시스템(GNS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은 위성을 이용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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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시스템이며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각과 위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 이러한 GNSS 정보의 등장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가
등장한 것과 같이 정확한 시각과 위치를 제공하는 위성위치측정 체계기술의 등
장으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관련기관에서 분산 추진되어 온 국가위성항법시스템의 체계적 추진을 위

해 지난 2005년 12월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위성항법시스템 종합발

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항법관련 기술개발을
협동연구체제 구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성항법개발단을 구성하고, 위성항

법시스템 핵심기반기술 등 차세대 성장원동력이 될 위성항법시스템 인프라 구축
을 위한 연구에 대비하고 있음.

(4) 우주인 배출사업
○

한국최초의 우주인 배출사업은 유인우주기술의 확보와 우주과학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06년 4월에 시작된 수 개월에 걸친 선발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25일 선발된 한국최초의 우주인후보 2인이 선발되었음.

○ 선발된 2인의 한국우주인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우주정거장 승무원
에게 필요한 러시아어, 기본적인 과학기술 훈련, 체력 훈련 등을 포함한 기초

훈련과 과학임무실험 및 우주선내 기기 조작, 무중력 체험 등 우주활동 훈련을

포함하는 고등훈련을 받게 됨. 그 중 1인이 2008년 4월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하게 되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7~8일 동안 체류하면서 과학실험, 과학홍보,

지상과의 교신, 우주활동의 중계 등을 수행한 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기지로
귀환하게 됨.

○

그동안 한국 우주인이 우주환경을 이용하여 과학적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임

무 개발도 진행해 온 바 있으며, 선발·훈련·임무·발사·귀환 등 일련의 과정

은 유인 우주기술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 활용하게 할 것임.
○

우주인 배출사업은 유인우주기술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향상 및 국제적 위상 제

고, 산업계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파급효과 등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 이외에
도, 우주인을 성공적으로 배출함으로써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의 꿈을 키워주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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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상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2. 국외동향
가. 위성/발사체 및 우주활용(권역별/주요국별)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5년간 세계적으로 매년 평균 61번의 궤도 발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상업용과 비상업용 발사로 구분하면 <그림 II-4> 과 같이 나

타낼 수 있음. 이 기간 동안 94번의 상업용 발사 중 2002년에 25번으로 제일 많
았고, 2004년에 15번으로 가장 활동이 저조한 한 해였음.

<그림 II-4> 2002년-2006년 상업용 발사와 비상업용 발사구분

○

그 중 러시아와 미국이 단연 많은 발사를 수행했고, 그 다음은 유럽과 중국임.

2002년 이후에 미국은 19번의 상업용 발사를 수행했고, 러시아와 유럽은 각각 35
번과 24번으로 미국의 발사 회수를 상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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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5> 2002년~2006년 국가별
상업용 발사 횟수

<그림 II-6> 국가별 궤도 발사 비율

<표 II-2>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국가별 발사 횟수

’99 ’00 ’01 ’02 ’03 ‘04 ‘05 ‘06
미 국
러시아
유 럽
상 중 국
업 *다국적
용 일 본
인 도
브라질
이스라엘
계
미 국
러시아
유 럽
비 중 국
상 다국적
업 일 본
용 인 도
브라질
이스라엘
계
미 국
러시아
유 럽
중 국
다국적
계 일 본
인 도
브라질
이스라엘
계
* 다국적이란
Launch社를

15
7
3
5
5
6
13 13
3
8
5
5
8
12
8
10
4
1
1
0
0
0
0
0
2
3
2
1
3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9 35
16
24
17
15
16 21
19
12
18
10
15 23
20
17
16
17
2
0
0
2
0
2
3
5
1
5
7
8
0
0
0
0
0
0
1
1
1
3
2
0
1
0
2
1
3
1
1
0
0
0
0
0
0
0
0
1
0
1
39 50
43
41
46
39
31 28
22
17
23
16
28 36
23
25
21
22
10 12
8
12
4
3
4
5
1
5
7
8
2
3
2
1
3
0
1
1
1
3
2
3
1
0
2
1
3
1
1
0
0
0
0
0
0
0
0
1
0
1
78 85
59
65
63
54
미국⋅러시아⋅노르웨이⋅우크라이나
의미. ( ) 안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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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
2
44 (24)
8
9
64 (35)
5
5
53 (27)
0
0
1
(1)
4
5
20 (11)
0
0
3
(2)
0
0
0
0
0
0
0
0
0
0
0
0
18
21 185 (100)
11
16 123 (36)
18
16 142 (42)
0
0
6
(2)
5
6
40 (12)
0
0
0
0
0
6
14
(4)
1
1
10
(3)
0
0
1
(0)
2
0
4
(1)
37
45 340 (100)
12
18 167 (32)
26
25 206 (39)
5
5
59 (11)
5
6
41
(8)
4
5
20
(4)
0
6
17
(3)
1
1
10
(2)
0
0
1
(0)
2
0
4
(1)
55
66 525 (100)
4국의 합작회사인 Sea

○

미국의 상업용 위성 발사 횟수가 적은 것은 상업용 저궤도 위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을 반영함. 아리안 스페이스의 정지궤도 상업용 위성 발사는 2000년부

터 아리안 5ECA 발사실패가 있었던 2002년 말까지 해마다 평균 약 10회에 이르
고, 또한 그 무렵에 아리안 4에서 아리안 5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아리안 스페이스는 매년 약 3회의 발사를 수행함. 2006년

에는 5번의 지구정지궤도 위성발사를 수행하고, 러시아의 지구정지궤도 위성발사
는 1996년부터 해마다 2번에서 5번 사이의 발사를 함. 2006년에는 지구정지궤도
상업용 위성 발사는 4번 수행함. 2002년부터 지구정지궤도 상업용 위성 발사는
해마다 12-15번으로 일정했고, 단지 2002년에만 20번의 발사를 함.
<그림 II-7> 궤도별 상업용 위성 발사 횟수

○

상업용이나 비상업용 발사체를 활용하여 발사된 상업용 탑재체의 수를 나타냄.

2002년부터 매년 발사된 상업용 정지궤도위성의 수가 평균 19회 정도인 반면 상

업용 비지구정지궤도 위성의 수는 실질적으로 줄어듦. 2005년에는 단지 하나의
상업용 비지구정지궤도 위성이 발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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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8> 궤도별 탑재체의 발사 횟수

상업용 발사 수입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 것처럼 2006년에는 증가함.
<그림 II-9> 국가별 상업용 위성 발사 수입

<표 II-3> 국가별 상업용 위성 발사 수입
2002
미국
러시아
유럽
다국가연합
합 계
○

2003

2004

2005

2006

338

304

375

70

140

1,133

525

140

350

374

424

178

290

490

560

75

225

210

280

350

1,970

1,232

1,015

1,190

1,424

상업용 우주 수송 시장은 주로 지구정지궤도 통신위성 수요에 의하여 주도됨.

2002년부터 상업용 발사의 80퍼센트는 지구정지궤도로의 발사였고, 비지구정지

궤도 시장보다 수입이 크고, 일반적으로 큰 탑재체를 발사함. 주로 동향은 다음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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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정지궤도 위성의 발사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꾸준함.

∘ 위성 산업이 변화하면서 지구정지궤도 위성은 중량이 커지며, 2,200kg
이하의 위성의 숫자는 줄어듦.

∘ 기존의 위성군의 재보급 및 차세대 시스템이 대체됨으로써 비지구정지궤
도 통신 위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국제과학위성이 비지구정지궤도 위성 서비스의 반을 차지함.
○

이러한 위성 산업의 경향은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및 Sea Launch 같은 다국가
연합 회사들이 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쟁을 통해 증가함. 중국도 상업

용 위성 발사서비스 시장에 재진출하려고 함.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위성을 서비스 하려고도 함. 중국의 마지막
상업용 위성 발사 서비스는 지난 1999년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짐.

○

국제 발사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인도, 일본, 및 브

라질을 포함. 대한민국도 소형위성발사체(KSLV, Korea Sounding Launch Vehicle)
을 개발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상업용 발사 시장에 진출하도록 할
예정임.

○

상업용 우주 산업이 증가하고,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던 여러 형태의 활동을

대체함으로써, “상업용 탑재체”와 “상업용 발사”의 정의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그림 II-9> 국제 발사 시장에서 경쟁하는 각국의 발사 서비스 회사의 발
사 회수를 나타냄.

<그림 II-10> 국가별 국제경쟁을 통한발사 서비스

○

<그림 II-10> 공개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발사 서비스 제공회사만 고려한 것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21개의 탑재체가 국제적인 경쟁 발사 서비스 계약을 체

결함. 여러 개의 위성을 동시에 발사하는 것을 포함하면, 121개의 탑재체는 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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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 경쟁을 통해 발사한 것임. 대조적으로, 25개의 상업용 발사는 국제 경쟁
에 의하지 않았고 14번의 발사에 의하여 이루어짐.
1) 국가별 동향
① 러시아
○

2006년에 25개의 러시아 발사체가 발사됨. 이중의 9개가 상업용 발사됨. ILS

(International Launch Service)는 네 개의 상업용 지구정지궤도 위성(Arabsat 4A,

BADR-4, Hot Bird 8, 및 Measat 3)을 네 개의 프로톤 M 발사체를 활용하여 발사

함. ISC(International Space Company) Kosmotras 는 Bigelow Aerospace 회사의
Genesis

Pathfinder

1을

실은

Dnepr

로켓을

1회

발사,

이것이

(일명

Dombarovsky 미사일 기지로 알려진) Yasny 발사 기지로부터의 첫 발사임.
○

Yasny 발사 기지는 카자흐스탄과 접한 러시아 남쪽 Orenburg 지역에 위치해 있

음. 러시아 국방부는 2006년에 두 번의 상업용 발사를 수행함 : Kosmos 3M 발
사체로 독일 정찰위성인 SAR Lupe 1 위성과 START 1 발사체로 Imagesat

International 이 소유하고 이스라엘이 운용하는 EROS 위성을 발사함. Eurokot 사
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대신해서 Rockot 발사체로 다목적 실용위성(KOMPSAT

2)을 발사함. Starsem 과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있는 Arianespace는 한 번의 러시
아 상업용 발사를 수행함. : 즉, CNES 가 운용하는 프랑스 위성 Corot을 Soyuz 2
1B 발사체로 발사함.

<그림 II-11> 러시아의 2006년 발사체에 따른 발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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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2006년에 비상업용 발사도 16번 수행함. 이들 중에 5번은 국제우주정거

장에 재공급하기 위한 것임. 국제정거장 임무외에도 러시아는 5번의 비상업용 발

사를 수행함 : 지진 탐지 탑재체인 Kompass 2를 Shtil 로켓으로 발사하였고, 원격
탐지 탑재체인 Resurs DK 1을 소유즈 로켓으로 발사하였으며, 다른 3번의 발사

는 구소련 공화국 및 유럽의 운용자를 위한 것으로 카자흐스탄의 첫 번째 국가
위성인 Kazsat 1을 발사함.
○

소유즈 발사체는 독일 Eumesat가 운용하는 기상위성 Metop A 위성을 발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Dnepr 발사체는 벨라루스의 국립과학아카데미가 운용하려던
원격 탐지 탑재체인 BelKA 위성을 발사하다 실패하여 위성을 손상시킴.
<그림 II-12> 유럽, 중국, 인도 및 일본의 2006년도 발사 기록

○

러시아는 2006년에 6개의 군사위성을 발사하기도 함. 5월에 소유즈 발사체는 군

사위성 Kosmos 2420을 발사하였고, 6월, 7월 및 9월에 Kosmos 2421, 2422, 및

2423을 Cyclone 2 발사체, Molyniya, 소유즈 발사체에 각각 싣고 발사함. 2006년
12월 24일 러시아는 차세대 군사 통신 위성인 Meridian 을 소유즈 2-1A 발사체
에 싣고 발사함. 하루 뒤인 12월 25일에는 세 개의 군 항법 위성인 Glonass K

R4, R5 및 R6를 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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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럽
○

유럽은 2006년에 5번의 상업용 발사를 모두 아리안 5 ECA 발사체로 수행함. 3월

에 Eutelsat 상업용 통신 위성 Hot Bird 7A 위성과 스페인 군 통신 위성 Spainsat
의 발사를 수행함. 5월에는 멕시코와 태국 회사가 각각 운용하는 SatMex 6 와
Thaicom 5 위성을 발사. 8월에는 아리안 5 ECA 발사체가 일본 통신 위성 JCSAT

10을 발사하였고, 또한 프랑스 군 통신 위성인 Syracuse 3B 위성을 지구정지궤도
에 투입함. 10월에는 미국 통신 위성 DirecTV 9S 와 두 개의 2차 탑재체인 호주

Optus D1 통신 위성과 일본의 소형 위성인 LDREX 2 를 발사함.
○

유럽은 두 개의 통신위성 Wild Blue 1 과 AMC 13 의 발사를 수행하여 2006년을
마감함.

③ 중국
○

중국은 1999년 이래 상업용 발사는 수행하지 않았음. 다만, 2006년에 6번의 비상
업용 발사를 수행함(2005년에는 5번, 2004년에는 8번 의 비상업용 발사 수행). 발

사장별 발사회수를 살펴보면 시창 발사장에서는 3번, 타이위안 발사장에서는 두
번 그리고 주취안 발사장에서는 1번 발사를 수행함.

○

2006년 발사중 4번의 정부 발사를 수행함. 9월에, Long March 2C 로켓으로 씨앗
실험 위성인 SJ 8 위성을 회수식 캡슐에 싣고 발사함. 9월에 또한 Long March
3A가 정부 통신 위성 Zhongxing 22A 위성을 지구정지궤도에 발사함. 10월에는

Long March 4B 발사체가 두 개의 위성, 즉 SJ 6C와 SJ 6D 를 발사하였는데, 그
위성들의 임무는 우주 복사 및 다른 환경들을 관찰하는 것임.
○

중국도 1개의 군사위성인 Yaogan 1 을 Long March 4A 에 실어 발사함. 12월에

○

마지막으로 중국은 상업용 통신 위성인 Sinosat 2를 발사함. 그러나 그 위성은 궤

○

중국은 2006년에 유인 우주선 발사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차기 선저우호의 발사

는 Long March 3A 발사체가 민간 기상 위성인 Fengyun 2D 를 발사함.
도에 배치된 직후 실패함.

를 2007년에 계획하고 있음을 밝힘. 중국의 발사체별 발사 수행을 그림 9에서 참
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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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도
○

인도 우주연구기관(ISRO)는 2006년에 한 번의 발사를 수행함. 7월 10일 지구정지

궤도 발사체인 GSLV(Geosynchronous Space Launch Vehicle) 통신위성 Insat 4C
를 싣고 Satish Dhawan Space Center에서 발사함. 하지만, 보조 부스터 중의 하
나에서 압력강하가 발생하여 궤도에 이르기 전에 실패함. 인도는 2007년에 다중

극위성 발사체(PSLV, Polar Satellite Launch Vehicle) 및 GSLV 임무를 계획하고
있음. (그림 9 참조)

⑤ 일본
○

일본은 2006년에 지금까지 가장 왕성한 발사를 기록함. 일본은 2006년에 6번의

(비록 이들 중에 두 개는 비영리 2차 탑재체이기는 하지만) 비상업용 발사를 수
행함.

○

1월에 H2A 발사체가 지구관측위성인 ALOS 1을 지구저궤도로 발사함. 2월에는

두 번의 발사가 있었음 : H 2A 발사체로 MTSat 2 기상위성을, M5 발사체로

AKari X선 관측 위성을 발사함. 9월에는 M5 발사체로 태양의 자장을 연구할

Hinode 위성을 발사함. 12월에는 H 2A 발사체로 고급 통신 시험 위성인 ETS 를
발사함.
○

일본역시 2006년에 한 개의 군사위성을 발사하였는데, H 2A 발사체로 IGS 3A 정
찰 위성을 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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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의 우주개발 계획
1. 미국
○

배경
- 2003년 미국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는 태양계 탐

사수행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개괄하는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03을 발
표한 후 2003년 2월 콜럼비아호 사고를 맞음. 콜롬비아 사고 조사 위원회

(Columbia Accident Investigation Board)는 특정 기술 결함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을 결국 허용한 환경조건 즉, NASA 조직과 역사에서 기인하는 취약점과 우주
왕복선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수행

- 사고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는 아폴로(Apollo) 이후 미국의 민간 우주프로그램
이 뚜렷한 비전 없이 수행되어 왔음을 지적하는 등 비전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함. 이에 2004년 1월 14일 부시 대통령은 우주탐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고, 같은 해 2월 NASA는 대통령이 선언한 비전에 기초하여 정부부처
간 논의를 거쳐 태양계 탐사를 위한 새롭고 과감한 체제(framework)를 ‘우주
탐사 비전(The Vision for Space Exploration)’에서 제시

○

목표 및 세부목표

- 궁극적인 목적은 견실한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과학, 안보 및 경
제 분야 이익을 추구하는 것

- 세부 목표

(가) 태양계와 우주의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가용 예산(affordable) 범위 내의
무인/유인 프로그램을 수행

(나) 2020년까지 달 유인미션을 시작으로 화성과 타행성으로의 유인미션을 준비
(다) 유인 우주탐사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 지식 및 기반시설을 개발
(라) 국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

○

태양계 및 우주탐사 로드맵
- 달시험기지: 2008년 첫 궤도비행체 발사, 2009년 첫 로봇 달착륙 미션을 비롯하
여 로봇 간 네트워킹, 재사용 가능 행성 간 착륙 시스템 및 자원추출기술 입증

- 화성연구, 시험기지: 2010년까지 화성의 물과 생명 존재여부 탐사. 2011년 이후
유인 화성탐사

- 타 위성 연구: 카시니(Cassini)와 목성 위성 탐사의 결과, 그리고 선진 로봇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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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2020년 이후 타 위성의 인간거주 가능 환경연구 수행

- 태양계 밖 행성연구 및 관측: 스피처(Spitzer), 제임스 웹(James Webb)과 같은
새로운 우주망원경, 케플러(Kepler) 및 우주간섭계 임무를 통해 원거리 별과 그
근처의 지구보다 몇 배 큰 행성을 관측

<그림 III-1> 태양계 및 우주탐사 로드맵

○

비전의 실현을 위한 집행 계획
- 우주탐사 조정위원회 신설, NASA의 조직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

- 비전 실현을 이끌어 낼 임무수행 필수기술 17개의 선정을 통해 예산의 우선배
정

- 건실한 우주산업 정착을 위한 기술이전, 상업활동 장려 정책, 국제협력 촉진정
책 추진

- 과학과 탐사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탐사 및 과학의제 발굴

2. 일본
○

기본이념

- 국가개발이용과 항공연구개발은 국가의 정책목표를 달성해 가기 위해 유효하면

서 불가결한 수단이고 중요한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것은 JAXA에 있어 중요한
사명

․우주항공기술의 활용에 의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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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수수께끼와 가능성을 탐구하고,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만듦.

․세계최고 기술에 의해 자재로운 우주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듦.
․우주항공분야에 새로운 기간산업을 만듦.

○

JAXA 장기 비전

- 세계 최고의 신뢰성과 경쟁력있는 로켓과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안전하고 풍요
로운 사회실현에 공헌. 또한 최고 과학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독자적인 유인

우주활동과 달이용 준비를 추진. 더욱이 마하 5급의 극초음속 실험기의 실증을

시행한다. 이러한 것에 의해 우주항공의 기간 산업화에 공헌

․비전 (1) 우주항공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에 공헌

: 자연재해 등 대응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 실현과 그 시스템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전개, 지구환경 문제로의 대응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실현하고
국제기관과 각국 정부의 정책 입안 도구로서 활용

․비전 (2) 우주의 수수께끼와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지의 창조와 활동영역의
확대에 공헌

: 우주의 물질 · 공간의 기원, 우주의 생명의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근원적
과제에 도전, 일본을 우주과학의 최고 과학센터로 만들고, 일본의 활동영역

의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달면 거점의 구축과 이용을 위한
기술을 확립

․비전 (3) 세계 최고 기술에 의해 자유로운 우주활동을 확립

: 세계 최고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가진 로켓과 궤도간 수송기 실현, 독자적인
유인우주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확립

․비전 (4) 자립성과 국제 경쟁력을 가진 우주산업의 성장에 공헌
: 우주산업을 일본의 기간산업으로

․비전 (5) 항공산업의 성장으로의 공헌과 미래 항공수송의 극복을 지향

: 항공기 제조 산업을 일본의 기간산업으로, 마하 5급의 극초음속 실험기로 태
평양을 2시간에 횡단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

○

비전의 실현을 위한 집행 방향
- 앞으로 10 년간 : 안전하고 풍부한 국가 만들기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
이용 시스템 실현을 향해 국가 및 산업계와 일체가 된 대응에 중점화

- 그 후 10 년간 : 사회에 우주항공기술이 넓게 사용되도록 힘쓰는 것과 함께 새
로운 우주이용을 창출하고 제안. 또한 국가로서의 진로 판단에 기초하여, 달의

이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우주이용과 독자 유인 우주활동의 실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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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의 실현을 위한 대응방안
- 기술 개발력의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메니지먼트 능력 구축 및 산업계 대학과

의 연대/항공우주 기술개발 인재육성 및 청소년의 교육/사용자의 입장을 고려

한 계획입안 등 일상생활로의 정착·침투/의존성을 탈피하고 상보적인 입장에
서의 국제협력과 아시아 국가 간의 제휴/예산 및 인적자원의 확보
<그림 III-2> JAXA의 전체 비전 수행 로드맵

3. 중국
○

기본이념

- 외기권을 탐사하고 우주 및 지구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평화적
으로 외기권을 이용하고, 온 인류의 혜택을 위해 인류 문명과 사회적 진보를

증진함. 또한 국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성장에 대한 요구를 달성하고,
국가의 안보, 과학 및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달성함. 중국의 국가 이익

을 보호하고 총체적인 경쟁력을 키움. 국가 및 국민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과학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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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의 원칙
- 정부의 과학 및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따르고, 국가의 총체적인 발전전략을 유
지하고 섬김.

- 자주적인 기술혁신과 급성장의 신화를 이루기 위하여 자주성과 독립성의 정책
을 지지함.
- 중국이 과학기술분야 및 경제와 사회적 발전을 진흥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우
주 과학과 기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
지함.

- 세계로 활짝 열린 개방정책을 따르고, 우주분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에 동참
함.

○

우주개발의 목표
- 우주발사체 분야의 개발능력과 신뢰성 향상

-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지구관측시스템 구축
- 조화로운 국가 위성원격탐사시스템의 구축
- 위성통신과 방송시스템의 구축

- 위성통신과 방송 산업의 규모 확대 및 경제성 증대

- 위성항법 및 측위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통하여 중국 위성항법 및 측위산업
육성

- 응용위성 및 위성이용의 실질적 사용 달성

- 우주비행사의 외기권 활동과, 우주왕복선의 랑데뷰 및 도킹
- 우주과학 분야 연구를 통한 지식확대
○

목표달성을 위한 우주개발 계획 “221 프로젝트”
- 당면과제: 유인우주 프로그램 및 달탐사 프로그램, 고해상도 지면 관측시스템
및 차세대 위성항법 시스템, 그리고 대형 발사체 개발

- 유인우주 프로그램: 우주인의 우주 유영 및 우주비행선 도킹에 필요한 주요 기

술 개발 목표. 단기적으로는 유인 운용 방식의,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궤도비

행을 수행할 수 있는 우주실험실을 건설하여 중국 유인 우주활동의 기반을 구
축

- 달탐사 분야: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 동안 달궤도 탐사 임무

수행 및 지구와 달 공간의 환경탐사 추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궤도진입, 착
륙, 복귀 3단계로 이루어진 달탐사 계획(창어 프로젝트)에 착수

- 23 -

- 고해상도 지면 관측 시스템 건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면 관측 시스템의 안

정적인 서비스를 기초로 하되, 국민경제 모든 분야의 발전적 수요에 맞추어 약

10～15년 기간 동안 위성, 비행기, 성층권 비행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 고
해상도 지면 관측 시스템으로 발전

- 방송통신 서비스 능력 및 간섭방지 시스템 확보: 2010년 까지 중국과 주변국을
대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위성항법 시스템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 이를 위해 2020년 까지 정지궤도 위성과 비정지궤도 위성으로

조성된 위성항법시스템과 이에 상응한 지상국 및 고객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구
축할 계획

- 우주발사체 분야: 6～8년 내로 직경 5m짜리 대형 우주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계
획. 저궤도용은 10～25톤, 정지궤도용은 6～14톤의 탑재체 수용 가능
<그림 III-3> 중국의 우주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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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 중국의 우주개발 로드맵(계속)

4. 러시아
○

기본이념
- 정부, 지역, 국민이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우주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충족

․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및 기타 분야, 국가 안보 등에 걸쳐 러연방에 요구되
는 문제 해결에 있어 우주공간 활용 효과의 확장 및 상승

․ 우주활동에 있어 국제협력의 확장과 이 분야에서 러연방의 국제 의무 수행,
로켓-우주 기술의 개발, 적용 및 납품

․ 우주 기술 발전에 있어 세계 수준에 걸맞은 우주시스템과 복합체 분야에서 요
구되는 전문용어의 창조와 이용에 대한 러연방의 우주 잠재력 강화 및 발전,

그리고 우주공간으로의 진출을 보증하고 우주공간에 체류하는 필요성에 대한
러연방의 우주 잠재력 강화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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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제
- 사회․경제적인 면, 과학과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안전우주장치(위성 및 우주정거
장등)의 궤도 배치에 대한 발달(진행), 보충과 유지(통신, 텔레비전 영상, 중계,
지구원격탐사, 대기수상학, 환경감시, 비상사태에 대한 통제, 우주에 대한 기초
연구, 우주미세중력 연구)

-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러시아 구역 부품의 개발,

발달 및 활용, 국제우주정거장내 러시아 구역에서 수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

는 과학 응용연구 및 실험에 대한 장기 프로그램을 구현

- 탐색과 구조 국제 위성시스템 COSPAC-SARSAT을 위한 러시아 구역의 기능 보
장

- 우주 장비의 궤도투입에 대한 차세대기술 개발
- 바이코누르 발사장 유지 및 그와 관련한 발전

- 세계적 수준을 갖춘 로켓-우주기술 제품 개발 보장
○

프로그램 구현기간 및 단계: 2006～2015년
- 제 1 단계(2010년까지)
․

13개의 위성을 활용한 고정식 우주 통신 및 텔레비전 영상 송신 시스템

․

5개의 위성을 활용한 우주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

․

․

․

․

․
․
․

․

6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움직이는 위성통신 시스템

4개의 위성을 활용한 우주 대기권 모니터링 시스템

2개의 천체물리학연구용 천문대를 활용한 기초 우주 연구용 우주복합체
태양 및 태양-지구 통신 연구용 위성 1개

화성탐사와 포보스의 지구 귀환을 위한 위성 1기, 이는 독자적인 소형 위성
과 의학-생물연구용 위성

2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탐색과 구조에 관한 국제위성시스템 COSPACSARSAT의 러시아 영역 구축

5개의 모듈로 구성된 국제우주정거장의 러시아 구역 구축

우주 정보의 접수, 기록 및 처리를 위한 지상 장비의 복합체와 이를 기반으
로 하는 지구관측위성 시스템의 종합

- 제 2 단계(2015년까지)에는 궤도 배치에 대한 유지 및 확장
․
․
․

26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고정식 우주 통신과 텔레비전 영상 시스템
2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다용도 중계 시스템
12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이동식 위성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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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3기 4세대 위성과 2기 3세대 위성으로 구성된 우주 대기관측모니터링 시스
템
5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우주용 대기권 감시 시스템
천문관측연구용 3개의 관측실로 구성된 기초 우주연구 수행을 위한 우주 콤
플렉스
태양 및 태양-지구 통신 연구용 인공위성 3기, 의학-생물학 연구용 인공위
성과 일련의 작은 위성 및 달 연구용 위성 1기
2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탐색 및 구조 국제우주시스템인 COSPAC-SARSAT의
러시아 영역 구축 계속
국제 우주정거장의 러시아 구역인 8개의 모듈 구축
1기의 인공위성과 활동주기가 짧은 일련의 위성들로 구성된 기술임무 수행
용 우주 콤플렉스

프로그램 재원 및 규모: 3,050억 루블 규모의 연방예산과 1,818억 루블 규모의 외
부예산 조달로 수행. 외부예산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대한 재정 부족분은 연방예
산과 연방 수행기관의 추가임무에 해당하지 않음.

<그림 III-4> 러시아의 우주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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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4> 러시아의 우주개발 로드맵(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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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
○

기본이념
- 인도 우주개발을 통하여 국가 경제 및 과학 발전의 초석으로 삼고, 우주과학
분야에서의 일대 도약을 이룸.

○

세부목표
- 발사체의 개발

- INSAT 위성의 개발과 발사, 운용

- 우주과학: 2007년 말 또는 2008년 전반에 첫 무인 달 탐사위성 “찬드라얀 1
호”를 발사, 천문관측위성 아스트로샛 발사 등

- 유인우주비행을 2014년 전후에 실시하고 2020년을 목표로 월면유인탐사를 실현
○

추진방안
- 기초적인 탐험으로 달의 물리적, 화학적 표면도를 작성하고, 달 표면에 마그네

슘, 알루미늄 실리콘 등 각종 원소들과 물 존재 여부 탐사하기 위하여, 무인 우
주선을 달 주위 궤도에 보내 달표면을 탐사하는 야심찬 우주탐험 계획인 ‘문

보야지 1호’의 수행을 위하여, 7천8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중량 525 kg의
무인 우주선을 달 상공 100킬로미터 궤도에 보냄으로써 적외선과 엑스선 촬영
을 통해 달 표면을 탐사

- 유인우주비행은 인도의 GSLV 로켓으로 인도인 비행사 1명을 태운 캡슐을 발사

하여 주회궤도 상에 1주 간 머무른 후 귀환. 월면탐사는 발사로부터 귀환까지
15～30일 소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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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5> 인도의 우주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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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주개발 법/제도 정비
1. 우주개발진흥법의 의의
가. 법제정의 의의
(1) 체계적인 우주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
○

우리나라는 1992년 발사된 실험용 소형과학위성인 '우리별 1호'와 1993년 발사

된 '우리별 2호' 등으로 우주개발을 착수함. 이 시기를 전후로 진행된

1990~1994년간 무궁화 위성 1, 2호 사업을 통해 위성통신 시스템 및 관련부품
에 대한 요소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현재는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및 무궁
화위성 3호 개발사업,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 등을 통해 우주산업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임

○

우주개발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우리나라 우주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는(1) 지속적

기술축적을 통해 상업화 달성 및 세계시장 진출, (2) 2003년까지 독자적인 실용위성
개발능력 확보, (3) 2005년까지 국내기술로 저궤도 소형위성 및 발사체 독자개
발, (4) 2015년까지 아태지역 우주산업 중심국가로의 도약 및 세계 10위권내
진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우주산업은 최첨단 기술력, 막대한 자금수요, 높은 위험부담과 장기간의 자금 회

임기간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입과 육성이 매우 힘든 산업으로, 대부분의 국가
는 우주산업을 여타산업처럼 시장경제 논리나 민간기업들에게만 맡겨 놓지
않고 , 정부가 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하여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음

○

각국의 정부지원방법도 WTO체제 출범 등을 감안하여 종래의 생산산업에의

직접보조금 지원형태에서 탈피해서, 원천기술공공기술에 대한 개발비지원형태로
국책연구소를 경유한 간접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면서, 우주개발의 국가 전략적

특수성 및 전문성을 감안한 효율적, 체계적 개발추진을 위하고, 우주관련 기술개
발 및 연구활동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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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우주법규의 국내이행
○

국제법 법규의 국내 이행

- 국제법의 법원은 조약, 국제관습법 등임

- 국제법의 국제적 효력은 국내법에 우선함

- 여기에 근거하여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는 당해 조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됨

○

우주분야에서 한국이 가입한 주요 조약은 4개임

- 1967년 외기권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
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 1968년 구조협정: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
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 1972년 책임협약: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관한
협약

- 1974년 등록협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

1967년 외기권조약 제6조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의 활동을 정
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주체가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가 국제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당연한 논리로서 외기권에서의 정부, 비정부 주체의 활동은 국가의 인

○

제7조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증과 계속적인 감독을 요하도록 되어 있음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당사국 및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동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에 의하여 다른 국가 또는 자연인, 법인에 가
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주개발국으로서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각종 활동에 관한 국제조약상의 의무 이행

을 위한 국내 근거가 필요함.

나. 우주개발진흥법의 내용
(1) 우주개발의 개념
○

우주개발이란 인공위성, 발사체 등의 우주물체를 제작·발사 및 그 운용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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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과 이를 활용한 우주공간의 이용 및 탐사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함 (법 제2조제1호)
○

우주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각종 행위는 인공위성 및 발사체 등과 같이 우주

환경에서 사용되기 위한 기기와 장비의 기술 개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우

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은 그러한 기술개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
적임.
○

또한 그러한 기술의 개발은 기초적인 연구 이외에 우주공간에서 그 개발된 기술

이 이용되는 것을 필수로 하는 것인 만큼, 우주개발의 개념에는 우주공간의 이

용 및 탐사활동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2)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

우주개발사업은 국가차원의 공공사업으로서 고비용/고위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워야 함. (법 제5조)

우주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 자원이 결집되도록 5년마다 우주개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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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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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관계행정기관의
주요업무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하에 국가우주위
원회를 둠. (법 제6조)

○

국가혁신체제의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제43차 국정회의, 2004. 5. 20)
에 따라 국가 우주분야의 중요정책 및 부처 간 주요 우주개발업무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정책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하여 우주개발사업을 종합기획· 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우주

개발투자비의 효율적 활용과 일관된 정책추진을 통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관계행정기관의 주요업무조정

- 후술하게 될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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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과학기술
부장관이, 위원은 다음의 자가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 우주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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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주개발전문기관
○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개발전문기관을 지정

○

우주개발사업은 국가전략성이 강한 우주기술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 및 연구기반

하여 지원할 수 있음. (법 제7조)

구축을 위한 장기 대형 복합사업으로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
주개발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려는 것임.

○

○

우주물체의 개발·발사 및 운용 등을 통합 수행하는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을 정하고, 그 지정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우주개발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투자비가 크고 위험도가 높은 우주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원만하게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5) 우주물체 국내등록
○

우주물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하여야 함. 우주

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우주물체의 이용 개시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법 제8조)

○

우주물체의 경우에 자국 정부에 그 우주물체를 등록함으로써 국적 부여의 효과

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

우주물체가 실제로 발사, 운용되기 전에 우주사고 발생 등에 따른 정부의 책임문

○

우주물체의 등록과 관련해서 외국정부가 자국법령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와 관련하여 우주물체의 발사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예비등록이 필요함.

는 국적 부여 내지는 등록에 있어서의 충돌을 막고 운영상의 신축성을 갖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외규정을 두어 우리나라에서의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고 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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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주물체 국제등록
○

우주물체의 국내 등록이 있은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국제연합에 등록하도록 함.
(법 제9조)

○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것임.

○

전파법 제44조에는 통신위성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국제통신연합(ITU) 및 국제연합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 경우에는 우주
개발진흥법 상의 과학기술부장관의 등록 관할권을 배제함.

○

우주물체를 등록 및 관리함으로써 우주개발의 체계적인 수행 및 국제협약의 이

행에 따른 국가신뢰도의 향상이 기대됨.

(7)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

우주발사체를 우리나라 영역 또는 우리나라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및 구조물

○

이는 발사에 관한 국가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인 달과기타천체를

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을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11조)

포함한외기권의탐색과이용에있어서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규칙에관한조약

제6조

와 우주물체에의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국제책임에관한협약 제2조, 제3조를 이행하

기 위한 규정임.
○

발사행위는 고위험·고비용, 국가의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도의전문성과

주의가 요구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발사체의 개별 발사행위 자체

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 관리하려는 것임.
○

관할 부처의 설정에 있어서는, 발사장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하에 건설된다

는 점, 현재 예상되는 발사행위의 주목적이 연구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에 과학기술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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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이 고려되어야 함.
- 우주발사체 사용목적의 적정성

-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
부령이 정하는 사항.

○

또한 발사체 제작 지연, 관련 기술개발의 지연이나 안전성 미흡 등의 경우와 같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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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
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제를 실시하여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우주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우주사고조사위원회
○

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함 (법 제16조)

○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1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

우주사고조사위원회가 담당하는 우주사고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함.

장은 과학기술부차관이, 위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함

- 우리나라에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

- 우리나라에서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

-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영역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발생한 우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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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우주사
고

○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음
- 우주사고의 발생원인을 밝힘

- 우주사고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 우주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9) 우주사고 책임
○

우주물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모든 배

○

또한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

과학기술부장관은 가입해야 할 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는

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법 제14조)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법 제15조제1항)

해외 보험시장을 고려하여 국내 보험회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
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법 제15조제2항)

○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국제조약상 대외적으로는 국가가 당사자이나,

대내적으로는 우주사고의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법제화하
여 사고발생 억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임

(10) 위성정보 활용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위성에 의해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활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

또한 과학기술부장관은 위성정보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법 제17조)

○

위성정보물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성정보의 초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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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정보제공 등 분야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이의 근거규정으로서 본 조

항이 제정됨
○

외국의 경우에도 위성영상물, 우주관련 기술의 상품화를 위해서 정부출연기관 등
의 형태의 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11) 민간우주개발사업의 지원
○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함 (법 제18조)

○

우주개발은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사업이므로, 여러 기업 및 금융자본의 결집을 통

○

우주개발에 전문화된 인력이 연구기관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계속 종사할 수

○

해서 위험 분산 등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 지원조치가 필요함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도 필요한 인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긴 우주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 재정상의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12) 안전보장
○

우주개발활동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제법규위반 등에 따른 외교문제 발생 등을

○

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활동의 중지 또는 시정

고려하여 우주활동의 중지 및 시정명령 조치 규정을 마련함. (법 제19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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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우주개발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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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장과 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해야 함
(13) 우주개발 협조
○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우주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에는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법 제
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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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우주비행사 구조
○

외국의 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우리나라 영역이나 근접 공해상에 비

상착륙·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는 모든 가능한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당해 우주물체의 등록국에 귀환시켜야 함 (법 제22조)

○

이는 국제조약인 우주항공사의구조,우주항공사의귀환및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회수
에관한협정의 이행을 위한 규정임

(16) 우주물체 반환
○

외국의 우주물체가 우리나라 영토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 정부는 안전

○

이는 국제조약인 우주항공사의구조,우주항공사의귀환및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회수

하게 당해 우주물체의 발사국으로 반환하여야 함. (법 제23조)

에관한협정의 이행을 위한 규정임

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내역
(1) 우주개발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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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적 자원과 노력이 효율

○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주개발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이에 따른 우주개발

적으로 추진되도록 함

관련 중요 정책 및 부처간 주요 업무의 조정, 심의 기능을 수행

○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 예정- 우주개발사업의 국가 전략적 특수성 및 전문성을

○

민간부문의 우주개발 활성화 및 연구개발투자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공급, 세제

○

감안하여 동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함

및 금융지원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 마련을 위한 준비
하위법령 제정을 통한 우주개발진흥 체계 확립

(2) 우주개발국가로서의 의무
○

국제협약에 따른 우주물체의 등록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 등을 위해 우주물체를

등록 관리

○

우주물체의 발사시 발사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

○

우주사고 발생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조사처리 등을 위해 우주사고조사처리위

도록 하고, 발사에 따른 허가 및 결격사유 등의 근거를 제시

원회를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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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개발진흥법의 후속입법 정립
가. 후속입법의 필요성
○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

우주개발진흥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의 정리

규정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의 구성

-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우주물체의 국내 예비등록 및 등록 절차
- 우주물체 발사허가시 경미한 변경

-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시기, 위원의 자격, 운영
- 안전보장관련 우주개발사업의 보안대책 수립

- 우주개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내용, 시기, 절차

-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과기부장관의 부령에 위임한 사항의 정리
- 과기부장관의 발사허가시 고려사항
- 보험의 최소배상한도액

- 우주물체 예비등록, 등록 신청서의 서식

- 우주물체 예비등록, 등록 변경신청서의 서식
- 우주물체 예비등록, 등록대장의 서식
-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의 서식

-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의 서식
-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나. 시행령의 주요 내용
○「국가우주위원회」위원의

소속 관계 행정기관 명시(영 제4조)

- 기획예산처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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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부처 장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구성(영

제5조)

- 위원장(과기부 차관)을 포함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소속 부처 국장급 공무원

○

및 민간전문가 등 21인 이내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명시 및 지원(영 제7조)

- 우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거나 우주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을 갖춘 기관

- 우주물체의 발사, 추적, 운용에 필요한 우주센터 지원
○

발사허가 관련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함(영 제13조)

○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임무, 조사 대상, 조사 절차 등을 명시(영 제14

○

안전보장관련 사고조사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구성․운영하고 국가안보 목적으로 발

○

국가 안전보장관련 우주사업에 대한「보안대책의 수립」(영 제21조)

조～17조)

사한 위성에서 발생한 사고조사는 국방부가 수행(영 제19조)

- 보안대책에 관한 내용명시 및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등의 양식을 정함 (규칙 제2조~제3조)

○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의 양식을 정함 (규칙 제4조)

○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신청서, 변경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규칙 제6조~제7조)

○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할 책임보험의 최소 한
도액을 정함 (규칙 제9조)

- 탑재중량 1톤 미만인 경우 : 4,000만 SDR(약 5,600만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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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재중량 1톤 이상인 경우 : 6,000만 SDR(약 8,400만US$)

※ SDR : 미, 일, 유럽, 영 등의 화폐가치로 결정(1SDR = 약1.4US$)
(미국의 경우 발사체당 최대 5억불까지 손해배상 책임)

다. 발사계획서 작성지침
1) 발사계획 작성지침

<표 IV-1> 발사계획 작성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를 얻기 위하여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발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段)”이라 함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로 분리된 우주발사

체의 한 부분으로써 자체적으로 완전한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
다.

2. “페어링”이라 함은 우주발사체의 공기저항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탑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발사체 상단부에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비추력”이라 함은 우주발사체의 총 역적(Total Impulse)을 추진제 중량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투입 연료량 대비 얻어지는 추력을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

비추력이 클수록 연료 요구량이 적어 엔진의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지구표면접촉점(Impact Point)”이라 함은 우주발사체에서 분리된 단이나 부
5.

품들이 낙하하여 지구표면에 떨어지는 지점을 말한다.
“원격측정

시스템”이라

함은

비행중인

우주발사체의

성능·상태·비행환경

등을 발사체에 탑재된 센서 등으로 측정한 후 이를 발사운용팀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상국으로 송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는
발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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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일반지침) 발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
으로 합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발사체의 발사(이하 “발사”라 한다)에 따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충
분한 기술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기술
2. 발사계획서는 이미 확인된 사항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발사에 따른 예상 문제
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술
3. 발사에 따른 안전성의 분석·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

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하
여 기술
4. 자료의 조사·분석·평가는 가능한 한 최근에 확립된 방법 및 기술을 사용
5. 자료의 조사·분석·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자료 또
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기술

제5조 (세부지침)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기술방법
및 내용은 별표 “발사계획서 작성요령”과 같다.
1. 발사 예정일 및 비행궤적
가. 발사 예정일 및 비행궤적 등 발사와 관련한 일반 사항을 기술
2.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가.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사항을 기술
나. 발사체의 설계기준, 내용·제작·성능검증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술

3. 안전성 분석 보고서
가. 발사 안전성 : 발사안전조직, 비행안전계획, 발사준비 사항, 의사소통 계

획, 임무종료 시점의 안전, 임무중단 기준, 발사중단 기준, 사고조사 및 대
응계획 등을 기술
나. 발사장 안전성 : 육상·해상·공중에 대한 경계 및 통제, 발사준비작업중
안전관리, 발사후 안전관리 등을 기술
다. 보안 관리 대책 : 발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기술
4. 탑재체 운용계획서
가. 탑재체의 개요 : 탑재체의 소유권자, 탑재물 현황 등을 기술
5. 손해배상 책임부담 계획서

가.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및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 여러 가
지 발생 가능한 손해의 경우를 예측하고 그 때의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
여 기술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 제3자의 사망, 부상 및 재산상의 손실 예
측액에 대한 배상방안(보험가입, 자체 배상 등) 기술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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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사계획서 작성 요령
<표 IV-2 > 발사계획 작성요령
항 목

기술사항

1. 발사 예정일 및 1) 발사예정일
비행궤적

기술 요령
ㅇ 발사예정일 및 발사시간을 발사 윈도우(발사시
작 시간부터 발사종료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여
기술

2) 비행궤적

- 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간과 GMT(영국표준시
간)를 병기하여 기술

◦ 발사체의 비행궤적 기술
- 발사장 위치

- 대기권 및 우주에서의 비행궤적

- 비행 방위각, 비행궤적, 추적소 위치
- 단(段)의 예상분리 시간

- 단(段) 및 페어링의 지구표면접촉점

2. 발사체의 제원 1) 제원
및 성능

2) 성능

ㅇ 발사체의 제원을 기술

- (예시) 중량, 산화제, 추진제, 진공추력, 진공비
추력, 연소시간 등

ㅇ 발사체의 성능을 기술

- (예시) 단별 비행구간에서의 최대가속도, 가속

구간에서의 자세제어 성능, 무추력 구간에서

3) 설계

ㅇ

의 자세제어 성능 등

발사체의 설계기준, 내용·제작·성능검증 계

획에 관한 사항을 기술

- (예시) 구조, 추진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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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3. 안전성 분석
보고서

기술사항

1) 발사안전조직

기술요령

ㅇ 발사안전을 관장하는 조직 및 책임자에 대하여
기술

- 발사안전조직도

가. 발사안전성
2) 비행안전계획

- 발사안전책임자

ㅇ 비행시의 안전계획에 대하여 기술
- 비행궤도, 낙하물 및 낙하영역
- 비행안전시스템 및 운영

3) 발사준비 사항

- 비행종단 후의 조치사항

ㅇ 발사준비 점검시 고려할 안전대책을 기술

- 발사와 관련된 안전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 발사체 및 탑재체에 관한 사항
- 비행 안전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임무 규정과 발사 제약조건에 관한 사항
- 중지 조건 및 재개 절차에 관한 사항

- 발사단계별(발사준비 포함) 모의시험 결과
- 발사준비 검토시 도출된 문제점 해결방안

- 기타 허가신청자가 발사준비를 위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사항

ㅇ 발사절차에 관한 사항

ㅇ 발사에 관한 계약자들 간의 책임한계
4) 의사소통 계획

ㅇ 발사 진행과정이나 비행 중 안전관련 의사결정
(발사중지·정지·재개, 비행중단 등)을 협의하
기 위한 의사소통계획을 기술
- 허가당국과의 연락체계

- 발사에 참여하는 구성원간의 연락체계
- 의사 결정권자 지정

- 유·무선 전화 사용계획 및 통신수단
5) 임무종료 시점의 ㅇ 목표궤도로 발사되는 발사체의 단(段)이나 부품
안전

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

- 탑재체가 분리된 이후, 탑재체와 발사체(부
품을 포함한다)간의 물리적 접촉 방지 대
책 등

- 47 -

항목

기술사항

6) 임무중단 기준

기술요령

ㅇ 임무중단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상상태를 정의하
고 대책을 기술

- (예시) 비정상 자세, 비정상 가속도, 비정상 분
7) 발사중단 기준

리, 비정상 궤도 등

ㅇ 발사중단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상태를 정의하
고 대책을 기술

- (예시) 발사체의 구조 건전성, 연료 및 산화제
주입 정도, 발사장 기상 조건, 원격측정 시스템
등

8) 사고조사 및 대응 ㅇ 발사사고에 대한 조사계획을 기술
계획

- 보고 대상, 보고 내용, 보고처 및 시기(즉시,
24시간, 5일)

- 사고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제출 시기

1)

ㅇ 사고 대응계획을 기술

육상·해상·공중 ㅇ 발사시 공공의 안전과 발사장 보호를 위한 육

에 대한 경계·통
제

상·해상·공중의 경계구역 설정 및 운용에 대

하여 기술

- 통제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 기관 내·외 인력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 및
상시 연락 방법

- 발사시 경계구역 설정 및 운영 방법
나. 발사장안전성

- 발사장 출입인원·물자에 대한 경계 및 통제
방법

2) 발사준비작업 중 ㅇ 발사준비작업 기간 중 안전관리 활동 및 화
안전관리

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계획

- 고압가스·위험물·화약류 취급 안전대책

- 위험작업시 안전반경 확보 및 운용방안
- 비상대응계획(인위적·자연적 재난)

3) 발사후 안전관리 ㅇ 발사 후 발사장 내의 위험 식별 및 위험처리
다. 보안관리 대책 1) 보안관리 대책

방안을 기술

ㅇ 발사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기술
- 경비·시설 보안계획

- 차량 및 건물 출입통제
- 외국인 및 방문객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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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술사항

4. 탑재체

기술요령

운용계획서

가. 탑재체의 개요 1) 탑재체의 개요

ㅇ 탑재체의 명칭 및 제원을 기술

ㅇ 통신, 원격탐사 및 항법 등 탑재체의 사용목적
을 상세히 기술

ㅇ 탑재체의 사용기간을 기술

ㅇ 탑재체의 운용 방안을 기술

ㅇ 탑재체의 제작자·제작번호·제작 연월일을 기술
2) 탑재체의 소유권 ㅇ 발사로부터 운용까지의 시기별 탑재체 소유권
자 등

3) 탑재물 현황

자 및 운용권자를 기술

ㅇ

탑재체내에

위험물질·방사성물질·대량살상무

기의 포함 여부를 기술

5. 손해배상 책임부
담 계획서

가. 손실예측 및 1) 제3자의 사망·부 ㅇ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부상·재산상
손해배상
담계획

부

상·재산상의
손실예측

의 손실 등 발생 가능한 경우를 예측하고 그
때의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술

2) 손해배상 부담계 ㅇ 제3자의 사망·부상·재산상의 손실 예측액에
획

대한 배상 부담계획(보험가입, 자체 배상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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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사업 보안지침
(1) 제정이유
○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공
․

포된「우주개발진흥법(법률 제7538호, 2005.5.31)」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

우주개발사업의 정보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을 원칙으로 함
-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

· 국내·외 상호 계약에 따라 비공개하는 사항

· 주요 설비·장비·핵심부품(위성개발관련 주요시설, 발사체 조립시설 및 발

사 운영시설, 추진기관, 유도제어장비 및 특수 소재 등)에 관한 세부 또는
상세 기술정보

· 위성운용, 발사체 비행시험 및 우주센터 발사운영 등에 관한 세부 또는 상
세 정보

- 공개제한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국내·외 상호 계약에 따라 공개 제한하는 사항

·주요 설비·장비·핵심부품(위성개발관련 주요시설, 발사체 조립시설 및 발
사 운영시설, 추진기관, 유도제어장비 및 특수 소재 등)에 관한 기술정보

·위성운용, 발사체 비행시험 및 우주센터 발사운영 등에 관한 정보
○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함.

-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장소

·위성 조립·시험실, 위성관제소, 위성영상 처리실, 우주발사체 조립시설, 우주
발사체의 엔진시험실· 환경시험실· 성능시험실, 우주센터, 연구실 및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

-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주서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과 같은 표
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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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사업을 하는 참여기관은 보안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보안업무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보안담당관을 지정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해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보안담당관의 임무

·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정보의 보안대책 강구

· 보안업무 관리를 위한 감사·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
· 정보에 대한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 기타 우주개발사업 관련 내·외의 보안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 보안위원회의 임무

· 보안업무 계획 및 보안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비공개·공개제한 등 정보의 세부분류에 관한 사항
· 정보의 공개여부 및 활용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보안업무 발전을 위하여 참여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임.
○

위성정보의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분류기준을 정하고 정보의 보호대책

을 마련함.

- 비공개 위성정보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정원이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위성정보

·「위성자료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위성자료

- 공개제한 위성정보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정원장
이 공개제한하기로 합의한 위성정보

·「위성자료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제한으로 분류된 위성자료
○

중요문서의 유출·분실시의 처리절차 및 방법을 정함.

- 우주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장은 우주개발사업관련 중요문서 중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 문서를 유출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
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없이 과학기술부장관 및 국정원장에게 제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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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장은 우주개발사업관련 중요문서 중 공개제한 정보로

분류된 문서를 유출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의 유출, 분실의 경
유를 참조하여 처리절차 및 처리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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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제협력
1. 한-러 우주기술협력
가.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TSA)
1) TSA 체결의 필요성
○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의거 2007년 말 우리 땅(고흥)에서 100kg급 위성을 발사
할 소형위성발사체(KSLV-Ⅰ)의 개발을 러시아와 협력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우주발사체의 개발을 위해서는 발사체 1단 등 민감한 품목이 국내로 이전·
조립되므로 러측은 정부간 우주기술보호협정의 체결을 요청

-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부품 및 기술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의해
이전이 통제되므로,

○

국가간 이전시 상대국 정부로부터 군사용 전용방지를

위한 최종사용용도와 제3국 유출방지 보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임

국제 비확산 체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엔진1단 등의 품목 및 기술자료가 국내에
반입되기 위해서는

- 동 기술의 확산 방지를 정부 간에 보증하는 기술보호협정의 발효가 전제조건
임

○

- 러측은 기술보호협정의 체결지연으로 당초 ‘05년 12월 전달예정이었던 KSLV-I

우리땅에서 소형위성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위해서는 한러
․ 우주기술보호협정

의 체결이 필수적임

2) 한-러우주기술협력협정(IGA)와 TSA의 관계
○

우주기술(특히 발사체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
며, 여기에는 기술협력협정, 기술보호협정 및 부속 의정서가 있음.

-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 (IGA): 2004년 서명, 2006년 비준. 우주의 평화적 탐색
및 이용과 관련하여 과학, 기술, 산업, 경제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 (SGA): 현재 협상안 양국 정부 검토 중. 우주기술협력

협정상(IGA)의 협력과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매우 민감한 물품(MTCR 보호품

목)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에 전략기술의 확산 방지를 정부 간에 보증하고
동 물품의 보호 및 취급 절차를 규정함

-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 의정서 (Protocol): 현재 협상안 양국 정부 검토 중SG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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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특정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주분야의 협력 중SLV-1 사업에

관한 공동협력과정에서 일어나는 MTCR 보호품목의 국내반입시 동 품목의
보호 및 취급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우주기술협력협정(IGA)은 우주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증진을 위한 우산역할을 하며 우주기술
보호협정은 협력활동 중 전략적으로 매우 민감한 물품의 이전시 동 물품의 보호 및 취급 절
차를 규정함.

- 우주기술보호협정의 의정서는 우주분야의 협력 중 KSLV-1 사업에 관한 기술보호 사안을
규정

○

기술보호협정의 필요성은 2001년도부터 제기되었으며, 2003. 4월 우주기술협력협정 협상시부
터 러측이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였음.

- 당초 러시아는 H/W 인도시점인 ’06년 말에 연방우주청과 과기부간의 이행협정으로 충

분하다고 언급했으나 최근 러시아의 수출통제위원회 가동 등 우주기술보호 강화정책을
추진(‘04.12월 이후)하게 되면서, 정부간 기술보호협정의 체결을 요구

3) 기대 효과
○

우주기술보호협정이 체결되면, KSLV-I의 상세자료 및 발사체 1단 등의 민감품목이
국내로 이전되어 ‘05년 12월 이후 중단된 한․러 발사체 협력이 재개, 발사체 개발
이 본격화됨.

○

발사체기술의 선진국인 러시아와 협력으로 발사체개발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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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독자개발보다 발사체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발사체의 신
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또한 우리 땅에서 성공적인 위성발사를 함으로서 우주기

술 선진국으로의 도약, 국가안위 확보, 국민의 자긍심 배양 등을 기대할 수 있음
4)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 체결 경위

• 한․러 정부간 우주기술협력협정 체결('04.9.21)

• 항우(연)-흐루니체프사간 기술협력계약 체결('04.10.26)
• KSLV-Ⅰ 시스템 공동설계 본격 착수('04.12.1)

• 시스템 설계 완료('05.4) 및 상세설계 착수(’05.5)

• 러측, 기술보호협정(안) 및 의정서(안) 전달 (2005. 9. 13)

• 1차 협상 : 2005. 10. 17.(월) ~ 21.(토), 외교안보연구원 (서울)
• 2차 협상: 2005. 11. 1.(화) ~ 5.(토), 러시아 외교부(모스크바)

• 3차 협상: 2005. 12. 12(월) ~ 17(토), 외교안보연구원 (서울)
• 4차 협상: 2006. 4. 9(일) ~ 17(화), 러시아 외교부(모스크바)
- 최종 문안 합의

• 서명절차 논의: 2006. 8.30 ~9.2, 러시아 외교부(모스크바)
- 합의된 문안의 조속한 서명 및 사업재개방안 논의

○

• 서명: 2006.10.17, 정부중앙청사(서울)

향후 추진계획
• '06.

KSLV-Ⅰ 상세설계 및 서브시스템별 제작 완료

• '07. 10 KSLV-Ⅰ 총조립․제작 완료 및 발사

5)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의정서 주요내용
(가) 협정
(1) 정의 및 협정의 목적(제3조)
○

외기권탐사 및 이용 분야의 공동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한 기술보호에 관한 협력체제

○

양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이 국내 법률과 이 협정에 따라 수출허가 및 기타 증명을 발

구축

행하고 통제를 행사하는 물품 및 기술인 보호품목(제1조)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고

자 하는 목적에 따라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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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입 허가 및 최종사용증명
(가). 허가의 효력(제6조)

양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 및 보호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를 통해 보

○

호품목에 대한 보안 및 비확산 요구조건의 준수를 보장

이 협정의 규정이 위반 되었을 시, 수출국은 수출허가를 취소하고 보호품목의 수출에

○

제제를 가할 수 있고, 지체없이 수입국에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

(나) 최종사용증명(제7조)

양국은 수출된 보호품목의 최종사용이 제출한 신청서와 일치함을 보장

○

(3) 통제 및 호위기능(제8조)
○

양국은 수출허가 조건이 상시 준수됨을 보장하기위해 요청시, 조사기회를 제공하

○

양국은 각국의 보호품목이 수입국에 머무는 동안 각각의 보호품목을 비무장 호위

고, 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상호 합의

할 권리를 보유

- 양국대표는 본 협정에 따른 보호품목에 대한 권한행사 및 통제, 감시 ,조사 및 관
리 기능을 수행

(4) 접근가이드라인 및 보호품목의 방지표시(제9조)
(가) 접근가이드라인(제9조)
○

수입국내 보호품목을 전적으로 이용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격리구역
에 대해 수출국 대표가 접근 제한 및 통제

- 수입국은 수입국 대표가 수출국 대표의 호위없이 이러한 시설에 들어가거나 체

○

류하지 않을 것을 보장

수입국내 보호품목과 관련된 공동업무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에 대해 양국이 공동
접근권 보유

(나) 보호품목의 방지표시(제10조)
○

양국은 모든 보호품목에 대한 표식부착

(5) 수출 및 운송(제11조)
○

수출국은 수입 및 역내운송에 필요한 모든 기술보안계획(보호품목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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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를 설명한 계획으로 양국의 공동활동 참여자가 작성하고, 권한있는 당국
이 승인, 제1조, 제5조)의 시행을 전제로 보호품목을 수출
- 보호품목의 국제 운송시 양국의 사전허가 필요

- 수출국은 보호품목의 선적을 수입국에 사전통보하고, 수입국은 화물의 보안을
○

위해 이 협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보장

국제운송은 수출국의 관용으로 운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특별 용선 계약하여
이루어지며 사전에 수입국과 사전조율

(6) 세관검사를 위한 보호품목의 확인(제12조)
○

수출국은 선적품목을 제공하고, 공동활동과 무관하고 신고되지 않은 화물이 선적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보증

통상적인 상황하에서는 보호품목에 대해서는 세관검사가 자제되어야하며, 세관검사

○

시 보호품목을 특별취급(특별장비 이용, 육안검사, 노출금지, 수출국관리의 입회 등)

(7) 재산의 법적, 물리적 보호(제13조)
○

○

보호품목은 수입국내에서 행정행위, 억류, 몰수와 같은 강제집행의 면제보장

수입국내에서 보호품목의 이전 또는 사용에 대해 금지를 수반하는 행정 명령시(세관
상의 위반행위로 세관조사 정지, 국가안보․공공질서․인명 또는 자연환경에 위협으로

보호품목의 이동과 사용에 대한 제한조치, 공동 활동시 자원 및 용역의 배치로 보호
품목의 사용에 대한 제한조치, 보호품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조사 등), 양국은 즉
시 협의

(8) 운송, 보관 또는 발사중의 비상사태
○

양국은 비상사태 발생시 보호품목의 부품․잔해의 수색을 위해 모든 협력 강구
- 보호품목의 부품․잔해의 수색, 확인, 수거시 수출국대표의 참여 보장

- 수출국대표에 의해 확인된 보호품목의 부품․잔해의 반출시 수입국은 수출국 대표
의 호위 보장

(9) 취급제한정보 및 비밀정보의 보호(제16조)
○

일방당사국에 의해 국가기밀로 분류된 특정정보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제공될
필요성이 있을 때, 비밀정보의 이전 및 취급절차는 양국간 서면합의한 이행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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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국내법에 따름

공동활동중에 생성된 취급제한정보는 “대외보안”으로 표시하여, 이의 접근과 배포

○

는 국내법률에 따라 제한

취급제한정보 및 비밀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은 최소한으로 축소

○

(10) 최종규정(제19조)
○

일방 당사국이 협정을 종료하고자할 때, 일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며, 이 기간

○

협정의 종료후에도 이전된 보호품목의 보안․사용․취급과 관련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

동안 양국은 협의 및 협정종료와 관련한 실무적인 조치를 정의

한 의무는 보호품목의 이전시 규정한 기간동안 또는 일방 당사국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시 1년간 협의시 규정하는 기간동안 계속 적용

(나) 의정서
(1) 정의 및 목적
(가) 정의(제1조)
○

한민국우주발사시스템(KSLS)은 러시아 수탁자( 러시아 연방 국영기업인 Khrunichev,

NPO Energomash, Desiggn Bureau of Transport Machine-Building)와 대한민국 수탁
자(항공우주연구원)가 공동작업의 체제 내에서 개발하는 발사체로 100kg의 페이로드
를 지구저궤도에 올릴수 있는 KSLV-I 경량발사체와 지상단지로 구성

○

보호품목은 대한민국우주발사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인도

되는 발사체 1단, 분리 시스템 연결부와 발사체 1단용 액체 추진제, KSLS를 위해
계획된 운용 문서, 발사체 1단용 장비와 지상 제어 시스템 단지의 장비 세트, 발사

체 1단용 관측소 장비 등과 이의 운용 문서를 말함
(나) 목적(제2조)
○

이 의정서의 목적은 평화적 목적의 KSLV-I의 발사를 위해 보호품목을 대한민국으
로 수입, 개발․운용기간 중의 사용, 임시로 반입된 보호품목의 러시아연방으로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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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관련한, 기술보호협정의 원칙과 규범의 이행을 구체화하고 확인하는 것임
(2) 접근 권한(제4조)
○

우주센터 및 그 내부의 모든 장소에 대한 접근은 대한민국 정부의 관리하에 있고,
예외적으로 보호품목을 전적으로 이용하는 작업을 위한 시설․운송차량 및 구역에
대한 접근통제권한은 러시아가 보유

○

공동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우주센터의 영역은 특수보안체제의 구역으로 지

○

공동활동을 위한 우주센터내 시설 및 구역은 양국이 공동접근 관리하며, 양국은

정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계보안을 수행

발사체와 페이로드를 조립하는 동안, 발사체 부품의 조립 후 발사 직전까지 발사
체를 공동 호위

(3) 러시아 대표의 의무와 지위(제5조)
○

러시아는 협정 및 의정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해 대한민국에 공동사
업관리 사무국을 설치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적절한 지원 제공

-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 대표에 의한 통신문 배달을 포함하여, 보호품목과 관
련한 특수통신의 사용을 허용

(4) 기술자료(제6조)
○

우리나라에 이전 가능한 기술자료는 궤도변수, 발사체 비행 프로그램, 폭발, 화재

안전성, 발사체의 비행 신뢰성에 관련된 자료, KSLS사용자 교범, KSLS의 발사체

및 지상단지의 운용문서 등임
○

양국은 별도의 서면협정 없이는 보호품목과 관련된 기술이 이전되지 않는 것을
인정

- 러시아정부는 러시아대표가 대한민국 또는 제3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보호
품목의 설계․개발․생산․제작․개량․현대화를 위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금함

(5) 지적재산권(제7조)
○

러시아는 KSLS 보호품목의 설계․개발․생산․제작․개량․현대화와 연계된 지적활동의 결
과에 대한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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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품목의 시험 및 운용과 관련된 지적 활동의 결과는 공동소유

(6) 범죄에 대한 협의(제9조)
○

러시아 대표 및 동반직계가족이 대한민국 영역내에 체류시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

하여 고발된 경우, 양국은 법적절차를 포함한 사건과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협의

○

러시아 대표 및 동반직계가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체류시 러시아 연방법률을 위
반한 혐의가 있음을 통지시 양국은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협의

나. 조인트벤처
1) 개요
○

2004년 9월 한-러간 우주기술협력협정(IGA)체결로 한-러 우주협력 가능성 기대
되었으며 한국의 과학기술부총리(오명)과 러시아연방우주청장(Perminov)사이에
전자부품 개발 및 공급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

2005년 2월, 3월, 9월, 11월, 2006년 6월에 양국의 전문가들이 상호 교환방문을

○

한국의 우수한 전자부품 개발기술과 러시아의 우주용 전자부품의 인증경험을

통하여 향 후 우주전자부품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을 논의함

통합하여 양국에 이익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실행을 위한 한-러 조인트
벤처 설립을 논의하고 있음

○

기획사업을 통하여 러시아의 우주부품인증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한국의 전자부
품 개발수준과 생산능력을 파악하였음

2) 조인트벤처 설립의 의의
○

한국의 우주기술개발이 해외의 선진우주기술에 대한 기술도입위주의 우주관련

국제협력에서 한국의 전자부품 개발 및 생산기술을 우주부분에 접목시켜 러시
아의 우주개발 시장을 개척함으로서 품질에 대한 자신감 및 신뢰성을 향상시켜

향 후 한국의 위성개발 부품의 국산화대체 및 세계의 우주개발시장에 판매하여
경제적 효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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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우주개발중장기 계획에 의거 한국에 위성전자부품의 screening 기술 및 인
증기술 획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수 있으며 러시아로 제품을 공급함으
로써 한국산 전자부품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음.

○

러시아의 우주개발계획에 의한 전자부품의 수요증대에 따른 한국산 전자부품 제
공요청에 의하여 러사아와의 우주분야 국제협력의 확대를 할 수 있음.

3) 상대기관
○

Russian Institute of Space Device Engineering(RISDE) : 1946년에 설립된 러시아
의 우주개발기관의 하나로서 2005년 말 기준으로 종업원이 4000명이고 매출액

이 1,150억원(2005)인 국영기업체임.
○

주요 사업분야로는 위성부품제작, 위성개발, 지상국개발, 위성전자부품인증 등
약9개 우주관련 사업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에서 우주부품 인증 및 공급에
있어서 러시아 전체 위성 전자부품시장의 80%를 공급하고 있는 러시아 최대의

우주전자부품 공급기관임

4) 항공우주(연) 및 정부의 역할
○

러시아와의 조인트벤처는 단순히 전자부품의 러시아 공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전자부품 개발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국내 우주개발에
사용되지 못하는 한국산 전자부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러시아 측으로부터 받아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내에도 인증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연구원 및 정부는 이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함.
○

우선 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우주전자부품 규격화 및 한-러 부품규격표준
화 사업으로서 국내의 전자부품 인증을 위한 기본 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NASA/MIL 규격이나 ESA규격 등을 참조하여 수립해야 할 것임.

○

현재의 한국산 전자부품은 산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생산된 것으로서 우주의 극

한환경에서 필요한 전자부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주용 전자부품
의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업추진은 연구원 또는
정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상기와 같은 연구사업과 조인트벤처의 운영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상호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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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인트벤처의 초기 운영에 관한 예산은 연구원 또는 정부
의 지원이 필요함
5)
○

기대효과
우주전자부품의 공급은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술 및 경험을 축적한 기업들에 의
하여 독과점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제품을 러시

아에 공급함으로써 한국의 전자부품에 대한 신뢰성을 축적하여 한국의 위성개발
에도 한국한 전자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기술 선진화 및 세계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EEE parts 중에서 산업용 부품이 가능한 부분은 현재의 생산라인에 있는 부품들

을 screening하여 공급이 가능하나 보다 극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부품은 별도

의 개발이 필요한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에도 특수 용도의 EEE parst
개발기술의 확보가 가능함.

○

러시아는 수십년 동안 우주개발을 하면서 우주부품에 대한 인증기술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한국은 전자부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기술 및 인증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와 최신 장비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그러한 기술들이 상용 전자부

품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주용 전자부품은 별도의 절차와 경험이 필요하

고 상용전자부품들과는 달리 방사능시험과 같은 특수 시험기술이 필요한데 러시
아와의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우주전자부품의 인증기술 확보가 가능함

○

러시아와의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하여 한국산 전자부품이 러시아의 시장에로의

○

한국산 전자부품의 신뢰성 미확보로 인하여 국내개발 위성전자부품을 전량 외국

진출을 가능하게 할 것임.

전문업체의 공급에 의지하고 있는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
한다면 국내개발 위성전자부품에 국산 전자부품의 채택이 가능함

2. 한-중 우주기술협력
가. 한국과의 국제협력 현황
○ '93년7월

항우(연)↔중국공간기술연구원(CAST)간 우주기술협력에 대한 MOU 체결

- 우주기술공동개발, 기술정보 및 연구인력 교류지원

○

- 위성설계 전문가 초청 기술회의 개최

중국주도로 추진되었던 아․태지역 다자간 우주기술협력회의(AP-MCSTA)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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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96년에는 제3차 AP-MCSTA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도 함

○

아리랑위성2호의 발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미국의 위성부품 수출금지로 인

○

공동연구 : 대구경 광학계 광정열 연구

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러시아 발사체를 선정함

- 상대연구기관 : 장춘광학정밀기계물리연구소(CIOMP)
- 연구기간 : 2000년-2002년(3년)
- 총연구비 : 160,000천원

○

전문가 유치

- 과제명 : 아리랑위성 OSMI 센서의 특성분석
- 과학자명 : Dr. Pan Delu

- 기관명 : 중국 제2해양연구소
- 기간 : ‘98. 12 - 99. 7
○

국가항천국주관 우주기술 및 원격 탐사 응용에 대한 교육훈련 참가

- 일시 및 장소 : ’02. 7. 11 ～ 8. 10, 북경

- 훈련내용: 원격탐사 위성자료 처리, 응용 및 수신시스템, 원격탐사위성 및 소
형위성의 설계이론 등

- 한국 참가자: 총 2명(KARI 1명, KAIST Satrec 1명)
나. AP-MCSTA 및 APSCO와 한국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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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발표, 기술정보
교환, 공동연구사업추진 등과 아․태지역우주기구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구축을 하

는데 있으며 7차 회의(’03년 8월)까지 개최되었으며 8차회의는 2005년 파키스탄
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APSCO 출범과 관련하여 취소됨.

○ AP-MCSTA는 중국(CNSA: 항천국)이 주도한 아.태지역 우주기술협력회의로서 과
학기술부가 Liaison Committee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동안 상기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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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관계관 및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매년 중국 정부
에서 동 회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음.
○

SMMS (Small Multi-Mission Satellite)는 460kg 소형위성의 아․태지역 공동개발사

업으로서 AP-MCSTA 부산물로 추진되었으며 2007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동 사업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98년 4월 태국에서 개최되는
SMMS사업수행 서명식에서는 외교통상부 요청으로 참석한 바 있음

○

‘01.9.17～9.22일 까지 중국(북경)에 개최되었던 제 6차 아․태지역 우주기술회의

○

아․태지역 우주협력기구(APSCO)는 AP-MCSTA의 활동을 대행할 아․태지역내의 우

에서는 아․태지역 우주기구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음.

주활동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유럽의 ESA(European Space Agancy)와 같는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서 중국이 주도하여 형성하고 있음
○

한국은 AP-MCSTA설립 초기부터 참여하였고 1996년에는 제3차 AP-MCSTA를 서
울에서 개최하였음.

2) APSCO(아․태우주협력기구)
○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상호국가간의 이익과 보완 및 우주개발을 위해

동

등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우주과학과 우주기술 지역 국가간의 협력으로 독립된
아․태지역의 우주협력기구를 결성함.

○

2005년 10월 28일 북경에서 중국, 태국, 파키스탄, 페루, 몽골, 이란, 인도네시아

○

우주과학, 우주기술, 그리고 이들의 평화적 응용을 통해서 회원국가 들에게 좀

○

APSCO는 8개국의 서명으로 설립되었으나 아직 조직 및 예산을 갖추고 있지 않

○

그동안 설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며 한국은 Observer자

○

현재까지의 가입 회원국으로는 중국, 태국, 파키스탄, 페루, 몽골, 이란, 인도네시

및 방글라데시가 APSCO 가입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범되었음.
더 많은 사회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은 상태로서 각 회원국가의 의회에서 비준이 날 경우 성립됨.
격으로 참여하여 동향을 파악하였음.

아, 방글라데시 및 터키의 9개국이며 중국과 몽골은 의회비준을 획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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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주기술의 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통제체제로는 MTCR이 대표적이며, 아
시아 참여국으로는 일본과 한국이 있음. 본 통제체제는 기존 기술보유국 상호간
의 공조 및 비회원국으로의 기술이전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태우주협력

기구 설립에 거론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MTCR 비회원국으
로서, 만약 일본의가 이 기구설립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비회원국으로의 기술이
전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주목을 받을 우려가 있음.
다. 중국과의 국제협력 전략
○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우주개발을 선도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APSCO를 창설하였으나 한국, 일본 및 인도 등 우주개발 주도국의 불참으로 기

구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은 기술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을 경계하는 미국의 입
장을 고려하여 본 기구 가입이나 적극적인 활동을 꺼리고 있음.
○

현재 우주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은 기술개발 및 선진기술의 이전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실정임.

또한 MTCR 등 기존 국제체제 가입국으로서 불필요한

외교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협력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현재의

AP-MCSTA 와 같은 비상설 협의기구 형태의 협력을 지속하거나 APSCO에는
Observer로 참가하여 동향파악을 하는 것이 적절함.

○

그러나 중국과는 관련 기관끼리의 상호 방문을 통한 협력회의를 통하여 향후
협력가능한 분야를 도출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함. 예로, 중국의 항천과

기집단공사(CASC)는 중국의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국영기업체로서 항우(연)과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

므로 본 기관과의 대화를 지속하여 신뢰를 구축한 후 협력가능한 사업을 도출
할 필요가 있음.

3. 한-일 우주기술협력
가. 한국과의 국제협력현황
○

○

‘00년 4월 NAL과 항공기술협력MOU 체결

‘02년 1월 NASDA와 우주기술협력서 체결하여 일본 JEM(ISS실험모듈)활용 연구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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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5년 3월과 ’06년 3월에 KARI-JAXA와 우주기술협력회의 개최하여 상호간 정

보교환 및 국가우주개발 계획소개

‘06. 6월 KARI-JAXA간 MOU 체결하여 협력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일본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아-태우주기관포럼(APRSAF)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
며 2003년에는 한국에서 제9차 APRSAF를 개최한 바 있음

나. APRSAF
1) 개요
○

1992년에 개최된 아․태지역 국제우주년회의(APIC)의 선언을 기반으로 1993년 제
1회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APRSAF :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이 일본의 과학기술청, ISAS, NASDA 및 리모트센싱기술센터(RESTEC) 후
원에 의해 개최되었음.
○

APRSAF는 1992년의 ISY(International Space Year)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아․태지역 우주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교환을 도모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매년 아․태지역 우주전문가가 참석하여 정보교류의

장으로 역할수행
○

APRSAF의 목적은 아․태지역내의 우주개발기관 대표를 초청하여 우주기술 협력

방안 모색 및 아․태지역 Network 구성을 도모하고

역내 국가의 우주프로그램

소개를 통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아․태지역 국가의 우주기술 협력과제 도출함
2) 회의실적
○

1993년부터 2006년까지 13차에 걸친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이 개최되었으며 각
국의 우주개발현황 소개 및 아․태지역 우주기술협력방안 논의되었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정기적으로 동 포럼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음.

APRSAF는 4개의 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탐사분과, 통신 및

위성응용분과, 우주정거장분과 및 우주교육분과로 나누어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
음.

○

APRSAF 기틀안에서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
행을 위하여, 우주기관, 재난관리기관 뿐만아니라 관련 국제기구들을 가능한 많

이 참석시켜 시기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하고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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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기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Sentinel Asia" pilot

project를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상세한 실행계획으로
수행하는 조치를 취함.
○

재난관리를 포함한 아태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Wideband Inter Networking

engineering test and Demonstration Satellite(WINDS위성)의 응용의 증진 및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 및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통하여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우주응용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함.

○

2005년 10월 일본에서 열린 제12차 APRSAF 부터 side event로 아태지역의 학생
들이 참여하는 제1차 국제 물로켓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3) 우리나라 활동현황
○

한국은 본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우주개발현황 소개 및 협력방안

○

한국은 2003년 제9차 APRSAF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하였음.

○

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2005년 제12차 APRSAF에는 한국에서 선발된 3명의 학생이 국제물로켓경진대회
에 참여하였으며 2006년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대표로 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
음

다. 일본과의 국제협력 전략
○

일본과는 2005년부터 항우(연)과 JAXA사이의 정기적인 협력채널이 형성되어 대

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일본의 주도로 운영되는 아․태우주기관포럼(APRSAF)에 참

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력안건 도출이 없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우리
의 우주개발에 이익에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함
○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지역에서의 우주개발 주도권을 가지려는 시도

로서 APRSAF의 실행과제를 통하여 주변의 국가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음.

예로, 2006년부터 일본은 Sentinel Asia라는 프로젝트로 위성자료를 응용하여 아․

태지역의 재난감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에 한국이

아리랑 위성자료를 가지고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한국은 아직 적극적인 참
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 내에서 실용위성 개발기술을 보유하
고 위성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서, 관련 자료의 활용 및 축적기술의 전
파를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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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나로우주센터의 발사체의 발사궤적에 대한 일본 측의 관심이 높아지
고 있으며 일본내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내부적인 대

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한국의 우주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주변국 특히, 일본과의 관계설정에 중요성을 두어야 할 것임.

4. 한-미 우주기술협력
가. 미국의 우주 정책방향
1) 미국의 우주정책과 프로그램의 역사
○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우주정책은 성공으로 1969년부터 1972년 동안 12명의
미국인이 달을 거닐었으며, 1967년에 발사 시험 중에 3명의 아폴로 우주비행사

가 사망했으며, 1986년 1월과 2003년 2월에 우주왕복선 사고로 14명의 우주비행
사가 사망함.

○

예산 측면에서는 달에 인류를 보내기 위해 예산이 최대로 도달한 후에, 1970년

이후로 최대에서 약 20%에 이르도록 NASA에 할당된 예산이 급속하게 감소하였
으며 35년 이상 연방정부 예산에서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옴.

○

아폴로가 계속적으로 로봇을 사용한 우주과학과 인류탐험을 가능하게 한 NASA

조직을 만들어냄. 우주강대국으로 냉전 이후에 우주에서 소련과 경쟁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NASA는 세계
에서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미국 국민의 자존심이
됨.

가) 스프트닉 이전의 미국의 우주정책
○

미국의 자존심은 1957년 10월 4일에 소련이 첫 번째 인공위성인 스프트닉호의
발사로 미국은 공포에 휩싸였었음.

이는 미디어와 국회에서 소련의 힘과 자존

심이 성장했다는 암시이며 과학, 기술, 공학 및 사회 조직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음.

○

진주만 폭격을 경험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많은 관련자들은 소련의 핵 공격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우선권을 정책으로 선택했었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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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먼저 위성을 발사하면 미국의 명성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에게는 소련으로부터 갑작스런 공격의 위협이 더욱 큰 관심사였음.
○

소련은 철의장막으로 닫혀진 국가로 1950년대 소련의 위협에 대한 전략적인 정

보를 수집하는 어려움은 미국의 커다란 약점이었음. 소련에 대하여 아는 것과

군사기지, 핵시설, 미사일 시설, 폭격기, 비행기 등과 같은 것에 대한 수와 장소

를 알아내는 것이 대륙 차원에서 전략적인 정찰 요구였음. 소련의 영역에 비행
기와 카메라를 장착한 비행선을 보내는 것이 그 당시에 전략적인 정찰의 가능
한 유일 수단이었음. 자연적으로 소련의 항공은 보호 받았으며 국경지대 가까이
에서 미국의 정찰비행은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미국 조종사들의 사망을 초
래하기도 했음.
○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함. 첫 번째로 1955년에 소련의 영공을 비행하기 위해
U-2 첩보 비행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것은 국제법을 어기는 것

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험한 해결책이었음. 아이젠하워는 비군사 조직에 프
로그램의 책임을 주기 위해 민간인 비행사를 가지고 U-2기의 운용을 공군의 지
원 아래 중앙정보부를 선택함.

-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영공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 소련을 개방하는 시도
를 하였음. 영공에 대한 프로그램의 생각은 미국과 소련의 첩보기가 전략적인 정
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영공을 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임. 이

프로그램에 찬성하는 논쟁자들은 상호 투명성과 안정성이 제공된다면 공포, 그릇
된 판단이나 이해로 핵전쟁이 야기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지적

- 조치는 1956년 미국의 U-2가 비행을 시작했을 때 소련의 응답을 완화시키는 것
을 도왔다. 소련은 U-2 비행에 한편으로는 비행기 격추를 시도하는 한편 외교
통로를 통해 조용하게 대항했다. 그러나 그들은 프로그램이 가동한지 4년이 지

나서 Gary Powers의해서 1960년 5월 1일 U-2 유인기가 격추될 때까지 언급하
지 않았음. 미국의 설명은 U-2기는 민간 기후 정찰기라고 주장
○

1954년 11월 27일에 소련을 정찰하기 위한 공군의 WS117L 정찰 위성 프로그

램을 시작했으며 1955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WS117L 정찰 위성 프로그램으
로 소련을 감시하는 것을 승인함.

그 당시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위성이 잠재

적으로 비행정찰의 위험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해했음. 첫 번째 위성은 전통적인
비행 방어에 의해 추격되거나 파괴되는 위험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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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위성이 다른 나라의 항공을 비행하는 것이 국제법상 위반하는 것인지

○

이러한 국가 방어 관심사가 1955년 극비리에 논의되는 동안 미국의 과학자들은

에 대한 명확하지가 않음.

독립적으로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중에 과학위성을 1957년 6월부
터 1958년 12월 사이에 발사할 계획을 세움.

․ IGY는 전지구 즉 대지, 바다, 대기, 우주환경을 주요 연구
○

해군연구소는 국가과학협회에서 지원받아서 소형 과학위성을 개발했다. IGY의

미국의 우주 기여로써 수정된 과학로켓 바이킹호에 탑재되어 발사될 계획으로
이것이 뱅가드 계획이며 첫 번째 발사는 IGY와 관련하여 1957년 말이나 1958년

초에 계획되어짐. 해군연구소가 개발과 운용에 책임을 지고 있어 이 계획은 영

공통과의 권리를 설정하는 미국의 수단이 됨.
○

육군의 Army Ballistic Missile Agency’s (ABMA) 계획은 오비터 계획이라 불리
워졌다. 그러나 행정부는 1955년에 IGY의 허가없이, 과학적 포장없이 미국의 군
사 미사일로 미국의 군사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소련에게 도발행위로 비쳐질 수
있으며 소련의 저항을 형성하여 우주에 대한 자유 설정하는 것에 실패를 이끌
수 있다고 결정했음.

○

소련이 1957년 10월 4일 스프트닉 I로 미국을 앞서나갔으며 영공비행의 합법은
미국이 스프트닉의 미국영토 침해를 문제삼지 않아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
았음. 국제법상 전례가 이루어진 것임. 미국에게 정찰위성을 개발해서 소련의
내부를 관찰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길이 명확해짐.

○

미국의 안보의식은 스프트닉이 미국이 지구 반바뀌 떨어진 국가에 의해 직접적

으로 위협을 받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흔들리기 시작했다. 위기 환경은 미디어에
서 국회에서 용솟음 쳤지만 아이젠하워는 스프트닉 I의 발사가 위기 응답의 보
장이 아닐지라도 그는 정치적으로 일련의 재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
음.

- 첫째, 미국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미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위성을 궤도에 발

사하는 것이 필요했음. 뱅가드 발사 시도는 1957년 10월 6일에 TV가 중계하는
중에 실패.

- 육군은 인공위성의 발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1958년 1월 30일 익스플로러 I호를
쥬피터 로켓으로 지구궤도에 발사하는데 성공. 1958년 2월 다른 발사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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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뱅가드 위성은 1958년 3월 17일에 성공.
○

아이젠하웨 행정부가 취한 2번째 조치는 미국정부가 우주를 인식하는 것임. 의

도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려 끝에 3개의 우주활동이 개발된 것임. 하나는

군사우주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1958년 2월 7일에 이러한 활동은 새로 조직된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ARPA)에 할당됨. 이 사업은 WS-117L 정
찰 위성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아이젠하워는 군사적인 우주 활동을 총괄
하는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기를 희망함.

다른 활동은 같은 날에 소련을 관찰하

는 코로나로 불리는 특급 비밀 전략 정찰 프로그램을 승인했음. 이 프로그램은

WS-117L의 일환이며 관측 정보 위성임. 코로나 위성의 관리는 CIA 할당되었고
공군은 U-2 프로그램을 관리를 할당받음.

3번째는 분리적으로 민간우주 프로

그램을 만드는 것이며 그것을 관리하고 과학과 탐험 활동을 초점을 맞추고 공
개된 것을 수행하고 국제 협력을 개척하는 것임.

스프트닉 발사 후 즉각적인 토론의 결과를 주목하는 것은 가치가 있음. 미국 정

○

부는 우주프로그램을 민간, 군사 및 정보 우주로 분리했으며 반세기가 지난 오
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음.

2) 민간 우주 프로그램 설립
○

미국이 민간 우주국을 분리해서 만든 이유로는 초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우주
프로그램의 주요 초점은 군사 및 정보 임무 때문임.

분리해서 민간 우주국을 만

드는 것은 불필요 할 것 같았으나 그는 민간우주 프로그램이 우주 과학과 국내
외의 과학자들에게 중요하다고 확신함.
○

미국은 소련의 군사적인 성격에 반해서 과학적이며 평화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주장함. 이를 증명하기위해 민간 우주국이 요구사항이 결정 되었을 때 군사적 옵
션이 제거됨으로써 이를 뒷받침함.

○

첫 번째 옵션은 처음부터 새로운 정부국을 만드는 것이나 법적, 기금, 조직 및
새로운 시설을 세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림.

두번째 가능성은 민간 우주

활동을 Atomic Energy Commission (AEC)을 확장해서 할당하는 것이나, AEC은

경험이 없으며 민간 우주 활동은 현재의 활발한 국가 안보 기능을 방해할 것이

라 판단함. 마지막으로 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 (NACA)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으로 제공됨.

NACA는 로켓, 우주에 대

하여 경험이나 능력은 없었지만 호감이 가는 많은 요인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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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A는 국방성의 부분이 아니며 비행 기술에 경험이 있음.

세계 1차 대전 중

군사와 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이 있음. 또한 광대한 항공 연구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해력 있고 잘 설명된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

경험과 인프라 및 잘 계획된 계획의 결합은 민간 우주국으로 선택되어

짐. 1958년 3월초 까지 NACA에 우주국을 만드는 초안의 법안을 생성.
○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56년 4월 2일에 국회에 1958년에 국가 항공우주국의 제
안을 보냄. 예산이 수정되어 통과했으며 1958년 7월 29일에 아이젠하워가 서명
함.

그것은 미국의 우주정책을 설정했으며 의회가 일반 복지와 미국의 안보는

충분한 규정이 항공 우주 활동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을 선언한 것임.
○

조항에 언급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국방성에 직접 책임이 있는

무기 개발, 군사 운용이나 미국의 방어와 관련이 있는 군사 우주활동과 구별됨.
1958년의 국가 항공우주 조항의 나머지는 새로운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조직의 목적, 기능 및 구조를 표현됨.

○ 1958년

10월 1일에 NACA는 종료되었고 NASA가 발족하게됨. NASA는 즉각 미

국 안보의 중요성과 고위급의 정치적인 지원을 받아서 미국의 우주활동을 통합
하고 조사하기 시작하였음.

○

NASA는 성공에 필요한 부가적인 자원을 요청했고 국회는 매릴랜드주 그린밸

트에 있는 새로운 Goddard Space Flight Center의 건축을 위한 자금을 승인하게
됨.

뱅가드 프로그램과 참모들은 해군연구소로부터 초기 참모의 핵심으로 고다

드로 전근됨.
○

유인 우주비행 임무는 공군으로부터 NASA에 이전되게 됨. NASA는 육군이

ABMA와 칼텍의 JPL에 보유한 최신 기술 및 인원이 필요하였음. ABMA는 유명
한 von Braun rocket 팀을 포함한 최상의 로켓기술과 경험이 많은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임.

JPL은 첫 번째 미국의 위성을 개발한 최상의 기술진 조직

이 2개의 조직은 육군의 우주활동의 중심이었고 강한 관료정치의 혼란 후

1959년 말에 NASA의 경영에 복속되게됨. ABMA의 알라바마주 헌츠빌에 있는

우주 관련 요원, 시설, 인프라는 George C. Marshall Space Flight Center가 됨.
○

NASA의 물리적인 인프라가 강화되는 동안, NASA의 장기간 계획이 개발됨과 동
시에 무엇이 민간 우주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지 행정부의 요원들에 의해

토의가 이루어짐. 결국, 2가지 길이 채택됨. 1가지 길은 미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뚜렷한 우주 업적을 목표로 소련과 우주 경쟁을 하는 것이며 다른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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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으로 정당화된 목적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음.
3) 미국인의 달 여행
○

1959년에 NASA는 장기간 목표로 달 및 가까운 혹성에 인간을 보내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 및 자금의 예비 계획을

시작함. 백악관은 이러한 계획에 동참했으며 1960년 12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퇴임 1달 전에 NASA가 계획한 것을 간단히 공표함. 1958년 스프트닉 발사의 결

과로써 NASA가 조직된 이래 아이젠아워 대통령의 우주정책은 절제된 야망을
채우고 주의깊게 민간 우주활동에 진입하는 것임.

○

우주정책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주요한 관심사는 아니었음. 그
것은 3달이 지나지 않아 1961년 4월 12일에 소련이 첫번째 우주인인 유리 가가
린을 지구 궤도에 갔다 귀환한 후 변화하게 됨.
2번째가 됨.

다시 한번 미국은 기술 업적에

1957년 10월 4일에 스프트닉 1호가 미국의 새로운 민간우주국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아이젠아워 대통령은 우주 업적에 소련과 심하게 대
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음.
○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이 소련에게 계속적으로 우주에서 앞서도록 두지 않기로
결정하고 4월 20일에 그는 그의 자문위원, 존슨 부통령에게 유인 달탐사의 가능
성을 질문하게 되고 NASA의 Wernher von Braun 박사가 가능함을 보고함.

○

케네디는 1961년 5월 25일 국회에서 미국이 지구에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많은 방법중에 우주 업적에서 선도 역할을 수행할 시기가 되었다는 추천서를

받아들임. 그의 연설의 촛점은 1960년대가 끝날 때까지 인간을 달 세계에 착륙
시켰다가 무사히 지구까지 귀환시키는 목표를 달성시키고 싶다는 것으로 이것
이 아폴로 계획의 시작이며 1968년 크리스마스에 아폴로 8호로 달 순회하였고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로 첫 번째 달착륙을 하였으며 연속해서 5번의 달
표면을 관찰하게 됨.

○ 이후

NASA의 예산은 89% 증가되었고 1962년에 또 다시 101% 증가됨. NASA의

예산은 연방정부 예산이 4% 이상이었음. 1958년 10월 NASA가 운용을 시작했을
때 고용인은 8,000명이었으며 아폴로 사업의 절정에서는 34,000명을 고용했고
375,000 명의 산업체와 학교와 계약을 하기도 하였음. 미래에 이러한 산업체와
학교의 기지가 민간과 국가의 안전 우주와 보호노력에 기여했다. 아폴로는 대학
에서 과학과 공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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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폴로 외에 NASA는 1960년대에 야심찬 우주 과학 노력과 상업적인 통신 위성

○

NASA의 확고한 예산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자원과 아폴로 이후 35년과 달리

산업과 기상위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개척자 역할을 수행함.

충돌이 없었음.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걸음을 디뎠을 때까지 미국은 케네

디 대통령이 8년 전에 언급했듯이 우주업적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 것은 명확했

었음.

4) 달에 갔다 온 후 무었을 했을까?
○

미국민과 행정부는 아폴로계획이 끝난 후 35년 동안 계속해서 민간 우주 프로

그램을 할 작정이었으나 NASA가 야심찬 목적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음. <그림 V-1>은 NASA에 할당된 예산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2개 부분에서

뚜렷한 형태가 나타남. 하나는 아풀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1960년대 초에 예
산이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는 것과 이후 1965년부터 1974년에 급격한 감소가
있으며 35년 이상 예산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임.

○

특별한 시기에 NASA의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미국 국민과 지도자에게 연방정

부 예산의 1% 이하로 민간 우주 프로그램에 할당했음. 이러한 것은 매년 연방

정부 예산이 백악관에서 수립 되었으며 의회에서 승인되거나 결정됨에 따라 만
들어졌으며 강화되었음.

○

그러한 할당내에 국가 지도자들은 NASA가 다른 우주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우주 비행도 수행하기를 기대함.

아폴로 프로그램 후 민간우주 정책을 형성하

는 첫번째 조치는 부통령인 Spiro T. Agnew가 의장인 Space Task Group에서
1969년 2월에 만들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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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룹은 미국의 우주프로그램이 아폴로 계획이 끝난 후의 명확한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을 준비하여 1969년 9월 15일 보고서에서 Space Task Group은 미래의
우주정책에 대해 첫번째 목표로 이세기가 다 가기 전에 화성에 유인 우주선으
로 탐사하는 장기간 목표에 촛점을 맞추어서 새로운 능력개발과 미국의
찬 계획을 수립함.

야심

지구저궤도에 일련의 우주정거장, 달탐사 및 재사용 발사체

인 우주왕복선이 보고서에 포함됨.
○

Space Task Group의 추천서는 달여행, 궁극적으로 화성으로 진출하는 인류의
우주비행을 국가 장기계획으로 수립했다. NASA가 아폴로 후 계획으로 승인을

획득하기로 원한 첫 번째 프로그램은 아폴로에 사용되어진 Saturn V로 우주 정
거장에 12명 선원을 보내는 것이었음. 더욱이, 재사용 발사체인 우주왕복선을
개발해서 선원과 우주정거장에 필요한 공급물을 수송하는 것임.
○

닉슨 행정부가 NASA예산 감축의 결정으로 우주정거장 승인을 거절했을 때

1970년 가을에 NASA는 우주정거장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연기했음. 우주정거

장 궤도에 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를 설계하도록 우주왕복선 계약자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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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에 그러한 개발을 승인해야 할지에 대하여 실행가들과 참모진 사이에 강
한 논쟁이 있었음. 닉슨의 과학 및 예산 참모진은 NASA의 예산을 더욱 삭감하기
를 원했고 아폴로 16호와 17호의 취소를 원함. 대통령의 오랜기간 친구인 Caspar

(Cap) Weinberger 역시 동의하지 않았음. 그는 1971년 8월 NASA예산 삭감 및 남
아있는 아폴로 임무의 취소는 국내에서 국외에서 신용을 얻기가 어렵다고 확신
하였음.
○

이러한 논쟁은 1972년 1월에 우주왕복선 개발에 대한 승인을 얻음. NASA는 우
주왕복선을 개발하는데 1970년대를 보냈으며 1981년 4월 12일에 계획보다 2년
늦게 첫 번째 비행을 수행했음. 첫 번째 비행 후, NASA의 새로운 지도자는 가

능한 빨리 우주왕복선을 운용하는 것과 우주정거장의 발사체로 왕복선을 개발
하는 대통령과 국회의 승인 을 얻는 것을 2개의 중요한 선결과제로 둠.
○

NASA는 1970년에 우주정거장 계획을 연기했으나 그것은 우주왕복선이 비행하
자 다시 나타남. 1970년에 NASA는 우주정거자의 발사체로 우주왕복선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으며 우주정거장 프로그램의 시작에서 이러한 우
주왕복선의 역할을 어떤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음.
○

또한, 1981년에 단지 2개의 우주왕복선이 비행 후 레이건 대통령은 우주왕복선
이 미국 군사 및 민간 정부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한 우주 발사체로 승인함. 이

러한 정책은 1982년에 국가우주정책에서 강화되었고 가능한 신속하게 우주왕복

선으로 변화하고 정부의 위성체는 우주왕복선의 독특한 능력을 이용하도록 설
계함.

○

1983년을 시작으로 공군은 국가안보 탑재체가 우주에 도달하도록 왕복선을 대
치할 것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NASA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했지만 공군과

NASA의 논쟁은 1985년초 공군의 결정이 유리하도록 백악관에 결정됨. 이 결정

은 Titan IV의 개발을 이끌었으며 그것은 가장 큰 군사적 정보 위성체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
○

1986년 챌랜지 사고 후, Titan IV는 국가 안보 임무의 가장 커다란 발사체가 되
었음. 더욱이, 1986년 백악관은 우주왕복선이 통신위성과 같은 상업용 탑재체를

위한 발사체로써 시장성이 없으며 현존하는 왕복선 발사체 계약은 무효화 시켰
다. 이것은 NASA가 유일한 왕복선의 사용자이며 그것의 주임무는 우주정거장을
조립하고 서비스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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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건 대통령은 1984년에 10년내에 시설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계획이 군사적

가치가 없다는 국방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주정거장 개발을 승인함. 그것을

발단으로 우주정거장 계획은 비용이 과다하게 투자되었으며 계획이 연기됨.
○

챌린저호 사고 후 1998년 비행은 우주왕복선은 목성 탐사로부터 허블우주망원
경(1993년에 그라운드 거울의 잘못을 수정하기 위한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다
양한 위성체를 발사함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함.

왕복선은 선원들이 16일 이

상 임무를 지속하는 중에 다양한 극소중량시험을 수행함에 따라 또한 우주정거
장의 대용물로 서비스했으나 2000년부터 왕복선의 주임무는 우주정거장의 조립
과 서비스이며 우주왕복선과 우주정거장 사이의 결합이 거의 30년동안 이루어
짐.
○

어떤 면에서 우주정거장은 우주활동에서 외국정책 관심사를 넓히는 미국의 접
근방식으로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에 주요한 정책 이전에 영향을 줌. 아폴로가 미

국의 일방적인 강국으로 만든 동안 아폴로 후 시기에 백악관은 우주프로그램이
국제 협력에서 미국의 지도력의 도구가 되도록 결정함.
○

한가지의 업적을 통한 지도보다도 목표는 복잡한 기술을 취하는 다른 나라의

협력자를 경영함으로 미국능력의 증명하는 것임.

로봇 우주 프로그램이 그것의

시작으로 국제 협력에 특정화 되는 동안 NASA는 1969년에 단지 인간우주비행
프로그램에 국제 협력을 시도함.

○

유럽과 캐나다는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에 기여했고 일본은 1984년에 우주정거장

협력국으로 가입함.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되어 러시아가 1993년에 정거장

에 협력국으로 가입했으며 프로그램은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알려지게 됨. 1998년
국제우주정거장이 조립이 시작됨에, 16개국이 협력국의 회원이 됨.
5) 우주 탐험에 중점을 둔 새로운 우주 정책
○

아폴로 호의 달 착륙에서부터 태양과 혹성들에 대한 로봇을 이용한 무인 탐사

와 첨단 우주 망원경을 이용한 사진 촬영까지, 우주공간에서의 미국의 업적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혁신 시켰고 미국 국민들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고무시킴.

○

이 세계는 우주비행에 관한 한, 두 번째 세기로 진입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다음 수십 년간의 미국의 우주 탐사 활동에 대한 정의를 하고 새로운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때가 도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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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월 14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달과 화성 그리고 그 보다 더 먼 우주에

대한 유인 및 로봇을 이용한 무인 우주탐사 계획을 포함한 미국의 민간우주계
획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공포.

○

동 비전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가 제시됨.

1) 안전한 비행을 보장하는 스페이스 셔틀의 복귀:
2) 국제우주정거장의 완성:

3) 국제우주정거장의 완성시 스페이스 셔틀의 퇴진(약 2010년경):

4) 로보트를 이용한 무인우주선의 발사와 달에 착륙선을 보냄:

5)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인간을 달 탐사를 위해 보냄:

6) 미래에 인간이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로보트를 화성에
보내 사전 탐사를 수행하고, 또한 태양계 전반에 대해서도 로보트를 이용
한 탐사를 수행함.

7) 아폴로 시대 이후, 미국우주계획에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기 때문
에 우주노력을 위해 필요한 방향과 목적들을 설정하여야 함.

5. 국제기구 참여
가. UN ESCAP
1) 일반현황

□ 설립연혁

○ UN-ESCAP(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은 아․태지역의 국가들의 지역적 협
력과 통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엔기
구로서 정보통신우주기술부에서 우주관련 활동을 통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
고 있음.

○ 1947년 방콕에 본부를 두고 유엔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음
□ 설립목적 및 기능

○ 설립목적은 아․태지역내에서의 빈곤감소, 세계화의 관리 및 부상하는 지
역 내 문제들의 논의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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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

회원국

- 아태지역의 60개 국가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직도 :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

- UN-ESCAP 위원회

위원회
자문기구
주제별 위원회

빈곤감소위

세계화관리위

특수기구

신흥사회문제위

저개발국 기구

태평양 island
개발도상국기구

- UN-ESCAP 사무국

사무총장
○ 저개발국 지원팀
○ UN정보서비스팀

부사무총장

프로그램 지원그룹

프로그램실무그룹
○ 빈곤 및 개발부- UNESCAP
태평양 운영센터

○ 프로그램 관리부

○ 통계부

○ 행정부

○ 무역투자부
○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부
○ 정보통신우주기술부
○

예산편성 :N/A

□ 회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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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급회의

- 1994년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주응용장관급회의를 개최하여 우주응용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어 1999년에 제 2차 장관급회의를 개최하였고 2007
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제3차 장관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정부간 자문회의(Inter-government Consultative Committee)

- ICC회의는 회원국의 우주관련 정부대표 및 우주기관의 고위급 전문가들이 매

년 우주활용에 대한 현황 지역내 재난감소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지금까지
12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음

- ICC는 a) 위성통신분과 (b) 기상위성활용과 자연재해예방 분과 (c) 우주과학기
술응용 분과 (d) 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지리정보 및 위치정보 시스템 분과
등 4개의 분과로 운영되며 ICC회의에서 4개 분과의 활동을 논의하고 검토함

□ 주요활동
○

RESAP(Regional Space Application Program)

- 1994년 북경에서의 제1차 장관급회의에서 채택된 지역내 우주응용프로그램으
로서 지역내 환경 및 자연자원의 관리, 빈곤감소, 자연재해감소, 식량안전과

농업시스템,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 건강과 위생 및 지속가능개발 계획에 대
한 논의와 실질적 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2006년 제12차 ICC회의의 주요내용

- 2007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주
활용에 관한 장관급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각국의 고위급 전문가 회의를 개
최함

- ICC 및 고위급 전문가 그룹회의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지역 우주응용에 대한
실행안을 제3차 아태 장관급회담을 위하여 검토하였음.

- 우주기술을 이용한 아태지역에서 재난감소 협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권고안을
지지하고 다음 단계의 지역우주응용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동의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주기술의 활용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
함.

- 다음 단계의 지역우주응용프로그램은 주제중심의 접근방법을 채택하며 재난감
소, 자연자원 및 환경관리, 원격교육 및 의료 등의 우주응용에 기초하는 주제
분야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고 장관선언문 초안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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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활동현황
○

○

한국은 UN-ESCAP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97년 (3차)및 2006년

(12차)에 정부간자문회의(ICC)를 대전에서 KAIST 인공위성센터와 항우(연) 주관
으로 개최한 실적이 있음

본 회의는 우주기술 활용에 관한 것으로서 대부분 원격탐사 및 위성자료 활용

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한국에서는 National Focal Point를 지정하고 각 분과별

Contact Point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회의참석 및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나.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APRSAF)
1) 일반현황

□ 설립연혁
○ 1992년에 개최된 아․태지역 국제우주년회의(APIC)의 선언을 기반으로
1993년 제1회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APRSAF :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이 개최되었음.
○ APRSAF는 1992년의 ISY(International Space Year)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아․태지역 우주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교환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매년 아․태지역 우주전
문가가 참석하여 정보교류의 장으로 역할수행
□ 목적 및 기능
○ APRSAF의 목적은 아․태지역내의 우주개발기관 대표를 초청하여 우주
기술 협력방안 모색 및 아․태지역 Network 구성을 도모하고 역내 국
가의 우주프로그램 소개를 통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아․태지역 국가의
우주기술 협력과제 도출함
○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음
- 아․태지역의 우주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을 참석시켜 지역내 사회경제
적 기여방안을 강구하고 우주기술과 응용을 통하여 지구의 환경을 보존함
- 각국의 우주프로그램과 우주자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내 국가들에
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우주기술개발자와 이용자 사이의 미래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하고 공동관심 분야의 도출 및 우선추진 과제를 수립함
- 아․태지역 내에서 미래협력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의 이행의 과정을 점
검하고 아․태지역 밖에서 APRSAF의 목적을 지원하는 우주기관과 기구
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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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

아․태지역의 국가기관으로 구성되며 정부 또는 우주기관의 대표가 참석함

APRSAF는 Forum형태로 운영되어 사무국만 조직으로 있으며 사무국에서 회의
및 각 Working Group의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음

□ 예산 : N/A
□ 회의실적
○

1993년부터 2006년까지 13차에 걸친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이 개최되었으며 각국
의 우주개발현황 소개 및 아․태지역 우주기술협력방안 논의되었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정기적으로 동 포럼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음.

APRSAF는 4개의 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탐사분과, 통신 및 위
성응용분과, 우주정거장분과 및 우주교육분과로 나누어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
음

□ 주요 활동
○

APRSAF 기틀안에서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

행을 위하여, 우주기관, 재난관리기관 뿐만아니라 관련 국제기구들을 가능한 많
이 참석시켜 시기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하고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기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Sentinel Asia" pilot

project를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상세한 실행계획으로
수행하는 조치를 취함.

○

재난관리를 포함한 아태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Wideband Inter Networking

engineering test and Demonstration Satellite(WINDS위성)의 응용의 증진 및 일
반 대중, 특히 청소년 및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우주응용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함.
○

2005년 10월 일본에서 열린 제12차 APRSAF 부터 side event로 아태지역의 학생

들이 참여하는 제1차 국제물로켓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우주에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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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활동현황
○

한국은 본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우주개발현황 소개 및 협력방안

○

한국은 2003년 제9차 APRSAF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하였음.

○

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2005년 제12차 APRSAF에는 한국에서 선발된 3명의 학생이 국제 물로켓경진대회
에 참여하였음.

다. AP-MCSTA 및 APSCO
1) AP-MCSTA(우주기술 및 응용을 위한 다자간 협력)

□ 설립연혁
○ AP-MCSTA(Asia-Pacific Multilateral Cooperation in Space Technology &
Applications)는 1992년 11.30-12.5 일에 중국, 태국, 파키스탄의 주도로
WORKSHOP형태로 개최되었음
□ 목적 및 기능
○ 이 회의의 목적은 아.태지역의 우주기술협력강화를 위한 연구논문발표,

기술정보교환, 공동연구사업추진 등과 아․태지역우주기구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구축을 하는데 있으며 7차 회의(’03년 8월)까지 개최되었으며 8
차회의는 2005년 파키스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APSCO 출범과 관
련하여 취소됨
○ AP-MCSTA는 중국(CNSA: 항천국)이 주도한 아.태지역 우주기술협력회
의로서 과학기술부가 Liaison Committee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
동안 상기 회의에 과학기술부 관계관 및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참
여하였으며, 매년 중국 정부에서 동 회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음
□ 주요활동
○

SMMS (Small Multi-Mission Satellite)는 460kg 소형위성의 아․태지역 공동개발사업
으로서 AP-MCSTA 부산물로 추진되었으며 2007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동 사업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98년 4월 태국에서 개최되는
○

SMMS사업수행 서명식에서는 외교통상부 요청으로 참석한 바 있음

‘01.9.17～9.22일 까지 중국(북경)에 개최되었던 제 6차 아․태지역 우주기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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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 아․태지역 우주기구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음

아․태지역 우주협력기구(APSCO)는 AP-MCSTA의 활동을 대행할 아․태지역내의 우
주활동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유럽의 ESA(European Space Agancy)와 같는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서 중국이 주도하여 형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 활동현황
○

한국은 AP-MCSTA설립 초기부터 참여하였고 1996년에는 제3차 AP-MCSTA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음

2) APSCO(아․태우주협력기구)

□ 설립연혁

○ ‘01.9.17 - 9.22일 까지 중국(북경)에 개최되었던 제 6차 아․태지역 우
주기술회의에서는

아․태지역 우주기구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

이 있었음
○ ‘02. 12월 말레지아 우주청, 중국 AP-MCSTA 사무국이 공동 주관으로
중국 등 13개국 3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AP-MCSTA 기구

제도화에 관한 Workshop 이 말레지아에서 개최되어 아․태우주기구
설립계획 및 정관(안)을

논의하였음

□ 목적 및 기능
○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상호국가간의 이익과 보완 및 우주개발
을 위해

동등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우주과학과 우주기술 지역 국

가간의 협력으로 독립된 아․태지역의 우주협력기구를 결성함

○ 2005년 10월 28일 북경에서 중국, 태국, 파키스탄, 페루, 몽골, 이란,
인도네시아 및 방글라데시가 APSCO 가입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으
로 출범되었음.
○ 우주과학, 우주기술, 그리고 이들의 평화적 응용을 통해서 회원국가
들에게 좀 더 많은 사회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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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Council

사무총장

감사

행정부

재무부

법무부

전략
기획부

외무부

사무국

교육

연구

우주

훈련부

개발부

응용부

□ 주요활동
○

APSCO는 8개국의 서명으로 설립되었으나 아직 조직 및 예산을 갖추고 있지

○

그동안 설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며 한국은

○

현재까지의 가입 회원국으로는 중국, 태국, 파키스탄, 페루, 몽골, 이란,

않은 상태로서 각 회원국가의 의회에서 비준이 날 경우 성립됨
Observer자격으로 참여하여 동향을 파악하였음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및 터키의 9개국이며 중국과 몽골은 의회비준을
획득하였음

□ 아․태우주협력기구(APSCO) 검토의견
○

현재 우주기술의 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통제체제로는 MTCR이 대표적이며, 아

시아 참여국으로는 일본과 한국이 있음. 본 통제체제는 기존 기술보유국 상호간
의 공조 및 비회원국으로의 기술이전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태우주협력
기구 설립에 거론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MTCR 비회원국

으로서, 만약 일본의가 이 기구설립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비회원국으로의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주목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일본의는 현재 우주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어 기술개발 및 선진기술의 이전이 무
엇보다도 중요한 실정임

또한 MTCR 등 기존 국제체제 가입국으로서 불필요

한 외교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
는 바, 동 협력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현재

의 AP-MCSTA 와 같은 비상설 협의기구 형태의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며, 이번에 설립된 APSCO에는 Observer로 참가하여 동향파악을

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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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PSCC(아태위성통신협의회)
1) 일반현황

□ 설립연혁
○ APSCC의 설립은

1992년 1월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 아.태지역 발

전을 위한 우주통신 UN Workshop” 에서 제안되었으며, 이어 1994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비영리 국제기구로 공식적으로 발
족되었음
□ 설립목적

○ 아․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위성통신과 방송에 관

한 기술 , 시스템,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의견 교환
○ 역내 위성을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 도입을 촉진
○ 국내와 역내 위성통신과 방송서비스 확립을 위한 국가적 능력의 제고를
위한 자문
○ 역내 및 세계적인 위성통신과 방송에 관한 기술표준규격을 권고사항으로
제정하는 노력을 제고함
□ 주요 활동
○

APSCC는 매년 위성통신에 관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본회의, 집행

○

이 협의회의 사무국은 서울에 두며, 2003년 2월 현재 회원기관은 30개국 86개

부회의, 수요 요구시 특정주제에 관한 세미나, 훈련과정을 개설함
기관임

□ 구성
○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Plenary Meeting, Council, Executive Committee, President, Study Groups,
Advisory Board, Secretary General,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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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Meeting
자문위원

감사
Council

이사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

2) 한국의 활동현황
○

○

○

한국은 APSCC설립의 주관국가로서 본회의를 주도하여 이끌고 있음

초기에는 주로 위성통신 관련 기관 및 산업체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였으나
분야를 위성기술개발과 관련된 국가기관 및 민간업체들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범위를 넓히고 있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4년 8월에 회원에 가입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마. 아태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CSSTEAP)
1) 일반현황

□ 설립연혁
○ CSSTEAP(아태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는 82년 UNISPACE의 권고에 의
하여 UN총회의 결의에 의거 OOSA에서 개발도상국에 우주과학기술교
육센터 설립을 준비함 이 센터의 목적은 회원국이 각국의 사회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우주과학기술분야의 능력을 강화 시키고자
하는 것임
○ 이 센터는 1995년 인도에 처음 세워졌으며 인도 우주청의 지원으로 설
립되었음
□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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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자, 환경연구원 및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원격탐사의 설계, 개발
및 응용과 관련기술의 개발을 위한 기술과 지식의 개발
○ 교육자들이 우주 및 대기과학 과정의 개발을 지원하여 각각의 관련 기
관과 국가의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지원
○ 농촌개발, 원격교육, 의료서비스 공급, 재난감소, 항공/해양의 항법 등
에 필요한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내 정부, 과학자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한 정보의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할 우주관련 정보의 준비를 위한 전문가
들 지원.

○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우주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을 강화시
기고 일반에 우주과학기술이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치를 널리 알림
□ 주요 교육프로그램
○

원격탐사 및 GIS, 위성통신, 위성기상 및 우주과학의 4개 과정의 9개월 코스
와 수료후 1년과정의 실무프로젝트 수행 후 석사학위 수여.

□ 구성
○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인도정부
우주청장

이사회

CSSTEAP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연구위원회

○

원격탐사 및

위성통신 및

우주 및

GIS

위성기상

대기과학

이사회는 각국가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립당시 항우(연)의 문
신행박사(퇴직)가 현재까지 임원으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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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참여현황
○

○

한국은 설립년도인 ‘95년에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였고 ’97년에 데이콤에
서 전문가 1인을 파견하여 위성통신분야의 석사과정에 약 9개월 동안 교육받

은 적이 있음.

본 교육센터에는 북한의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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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우주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1. 우주개발 사업의 경제성 분석
가. 다목적 실용위성 1,2,3호 개발
1) 다목적 실용위성의 내부화율 변화
○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사업이 누적될수록 해외에

지출되는 비용보다는 국내에 지출되는 내부화율이 시간이 지속될수록 높아진다
는 점임.

- 즉, 다목적 실용위성 1호의 경우 총 개발비용 중 국내에 지출된 금액의 비중은
전체의 29.5%에 불과했으나, 실용위성 2호의 경우는 54.5%로 대폭 상향 조정되
었음.

- 2009년에 개발 완료 예정인 다목적 실용위성 3호는 국내에 지출되는 내부화율
은 71.3%로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내부화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공위성
개발 기술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역량이 높아진 결과 때문임.

-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10여년 만의 기간과 소수의 개발
사업, 그리고 낮은 투자비용으로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내부화 역량을 갖춘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임.

- 이 같은 역량의 근저에는 관련 산업 및 기술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 있어서 나

타나는 후발자 이익과 함께, 산업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개발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사업의 성공을 위한 개발 참여자들의 열정과 노력이야 말로 개발사업을 성공으
로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측면에서 초기 인공위성 개발에 선두주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
던 KARI 연구원들을 비롯한 관련 연구자들의 기여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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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다목적 위성 시리즈의 내부화율 추이

3000
2872억원

2500
2505억원

2000
1500

개발비
내부화율

2222억원
71.3%

1000
54.5%
500
0

29.5%

1호

2호

3호

2) 기술축적효과 변화
가) 국산화율 수준 변화
○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의 기술축적 효과를 표현할 수 잇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

인 국산화율 변화(품목수 기준)를 보면, 위성 개발에 따른 국산화율이 크게 높아
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먼저, 위성 본체의 경우 다목적 실용위성 1호의 경우 38.6%(시스템 설계포함시)

였던 국산화율은, 2호 개발시 82.2%, 그리고 3호 개발시는 87.4%로 향상될 전망
임.

- 3호 개발 완료시 일부 부품을 제외할 경우, 시스템 및

본체 설계, 조립/시험,

제품 보증 등 전 분야에서 100% 국산화율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

탑재체의 경우 다목적 실용위성 2호까지의 국산화율은 외국의 기술지원에 의존
하였으나 3호의 경우 62.9%의 국산화율을 기록할 전망임.

- 3호의 경우 시스템 설계가 74.5%, 부품개발이 31.6%로 계획되어 있어 설계위주
의 국산화가 진행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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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에 따른 국산화율 변화(품목수 기준)

단위: %

100
90

87.4

82.2

80

국산화율

70
62.9

60

본체
탑재체

50
40

39

30
20
10
0

0
1호

0
2호

3호

다목적 실용위성

나) 기술수준 변화
(1) 체계종합
○

3호 개발 완료시까지 대부분의 기술들은 선진국대비 80～100%의 기술수준에 도
달할 전망임.

- 이들 기술은 다목적 실용위성 1호 착수시 선진국 대비 불과 10～30% 수준이었
음.

- 발사체 접속 기술 및 지상국 접속 기술, 그리고 시스템 운영기술 등은 선진국
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수준을 보유할 전망임.

- 체계종합 기술, 검증기술, 탑재체 접속기술 기계설계 종합 기술, 그리고 전기설
계 종합 기술 등은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인 90% 정도에 도달할 전망임.

- 임무해석 기술 및 요구사항/시스템 설계 기술 등 일부기술은 여전히 선진국과
약간의 격차가 있는 80% 수준에 도달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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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체계 종합부문의 기술수준 변화
Code

Function

기능

1호
착수

1호종료
2호착수

2호종료
3호착수

3호종료
예측

300

Systems
Engineering &
Integration

체계종합

10

60

80

90

310

Mission Analysis 임무해석

30

60

70

80

20

60

70

80

20
30

70
70

80
80

90
90

30

70

100

100

30

70

100

100

20

70

100

100

10

70

80

90

10

70

80

90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석
320 Analysis &
System Design 및 시스템 설계
330 Verification
검증
340 Payload Interface 탑재체 접속
Launch Vehicle
발사체 접속
350 Interface
360 GS Interface
지상국 접속
Mission/System
시스템 운영
370 Operation
Mechanical
380 Design
기계설계종합
Integration
Electrical Design
전기설계종합
390 Integration
자료: KARI, 2006. 이하 동일.
주

단위: %
비고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임. 이하 동일.

(2) 위성본체
○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 개발에 따른 위성 본체 부문의 기술 수준은 3호 개발
종료시 선진국 대비 70～90% 수준에 도달할 전망임.

- 이들 기술은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착수시 선진국 대비 5～50% 정도 수준이었
음.

- 초기에 선진국 대비 5% 수준의 기술력에 불과했던 자세제어계의 경우 3호 개

발 종료시에 선진국 대비 70% 정도의 기술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타 분야 대비 가장 빠른 기술축적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초기에 선진국 대비 50% 정도의 기술로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던 구조계 및 열제어계의 경우 각각 선진국대비
90%, 88%씩의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축적 속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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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위성본체부문의 기술수준 변화
단위: %
Code
400

Function
Spacecraft Bus

기능

60

75

85

구조계

50

60

80

90

열제어계

50

80

85

88

전력계

30

60

80

90

5

40

60

70

20

40

65

75

30

60

80

90

20

50

65

80

460

Propulsion (PS) 추진계

440

480
490

3호종료
예측

25

450

430

2호종료
3호착수

위성본체

Structure &
Mechanism
(SMS)
Thermal Control
(TCS)
Electrical Power
(EPS)
Attitude & Orbit
Control (AOCS)

420

1호 1호종료
착수 2호착수

자세제어계

Telemetry,Comm 원격측정명
and & Ranging
령계
(TCR)
Flight Software
소프트웨어
(FSW)

비고

(3) 탑재체
○

다목적 실용위성 3호 개발에 따른 탑재체 부문의 선진국 대비 기술획득 수준은
65～90% 정도 수준으로 예측됨.

- 이들 부문은 탑재체 제어 유닛을 제외할 경우, 1호 개발 착수시 모두 선진국
대비 10% 수준의 낮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부문임.

- 가장 빠른 기술 획득 속도를 보이는 분야는 탑재체 시스템 부문으로 선진국 대
비 90% 수준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진국에 근접한 기술 수준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비해 탑재자료 전송 서브시스템 기술은 선진국 대비 65% 수준으로 예상
되어 가장 낮은 속도의 기술 축적도를 보일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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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탑재체 부문의 기술수준 변화
Code

Function

1호 1호종료
착수 2호착수

기능

단위: %

2호종료
3호착수

3호종료
예측

500

Payload

탑재체

10

40

60

80

510

탑재체
Payload System 시스템

10

40

60

90

전자광학
서브시스템

10

30

60

75

탑재체
제어 유닛

30

40

80

90

탑재자료전송
서브시스템

10

20

40

65

520
530
540

EOS:
Electrooptical
Subsystem
Payload
Management
Unit
Payload Data
Transmission
Subsystem

비고

(4) 지상국
○

다목적 실용위성 3호의 개발 및 운용에 따라 지상국 부문의 기술은 선진국 대비
85～90% 수준의 기술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들 부문은 모두 1하 개발 찻수시 선진국 대비 30～50%b 수준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음.

- 가장 빠른 기술 축적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관제소 분야로써 선진
국 대비 90% 수준으로 예상되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

- 수신소 부문 역시 선진국 대비 9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진국 수
준에 급접 할 것으로 예상됨.

<표 Ⅵ-4> 지상국 부문의 기술수준 변화
Code
600
610
620
630

Function
Ground Station
Satellite
Operation
Image Data
Receiving &
Processing
Facility
Management

기능

1호 1호종료
착수 2호착수

2호종료
3호착수

3호종료
예측

지상국

45

65

75

85

관제소

30

60

80

90

수신소

50

70

85

90

시설관리

35

65

8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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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비고

(5) 위성 조립 및 시험평가
○

다목적 실용위성 3호 개발 후 위성 조립 및 시험 평가 부문의 기술수준은 선진
국 대비 90～95%로 예상됨.

- 이 부문의 초기 수준은 선진국 대비 0～10%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되었으나, 기

술 획득을 위한 집중적 노력의 결과 선진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기/기계부문의 지상 지원 장비 기술, AIT 기획 기술, EM 조립 및 시험
기술, 그리고 비해모델 조립시험 기술 등은 선진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인 95%

정도로 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Ⅵ-5> 위성 조립 및 시험평가 부문의 기술수준 변화
Code
700
710
720
730
740
750
760
770
780

Function
Satellite
Integration &
Test

기능
위성조립
, 시험

Test
Bed
전기
지상지원
EGSE
장비
기계
지상지원
MGSE
장비
AIT
AIT Planning
기획
EM
조립,시
EM AIT
험
비행모델
FM AIT
조립시험
/부
Part/Subsystem 부품
분체
AIT
시험
Launch
발사장
Campaign
작업
Test Bed

1호 1호종료
착수 2호착수

2호종료
3호착수

3호종료
예측

0

60

80

90

0

30

70

90

0

70

85

95

0

70

80

95

10

70

80

95

0

60

85

95

0

70

85

95

0

75

85

90

0

50

75

90

단위: %
비고

(6) 품질 보증
○ 다목적 실용위성 3호 개발에 따른 품질 보증 부문의 기술 축적도는 선진국 대비
60～10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들 분야는 품질 보증 분야를 제외하면 모두 초기단계에 선진국 대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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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준에 불과하였음.

- 특히 신뢰성과 품질 보증 부문의 기술은 선진국 대비 100%로 예상되어 선진국
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수준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소프트 웨어 품질 보증 및 전지전자 부품, 재료/기계부품 공정 기술은
각각 선진국 대비 60%, 70%, 7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표 Ⅵ-6> 품질 보증 부문의 기술수준 변화
Code

Function

810

Product
Assurance
Quality
Assurance

820

Software PA

830
840

Reliability
Safety

850

EEE Part

800

860
870

기능

1호 1호종료
착수 2호착수

단위: %

2호종료
3호착수

3호종료
예측

제품보증

16

39

64

80

품질보증

50

80

100

100

10

40

50

60

10
10

50
30

90
60

100
80

10

30

50

70

10

20

40

70

10

20

60

80

소프트웨어
제품보증
신뢰성
안전성
전기전자
부품

Material,
Mechanical Part 재료,
기계부품,공정
& Process
Contamination
오염관리

비고

3)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변화
(가) 산업파급효과 변화
○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누적에 따른 산업파급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완료시 932.4억 원에 불과하였던 생산유발효과는 3호 종
료시에 약 3.1배 규모인 2,906.1억 원으로 예상됨.

- 또한 같은 기간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10.6억 원에서 1,898.8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산업파급효과 증가는 초기의 학습기간을 거쳐 시간이 누적될수록 내
부역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생긴 것임.

- 97 -

<그림 Ⅵ-3>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 개발에 따른 산업파급효과 변화

단위: 억 원

3500
3000

2906.1
2872

2500
2505.1
2222.1

1940.1

억원

2000

1898.8

개발비용
생산유발효과

1500

부가가치유발효과
1267.7

1000
500

932.4
610.6

0
1호

2호

3호

다목적 실용위성

(2) 고용창출효과 변화
○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 개발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초기 1호 개발시의 1,197
명에서 3호 개발시에는 3,731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주부문에서의 인력 증가는 단순한 제조업 인력의 고
용 증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해당 부문에서의 인력 증가는 대부분이 고도의 지식집약적이면서 최첨단 기술
을 개발하는 R&D 중심의 인력이기 때문에 양적, 질적 측면에서 기존의 제조업
고용 증가와는 큰 차이가 있음.
○

특히 이와 같은 우주개발 인력의 확보는 향후 우주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주도
하는 핵심 인력의 양성 및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 향후 산업 구조는 고도의 최첨단 지식이 결집되어야만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최첨단 인력의 양성효과는 우리 산업
이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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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 개발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변화

4,000

단위: 명

3500

3,731

3,500

3000
2872.1

3,000

2500
2,4912505.1
2222.1

2000
억원

명

2,500
2,000

1500
1,500

명
개발비용

1,197
1000

1,000

500

500
0

0
1호

2호

3호

다목적 실용위성

(3) 수출효과 변화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 개발에 따른 수출증가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

있음.

- 최초의 개발사업인 다목적 실용위성 1호 개발 운용에 따른 수출 효과는 29.3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호 개발의 완료에 따라 예상되는 수출액은 무려 37.2배 수
준인 1,090억 원으로 추정됨.

○

다목적 실용위성 3호의 경우 해상도 및 성능의 향상에 따라 2호에 비해 더욱

○

다목적 실용위성의 개발 운용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는 자체개발한 인공위성을

높은 수출 증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활용, 본격적인 최첨단 위성 정보서비스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향후 최근의 기술능력 축적으로 인공위성 완제품 개발 및 관련 기
술의 수출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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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위성 독재 개발을 통해 이를 이용한 정보서비스의 수출과 함께, 제품
개발 기술 및 제품의 수출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우주산업 수출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Ⅵ-5>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의 개발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변화

단위: 억 원

억 원

29.3

1호

억 원

1090

2호

0

200

4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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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1000

1200

나. 우주인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연구의 목표
가) 연구의 목적
○

한국우주인사업(Korean Astronaut Program)은 향후 전개되는 한국의 본격적인 우
주개발시대에 대비하여 우주비행의 학습을 통해 유인 우주기술을 축적하기 위한

시도로서 큰 의미를 지님. 또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우주인후보를 공개적으로

선발함으로써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이라는 역사성외에도 관련 산업계와 일반

국민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을 촉진함으로써 우주과학의 중요성과 실천가능
성, 한국의 유인우주시대의 개막을 직접 구현하는 국가적 사업임.
○

본 분석은 한국최초의 우주인 배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둠.

특히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는 우주인후보의 선발과 훈련, 우주비행 등 일련의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하나의 ‘과학적 사건’으로 가정하여 사업의 사회ㆍ경제
적 파급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추정함.

- 우주인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

- 우주인사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산출.

2) 분석방법론(Methodology)
가) 문헌연구
○

경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 그동안 학계에서 개발되어 온 다양한 공공사업의 효

과에 대한 분석방법론들을 고찰함으로써 KAP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

론을 도출하였음.
나) 설문조사
○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단계적으
로 실시하였음.

- 제1차 설문조사
․ 우주인후보 지원자를 표본(n=160)으로 구성하여 우주인사업의 추진시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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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사업의 성격, 우주인의 향후 활동과 관리방식 등을 분석.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사업의 성격규명에 따라 제2차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 제2차 설문조사

․ 임의로 선정한 표본(n=150) 대상의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에 이어 모집단을 일반
국민으로 표본(n=1,360)을 구성하여 가상적 현실로 우주인사업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 그 결과를 본 분석모형의 기초자료를 수집
하였음.

다) 통계적 분석
○

○

우주인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예상하고 있는 경제적 효과는 가상가치분석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즉, 설문조사를 통해 정립된 우주인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상현실을 제시하고 설

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 통계분석은 설문에서 임

의로 제시된 금액의 응답 확률밀도함수를 활용하는 CVM에 따라 총체적으로 국
민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효과의 크기를 산출하였음.

3) 분석 결과
가) 1차 설문조사결과의 요약
(1) 사업추진의 적합성
○

사업추진의 시기, 홍보의 수준 등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우주인후보선발과 관

련한 설문결과 비교적 사업의 적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규모와 기술수준에 비추어 우주인의 배출시점이 시기적으

로 늦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3%였음. 우주인사업이 시기적으로 적당하거나 매

우 늦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를 모두 포함하면, 34%의 응답자가 사업추진의 시기
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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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6> 우주인 사업의 추진시기와 홍보수준
매우 부족하다
5%

매우 충분하다
8%

대체로 부족하다
26%
대체로 충분하다
30%

보통이다
31%

○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우주인후보의 선발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의 수준에 대해서

는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판단하는 응답자의 비율(38%)과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
하는 응답자의 비율(31%), 그리고 보통수준으로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31%)이
고르게 나타났음. 그러나 설문조사가 우주인후보선발에 참여하는 집단을 표본으

로 하였기 때문에 본 사업의 홍보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2)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의 효과를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는 국민의 자긍심 고취 및 우주개발

에 대한 관심유발(65%)을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우주기술수준의 향상, 국가
위상의 강화, 국제공동개발의 참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우주인사업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분야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설문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음. 국민적 관심 및 정부지원의 확대(37%), 유

인우주개발 능력의 축적(22%), 우주기술기초자료의 확보(20%), 선진국과의 공동프
로그램 추진(12%),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9%) 등 본 사업의 정책목표
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이 잘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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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7> 우주인 사업의 기대분야와 기대효과

(3) 우주인의 향후 활동
○

최초의 한국우주인으로 우주비행 이후의 활동분야에 대한 관심은 우주기술개발

의 참여(41%)와 우주과학을 위한 홍보대사(40%)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활동의 방

향이 한국우주인의 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분야를 국내과학기술의 홍보(48%)와 우

주기술개발의 참여(41%) 등으로 인식하고 있어 우주인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

와 인식이 모두 일치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과 향후 활동

에 대한 관계를 묻는 설문결과에서도 현재의 일과 사회활동을 병행하거나 최초

의 우주인역할에 전념하는 비율(53%)이 압도적인 반면, 현재의 일에 충실하면서
사회활동을 병행하거나 현재의 일에 전념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음.
○

우주인의 향후 활동기간으로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46%) 또는 평생기간

(28%)을 각각 선호하고 있어 대부분 우주인사업국가의 경우와 유사하였음.

(4) 정부의 지원체계
○

우주비행 이후 우주인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우주인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일정계약기간 동안 관리하는 방

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61%), 공공부문에서 평생기간 동안 관리하는 방식

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34%). 이에 비해 민간부문의 계약에 전적으로 위임하거

나 일정기간 동안의 관리 또는 우주인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관리방식에는 거
의 동의하지 않고 있음.

- 104 -

○

○

본 사업을 통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유발, 우주기술수준의 향상 등으로 요약되었음.

따라서 본 사업의 경제적 분석은 이러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가치에 대

한 평가가 주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임.

<그림 Ⅵ-8> 우주인의 사회 기여분야 및 비행후 관리체계
민간부문의 계약에
전적으로 위임
3%
민간부문에서
일정기간 동안 관리
1%

우주인의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1%

공공부문에서
평생동안 관리
34%
공공부문에서
일정기간동안 관리
61%

4) 우주인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가) 분석방법론과 선행연구 검토
○

미국이나 소련과 같이 초창기 우주개발을 시작한 국가들은 당시에 이러한 시도
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되나 관련문헌의 검토가 어렵고, 비교적 최근에 우주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국가간 공동사업(European
Space Agency)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인 경제성분석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임.
○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의 우주개발 및 우주인보유 역사가 비교적 길며 중국이

최근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여 이에 뒤따르고 있음. 중국의 경우 국가주도형

개발이어서 관련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며 일본의 경우는 민간주도형 사업

및 경제성분석(미쯔비시연구소)이 이루어진 바 있음. 다만, 일본의 경우 자체발사
체에 우주인을 탑승시킨 효과에 대한 분석 즉 우주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란 점이 본 연구와 다른 점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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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에 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주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4년)’이 있었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한 ‘우주센터 개발사업 분석
(2000년)’이 있음.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성분석에 있어서 비용ㆍ편익분석을 하
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은 우주개발에 따른 경제성분석 연구에서 우리나라 우주개

발에 따른 효과분석에 있어 중국의 경우를 분석해 보고 이를 기초로 그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효과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이 경우 주로 발사체개발에 따른

산업연관분석에 치중하고 있음.
○

본 연구의 경우는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에 우주인을 탑승시켜 우주인을 탄생시
키는 것이 아니고 타국의 발사체를 활용하여 우주인을 탄생시킨다는 점, 이에 따

른 사회적 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점이라
하겠음.
○

우주인사업(우주인 탄생)을 통하여 얻게 될 가장 큰 효과는 국민의 심리적ㆍ정서

적효과라 할 것임. 이러한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국민적 자긍심 향상

⁃ 사기고양 및 갈등해소

⁃ 당면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순화효과(Cathartic effect)
⁃ 화합의 계기(공동체 확인)

⁃ 국방 등에 관한 안도감

⁃ 국가위상 증대(국가 브랜드가치 상승)

⁃ 국민의 과학ㆍ기술 관심 증대와 이로 인한 과학ㆍ기술 인구 저변 확대
⁃ 이공계 기피 현상 완화

⁃ 직접적인 우주실험을 통한 과학ㆍ기술 발전
⁃ 관련 산업 매출 증대 및 수출증대효과
⁃ R&D 투자 증가 및 고용증가

⁃ 외국과의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기술협력 능력 향상
⁃ 우주인 관련 훈련 등 노하우 습득

⁃ 우주개발에 대한 공감대 확산 효과
○

이러한 효과는 일반 국민에게 경제적 효용을 제공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고 할 수 있으며, 공공재(公共財)는 사유재(私有財)와 달리 특정인의 소비가 타인

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배타성(非排他性, non-exclusivity)을 띠며 특정인

을 소비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비제거성(非除去性,

non-excludability)이 있어 수요와 공급으로 가치를 결정할 수 없음. 또한,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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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거래를 통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수요와 공급(시장 매커
니즘)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일반 재화와 차이가 있음. 우주인탄생으로 인한

효과를 직접적 효과, 간접적 효과 그리고 유인효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그림 7
과 같음.

○

<그림 Ⅵ-9> 우주인사업의 효과

효과분석을 위해 현재까지 개발된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본 연구에 적용가능 여

부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요약됨.

<표 Ⅵ-7> 위성 가치평가법의 특성 및 우주인사업 적용여부
적용사례

우주인사업 가치평가
적용가능성 여부

-정책대안들에 대한 경제
비용효과분석 성평가
혹은 편익비용 -금전적 혹은 금전적 가치 -각종 정책 평가
추정이 수반되지 않는 편
분석
익비용분석을 하기도 함

-정책들간의 비교 가
능성이 없음으로 적
용 불가능

가치평가법∖
가치평가법∖
구분

특성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산업투자 부분이 적
-경제의 움직임을 산업간
경제적 효과분석
산업연관효과
어
산업연관효과가
의 생산기술적 연결구조에
-우주발사체사업의 경제
분석
적어 적용부적절
초점을 두고 규명함
적 효과분석 등.

대체비용
추정기법

-우주인사업은 광고
-분석하고자 하는 재화, 서
비스, 자산 등의 효과를 추 -월드컵 4강의 경제적 효 효과 뿐 아니고 다양
한 효과가 복합적으
정하는데 있어 해당효과를 과분석
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두기 위한 비용(예컨대 -박세리 효과분석 등.
대체비용추정기법을
광고비) 등을 추정하여 역
쓰기 부적절함
으로 추산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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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간법, 순현가법, 평
-시장을 통한 가치가
균회계이익율법, 내부수익
-일반 기업의 재무적 가
평가되지 않기 때문
재무분석기법 률법, 수익성지수법 등은
치평가에 주로 활용
에 적용이 불가능함
시장가치평가가 가능한 경
우 주로 활용
-비시장재화의 성격
-시장매커니즘에 의한 가 -환경자원 가치평가, 비무 을 지니고 있는 우주
비시장 재화
격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 장지대 혹은 개펄 등의 인사업의 가치평가에
가치평가방법
가장 합당하고 적절
가치평가
한 경우 활용
한 방법임

나) 가상가치평가법(CVM)의 개요
○

가상가치평가법은 1960년대 초반 경제학자인 Robert K. Davis에 의하여 도입되었

음. 그 이전에 Ciriacy-Wantrup(1947)이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의 가치평가에

있어 ‘직접설문조사’(direct interview method)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음.
○

가상가치평가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나 소비자의 효용에 영향을 주는 어떠

한 요소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를 지불의사액(Willing To Pay, WTP) 또는 수취

의사액(Willingness To Accept)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해당 재화에 대한 한계편

익, 즉 수요곡선을 파악해 보는 것임. 예컨대, 자연환경의 상태가 변한다고 할 경
우, 그에 대한 보상 또는 지불액을 효용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여기서 Q와 Y를 환경자원의 가치와 소득으로 가정함. 처음 식에서는 어떠한 자

연환경 자원의 질과 소득이 주어졌을 경우의 효용(초기 효용)에서 자연환경 자원
의 질이 감소하는 경우에 초기의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

(WTA)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나타냄. 한편, 아래 식은 환경의 질이 초기의

효용수준에서보다 증진되는 경우 그 증진된 환경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금액
을 지불함으로써 이전과 같은 수준의 효용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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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분석에서는 우주인사업과 관련하여 응답자는 제시된 금액을 지불하고 우주인

사업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과 지불하지 않고 우주인사업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
는 선택을 하게 됨. 이 경우 응답자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U = υ(j, Y; S) + εj j = 0, 1
여기서, U: 효용함수, υ: 간접효용함수, Y: 소득수준,

j=1: 제시된 금액을 지불하고 우주인사업이 실시된 경우,

j=0: 제시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우주인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S: 응답자의 배경(성별, 나이, 소득, 교육수준 등)
εj: 평균이 0인 무작위변수(random variable)
○

이때, 우주인사업이 실시될 경우가 우주인사업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보다 효용이

최소한 크거나 같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거절할 것임. 따라서 효용의 차이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υ1(1, Y-A; S) + ε1 ≥ υ0(0, Y; S) + ε0
A: 우주인사업 지불금액

○

응답자의 지불의사는 무작위변수의 확률분포로 설명할 수 있으며 지불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됨.

P = Pr {WTP}
○

= Pr {υ(1, Y-A; S) + ε1 ≥ υ0(0, Y; S) + ε0}

위의 함수식에서 WTP는 우주인사업을 위하여 지불하고자(Willing To Pay) 하는

금액임. 지불의사의 확률과 지불하지 않을 의사의 확률의 차이는 우주인사업을

통하여 변화된 상황 하에서 응답자가 얻게 될 효용의 차이로 측정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Δυ = υ(1, Y-A; S) - υ(0, Y; S) + ε1 - ε0
= υ(1, Y-A; S) - υ(0, Y; S)

○

설문응답과 같은 경우는 범주형자료로 주어지는 관계로 통상 로짓모형(Logit

model)을 통한 해석을 실시하게 됨. 응답자가 우주인사업에 동참할 확률은 다음
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P1 = Fη (Δυ) = (1 + e-Δυ)-1 = (1 + e-(α+β*bid+γ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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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η: 표준로짓변이(standard logistic variate)의 누적밀도함수
α : 상수, β: 제시금액에 대한 계수

S :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대한 계수
○

로짓모델의 추정에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사용되며, 보
상변이(Contingent valuation)에 해당하는 순경제적 편익(추정함수의 적분면적)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하게 됨.

CV 



∞



   



∞






    ×  


○

여기서 α* 는 상수+각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효과가 반영된 수치임.

○

우주인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응답자들이 우주인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지불할 의

사가 있는 일정한 지불의사금액에 의하여 측정됨. 여기서 후생척도로서의 지불의

사금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측정치 중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음. 첫 번째

측정방법은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A원을 0원에서 무한대까지로 하여 추정되는

확률누적면적인 지불의사금액의 평균(WTP mean)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

이 표현됨.

WTPmean =
○



∞





          



두 번째 방법은 지불의사금액의 절단된 평균(WTP truncated)을 이용하는 방법인

데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P원을 극소값(0원)에서 무한대까지의 범위를 모두 고

려하여 계산함. 즉, 추정확률을 최대제시금액에서 절단시키고 그 이상의 면적을
제외하고 측정하는 방법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WTPtrunc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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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8의 흐름도와 같음.

다) 가상가치법(CVM)의 적용과 추정결과
(1) 설문조사 방법
○

본

분석에서는

가상가치평가법

가운데

이항(二項)

선택형

질문

(dichotomous-choice questions) 방법을 사용하며 조사방법은 개인 대 개인 면담
법을 적용하고자 함. 이는 본 설문에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응답자가

설문의 내용(즉 가상적으로 설정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임.

(2) 설문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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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M에 의한 설문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reliability and validity)은 설문지 설계
및

작성시의

대상재화에

대한

시나리오가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가지며

(plausibility), 이해하기 쉽게(understandability)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의미부여

(meaningfulness)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됨(Mitchell and Carson,

1989).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설문지구성의 선행조사로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설문의 하나가 우주인사업이 갖는 효과에 대한 질문임. 주로 우주인사업

의 성격규명에 초점을 두었음. 그것은 응답자들이 우주인사업에 대하여 갖고 있
는 비중(중요성)에 대해 1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음.
○

1차 설문조사결과 우주인사업 적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많았

으며 94%의 응답자가 사업추진의 시기 역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
에 따라 설문조사에서 지불의사를 묻는 내용에 있어 긍정적인 내용만을 담기로
하였음.

○

설문내용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할 용의(Willing To Pay)가 있는가 하
는 문항과 관련하여 액수결정 및 액수간 간격 그리고 가장 적은 액수와 가장 큰

액수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단계를 둘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파
일럿 테스트를 실시함.
○

파일럿 테스트는 연구팀(교수2인, 대학원 석사과정학생 4인, 자문그룹으로 비전

일제 박사과정 학생 4인) 내부 논의를 거쳐 아우트라인을 정한 후 문화ㆍ과학 행
사 등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음.

○

지불의사를 묻는 내용은 개방형 방식을 채택하였음. 파일럿테스트는 한국항공대

학교 학생들과 직장인(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약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파일럿테스트 결과는 액수의 범위, 즉 가장 적은 액수와 가장 큰 액수에 있어서

대체로 유사한 응답(1,000원 이상 100,000만 원 이하)을 보이고 있으며 액수선정
에 있어 짝수 숫자보다는 홀수숫자에 대한 선호를 보이고 있음. 가격 범주는
1,000에서 100,000원까지로 하였음.

○

한편, 지불액수간의 간격 및 간격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간격의

수를 설정할 경우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설문조사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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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6단계로 정하였으며 가격은 홀수를 위주로 하여, 1,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으로 하였음.
○

이상의 논의에서 우주인사업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지출한다는 현실감을 갖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며, 참여의식을 가지고 설문에 응답할 가능성이 큰 문항인
‘얼마나 지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로 설문내용을 작성하기로 함.

○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의 우주산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응답
을 이끌어 내는 과정 중 우주개발 사업에 자신이 낸 세금 중 어느 정도가 사용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인 바, 여기에는 발사체를 포함한 우주개
발사업에 우주인사업이 포함된 것이며 이러한 우주개발 사업이 가져올 혜택들,

예컨대, 일기예보의 정확성 제고 및 이로 인한 농업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 기술

발전, 세계인으로서의 기여 등의 효과를 포괄하기 위함이나, 우리나라의 우주인

사업은 이러한 우주개발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효과는 적은 대신 국민적 관심
증대, 국민적 자긍심 향상 등의 효과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설문내용에 차
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설문조사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의 경우 전문리서치기관인 동서리서치가 맡
아 하였으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본 연구팀이 맡아 수행하였음.
(3) 설문 내용

○

가상가치평가법에서는 가상적으로 설문지에서 응답자에게 가상 상황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바, 1차 조사에서의 응답자들의 견해를 전달하고 또한 우주인
사업의 목적에 대한 설명도 부가하고 있음. 즉,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

은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2008년 4월 우리 국민들은 TV를 통해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을 왕복하

는 대한민국 최초우주인의 활동을 생생하게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주인을 통해

우리나라는 우주과학기술의 유익한 자료를 얻게 되며, 세계 10번째의 우주과학실험

을 하는 국가진입을 위한 행사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본 연구팀에서

는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 사업이 우주개발을 위한 국민홍보를 위한 행사로서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대전과
학엑스포, 과학올림피아드, 2002한일월드컵 등의 행사가 국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
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사실을 참고하시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우주인사업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우주과학의 비전을 함께 향유하신다고 가정할 때, 개인적으로 ____(_A_)____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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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비용을 지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ㅁ 예
○

ㅁ 아니오

괄호안의 A원은 6개의 가격범주로 제시되었음. 즉, 1,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이 그것이며, 각 응답자는 괄호 안에 무작위로 제시
되는 액수에 대해 지불의사의 가부만을 응답하도록 하고 있음. 응답자는 1,000원
이 제시된 설문지를 받을 수도 있으며 5,000원이 제시된 설문지, 혹은 100,000원

이 제시된 설문지를 받을 수도 있으나 하나의 설문지에만 응답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답 방법도 ‘예’ 아니면 ‘아니오’ 로만 답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이밖에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 연령(age), 성별(sex), 교육수

준(edu), 소득(inc)이 선정되었음. 결국, 지불의사(0, 1)가 종속변수가 되며, 설명변
수로는 가치인정여부(즉, 이 경우 ‘예’ 혹은 ‘아니오’), 연령, 성별, 교육수

준, 소득 변수가 설정됨.
(4) 설문 응답자
○

설문응답자는 나이에 따른 분포를 20세 이상 성인남녀로 하되, 연령별 분포를 20
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4개 군으로 나누었으며, 전국 5대 대도시(광역시)의
인구비율로 설문대상자를 선정하였음. 이때 성별ㆍ연령별 비율 분포가 체계적이

되도록 할당하였으며, 설문의 내용(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의 크기)이 비율에 적절
하도록 안배하도록 하였음.

(5) 설문조사 결과 (기초 통계)
○

응답자 결과 분석은 <표 Ⅵ-8> 와 같음.

구 분

<표 Ⅵ-8> 금액에 따른 응답자 비율

1,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종 합

응답자수

비율(%)
비율(%)

누적비율

222

16.3

32.2

216

15.9
16.4

223

17.0

231

17.8

242

16.6

226

1,3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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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48.6
65.6
83.4

100.0

100.0

○

위 표에서 1,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및 100,000원에 해당하

는 설문을 접하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216, 222, 223, 231, 242, 226명이 되어 총
1,360명이 응답을 하였음.

구 분
예

<표 Ⅵ-9> 응답종류별 비율
응답자수

비율(5)
비율(5)

누적비율

397

29.2

100.0

아니오
종 합

○

○

963

70.8

1,360

100.0

70.8

100.0

1,360명의 응답자 중에서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963명으로 70.8%에 달

하였으며 ‘아니오’ 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397명으로 29.2%에 해당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1,000원에 대한 지불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1%가 지불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3.9%가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마찬가
지로 각각의 액수에 대하여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4.7%, 79.4%,

62.8%, 62.0%, 51.8%로 나타나고 있음. 이 결과는 액수가 높을수록 지불하고자
하는 응답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런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음.

○

응답자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역전현상이 나타날 경
우, 예컨대 100,000원에 대한 지불의사를 밝힌 응답자 비율이 50,000원에 대한 지
불의사를 밝힌 응답자 비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100,000원에 대한 응답자 비율을

50,000원에 대한 응답자비율에 맞춰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2)
(6) 회귀모형의 분석 결과
○

한편 전체 회귀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로짓모형 추정결과)를 보면 다음 <표 Ⅵ-10>
와 같이 요약됨.

2) 제시된 금액에 대한 수락율이 제시금액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전단계 제시액의 수락율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는 부자유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제시액이 상승함에 따라 수락율이 낮아지도록 데이터를 합
산함. 이러한 과정을 관계 정립시키는 것을 Turnbull법이라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야 자연스런 수략율곡선
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 모집단의 WTP평균값 및 중앙값을 추정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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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0> 회귀식 분석 결과
β

S.E

Wald

df

Sig.

Exp(β)

금액

-0.048

0.004

131.861

1

0.000

0.953

연봉

0.024

0.005

19.400

1

0.000

1.024

구

분

0.092

나이

-1.360

dummy1

-1.577

dummy2

-1.935

constant

1

87.153

0.010

1

6.849

0.520

1

9.534

0.511

1

9.062

0.643

0.000
0.009
0.002
0.003

1.096
0.257
0.207
0.144

주: dummy 1과 dummy 2는 교육수준 정도.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우선, 금액의 계수가 음수인 것은 액수가 증가할

수록 응답율이 낮아진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이의 계수가 양의 부호를
가진다는 것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예’로 응답할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

미함. 또한 연봉의 계수 역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연봉이 높을수록 ‘예’로
응답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일 보이고 있음. 한편, 사회적 변수들 가운데 성
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7) 경제적 가치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우주인사업에 참여할 확

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됨.

 
○




        






         ×       ×  

가치측정방법에 있어서는 이론적 제약과의 일치성(consistency with theoretical

constraints), 통계적 효율성(statistical efficiency), 그리고 총계가능성(ability to be
aggregated) 조건을 만족한다고 알려져 있는 절단된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

따라서 절단평균을 기준으로 한 지불의사금액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되
었음.

WTPtruncated =



 



         = 13,9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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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WTP(Willing To Pay)가 13.9466으로 추정되었음. 여기에 코딩을 위하여

○

산출된 13,947원은 표본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 1인 당 한국 최초의 우주인배출을

○

그리고 우주인사업을 통해 증대되는 효용에 대해 지불의사가 있는 전체 국민의

절삭한 1,000원을 곱하면 WTP 값은 13,947원이 됨.

위한 사업을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평균적인 경제적 가치로 해석할 수 있음.

수를 곱하여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를 포괄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단, 일반적으
로 경제적인 독립 주체로 가정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인구로 한정하여 전체 모
집단의 크기를 정의하였음.

○

인구통계의 이용이 가능한 2005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성인의 규모(34,289,336

○

경제적 효과로 산출된 약 4,780억 원의 의미는 국민이 약 4,780억 원의 효용을

명)를 WTP에 곱한 값은 약 478,232,000 천 원으로 산출되었음.3)

우주인사업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이 규모의 예산을 투입
하여 우주인사업을 다시 실행해도 좋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됨.

○

○

우주인사업은 주로 국민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고양 등의 심리적ㆍ정서적 효과

를 가져다 줄 것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무형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임.

경제적 효과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가상가치평가법(CVM)은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단점은 정교
하게 고안된 설문조사 방법 등으로 상당 부분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여

전히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가치평가 만큼 완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하게
됨.
○

또한 본 연구의 경우 전문가집단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라
는 점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우주인사업의 가치 및 목표가 특정한 경
제적 또는 과학적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양 등의 무형적 가치를 창출해 내고자 하는 국가적 사업 내지 기획
물이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효과를 국민의 시각으로 가치평가를 해 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3) WTP를 이용한 경제적 가치는 최종적으로 인구수 34,289,236x13,947=478,232,000,000원으로 산출되었음.
통계청 인구조사자료 200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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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사결과의 한ㆍ일간 비교
○

일본의 경우, 2005년도에 민간연구기관에서 우주인사업 전반에 걸친 효과를 측정

○

일본의 경우에 산업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측면에 대한 조사방법을 달리하여

한 바 있으며, 이를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표 5와 같음.

실시하였음. 즉, 산업경제적 파급효과의 경우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회적
측면의 효과분석은 가상가치평가법을 실시하고 있음.

○

산업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조사결과 투자자본의 약 2.2∼2.5배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우주개발의 효과가 막대한 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라 할 것임.

<표 Ⅵ-11> 한ㆍ일간 연구결과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연구시기

2006년

2005년

연구기관

한국항공대학교

미쯔비시연구소

평가대상

우주인 배출사업

우주개발사업 전체

CVM

CVM

조사방법
표본크기(n)
분석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경향

(이항선택형 설문조사법)

(개방형설문조사법)

1,360

1,622

경제적 가치:4,780억 원

(사회ㆍ경제적 효과 포함)

▪ 남녀구분이 거의 없음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

▪고학력자의 높은 참여도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

사회적 측면*: 3,000억 엔

산업경제적 측면: 6,500억 엔
▪ 나이가 들수록 많은 액수 지
불의사 높음

▪ 젊은층은 기술향상에 큰 관심

* 사회적 측면: 기상예측의 정확도 상승 등을 통한 사회생활 공헌, 첨단산업 기술보

유 및 기술독자성확립과 산업발전효과, 아시아리더로서의 국제사회 공헌, 학문ㆍ교
육에 공헌, 개인의 사기ㆍ긍지 함양효과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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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의 효과 역시 약 3,000억 엔 규모로 일본정부의 전체 우주

개발예산 2,600억 엔을 감안한다면 매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각국이 우주개발 및 우주인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를 이러한 결과
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미래 국가경쟁력 선도와 첨단기술 확보와

기술자립을 위해서 우주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우주정책 포럼
가. 제1회 우주정책 포럼
1) 개요 및 참석자
○

개요 : 12월 8일, 우주정책포럼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관으로 개최

- 영상위성 관련 학계를 비롯하여 관련 언론인과 일반청중 등 150여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관련 종사자외 학계와 언론계 등 다양한 각 계 인사들이 토

론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
○

참석자:

- 발표: 이주진(한국항공우주우구원 위성기술사업단장)
「아리랑2호의 국가적 개발」

김경민(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세계의 광학정찰위성의 현황」

- 사회: 반병희 (동아일보 오피니언 팀장)
- 토론자: 토론:

김권혁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주)이미지인포대표이사)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

김석환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이찬휘 (SBS 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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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요지
○

한공항공우주연구원
국가적

위성기술

개발」
개발」이라는

사업단장인

발표에서

이주진

대한민국의

박사는

「아리랑
아리랑2호의

국가우주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설명과 아리랑 2호의 개발과 운용을 비롯한 다목적 실용위성의 효

용성과 역할 및 경제적 존재가치와 활용가치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
을 발표하였음.

○ 두 번째 발표인 한양대 김경민 교수의 「세계의
세계의 광학정찰위성운용실태」에서는

다목적 실용위성(광학정찰위성)의 의미와 선진 국가들의 위성 개발동향 및 광학
위성의 기술적 분류등 위성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군사적 ․ 정치적 활용가능
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음.

3) 제 1회 우주정책포럼 운영 결과
○ 제1회 우주정책 포럼은 아리랑 2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계기로 한국내 영상위성
에 대한 관심과 그 획득정보 활용을 위한 법령 및 제도마련을 촉구했다는 점에
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음.
4) 토론내용
○ 사회자 :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추후 우주

개발 활성화 및 지원확대를 위한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해 진 현 시점
에서 본 포럼은 큰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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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 위성사업과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위성자료의 독립성 / 배타성
확보의 문제가 있음. 그리고 광학위성의 임무 성공률 또한 10%

미만

이어서 투자에 비해 획득된 결과가 미비하다는 점도 위성사업의 활성
화를 미진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음. 미국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첩보위성 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키신저는 회고록에
서 술회한 바 있음. 이러한 사례는 위성사업을 통해 매우 중대한 정보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일본 방위청 내 위성 분석부의 분석에 따르면 히마와리 기상위성의 경

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1조 원. 단순히 국가안보나 전략적 효과 외에도

기상예측, 농업, 선박대피 등 폭넓은 활용가치를 가짐.

○ 김민석 : 국가안보나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보다 연구되어야 할 것
이며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확
보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함.

○ 김권혁 : 위성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음.

먼저 위성영상분석 등 위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명확한 분

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위성사업의 기술 시스템의 독자개발
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국가 안보적 이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임.

위성영상 분석의 경우 80cm / 1m 미만 영상의 제공 ( ex) 24시간 지연
제공 등 ) 가능한지 여부가 효용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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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발사체의 MTCR 적용 여부, ICOC 가입으로 인한 모든 위성의 발
사 목적 및 권한 공개 의무가 있다는 점은 위성사업 추진 활성화에 위
협요소임. 그리고 외교부 / 산자부 등의 수출 관련 기준 부재 및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도 위성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
음.

○ 김민석 : 위성사업의 정보가치는 매우 중요함. 이라크 메디나 기갑사단의 야간
이동이 위성을 통해 포착 후 미군의 공격으로 40% 궤멸된 바 있음.

MTCR의 경우 개정의 여론의 확대 속에 우주 개발의 민간차원 접근

시작.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여 결정으로 온/오프라인 GPD 관련 산업

파급 효과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됨. 구체적으로 지형 데이터 및 표적
획득 분야의 발전 기대.

○ 김권혁 : 위성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위성사업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함. 현재 추진 중인 독자개발 위성기술은

세계 시장에서 신뢰도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독

자개발 기술의 효용성이 선진국 기술 도입했을 때와 비교하여 얼마나

되는지 의문임. 그리고 해외 spot image 사에 판매 위임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음.

○ 김경민 : MCTR과 관련하여 각 무기체계별 고유 임무 및 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음. 무엇보다 위성사업 활성화와 추진을 위해 발사실패, 위성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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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험부담 방지의 사전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그리고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이 위성사업의 효용성과 가치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해주어야
함.

○ 이주진: 보안관련 통제, 기술관련 산자부의 통제를 통해 위성사업의 국가안보 저
해 우려는 어느정도 해결된 상태. 개발자로 기술적 보정 담당한 경험에
서 보면 위성영상 세부내용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수정 후 활용이 관례.

그리고 국내 사진은 해외 판매에서 제외. 12월 말까지 Calibration 작업
계획, 고흥에 설치되어 있으나 기상관계로 지연되고 있음.

○ 김석환 : 90년대 중반 이후 KH-12 3기정도 활용중. 위성영상 시스템은 허블우주
망원경과 유사, 즉 위성기술은 기초과학과 동일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그리고 광학위성도 미국의 전략적 한 축일뿐 전부는 아님(현재 활
용중 군사위성, 미육군 40기, 해군 60기, 공군 100기 정도). 걸프전 -

24시간, 아프간 -1,2시간, 이라크 - 30분 표적 획득에서 타격까지 소요
시간 단축으로 위성체계가 더욱 다이나믹해졌음

현재 추진 중인 위성사업은 안보차원의 실운용이 필요하고 양상체제를
구축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임.

위성사업 활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먼저 경제적 측면으로서 300-800기 위성으로 24시간 전세계 정
보획득 구상할 수 있고,자국의 원천기술 보유 후 국제적 분업가능. 따

- 123 -

라서 국내 산학연 통합한 100% 기술개발 추진 필요함.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 통신위성은 현업용 사업이므로 제한사항 없음. 현 계획

중 과학위성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원천기술 획득 추진 제안함. 21세

기 저가의 소형, 고기술 위성만이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있음

○ 안현실 : 미국의 경우 투자비용 보다 미션 달성을 최우선 목적으로 함. 점차적으
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 한국은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과 국

내 R&D 예산 확대어려움 등이 위성사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임.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이점도 있음.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과기부의 협

조가 필요함. 하지만 정부조직 비대화로 인해 우주관련 조직 지원에 심
정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실적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유용원 : 80년대 중반 정찰위성 능력 경험이 있음. 경험적으로 볼 때 국내 위성

의 부재는 정보획득의 가장 큰 저해요인임. 앞으로 아리랑 2호의 발사
에 큰 기대를 하고 있음. 사거리 1000-1500km 순항미사일 개발에 불
구, 대주변국 표적 획득 및 항법단계에서 여전히 대외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임. 국방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듯.

○ 이찬휘 : 국내 위성 개발도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타 산업과 연관하여 많

은 발전을 꾀할 수 있음. 우주인 선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위성사업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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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회 우주정책 포럼
1) 개요 및 참석자
○ 개요 : ´07년2월6일, 우주정책포럼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관으로 개최

- 한국최초의 우주인 선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과 대한민국의 우주개

척 사업의 현안과 발전의 문제 토론을 위하여 2명을 포함하여 학계, 언

○ 참석자:

론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함.

- 발표 김석환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

「우주인사업 및 과학임무의 의의」

최기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인사업단장)
「우주인사업 진행 경과 및 현황」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 우주인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고산(우주인), 이소연(우주인)

- 토론자 고대영 (KBS 해설위원),
배철호

(SBS

김용삼 (월간조선 부장)

TV국장-우주인사업담당),

(매일경제 논설위원),허승호 (동아일보 논설위원)

온기운

2) 발표요지
○ 한공항공우주연구원 우주인사업단장인 최기혁 박사는 「우주인사업의
우주인사업의 진행경과
및 현황」
현황」이라는 발표에서 대한민국의 중장기우주 개발계획에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선발사업의 의의와
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음.

대한 설명과

일정 및 사업추진의 의미 등의 포괄

○ 두 번째 발표인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김석환 교수의 「우주인
우주인 사업
및

과학임무의

의의」에서는

선발된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수행하게

될

과학임무의 종류 및 의미와 유형 및 이번 사업이 보다 상위의 우주인
양성기술의 기반 확립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임을 발표하였음.

○ 세 번째 발표인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의 「한국
한국 우주인사업의 사회

제적 효과」에서는 우주인 사업의 경제적 의미와 사회적인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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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에

대해 다양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도출한 내용과 일본과의 비교분석한

내용

을 발표하였음.

○ 끝으로 고산, 이소연씨 등 우주인들이 선발과정에 관한 후일담과 훈련과
정에 관한 내용설명 및 포부 등을 소개함.

○ 제 2회 우주정책 포럼은 자칫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도 있는 우주인 선
사에 관한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경제적 실제적
해 토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에 관한 충분한 내
행되었음.

의미에 관

용의 토론이 수

○ 특히 이번 우주인 선발 행사의 여러 가지 문제(실질적 효과 및 사업추진
경제성, 필요성 등의 문제를 각계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다시한번 검
수 있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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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의

토해 볼

3) 주요 토론내용
○ 고대영: 1996년 미르탑승객(KBS 다큐)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던 경험이 있어 이번

사업에 큰 감회를 있음. 이번 우주인 프로젝트가 1회성 이벤트로 끝나게
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장기적인 기획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
는 프로젝트라 생각되나 이번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 정부

가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러시

아에서의 언어소통 문제가 시급하므로 우주인 후보 개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것으로 보임.

○ 김용삼: 한국과 같은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는 영역개척에 대한 심리적인 압

박감이 있음. 심해저개발, 세종기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 우리나라
의 프로젝트는 해외영토개척에 기여가 중요함.

미지의 영역인 우주에

한국인이 간다는 것은 현재 과학기술력으로 보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

만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후세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임. 어떠
한 국가와 손을 잡고 파트너 쉽을 구축 하는가 역시 중요하며 고대영해

설위원이 지적한 언어문제 역시 중요한 것임. 국민들은 돈을 투자할 준
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함. 단 이를 공론화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

키고 세부적인 비용문제 등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배철호: 민영방송(SBS)에서 공동추진을 하다 보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

음.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제작하여 전달하려 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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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기인 2008년 4월에는 관심이 예상되나 훈련시점인 2007년에는 얼마
나 많은 관심이 이어질지 미지수임. 과학기술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
되는 부분이라 할 것임.

○ 온기운: 앨빈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우주는 부의 새로운 원천
이라고 함. 21세기에는 우주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선진국의 표준이
되는 것임.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 한국은 우주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처럼 보임. 우주개발에 있어 예산과 국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유인 우주선의 필요성과 투자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가 우주인 사업이전에 제시 되었어야 함. 현재 예산은 4000억대의 규
모라고 하는데 적절한 예산규모라 평가됨. 한국이 우주산업에 투자하

는 규모는 세계 12위. 이런 속도로 늘려간다면 우주산업 뿐 아니라
통신, 방송, 정보산업, 교통, 국방 등 각 분야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
임. 이러한 추진상황을 “항공우주백서” 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
리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음.

○ 허승호: 4700억 원의 예산을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용으로 1년에 2500억 원이 소요되고 있고, 한 끼 식비 2500원을

3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데 1l용이 500억 원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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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국민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 과연 4000여억 원대의 기회비용을 투자하여
우주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가 의문임.

한국이 우주개발에서 늦은 감은 있

음.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아닌 이미 개발된 기술을 경험하는 것일 뿐이라

생각되는 우주인 프로젝트에 260억 원을 러시아에 지불하는 것에 대해 보다 냉정
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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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종오: 허승호 논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세금이기에 소중히 쓰여져
야 할 것임. 우주과학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공감하면서도 오

늘날 우리 교육계의 입시위주의 과학교육 현실이 문제라 아니할 수 없
음. 보다 쉽고도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절실한

현실임. 그게 아니라면 모든 우주관련 프로젝트가 행사가 예산을 타내
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임.
○ 최기혁 단장 답변:
① 국제우주정거장의 기여문제가 미국과의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2003년의 컬럼비아호 참사는 미국의 우주왕복선 프로젝트에 큰 장애요인
이 되었음. 이런 까닭에 러시아와 접촉하여 협력관계를 맺은 것임.

② 우주개발과 그 협력강화는 국제사회에서의 높은 인지도가 필수요건임.

백인 중심의 우주클럽에서 스페이스 커뮤니티를 갖기 위해서는 그들과 ‘친
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임. 현재 우리가 보유한 기술

은 국내용이며 국제적인 기술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요구됨. 금번 우주인 프로젝트에서 지향하는 것이 이러한 우주개발 사업의
장기적인 확대이기 때문에 사업완성 후 논문과 국내외적인 홍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우주개발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는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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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

우주분야는 여타 분야와 달리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안보와 위상 등 전략적 측면의 우위

를 점하기 위해 우주개발을 국가주도로 개발해 옴. 이 같은 이유로 주요 선진국

들은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내에 우주개발 조직(Space

Agency)을 설치하거나, 우주개발전문연구기관에 Agency의 기능을 위임하여 우주
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정부조직으로는 미국의 NASA, 러시아의 FSA 등이 있고,
전문기관 위임형으로는 독일의 DLR, 프랑스 CNES, 일본의 JAXA 등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소형위성발사체, 다목적

실용위성 3호, 5호, 통신해양기상위성, 과학기술위성 등 국책 대형연구개발사업

을 본격 추진 중에 있는 등 우주개발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우주개발의 효
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항공우주(연) 자체적으로도 우주개발사업의 확대에 따라 연구원 전략
개발, 우주관련 법, 제도 연구, 국제협력, 우주기반 조성 업무 등이 증대되고 있

으며, 이를 점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
두되어 그 방안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임.
○

한편,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주인사업 경제성 분석, 미국
의 우주개발 정책방향 및 한미협력방안, 우주정책포럼, 항공우주 연구성과 향상

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항공우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혁신진단 등의

위탁연구과제 등을 수행하여 정부의 정책지원 및 연구원 내부의 행정수요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였음.

○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의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를 보면,

-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누적에 따른 산업파급효과는 시간
이 지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완료시 932.4억 원에 불과하였던 생산유발효과는 3호 종
료시에 약 3.1배 규모인 2,906.1억 원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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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같은 기간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10.6억 원에서 1,898.8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 개발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초기 1호 개발시
의 1,197명에서 3호 개발시에는 3,731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초의 개발사업인 다목적 실용위성 1호 개발 운용에 따른 수출 효과는 29.3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호 개발의 완료에 따라 예상되는 수출액은 무려 37.2배 수
준인 1,090억 원으로 추정됨.

- 다목적 실용위성의 개발 운용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는 자체개발한 인공위성을
활용, 본격적인 최첨단 위성 정보서비스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뿐만 아니라 향후 최근의 기술능력 축적으로 인공위성 완제품

개발 및 관련 기술의 수출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우주인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표본(n=1,360)을 구성하여 가
상적 현실로 우주인사업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

석, 그 결과를 본 분석모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우주인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예상하고 있는 경제적 효과는 가상가치분석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 우주인사업의 효과로는 구체적으로 국민적 자긍심 향상, 사기고양 및 갈등해

소, 당면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순화효과(Cathartic effect), 화합의 계기(공동체

확인), 국방 등에 관한 안도감, 국가위상 증대(국가 브랜드가치 상승), 국민의
과학ㆍ기술 관심 증대와 이로 인한 과학ㆍ기술 인구 저변 확대, 이공계기피
현상 완화, 직접적인 우주실험을 통한 과학ㆍ기술 발전, 관련 산업 매출 증대

및 수출증대효과, R&D 투자 증가 및 고용증가, 외국과의 기술협력 사업을 통
한 기술협력 능력 향상, 우주인 관련 훈련 등 노우-하우 습득, 우주개발에 대

한 공감대 확산 효과 등이 있을 것임.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 전체
를 하나로 묶어 화폐적 가치로 추정함.

- 가상가치분석법(CVM)에 의해 산출된 한국우주인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약
4,780억 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우주개발 정책방향 및 한미협력방안과 관련하여 과거 우주개발은 국력
의 과시를 위해, 때론 정치적 수단을 활용되는가 하면 국가안보와 공공의 이익

을 위해 발전을 거듭해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우주 탐험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은 무궁무진함. 이에 미국 역시 2004년 부시의 새로운 우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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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정거장의 이용과 달탐사 계획 등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국가간 협력은 매우 중요함. 이미 미국은 우주왕복선 개발과 국
제우주정거장 개발에서 일본을 위시한 여러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발
전해 나가고 있음.

- 이제 본격적인 우주개발에 접어든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우주개발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의 Agency기능을 수행할 기관의 정립이

필요.

- 우주개발을 관장할 기관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이뤄가야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협력을 이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난 12월에 개최된 제1회 우주정책 포럼은 아리랑 2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계
기로 한국내

영상위성에 대한 관심과 그 획득정보 활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음. 제 2회 우주정책 포럼은

자칫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도 있는 우주인 선발행사에 관한 국내외 언론의 관

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경제적 실제적 의미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갖을 수
있었음.

- 특히 우주인 선발 행사의 여러 가지 문제(실질적 효과 및 사업추진의 경제성,

필요성 등의 문제를 각계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임.

○ 항공우주 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위탁연구에서 한국항공우

주연구원 직원들의 인식 및 평가를 분석한 결과,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항우연의

조직문화는 평등주의가 가장 대표적이며, 평가와 보상체계의 연계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침.

- 평가제도의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에 대해서는 평가자에 대한 신
뢰도를 높은 반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직무와 그에 따른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소속부서의 사업성과를 가장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다면평
가제의 적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결과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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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관련해서는 10% 정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현행 MBO는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서와

개인평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직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구축
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즉 업무의 질(업무의 난이도 및 구체성)과 업무의 양
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함으로써 목표관리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평가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는데, 시스템적 사업체계인 조직특성을 감안하여 부서 간 협
력정도와 개인 간 공헌도를 평가하는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항공우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혁신진단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구성원들의 기관운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보통수준이었음. 일반적으로 한

조직의 보직자들은 비보직자들에 비해 기관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데 항우연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

- 부서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집단별 분석에서 주목할 사항은 직종

중에서는 연구직, 직급 중에서는 선임급, 근속연수는 5-10년에 해당되는 구성원
들이 전반적인 조직운영에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

- 기관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7개의 부문에 걸쳐 조사하였는데, 각각의 부문에 대
한 평가를 전반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7개 부문

중에서도 특히 간부-직원간의 관계, 인사, 미션과 비전, 그리고 인력배분이 구성

원의 전반적인 조직운영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에서 미션과 비전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수준 미만의 평가를 받았음.

특히, 부서 간 이동의 자유, 경력관리 등의 인사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
았다. 정보공유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으나, 이 부문은 구성원의 전

반적인 조직운영 만족도와는 높은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조직문화 진단결과 결과중심적이라는 것에 상당수의 구
성원들이 동의하고 있었음. 이에 비해 혁신적인 문화는 매우 약하다는 것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이러한 경향은 선임급, 연구원, 그리고 근속연수가

3-10년의 구성원들에서 더욱 뚜렷하였음.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과연 항우연의
장기적 미션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해 조직구성원들, 특히 경영진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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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으로 받아들여짐.
○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한 협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정책 수립 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
며, 중기전략 및 연구원 장기비전 등 연구원 정책수립 시에도 적극 반영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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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수행한 자체연
구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항공우
주연구원에서 수행한 자체연구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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