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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2004년 이후 세계 우주개발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음. 그 첫 번째는 기존의 위성체 및 우주발사체, 원격탐사와 같은 정상

< 우주개발 혁신체제 정립 및 국제협력 효율화방안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궤도에 진입한 연구개발이요, 그 둘째는 달 및 행성탐사, 우주과학과 같
은 프론티어 성격을 띤 연구개발이라 할 수 있음.
○ 우주개발은 1980년대 성장기에 접어들어 약 10년간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 우주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되고,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이 어려우며, 국가안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반기술로써, 우주개
발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우주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수요
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우주개발은 한 국가의 역량만으로 수행하기엔 크고 어려운 점이 많
아 국제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다자
간 협력체제나 양자간 협력체제 등을 구성하여 힘을 합하고 있으며, 이에

1990년대 초 구소련의 붕괴와 저조한 정부 투자로 정체기를 맞았음. 2000
년대 초 미국의 군수 우주분야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의 기미를 보여주
기도 하였음. 최근 탐사분야에 대한 주요국 정부투자가 증가하면서 우주
분야는 제 2의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국 정부는 2006년 현재 우주개발에 503.6 억불을 투자하며 새로운 분
야의 연구개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실정임. 2006년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우주개발 이래 가장 큰 금액임.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대응이 필요함.
○ 전 세계 우주개발을 위성체 개발, 우주과학 및 탐사, 기술개발과 우주발사체
○ 국내외의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가우주개발사업을 통한 국민

개발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미국의 예산을 제외한 경

들의 우주분야 인식 제고 및 지지획득 방안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우), 지구관측, 통신, 항법용도 의 위성체 개발이 48%로 가장 비중이 높음.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최근의 연구개발 추세와 동일하게 우주과학

○ 본 과제는 우주개발 혁신체제 정립, 국제협력 강화, 우주개발 인식제고라는

및 탐사분야임.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2007년 정책협력 지원분야에 대해서 이론적 및
실천적 내용을 제시하였음. 4가지의 위탁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바, 항공우

○ 세계 우주산업 시장규모는 약 1,061 억불 (＇06년)

주분야 성과확산을 위한 우주기술분석 및 효율적 관리전략, 우주개발 인재

- 2006년 우주산업 매출은 총 1,061 억불로 전년대비 20% 정도 증가하

양성을 위한 경력단계별 교육시스템 개발연구, 우주정책 포럼, 위성정보

였으며, 여전히 위성서비스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구소 기획과제 등이 그것들임.

59%로 가장 높음.

Ⅱ. 연구 결과

[표]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추이
(단위: 억불)

1. 우주개발 최근동향
가. 국외 우주개발 동향 분석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매출액

644

713

743

827

888

1,061

자료: Futron Corp.,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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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우주개발 동향 분석

○ 신설된 우주개발정책과는 기존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과제중심의 계
획에서 핵심기술 확보로 패러다임을 바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함

○ 국내 우주개발을 위한 정부의 2008년 투자금액은 총 3,164 억원으로 ＇07
년에 비해 8% 증가하였으며, 정부 R&D 비중은 3%를 유지하였음.

○ 또한 우주개발세부실천로드맵을 수립하여 최초로 핵심 우주기술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장기적 비전을 보여주었음

○ 국내의 우주산업은 아직 기반 구축 초기단계로서, 2006년 생산실적도 전
년보다 감소하여 총 31 백만 달러를 기록 (위성서비스분야 제외)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국가 수요 충족 및 국자전략사업으로
연구개발 집약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산업화는 미흡한 상태임

[표] 국내 우주분야 생산실적
(단위: 백만불)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전망)

우주

24

51

31

106

178

○ 2006년 위성방송․통신 등의 우주활용 분야를 포함한 우리나라 산업체의
우주분야 매출은 7,000억원으로 세계 우주시장의 0.7% 차지함

자료 : 항공우주, 2008 봄호

나. 연구원 혁신체제 정립
○ 연구원의 혁신체제 구축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 증대

2. 우주개발 혁신체제 정립

- 현재까지의 투자규모가 임계에 도달하였다는 인식하에서 성과확산에
가. 우주개발 혁신주체 현황분석 및 시사점
○ 우주개발 혁신체제란 우주기술의 개발, 축적, 확산에 기여하는 기업, 연구
소, 대학 등 상호 연관된 기관의 총합이나 그들 기관 간의 네트워크 및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음

대한 요구 증가
- 국제 경쟁심화에 따라 효율성 향상 및 성과 증진에 대한 요구가 전 산
업분야에서 증가
-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고 널리 활용함으로써 그 효용을 증대
시키는 한 편, 내부적으로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의

○ 우주개발 혁신의 주체는 크게 정부, 연구소, 산업체, 대학으로 대별할 수

도출이 요구됨

있으며, 우주개발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 전략 분야임을 고려할
때, 정부 및 공공연구소의 혁신의 중요성은 과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과학기술부는 2006년 우주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1개 과를 2개과-우주

○ 본 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혁신체제 정
립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함.

기술개발과, 우주기술협력팀으로 확대하여, 우주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

- 기존의 항공우주 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증진시키는

부기능을 독립된 과로 분리시킨 이후, 2007년 초 우주기술심의관을 배치

방안으로서 위성정보연구소의 신설을 통한 위성사업 성과의 활용도를

하고, 실무 담당부서를 기존 우주기술개발과, 우주기술협력팀에서 우주청

높임

책과를 신설하여 3개과 - 우주개발정책과, 우주기술개발과, 우주기술협력
팀로 확대하여 우주정책 기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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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내 구성원의 재교육 및 적소 배치를 통한 역량증진을 통하여 연
구성과를 증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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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와 직급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전문직제의 도입을
통하여 역량 증진 및 연구 효율 증대
- 항공우주 사업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
: 연구개발성과 상업화와 관련된 기반 개선 및 직무발명제도 등의 보
상체제 도입을 통하여 연구개발 효율 및 연구의욕 증진
3. 정부 계획․제도 정립

○ 우주개발사업세부실천로드맵은 10년 계획으로 마련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을 시행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의 구체적 실천방안 및 일정을 구체화한 ｢우주
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
세부실천로드맵(안)｣
)｣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수립배경 및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07.6.20)에
서 우주개발사업별 추진일정과 목표가 제시되는 우주개발사업 실천로
드맵 작성을 지시
나. 발사안전지침
○ 우주개발의 고비용․고위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주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조정하여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결집되도록 하고자

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우주개발 실천Roadmap

하는 취지에서 2005년 5월에 제정․공포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이의 구체
적인 시행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등에 의해서 우주발사체의 발

○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ⅰ) 핵심 우주기술 개발로 독자적 우주
개발능력 확보, ⅱ)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세계 10위권 진입, ⅲ)
우주공간의 영역 확보 및 우주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ⅳ) 성공적 우주
개발을 통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 등에 있음. 이렇듯이 우리나라 우주개발 중
장기계획 상의 실천을 통한 실용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상업주의가 주요
방향임.

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작성해야 할 ‘발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안
이 준비됨.
○ 발사계획서 작성지침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의 발사허가를 얻기 위하여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사계획서에 기재할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2007년 6월 20일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하여 의결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발사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궤적, 발사체의 제
원 및 성능, 안정성 분석 보고서, 탑재체 운용 계획서, 및 손해 배상 책임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술자립 측면에서,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성
과를 이루었으나, 선진국의 기술을 추격습득하는
․
수준이었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 자립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요

등을 다루고 있음.
다. 우주손해배상법
○ 우주사고는 발생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민법상의

- 미래비전 측면에서, 위성기술 자립화 이후 한 차원 높은 우주개발을
위한 비전(예: 우주탐사) 제시 필요
- 기반조성 측면에서, 우주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여타 사업
의 예산축소를 우려하여 관계부처에서 우주개발 예산투입에 소극적 자
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방안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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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 또한 각 국가들이 우주개발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사고시에도 상업적 논리만을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됨. 정부는 우주사고시 손해배상범위와 책임한계를 정
하는 우주손해배상법의 제정을 하였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무과실 책임주의, 책임의 집중, 책임보험의
강제, 사고시 정부의 지원 등 독특한 법리가 적용되는 내용을 연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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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주개발국제협력 강화

색을 통해 우리의 기술 및 자료를 상품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협
력 논의내용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향후 동 국가들과의 협력방향의 자료로
삼고자 함

가. 주요국 현황
○ 국제협력전략 연구를 위해 주요국의 우주개발 전략 및 분야별 활동을 정리

다. 국제기구의 협력 전략 수립 및 체계적 참여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하고 이를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세부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중국, 일본, 브라질의

○ 우주분야에서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분석 및 전략방안을 모색함

우주개발 전략을 분석함
나. 선진우주기관과의 기술협력 기반 구축, 강화 및 대응전략 구축

○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우주분야 주요 국제기구는 UN COPUOS (유엔 외
기권평화적이용 위원회), UN ESCAP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 IAF

○ 선진우주기관과의 기술협력기반구축, 강화 및 대응전략 구축을 위해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함.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국제우주사회는

(International Astronautics Federation, 국제우주연맹), APRSAF (아-태
지역 우주기관포럼),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임

한국의 개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호협력방안을 찾는 경우가 많아짐.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후발국으로서 첨단우주기술을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

5. 우주개발 인식 제고

하기에는 과도한 인력, 예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 우주개발을
위해 기술적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주기술선진국들과 국제협력을 통해

○ 기타 우주정책 포럼, 항우연/공군 확대협의회, 항공우주정책자문회의, 항

단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공우주개발 동향Hub 구축 및 배포, 2006 NASA의 Spin-Off 등의 정리를

판단됨

통하여 우주개발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음.

○ 본 절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주요국의 우주개발 전략을 토대로, 각 주요국과
우리나라와의 국제협력 현황을 분석한 후, 당해 국가들의 우주개발 전략을
고려하여 향후 동 국가들의 선진 우주기관들과 어떠한 협력을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연구함
○ 그리고 2007년도에 주요 선진 우주기관 중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Ames
연구소, 러시아 연방우주청(FS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일본의
외교부 및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협력을 논의하였는 바 이에 대해
정리함
○ 그 외에 2007년도에 개발도상국인 태국과도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노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위성제작기술 및 영상자료
들에 대한 마케팅전략도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항공우주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동남아, 중동 및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도 공동협력방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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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 본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은 문헌연구, 데이터베이스 분석, 면담조사 등으로
구성됨. 우주개발 동향은 국내외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음. 특히 우주산업실태
조사는 국내 우주관련 제품 제작, 기술개발, 연구 및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체, 공공연구기관(국공립시험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 총
134기관에 대하여 조사서 배포 및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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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4가지의 위탁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바, 항공우주분야 성과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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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우주기술분석 및 효율적 관리전략, 우주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경력단
계별 교육시스템 개발연구, 우주정책 포럼, 위성정보연구소 기획과제 등
이 그것들임.

○ 우주개발은 최근 달탐사를 통해 다시 한번 국제적인 화두가 되어 주목받고
있음. 오늘날 우주개발은 과거 군사적 목적이나 순수 첨단기술의 개발이

3. 주요 연구 내용

라는 관점에서 더욱 확대되어, 지식의 탐구와 자원의 확보, 인류 삶의 터전
확장 등 사회적 이슈와 깊숙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음.

○ 본 과제는 우주개발 혁신체제 정립, 국제협력 강화, 우주개발 인식제고라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2007년 정책협력 지원분야에 대해서 이론적 및
실천적 내용을 제시하였음.

○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혁명’에서 미래 우리 사회에 혁
명적인 부를 안겨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우주기술을 들고 있음.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부는 화폐가치로 환산되는 가시적인 부와 그렇지 않은

○ 우주개발 혁신체제 정립에 있어서, 우선 정부예산규모, 우주산업시장규모,

비가시적인 부로 구분됨.

기술수준 등의 우주개발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였음. 우주개발 혁신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산업체, 연구원, 대학, 정부 등의 우주개발 혁신 주체

들의 현황분석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고, 정부계획․제도 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음.

○ 우주개발은 위성활용서비스 산업의 창출을 통해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급격하게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거대한 경
제적 부의 원천이 되고 있음. 우주개발은 특히 비가시적인 부로 대변되는
외교적 교섭력의 증대, 지리적 군사적 우월권 확보 등의 정치외교적인 가

○ 국제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주요국의 우주개발 전략분석 등 국제협력 지원,

치를 창출해 내고 있어 전략적인 기술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임.

양해각서 체결 등 선진우주기관과의 실질적 국제협력 추진 내용, 주요 우
주기관과의 세미나 추진 내역, UN COPUOS 등 다양한 우주기구에 대한
참가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음.

○ 우주개발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분석은 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우주개발에 참여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기
술개발이 산업화로 재탄생 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

○ 우주개발 인식제고를 위해서 추진한 우주정책 포럼, 항우연/공군확대협의회,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줌.

항공우주정책자문회의, 우주개발동향분석, Spin-off 보고서 등이 정리되었음.
○ 이번 장에서는 국내외 우주개발 동향을 정부 연구개발 동향과 산업동향
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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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우주 분야 경쟁력 현황을 지수별로 살펴보면, 정부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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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9위, 인력 분야는 8위, 산업분야는 9위를 차지하고 있음.
1. 개 요
○ 이번 절에서는 세계 주요 우주개발국의 정부 투자와 연구개발 동향, 그리고
○ 2004년 이후 세계 우주개발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산업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음.

있음. 그 첫 번째는 기존의 위성체 및 우주발사체, 원격탐사와 같은 정상
궤도에 진입한 연구개발이요, 그 둘째는 달 및 행성탐사, 우주과학과 같

가. 정부투자 현황

은 프론티어 성격을 띤 연구개발이라 할 수 있음.
○ 우주개발은 1980년대 성장기에 접어들어 약 10년간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이 발표된 후,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등 5
개의 국가가 달 및 행성탐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 따라 발표했
음. 대규모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며,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ISS)과 같이 국제협력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전 세계 주요 우주개발국 중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는 미

1990년대 초 구소련의 붕괴와 저조한 정부 투자로 정체기를 맞았음. 2000
년대 초 미국의 군수 우주분야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의 기미를 보여주
기도 하였음. 최근 탐사분야에 대한 주요국 정부투자가 증가하면서 우주
분야는 제 2의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2.1] 세계 우주개발의 정부투자 추이: 1980∼2006

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인도, 캐나다, 일본, 한국, 이스라엘, 브라질로 총
10개 국가임. 경쟁력 지수(SCI: Space Competitiveness Index)는 정부지
원, 인력 및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래프] 우주 경쟁력 지수(2008)

자료: Euroconsult, 2006

○ 주요국 정부는 2006년 현재 우주개발에 503.6 억불을 투자하며 새로운 분
야의 연구개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실정임. 2006년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우주개발 이래 가장 큰 금액임.
자료: Futron Corp.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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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 간 우주분야 정부지출의 증가는 특히 미국의 군수분야 지출의

나. 연구개발 동향

증가와 러시아의 투자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러시아의 정부투자는 지난 5
년간 평균 20%씩 증가하였음.

○ 전 세계 우주개발을 위성체 개발, 우주과학 및 탐사, 기술개발과 우주발사체
개발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미국의 예산을 제외한 경우),

○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이 백만불이 넘는 국가는 전 세계 총 28개 정도

지구관측, 통신, 항법용도 의 위성체 개발이 48%로 가장 비중이 높음. 두 번

이지만, 국가 간 투자 규모의 차이는 여전히 상당함. 미국은 민수와 군수

째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최근의 연구개발 추세와 동일하게 우주과학 및 탐

우주개발에 전 세계 투자의 3/4에 해당하는

사분야임. 연구개발 동향에서는 위성체, 우주발사체, 프론티어 성격을 띠는

386 억불을 지출하고 있으

며, 일본과 프랑스가 약 20 억불의 예산을, 그리고 독일, 이태리, 인도, 러

우주탐사와 위성항법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음.

시아와 영국이 5억불 정도를 투자하고 있음.
[그래프] 민수 우주분야의 분야별 투자 (1996∼2006)
[표 2.1] 세계 30개국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 (2002 ∼2006)
단위: 백만불
미국
일본

민수
군수
민수

프랑스

민수
군수

이태리

민수
군수

독일

민수
군수
민수

인도
러시아

민수
군수

영국

민수
군수
민수
민수
민수
민수

캐나다
한국
중국
브라질
이스라엘

민수
군수

2002년
30,671
14,921
15,750
2,180
1,702
1,278
424
841
811
30
703
674
28
449
426
310
116
289
244
45
210
113
131
56
51
1
50

2003년
32,882
15,382
17,500
2,253
1,920
1,427
494
965
922
43
816
782
34
459
370
298
72
487
241
246
201
142
131
56
21
1
20

2004년
34,277
15,870
18,406
2,413
2,120
1,627
493
917
857
59
919
882
37
608
551
475
76
579
309
271
220
180
131
79
51
1
50

2005년
36,207
16,752
19,455
2,426
2,228
1,636
592
980
929
51
905
867
39
609
785
646
139
634
363
271
238
199
132
96
51
1
50

2006년
38,590
17,342
21,248
2,231
2,191
1,600
591
1,009
959
50
906
868
39
813
1,018
821
197
641
378
263
325
328
134
125
51
1
50

자료: Euroconsult, 2006

○

세계 10대 우주개발 국가의 경쟁력의 정도는 정부지원의 정도가 결정한
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역할은 중요함.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대과학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은 자금투자, 정부정책, 그리고
개발 추진의 체계화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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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개발 현황

1) 위성체 분야
(가) 지구관측(Earth Observation)위성

- 미국: 국방부(DoD)의 우주분야 연구개발비의 24%를 통신위성개발에 투
자하고 있음. 현재 AEHF, Wideband Gapfiller, MOUS, T-Sat 프

○ 지구관측위성 개발은 환경, 국방과 안보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다른 위

로그램이 진행 중임.

성에 비해 개발비용이 적게 들어 위성 중에서도 개발의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임.
- 러시아: 현재 우주개발 프로그램 중 통신위성의 업그레이드에 최우선순
○ 2006년 현재 지구관측위성 개발에 투자된 전 세계 정부예산은 총 46억불로,
2002∼2006 동안 평균 성장률 6.8%을 기록함.

위를 두고 있음. 러시아 우주청(FSA)는 2006∼2016 동안 총 30
기의 GEO 위성을 발사할 계획임.
- 유럽: Milsatcom 개발과 교체에 군수 우주개발 예산이 대규모로 투자되고

○ 주요국 개발 현황

있음.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및 스페인은 군수 통신위성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매년 약 7.4 억불을 투자할 예정임.

- 미국: 국방부에서 주로 정찰용으로 개발 중이며,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다) 기상(Meteorology)위성

- 유럽: 주로 민수 및 군수의 이중용도로 개발
* 스페인(Seosat), 프랑스(Pleaides, Helios 2), 독일(Sar Lupe),

○ 기상위성 분야는 미국의 기상청(NOAA)과 국방부(DoD), 그리고 유럽의 ESA와
Eumetsat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이태리(Cosmo Skymed), 민간-공공파트너십(RapidEye, TerraSar)
○ 주요국 개발 현황
- 신규 우주개발 진입국의 연구개발 우선순위 1순위 분야
- 미국: 민수분야 기상위성은 NOAA가 주축이 되어 개발하고 있으며, 2006년

* 태국, 칠레 등

개발비는 953 백만 달러임. 군수분야는 DoD가 개발을 주관하며 현재
NPOESS 시스템이 중점 프로그램임. 2006년 개발비는 4.3 백만 달러

(나) 통신(Telecom)위성

소요됨. 2010년까지 민수분야 기상위성개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할

○ 군수용 통신위성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미국과 프랑스가 군수용
통신위성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것이며, 이는 GEOS 신규 위성 개발 때문임.
* NPOESS: National Polar Orbiting Environmental Satellite System
* GEOS: Geostationary-orbiting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 미국의 국방부(DoD), 프랑스의 국방조달청(DGA)가 최대 투자기관이며,
전 세계 상위 10위권 국가들의 2006년 연구개발비는 총 39억불임.

- 유럽: MSG와 EPS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제3세대 기상위성 시스템인
MTG 개발을 2009년 착수 예정

- 2002∼2006 동안의 성장률이 10.1%로 고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MSG: Meteosat Second Generation
* EPS: Eumetsat Polar System
* MTG: Meteosat Third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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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 우주발사체 분야

․ 일본의 기간 로켓인 H-IIA 로켓 개발 및 제작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국가로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H-IIA 우주발사체의 개발을 추

브라질, 한국이 있음.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재사용 가능 우주발사체인 우주

진토록 하였으며, 현재는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목표로 개발 중

왕복선의 개발력 보유

․ H-IIA 1호부터 3호까지를 개발과정으로 기초설계부터 제작 완료에

- 달 및 우주탐사 추세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유인우주왕복선을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JAXA가 주관하였고, H-IIA 4호부터 6호
까지를 제작 단계로 구분하여 설계는 JAXA가 책임을 지는 반면,

개발하고자 함.

산업체 중의 한 회사가 제작을 총괄하여 JAXA의 업무 부담을 줄
어들 게 함.

○ 주요국의 개발 현황
- 미국

․ 국방부 우주발사체 개발예산의 90%가 조달비용으로 지출될 정도로

․ 현재 H-IIA 10호기까지 개발 성공
- 인도

산업체 활용도가 높음.
․ 현재 Delta 4와 Atlas 5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두개 발사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비용을 줄이려고 구상 중. 연간 1∼1.5억불이 절
감될 것으로 추정
․ 유인우주왕복선(CEV) 오리온(Orion) 개발 예정

․ PSLV(Polar Satellite Launch Vehicle)는 극위성 발사체로 극궤도
지구자원 탐사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인도의 제3세대 발사체
․ GSLV(Geostationary Satellite Launch Vehicle)는 지구 정지궤도
위성 발사체로서,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액체산소/액체수소를 사
용하는 인도의 지구 정지궤도 위성 발사체. PSLV 개량형으로 개
발되었음.

- 유럽

․ 현재 Ariane 5 성능 개량형과 Vega 소형 발사체 개발에 중점

․ 2006년 연구개발비는 총 6.6억불
․ 러시아와 공동으로 유인우주왕복선 ACTS 개발 타당성 검토 중
* ACTS: Advanced Crew Transportation System
- 러시아

․ Soyuz 발사체의 업그레이드와 Proton을 대체하기 위한 Angara 발
사체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유인우주왕복선 Clipper 개발 구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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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장정(CZ) 우주발사체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우주
발사 서비스를 6∼7차례 실시, 모두 성공함.

․ CZ 2E가 가장 성능이 우수한 발사체이며, 현재 저궤도용 발사체
CZ 5를 2012년 완료목표로 개발 중임.
․ 중국은 소형 지구관측위성의 발사를 위한 소형위성발사체인 KT-1의
개발도 구상 중임.
․ 유인우주비행선 선저우 5호를 2003년에, 선저우 6호를 2005년에
각각 성공하고, 현재 선저우 7호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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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탐사 분야

○ 주요국의 현황

○ 2004년 미국의 우주탐사 비전 발표 후, 주요 우주개발국이 달 및 우주탐사

- 미국

계획을 잇따라 발표함.
○ 각 국가의 우주탐사 계획은 달탐사에서 화성 등의 행성탐사로 진행하는 단계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달탐사를 통해 탐사에 필요한 기술과 유인 탐사의 기반을
확보하는 방식임.

․ 2004년 1월 14일 부시 대통령은 우주탐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하였고, 같은 해 2월 NASA는 대통령이 선언한 비전에 기초하여 정부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태양계 탐사를 위한 새롭고 과감한 체제
(framework)를 ‘우주탐사 비전(The Vision for Space Exploration)’에서

○ 우주과학 및 탐사분야 계획을 발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제시

인도가 있으며, 동 분야 계획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2005년 9월 2020년까지 달에 대한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발표. 104억

[표 2.2] 주요국의 달 및 행성탐사 최근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달러가 투입될 새로운 탐사선 ‘오리온’으로 네 명의 우주인을 달에 보
낼 것이라고 발표. 스페이스 셔틀은 2010년까지 완전히 은퇴하게 되고

국가명

미 국

우주탐사 관련 계획

․
․
․
․

최근의 성과('95년 이후)

․
․
오리온 유인탐사선(CEV) 개발 완료(2012)
․
로봇을 이용한 달탐사(2014)
․
달 유인탐사, 화성 무인탐사(2018)
․
행성탐사(2020)

유인탐사선(Crew Exploration Vehicle, CEV)이 2012년까지 준비되어
대체될 예정

Lunar Prospector('98)
New Horizons('06)
Phoenix('07)
Dawn('07)
Lunar Reconnaissance Orbiter
('08 발사 예정)
․ MSL('09 발사 예정)

․ 달착륙을 위해 Altair라는 LSAM(Lunar Surface Access Module)과 화

․ 미국은 2005년 12월 구체적인 기획연구를 완료하고, 2006년∼2018년

유 럽

․ Aurora 프로그램(2001∼2030)
- ExoMars, NEXT, MSR 프로젝트

․
․
․
․

일 본

․ 달탐사 기술개발 및 실증(2015)
․ 무인 달탐사(2016)
․ 유인달기지 건설(2025∼2030)

․ Nozomi('98)
․ Hayabusa('05)
․ SELENE('07)

러시아

․ 달 및 행성탐사 진행(2010∼2016)
 Fobos-Grunt 프로그램,
Lunar-Globe, Venera-D
 Coronas-Foton, Reconance and
Intergelic-Zond

․ LEND('08 발사 예정)
․ Fobos-Grunt('09 발사 예정)

중 국

․ 달탐사 프로젝트 ‘창어’ 착수(2003)
․ 달착륙선 발사(2017)

․ Change-1('07)
․ Yinghuo-1('09 발사 예정)

인 도

․ 무인 달 탐사선 개발(2007)
․ 무인우주선 화성탐사(2012)
․ 유인우주선 발사(2014)

․ Chandrayaan-1('08 발사 예정)

SMART-1('03)
Mars Express(‘03)
Rosetta(‘04)
Venus Express(‘05)

물수송선 Ares V라는 CaLV(Cargo Launch Vehicle), 그리고 저궤도용
2단형 발사체를 개발 중

동안 탐사분야 연구개발에 총 1,040억불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발
표하였음.1)

1) 2005년 11월에 발간된 NASA의 ESAS(Exploration Systems Architecture Study)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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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유럽

․ ‘우주과학’ 프로그램 아래에 우주탐사 계획을 수립하고, 행성과

․ESA는 2005년 12월 새로 시작해야 할 연구활동으로 우주탐사를 선정,

태양계의 소행성 탐사, 기타 우주탐사 계획으로는 ’Luna-Globe'와

2006년 예산에 유인우주비행과 우주탐사 분야에 4.2 억유로의 예산을

‘Venera-D', 태양 관련 ‘Coronas-Foton'과 ’Resonance and

배정

Intergelic-Zond' 프로젝트 등 다수
․ 러시아는 화성탐사를 준비하기 위해 물과 같은 자원을 탐사하기 위한

․ESA의 태양계 탐험을 위해 ExoMars-NEXT-MSR의 3단계로 구성된
오로라(Aurora) 프로그램을 2001년부터 시작

“렌드(LEND)” 장비를 미국의 달정찰궤도선 (Lunar Reconnaisance Orbiter)에 탑재하여 2008년 10월 발사할 예정
․ 화성 위성 “포보스” 탐사를 위해 “포보스 그런트(Fobos-Grunt)”를
2009년 10월 발사 예정(‘07.11월 발표), 포보스 그런트는 ‘96년 “마스
96”이후 처음으로 발사되는 러시아의 화성탐사선으로 2001년 개발에
착수. 2009년 발사되어 화성위성 포보스의 지표 샘플을 채집 후
2012년 지구로 귀한 할 예정임.
․ 중국의 화성탐사위성 Yinghuo-1와 함께 러시아의 발사체 소유즈-2/1b로
바이코노루 발사장에서 발사
․ 러시아는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계획을 발표(2008.11): 2025년에는
화성에 러시아인을 착륙시킬 것이며 이는 미국의 유인 화성탐사
계획보다 6년 앞섬

- 일본
․2006년 4월 우주탐사 계획 발표. 달 선회위성 발사 후 10년 내(2016
년)에는 달에 로봇을 탑재한 달 탐사차를 착륙시켜 달 표면의 물질을
지구로 가져오고, 2025년 이전에 달 유인 과학기지 건설에 착수할 계
획임. 또한 2006년 8월에는 2030년까지 유인 달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음. 그러나 일본의 원대한 우주 계획은 2005년 말 소행성의 샘플
회수를 목표로 했던 탐사 계획이 실패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임.
․달 선회 위성 이후의 달 탐측기와 유인 우주비행, 태양계 행성 탐측
등의 연구를 위해 지난 4월 JAXA에 전담팀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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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성항법 분야

○ 2002년∼2006년 동안 정부의 분야별 투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위성항법 분야
의 증가율이 21.5%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2006년 현재 전 세계 위성
항법 프로그램에 투자된 금액은 총 13 억불이며,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투
자된 것임.

[그래프] 정부 우주개발 예산의 분야별 투자 증가율(2002∼2006)

- 중국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 동안 달궤도 탐사 임무 수행
및 지구와 달 공간의 환경탐사 추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궤도진입,
착륙, 복귀 3단계로 이루어진 달탐사 계획(창어 프로젝트)에 착수
․2007년 10월 중국 최초의 달 선회 탐측위성 ’창어 1호’를 발사 성공
․ 2012년 전에 착륙기를 달에 보내 달의 모양과 달의 질적 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진행할 것임. 이어 2017년을 전후해 유인 달 탐
사차를 다시 달의 표면에 착륙시켜 달의 샘플을 채취한 후 탐사차에
실어 지구로 귀환 때 이를 가져오게 한다는 계획임.

자료: Euroconsult, 2006

○ 자국의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는 국가는 총 6개 국가임. 미국은
GPS Ⅲ 구축계획, 러시아는 GLONASS 현대화 계획, 유럽은 Galileo 프로그
램, 일본은 QZSS, 중국은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 인도는 IRNSS를
추진할 계획임.2)
2)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GLONA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QZSS: Quasi-Zenith Satellite System
IRNSS: Indian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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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현황

[표 2.3] 주요국의 위성항법 개발 계획
국가명

- 미국: 제3세대 GPS 위성항법체계 구축을 위해 총 56억불 배정. 총
30기의 위성개발 및 발사 계획(2013∼2020)

미

국

유

럽

2010년 운용을 목표로 총 34억 유로화가 투자됨.

일

본

※ 2006. 10. 12일 EU Council 회의에서 운용 연기 결정

러시아

- 유럽: 갈릴레오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중이며, 2010년 운용 시작 목표, 총
30기의 위성으로 구성되는 정밀도 5m 이내의 위성항법시스템으로서,

- 러시아: GLONASS의 현대화 착수(2002년∼2011년까지), 총 24기 위성 발
사 예정(12기 Glonass, 4기 Glonass-M 위성), 2007년 현재 예산

중

국

인

도

은 약 3.78 억불임.
- 일본: QZSS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중이며,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개발 중(50:50), 총 예산 14.7 억불, 총 3기의 위성 중 첫 번째 위성은

주요 내용

․ GPS Ⅲ (2013∼2020)
‐ 총 30기 위성

․ Galileo (1999∼2011)
‐ 총 30기 위성

․ QZSS (2002∼2009)
‐ 총 3기 위성

․ GLONASS(20∼2011)
‐ 총 24기 위성

․ 베이더우 1(2000∼2007)
‐ 총 4기 위성으로 구성
․ 베이더우 2(COMPASS, 2007∼2011)
‐ 총 35기 위성으로 구성
․ IRNSS(2007∼2012)
‐ 총 7기 위성으로 구성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개발팀, 2007

2009년 발사 예정
- 중국: 유럽의 갈릴레오 항법시스템에 2004년 참여(200 백만 유로), 베

다. 우주산업 동향

이두(北斗)로 불리는 독자위성항법시스템 COMPASS 추진, 총
35기 위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2011년까지 개발

○ 2006년 우주산업 매출은 총 1,061 억불로 전년대비 20% 정도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위성서비스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로 가장

- 인도

높음.

․ 제 11차 5개년 우주계획(2007∼2012)에서 자국 위성항법시스템 개

[표 2.4]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추이

발 확정

(단위: 억불)

․ IRNSS(Indian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2012년
까지 독자개발 예정
* 4개의 GEO 위성과 3개의 HEO 위성
․ 유럽의 Galileo 참여를 제안한 상태이며, 2004년 러시아와도
Glonass 프로그램 협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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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매출액

644

713

743

827

888

1,061

자료: Futron Corp., 2007

○ 2006년에는 총 109기의 위성이 발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45% 증가함. 상
업용 위성이 22기, 비상업용 위성이 87기 발사되었으며, 국가별로는 러시
아가 44기로 가장 많이 발사하였고, 미국이 32기, 유럽이 11기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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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서비스 분야의 두드러진 성장세는 2006년에도 지속되었으며, 위성체

[그래프] 2006년 발사된 국가별 위성 현황

제작 및 지상장비 분야는 1% 씩 매출비중 감소를 보임. 위성서비스 분야는
2000년도에 전체 우주시장에서 50%의 매출비중을 보였으나, 2004년에는
57%, 2006년에는 59%까지 매출비중이 증가하였음.
[그래프] 위성서비스 분야 2006년 매출비중

자료: FAA, 2007

- 2006년 위성체 제작 시장의 매출은 총 120 억불로 전년 대비 1% 감소
하였음. 2006년에는 총 77기의 위성이 신규로 제작되었으며, 작년 대비
17기가 증가함. 증가된 17기 중 12기는 정부용이고, 나머지 5기가 상업용
위성임.

자료: Futron Corp., 2007

○ 발사체 분야는 2006년 총 66회의 발사가 수행되었고, 상업용 발사가 21회,
비상업용 발사가 45회 시행됨.

제 2 절 국내 우주개발 동향

- 2006년도 발사체 시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1% 감소하여, 총 27 억불의

1. 개 요

매출을 기록함.
○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목적은 고정밀 위성영상정보 및 정밀위치정보 등
○ 위성체와 발사체 시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지난 10여년 동안 평균

자주적 우주정보 확보 등 국가 전략수요 충족, 재난․재해감시 등 국가

47기의 위성이 발사되던 추세를 조금 상회하여, 평균 62기의 정부수요가

공공수요 충족, 그리고 위성통신․방송 등 우주활용서비스 및 차세대 신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2016년 동안에는 상업용 위성 616기, 군

산업 육성 등 우주산업화 촉진임.

용 위성이 221기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우주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우주분야 정부조직의 확대 및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표 2.5] 세계 위성체 제작과 발사서비스: 1997∼2016
구 분

1997∼2006
(발사 완료)

위성체

2007∼2016
(전망)

성장률

900기

960기

+6.7%

위성체 시장

800억 달러

1,045억 달러

+31%

발사서비스시장

360억 달러

405억 달러

+12%

우주정책을 재정비하였음. 우주개발사업의 세부실천로드맵 확정으로 2016
년까지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추진내용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의 지침서를
제공하기도 하였음.
- 2007. 6. 20: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확정
- 2007. 11. 20: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 확정

자료: Euroconsul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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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우리나라 우주개발 계획수립 경위

○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동향을 정부투자, 연구개발, 그리고 산업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음.

□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96
∼'15) 최초 수립*('96.4)
’
수립

* 종합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 기본계획 주요내용 : '15년까지 총 19기의 위성체 개발, 과학로켓 및 우주
발사체 개발 등

가. 정부투자 현황
○ 국내 우주개발을 위한 정부의 2008년 투자금액은 총 3,164 억원으로 ‘07
년에 비해 8% 증가하였으며, 정부 R&D 비중은 3%를 유지하였음.

□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96∼'15) 수정보
․ 완*(1차('98.11), 2차('00.12), 3차('05.5))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에서 최종 심의․확정
* 1차수정(안) 주요내용 : 독자위성 발사시기를 2005년으로 변경
* 2차수정(안) 주요내용 : '15년까지 총 20기의 인공위성 개발, 단계별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우주센터 건설, 우주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추진계획
수립 등

* 3차수정(안) 주요내용 : '10년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위성 개발

- 위성체 분야: 총 2,012억원을 투자해 지구저궤도 관측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3호·3A호·5호(1,266억원), 국내 최초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707억원), 과학기술위성3호(39억원)를 개발함.
- 우주발사체 분야에는 1,115억원을 투자, 소형위성발사체 개발(608억
원)과 우주센터 건설(507억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임.

일정 조정 등

[표 2.6] 국내 우주개발 R&D 예산
(단위: 억원)

□ 국가우주개발 진흥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우주개발진흥법(법률 7538호)*’ 제정('05.5)
제정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 수행('07.3)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 개최('07.4)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렵 및 공청회 개최('07.5)
□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예정('07.6)

연도별

정부R&D예산(A)

우주개발
R&D예산(B)

B/A(%)

2003

65,154

1,353

2.0

2004

70,827

1,710

2.4

2005

77,996

1,893

2.4

2006

89,096

3,125

3.5

2007

97,629

2,934

3.0

2008

108,423

3,164

3.0

자료 : 과학기술부, 2008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과기부 장관), 위원(당연직 9명, 위촉직 4명)
나. 연구개발 동향
□ 우주개발실천로드맵 관계전문가 T/F팀을 구성,
구성, 로드맵 초안 마련
(‘07.8∼9)
□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07.10)
수렴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을 통해 로드맵 심의․확정(‘07.11)

1) 위성체 분야
○ 우리나라는 ‘92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기의 인공위성(한일
․ 공동 개발위성 1
기포함)을 성공적으로 발사 (6기 국내개발, 5기 해외 도입)
- 다목적실용위성 2호는 성공적으로 운영 중, 해외 영상판매 시작(’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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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92년 이후 위성 개발․발사 실적
구 분

2) 우주발사체 분야

위성명(국제협력)

발사/운용여부

개발기관

우리별 1호(공동)

‘92. 8/임무종료

과학기술원

38억원

과학위성

우리별 2호(자체)

‘93. 9/임무종료

과학기술원

31억원

(연구용)

우리별 3호(자체)

‘99. 5/임무종료

과학기술원

80억원

과학위성 1호(공동)

‘03. 9/운용 중

과학기술원

117억원

다목적위성 1호(공동)

‘99. 12/운용 중

항공우주(연)

2,242억원

다목적위성 2호(공동)

‘05. 12/운용 중

항공우주(연)

2,667억원

무궁화 1호(도입)

‘95. 8/해외 판매*

미국 구매

2,236억원

무궁화 2호(도입)

‘96. 1/운용 중

미국 구매

2,236억원

무궁화 3호(도입)

‘99. 9/운용 중

프랑스 구매

2,536억원

다목적위성
(지구관측용)

정지궤도
위 성
(방송통신용)

개발비용

무궁화 5호
한별위성(한일 공동)

‘04. 3/운용 중

미국 구매

2,900억원

○ 과학로켓 1호(’93)와 2단형 과학로켓 2호(’98) 개발로 고체추진제 로켓기술을
확보하고, 과학로켓 3호(’02)를 개발하여 위성발사체 개발의 기반기술과 경험
축적

[표 2.9] 과학로켓 개발실적
KSR-I

KSR-II

KSR-III

개발목적

1단형과학로켓개발

중형과학로켓개발

액체추진로켓개발

개발기간

1990.7∼1993.10

1993. 11∼1998.6

1997.12∼2003.2

발 사 일

‘93.6.9

‘98. 6

‘02.11

개발예산

28억원

52억원

780억원

추진기관

고체(1단형)

고체(2단형)

액체(1단형)

* 무궁화 1호는 유럽에 판매했으며 현재는 Eurostar를 대행해 KT가 운용 중
제

원

총길이 : 6.7m

총길이 : 11.1m

총길이 : 14 m

중량 : 1.2톤

중량 : 2톤

중량 : 6톤

추력 : 7톤

추력 : 11톤, 7톤

추력 : 13톤

○ 현재 3기의 다목적실용위성, 1기의 통신해양기상위성, 2기의 과학위성을
개발 중
※ 예정발사연도: 다목적3호(‘11), 3A호(’13), 5호(‘10), 통해기(’09), 과학위
성2호(‘08), 3호(’10)

○ 2002년부터 소형위성 발사체(KSLV-I)를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 중
- 시스템 기술(체계설계, 체계종합, 발사운영)은 기술협력으로 확보하였으며,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상단 로켓(구조체, 관성항법유도시스템, 고체 킥모터,

[표 2.8] 현재 개발 중인 위성체 현황

위성체 구분

전자탑재, 열․공력 장치, 지상지원 장비 등) 국내 자력 개발

- 대형 발사체 구조 제작기술 확보, 1단 대형 추진제 탱크 개발 기술(1단 산화제

개발금액(억원)

개발기간

다목적위성3호

2,872

2004년 착수 ∼ 2011년 발사예정

국제협력 및 독자개발을 통한 선행개발로 국산화 개발기술 확보 추진

다목적위성3A호

2,120

2006년 착수 ∼ 2013년 발사예정

○ 2008년 완공과 함께 소형위성 발사체를 발사하게 될 우주센터 건설 및 자체

다목적위성5호

2,480

2005년 착수 ∼ 2010년 발사예정

운용 기술 확보

통신해양기상위성

3,558

2003년 착수 ∼ 2009년 발사예정

- 발사통제시스템은 해외 기술자문을 통해 국내 제작 기술과 운용기술 확보,

과학기술위성2호

137

2002년 착수 ∼ 2008년 발사예정

과학기술위성3호

180

2006년 착수 ∼2010년 발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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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1단 연료 탱크)은 선행 기술개발 추진, 액체엔진의 핵심요소기술은

장비의 통합운용시스템 및 발사운용시스템 자체 개발 추진, 추진제자동체
결장치 및 발사체 온도제어시스템을 제외한 발사대시스템 구축은 국내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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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탐사 분야

4) 위성영상활용 및 위성항법시스템

○ 국내 우주탐사기술 수준은 기반구축 단계이며 우주탐사선과 탐사위성의 직접

(가) 위성영상활용

적인 설계와 개발 경험 전무하나, 국내 위성 관련 기반기술과 다목적실용위성

1, 2호의 개발기술을 기초로 중소형
․
궤도탐사위성(Orbiter) 개발은 가능한 것

으로 판단

○ 위성영상을 비롯하여 우주활용 관련 기술의 역사가 선도국에 비해 짧기 때문에
일부 연구원 및 대학 등에서 소규모 전문 인력 및 예산을 바탕으로 제한된
연구 활동을 수행

○ 2008년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을 계기로 부분적인 유인우주기술과 유인우주
선을 포함한 다양한 우주탐사 기초기술을 습득할 것으로 예상
* 우주탐사: 태양계 탐사 및 우주실험을 비롯한 관련 기초 우주과학과 기술
연구를 위한 활동을 지칭하며, 유인탐사와 무인탐사로 구별됨.

- 위성영상 활용을 위한 자료처리 관련 소프트웨어 대부분을 해외 상용제
품을 수입하여 활용
○ 다목적 실용위성 2호의 발사 성공 등 고해상도 위성자료의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위성영상정보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중점적으로 추진
되고 있지 못한 상황

○ 시스템 기술은 우주인 과학실험 임무 개발, 우주과학 국제공동 연구협력을 통해
기초기술 습득, 탐사위성의 본체 기술은 다목적 실용위성 1, 2호 개발을 통해
상당부분 기반기술을 확보되었으나, 생명유지장치(유인우주선의 경우), 추진계
부분, 재료기술은 기초기술 개발 수준임.

- 다목적 실용위성 1, 2호 동시 운용을 통해 복수의 저궤도위성 관제․운용 기초
기술 확보
- 국내주도 기술 개발과 부분적 기술자문을 통하여 위성영상 품질 향상을 위한
검․보정 기술 일부 확보

- 국내주도의 기술개발과 부분적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일부 원격탐사센서
○ 행성 궤도선 개발을 위한 국내기술 수준은 높고, 전기전자 관련 기술과 소프
트웨어 기술은 다목적실용위성개발을 통해 상당 수준 확보, 착륙선, 유인우주선
개발 기술, 궤도제어 기술과 행성궤도에서 지구로의 통신 관련 기술은 전무

○ 우주탐사 프로그램은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기반의 영상처리 기초기술 확보
- 다중위성․센서 자료의 활용기술과 영상자료 및 위성위치정보 간의 통합
응용기술은 착수 단계

(나) 위성항법시스템
○ 위성항법시스템의 핵심 기반기술인 항법탑재체 등 항법위성 관련 기술은 일부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달탐사위성(궤도선) 1호 개발

연구소 및 대학 등에서 소규모의 제한된 연구 활동 수준으로, 위성항법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달탐사위성(착륙선) 2호 개발

정보의 오차를 보정하는 ‘보강시스템’ 분야는 해양, 측지․측량 등 수요

- 지구 관측용 위성체와 발사체 기술자립 이후 중장기적으로 우주탐사 프로그

부처를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추진 중

램을 준비하고, 행성탐사를 위한 우주과학 연구의 기초기반 구축

- 해양수산부는 ‘07년까지 기준국 17(해안 11, 내륙 6)개를 설치하여, 전
국에 실시간 측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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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국토지리정보원, 천문연구원 등이 정밀지도 제작, 우주측지연구,

<우주분야 주요 산업체의 국내 우주개발사업 참여현황>

지각운동연구 등을 위한 상시 관측망을 운영

구분

○ 항법위성 관련 기술 수준은 위성체 기술개발과정에서 습득된 것을 기준으로

다목적실용위성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체

대한항공

구조계

구조계, 통신용 안테나

발사체 조립

도담시스템즈

전기지상시험장비

-

-

-

관성항법유도
장치

할 때, 선진국(미국) 대비 위성시스템 40%, 항법 탑재체 20%, 항법지상시

두산인프라코어

자세제어계(1/2호)

스템 60% 수준으로 평가

두원중공업

열제어계

열제어계

구조체

쎄트렉아이

태양센서, 지상국

태양센서, 전기지상시험
장비, 영상처리 S/W,
통신중계기

영상카메라

아태위성산업

탑재체 전장품,
탑재전자지상시험장비

-

-

한화

추진계

-

고체추진기관,
유압 구동장치

항공우주산업

원격측정명령계,
전력계, 하니스

하니스

-

현대중공업

-

-

발사대 시스템

○ 보강시스템 분야의 항법신호획득 및 보정정보생성기술은 선진국(미국) 대비
각각 80%와 30%정도이며, 보정정보서비스 및 보정인프라구축․관리기술은

90% 수준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약 70%의 수준
○ 위성항법 활용분야(단말기, 측지․측량, 차량 및 선박용 항법, 정밀시각동기
등)는 선진국(미국) 대비 약 80%의 기술수준으로 평가

다. 우주산업 동향

○ 해외수출의 경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주)쎄트렉아이에서 소형지구관측
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수출

○ 국내의 우주산업은 아직 기반 구축 초기단계로서, 2006년 생산실적도 전
* 대표적인 해외수출 사례: 말레이시아(위성시스템), UAE(위성시스템), 싱가포르

년보다 감소하여 총 31백만 달러를 기록 (위성서비스분야 제외)

(탑재체/부품), 터키(탑재체/부품), 프랑스(부품), 대만(부품) 등, 약 4,000만달러
[표 2.10]

국내 우주분야 생산실적
(단위: 백만불)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전망)

우주

24

51

31

106

178

○ 실용위성급 경우 다목적실용위성2호 성공으로 해외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나, 해외수출실적이 없으며,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실용위성급 부품과
시스템의 가격․기술경쟁력이 미흡

○ 우리나라는 ‘92년 우리별 발사이후 우리별 2, 3호, 과학기술위성 1호 개발에서

자료 : 항공우주, 2008 봄호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형위성을 수출하고 다목적실용위성 1, 2호의 개

○ 우주분야 산업체는 정부주도 우주개발사업의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용역업체로서
위성체, 발사체 등의 부품제작에 참여하고 있음.

발로 위성영상을 수출
- KAI, 3년간 1,600만불씩 아랍에미레이트와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영상
수출 계약(‘08.2)
- 항우(연), 북극 수신국 운영을 통해 ESA로부터 3년간 240만 유로 획득
- 쎄트렉아이, 아랍에미레이트와 약 2,000만불 두바이위성 수출 계약(‘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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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위성체 발사현황 및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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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우주개발 혁신체제 정립
○ 우주개발 혁신체제란 우주기술의 개발, 축적, 확산에 기여하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상호 연관된 기관의 총합이나 그들 기관 간의 네트워크 및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음.
○ 혁신은 좁은 의미의 혁신과 넓은 의미의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협
의의 혁신은 기술혁신을 의미하며, 주로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이루어
지는 생산과 직접 연관된 지식의 결과물임. 이에 비해 광의의 혁신은 기
술혁신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조직의 혁신을 모두 포함함.
우주개발의 혁신체제에서의 혁신개념은 후자에 속함.
○ 우주개발 혁신의 주체는 크게 정부, 연구소, 산업체, 대학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우주개발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 전략 분야임을 고려할 때,
정부 및 공공연구소의 혁신의 중요성은 과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연구개발투자의 주체이며 혁신 체제상의 활동을 정의하고 조정하는
제도 확립의 주체로 혁신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주체임.
- 또한 정부의 제도나 조직의 혁신은 정부의 단독적인 활동의 결과가 아
니라 연결 네트워크상의 연구소, 기업, 대학으로 상호 학습의 결과가 발
생되고 확산 됨.
○ 공공 연구소는 신개발 된 기술을 확산시키고, 산업체와 대학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우주개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주체로서 국가 우주개발 혁신체
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 또한,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우주개발의 결실은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있으며,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우주개발의 투자와 우
주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므로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이 오히려
주축이 되는 우주개발 혁신체제의 변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장에서는 연구기간 내에 행하여진 우주개발 혁신 주체들의 현황분석
및 제도와 조직의 혁신의 의미 및 파급효과 등을 고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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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2006년도 조사 응답 기관수

제 1 절 우주개발 혁신주체 현황분석 및 시사점

(단위 : 기관수)

○ 국가 우주개발의 혁신 주체는 정부, 연구소, 기업, 대학으로 크게 분류할 수

참여 주체 분류군

우주 관련 있다고 응답한 기관

우주 관련 없다고 응답한 기관

기업

39

38

연구소

16

3

대학

22(29개 학과)

3(3개 학과)

합계

77(84)

44(44)

있으며, 본 장에서는 2007년 우주산업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기업, 연구소,
대학의 현황 분석 및 2007년 이루어진 정부의 조직, 제도의 개편과현황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우주산업 실태조사’는 우주관련 기업, 연구소 및 대학의 우주관련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며, 대학, 연구계의 학술연구 지원과
산업체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 통계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2005년 1회 조사가 실시되었음.
○ 우주개발진흥법 제24조(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와 시
행령 제22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1. 우주분야 참여기관의 일반 현황

되어있으며, 2007년 조사는 8. 10. ～ 9. 14.간 실시되었음.
○ 2007년도 우주산업실태조사서는 기업체 86곳, 연구소 19곳, 대학 29곳
40개과 등 총 134기관에 배포되었으며, 전체 회신율은 90%이었음.

○ 우주분야에 매출이 있거나 종사 인력이 있는 기관을 우주분야 참여기관
으로 정의하였을 때 우주분야 참여기관은 총 84곳으로 기업은 39곳3),
연구소는 16곳4), 대학 22개 대학 295)개과임.

[표 3.1] 2006년도 조사 대상 기관 회신 현황
- 이들 기관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우주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우주개발
참여 주체 분류군

발송기관(수)

응답기관(수)

회신율(%)
회신율(%)

기업

86

77

90

연구소

19

19

100

대학

29(40개 과)

25(32개과)

80

합계

134(145)

121(128)

90%

○ 조사서에 응답한 기관 중에서도 우주 관련 산업이 없다고 회신한 기업은
38곳, 연구소 3곳, 대학은 3곳으로, 우주관련 산업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우주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업체이거나, 우주관련 정도가 미미하거나,
간접적으로 우주 사업에 연계된 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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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및 대학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우리나라 우주관련 기업은 약
40곳, 우주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소는 약 15곳 정도임.
3) (주)넷커스터마이즈, 단암시스템즈, (주)대우인터내셔널, (주)대한항공, 도담시스템스, 두원중공업, 삼성탈레스,
(주)솔탑, (주)스페이스링크, (주)스펙, (주)쎄트렉아이, (주)아태위성산업, (주)에이알테크놀로지, (주)엘아이지넥
스트원, (주)엠티지, (주)영풍전자, (주)위드텍, (주)중앙항업, (주)지아이소프트, (주)카이이미지, (주)케이티,
(주)코스페이스, (주)탑엔지니어링, (주)티유미디어, (주)퍼스텍, (주)픽소니어, (주)하이게인안테나, (주)한국항공
우주산업, (주)한국화이바, (주)한성ILS, (주)한양네비콤, (주)한화, (주)현대중공업, (주)지오씨엔아이, STX엔진,
알엔지월드, 창우통상, C& Space, (주)한국디지털위성방송
4) 국립기상연구소, 국립방재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전문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 서울대학교 해양
연구소,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기상청(지구환경 위성과), 한국환경정책 평가 연구
원
5) 강원대학교(지구물리), 건국대학교(사회환경시스템공학,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 경상대학교(기계항공공학),
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 공주대학교(대기과학), 광주과학기술원(기전공학, 환경공학), 국민대학교(응용정보기
술), 부경대학교(위성정보), 부산대학교(항공우주, 대기과학), 서울대학교(기계항공공학, 지구과학교육, 건설환경
공학부), 아주대학교(우주정보계측공학), 인하대학교(항공우주, 지리정보공학), 전북대학교(항공우주공학), 조선
대학교(항공우주공학), 충남대학교(항공우주공학, 천문우주과학), 한국과학기술원(항공우주공학), 한국폴리텍(항
공기계․항공전자), 항공대학교(항공우주 및 기계․항공전자 및 정보통신․항공우주법학), 남서울대학교(지리정보),
한성대학교(정보시스템공학), 경일대학교(위성정보공학), 연세대학교(천문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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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기상청이 1970년 최초로 기상위성 수신업무를 시작함으로써

[표 3.3] 2006년도 우주분야 참여기관수
(단위 : 기관수)

우주관련
매출예산연구비가
․
․
있거나
인력이 있는 기관 수

우주관련
․
․연구비가
매출예산
있는 기관수

우주관련 인력이 있는
기관 수

기업

36

38

39

연구소

9

16

16

대학(학과)

25

29

29

합계

70

83

84

참여 주체 분류군

기상청과 기상연구소가 위성영상 활용을 시작하였음.
- 서울대학교의 조선항공과가 1968년 항공우주학과로 이름이 바뀌며 최초로
우주가 명시된 과로 출범하였고, 기업으로는 (주)하이게인 안테나가
1980년부터 국제전화용 위성안테나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하여 초기
우주분야의 매출을 발생시켰음.
- 1986년 한국천문연구원에 천문계산연구실이 신설되어 인공위성 궤도계
산을 시작하였고, 1987년 동연구원에 우주공학연구실이 신설되었음.
○ 1989년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인공위성의 제작을 우리
나라 최초로 시작하였음.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되고, 198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통신위성사업본부가 신설되며 두원중공업, 단암시
스템즈(주), (주)케이티 등 기업체의 우주참여가 시작되었음.
○ 1996년에 과학기술부는 국가우주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함에 따라 기업과 대학의 우주사업
참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2001년 이후 기업체의 우주개발 참여 급증이 두드러진 반면, 연구소는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인공위성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통신위성사업본부가 신설된 이후 급격한 우주참여 연구소 수의 증가는
없음.
[표 3.4] 2006년도 우주분야 참여 기관의 우주 사업 참여 시기
(단위 : 기관수)

[그림 3.1] 2006년도 분야별 우주분야 참여기관 수
～1980

○ 1989년 우주전문연구소들이 신설되어 우리나라의 우주분야의 사업이 본

1981
～1985

1986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6

NA

합계

4

8

21

1

39

1

1

8

16

기업

1

4

연구소

2

4

대학

4

1

5

7

6

5

1

29

합계

7

1

13

13

15

27

10

84

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기상청의 위성영상활용, 산업체의 국제전화용
위성안테나 제작, 대학의 우주분야 기초연구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우
주분야의 산업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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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예산․연구비
○ 2006년도 기업의 총매출액은 7,000.55억원(63%), 연구소의 우주분야 연구
개발예산은 4,043.69억원(36%), 대학의 우주분야 연구개발비는 117.18억원
(1%)임.
○ 우리나라는 우주기기제작을 연구소에서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매
출액만을 우주산업의 규모로 산정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음. 우리나라
전체의 우주산업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서 연구소의 우주분야 예산과 대
학의 우주 분야 연구비를 기업의 매출과 합산하였음.

- 따라서 2006년도 기업의 매출, 연구소의 우주개발 예산, 대학의 우주분야
[그림 3.2] 연도별 우주분야 참여기관 수

○ 우주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 기업, 대학은 대부분 수도권, 영남권,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3구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연구비를 합한 우주산업의 총 액수는 1조 1,161.42억원임.
○ 2005년도 우주 산업의 총액수는 8,724.78억원이나, 2006년도 우주 분야 매
출은 전년도 대비 2,436.64억원(26%) 증가하여 우리나라 우주관련 시장
및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로 분석됨.

- 경기지방을 포함한 수도권에 기업, 연구소, 대학이 모두 제일 많이 분
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덕연구단지 부근에 기업과 연구소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 반면 우주관련 대학은 충청권보다는 영남권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

[그림 3.4] 2006년도 우주분야 총 매출
[그림 3.3] 2006년도 우주분야 참여기관의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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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종사인력을 일반관리, 연구․기술직과 현장작업 기능직을 포함하는
기타 세 가지로 분류하였을 때 우주분야 총 인력 중 연구․기술직은 전
체의 71%를 차지함.

-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연구․기술직은 2005년도 대비 97명(6%)이 증가한
반면 일반관리직은 19명(4%)이, 기타의 인원은 31명(2%)이 증가하여우
주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6] 2006년도 직능별 우주분야 종사 인력
(단위 : 명)

[그림 3.5] 2005-2006년 간 우주분야 총 매출 추이

일반관리

연구기술직

기타

합계

기업

442

761

178

1,381

연구소

27

679

24

730

대학

0

261

0

261

합계

469

1,701

202

2,372

※ 일반 관리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행정, 판매, 홍보 등의 직군, 기능직은
현장작업을 하는 기능공, 대학의 경우 석사이상 학위 소유 학생과 교수를

3. 인력

연구․기술직으로 분류

○ 2006년도 우주분야 종사 인력은 총 2,372명으로 기업에 1381명, 연구소에
730명, 대학에 261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위성방송사업체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과 티유미디어(주)의 종사

인력이 477명으로, 위성방송업계의 인원을 제외한 우리나라 산․학․연의
우주분야 종사인력은 1,895명임.

○ 우주분야 종사인력은 2005년 대비 7% 증가하였음. 전 년도에 비하여 통
신해양위성과 발사체의 제작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학․연의 인력확충

으로 기인함.
[표 3.5] 2005∼2006년까지 우주분야 인력
(단위 : 명)

년도

기업

연구소

대학

2005

1,306

695

229

2230

2006

1,381

730

261

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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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그림 3.6] 2005-2006년 간 학력별 인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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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석사․박사 학위 소유자가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 학

○ 전체 우주 분야 종사자 중 남성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 순으로 인력이

사는 10명(1%) 증가한 반면 박사는 38명(10%), 석사는 73명(9%)이 증가

많은 반면, 여성은 학사, 석사, 기타, 박사의 순으로 인력이 많았음.

하여 우주분야는 전문화된 고학력의 인원이 종사하는 분야임을 알 수 있음.

- 남성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인력이 남성인력의 7%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여성인력의 15%를 차지하였고, 남성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남성

○ 여성의 우주분야 종사 인력은 전체의 인력 대비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5년 대비 남성 인력은 6% 증가한 반면, 여성은 16% 증

인력의 19%인 반면, 여성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여성 전체 인력의 9%에
불과했음.

가하였음.

[표 3.7] 2006년도 성별 우주분야 종사 인력
남

여

합계

1,236

145

1,381

연구소

657

73

730

대학

242

19

261

합계

2,135

237

2,372

기업

[그림 3.8] 2006년도 성별, 학력별 우주분야 종사 인력

○ 우주개발에 종사하는 총 인력 2,372명 중에서 우주기기제작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1,143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한다. 우주활용․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은 1,229명(52%)임.

○ 우주기기제작 분야는 기업이 488명, 연구소가 510명, 대학이 145명이 종
사하고 있어, 우주기기제작에는 연구소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많고, 우주

활용․서비스 분야에는 기업의 인력이 73%를 차지하여, 우주기기제작은
연구소가 우주활용서비스 분야는 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7] 2006년도 성별 인력 현황 및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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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2006년도 참여 주체 분류군별 분야별 인력
(단위 : 명)

대분류

중분류

세부분야

기업

대학

합계

시스템

26

104

13

143

위성본체

136

96

45

277

탑재체

64

68

5

137

226

268

63

557

시스템

57

39

11

107

추진기관

26

60

21

107

임무/유도,구조,
전자,제어,열공력

83

59

46

188

166

158

78

402

인공위성 적,관제,
데이터수신 장치설비
․

92

41

2

135

발사체 발사,
관제를 위한 장치․설비

4

43

2

49

96

84

4

184

488

510

145

1,143

103

70

79

252

3

37

20

60

위성통신

310

85

1

396

위성방송

477

8

0

485

787

93

1

881

0

20

16

36

합계

893

220

116

1,229

총계

1,381

730

261

2,372

인공위성

소계

우주기기
제작

연구소

발사체

소계

[그림 3.9] 2006년도 분야별 인력 현황

지상설비

소계
합계
지구탐사
․ 원격탐사
위성항법
우주활용
서비스

위성방송
․ 통신
소계
우주탐사

[그림 3.10] 2006년도 참여 주체 분류군별, 분야별 우주분야 종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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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기업인은 우주분야에서 일년간 일인당 5.07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제 2 절 연구원 혁신체제 정립

연구소는 일인당 5.5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대학은 우주관련 인력
○ 연구원의 혁신체제 구축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 증대

일인당 0.45억원의 연구비를 지출하였음.
- 종사하는 인력 일인당 발생한 매출은 위성 방송․통신 분야에서 7.33억
원으로 가장 크다. 이 분야는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위성방송 분야의 부
가가치를 창출 시켰기 때문에 종사 인력 당 발생한 매출이 크게 나타
났음.

- 현재까지의 투자규모가 임계에 도달하였다는 인식하에서 성과확산에
대한 요구 증가
- 국제 경쟁심화에 따라 효율성 향상 및 성과 증진에 대한 요구가 전
산업분야에서 증가
-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고 널리 활용함으로써 그 효용을 증

- 원격탐사 분야의 단위 인력 당 매출은 1억원으로 원시영상 판매 및 영상
직수신 등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위성 영상을 이용한 부가가치

대시키는 한 편, 내부적으로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의
도출이 요구됨.

창출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본 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혁신체제

[표 3.9] 2006년도 참여 주체 분류군별 인력대비 매출 비중
참여 주체 분류군
기업

종사 인력(명)

매출(백만원)

일인당 매출(백만원)

1,381

700,055

507

연구소

730

404,369

554

대학

261

11,718

45

합계

2,372

1,116,142

471

정립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함.
- 기존의 항공우주 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 위성정보연구소의 신설을 통한 위성사업 성과의 활용도를
높임.
- 연구원내 구성원의 재교육 및 적소 배치를 통한 역량증진을 통하여
연구성과를 증진시킴.
: 직무와 직급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전문직제의 도입을
통하여 역량 증진 및 연구 효율 증대

[표 3.10] 2006년도 분야별 인력대비 매출 비중
분야

인력(명)

매출(백만원)

- 항공우주 사업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임과

일인당 매출(백만원)

인공위성

557

172,522

310

발사체

402

145,565

362

지상장비

184

113,031

614

원격탐사

252

25,321

100

위성항법

60

5,766

96

위성방송통신

881

645,539

733

우주탐사

36

3,580

99

기타

0

4,818

NA

동시에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
: 연구개발성과 상업화와 관련된 기반 개선 및 직무발명제도 등의
보상체제 도입을 통하여 연구개발 효율 및 연구의욕 증진

1. 위성정보연구소 신설
가. 설립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위성정보의
활용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아리랑 2호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위성기술은 세계 10대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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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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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1호 2,242억원, 아리랑 2호 2,633억원, 아리랑 3호 2,870억원 그

-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국가적 통합관리 및 정책지원

리고, 고흥 우주센터 건립에 약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의 예산이 소

- 위성영상의 원활한 제공 및 민간 활용 촉진

요되었음.

- 위성정보의 활용기반 연구․개발․교육

- 그러나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연구예산은 연 50억원에 불과하며, 위
성영상 활용관련 정책․기획․연구개발의 구심점 부재

○ 반면,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등의 위성선진국들은 국가차원의 위성
정보 활용 전담기구를 설치․운용 중임.

- 맞춤형 영상처리활용 소프트웨어 국산기술 개발
- 위성영상 활용 국제협력사업 참여 및 주도
․미국의 USGS는 위성사업 파트너쉽을 통하여 총 30여 국외 원격탐사
기관 및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개런티 없이 위성자료 제공

- 캐나다는 국립원격탐사센터(Canada Centre for Remote Sensing)가
모든 위성들의 영상자료와 지리정보의 관리를 책임지고, 국가의 원격
나. 구성 및 운용계획

탐사 업무 정책방향을 설정
- 호주는 국립원격탐사센터(Australian Centre for Remote Sensing)가
R&D활동 및 위성자료의 활용 분야를 개발하고 영상제공서비스를 수행
- 프랑스는 국립우주센터(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에서 군사
및 민간의 우주개발 정책, 예산, 기업지원 등을 수행
- 일본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우주이용추진본부의 지구관측연구센터(Earth Observation Research

Center) 및 위성이용추진센터가 관측자료의 수집․분배, 데이터 처리,

분석알고리즘의 개발, 교육 등 위성영상의 활용촉진을 도모

○ 국가차원의 위성정책 수립, 기술개발, 자료수집 및 배포 등의 업무를 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부설 ‘위성정보연구소’로
설립하며 2010년부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함.
○ 5개 실로 구성되며, 필요시 ‘지역 위성활용센터’를 설치․운용함.
- 원격탐사연구실, 영상수신배포실, 영상활용지원실, 위성항법연구실, 국
제협력 및 행정지원실의 5개실로 구성
- 위성정보의 활용촉진에 필요한 경우 ‘지역(권역)별 위성활용 센터’를
설치․운용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위성이용추진센터’에서는 필요한
지역(동경)에 분소를 설치․운용하고 히로시마, 홋카이도 대학 등과

협정을 맺어 연구를 수행

행하는 구심조직 필요
- 고해상도 위성영상 보유국의 수준에 맞게 위성정보 활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
- 위성기술개발과 위성정보의 활용이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이 됨.
․ 국가안보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 시급
․ 응용연구 등을 통한 시장선점 경쟁에 대응

○ 국가차원에서 위성정보의 통합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위성정보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1] 위성정보연구소 조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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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탐사연구실은 위성영상의 수집과 활용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를 행함.
- 위성영상의 공공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연구 및 기술개발을 행하며
수요를 모니터링 하여 사용자 중심의 활용정책 수립
- 위성영상 활용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및 활용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홍보

○ 지역위성센터는 해당지역에서의 위성정보 수요와 위성정보연구소를 연
결시키는 역할을 하여 수요파악 및 활용교육 등 지역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을 꾀함.

다. 단계별 추진계획

- 환경, 도시계획, 산림 등 활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분석 알고리듬 및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
- 광학, 레이더, IR 등의 다양한 위성영상에 대하여 통합 또는 융합 활
용할 수 있는 ‘영상융합 기술’의 개발

1단계
(2008～2009)

•
•
•
•

전문가 협동체계 구축
안정화 및 관련시설, 장비 확보 추진
활용기술 개발 및 활용촉진
위성정보연구소로서 위상 확보

2단계
(2010～2013)

• 위성정보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 제고
- 적정규모의 연구인력 확보 등 인프라 구축
• 위성정보활용 인프라 구축 완료 및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모색
• 위성정보 유통체계확립 (표준화 주도)
• 위성관제 및 자체 운용
• 지역활용센터 정상 가동

3단계
(2014～2018)

• 위성정보활용 세계시장 주도 및 원천기술 보유국
진입
• 위성정보연구 전문 독립기관으로 육성・발전
• 국제적 활용 프로그램 주도
• 위성정보 활용기술의 상용화
- 위성정보기술 수출

○ 영상수신배포실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수신과 저장 및 자료의 배포와
관련한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 위성영상의 활용도를 높임.
- 기하보정, 방사보정, 영상합성 등 위성영상 데이터 처리와 보안처리
등을 거쳐 사용자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
○ 영상활용지원실은 위성정보 통합 DB를 구축하는 한편 위성영상의 활용과
관련된 교육과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위성영상 활용도를 제고시킴.
○ 위성항법기술개발실은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이용한 항법위성 연구 및
독자항법시스템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항법정보 적용방안을 탐
구하며, 위성영상과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하여 위성 정보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연구를 행함.
○ 국제협력 및 행정지원실은 이상의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활동 및
사업관리, 구매계약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함.

2. 우주개발 인재양성을 위한 경력단계별 교육시스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는 구성원의 교육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성원의 대부분은 지식근로자로서 지속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필요로 함.
○ 현 교육시스템에 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시스템 제안
[그림 3.12] 지역위성활용센터 운용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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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역량: 지위와 경력에 무관하게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역량
- 전문기술역량: 전문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 리더십역량: 보직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단/부/센터장급과 팀/실장
급으로 구문
- 228개의 전문역량으로 68개 전문분야 당 1개의 역량 set 분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량 진단 및 평가
[그림 3.13] 연구결과 기대효과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역량 진단 설문을 행하여
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역량 모델링 및 평가
○ 역량모델을 통하여 조직 미션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조직원들의 역량을

현재의 역량에 대하여 평가함.
○ 공통역량 평가
- 윤리성, 책임감, 팀웍, 커뮤니케이션, 전문성, 기획력의 6가지 역량 평가

효율적으로 체계화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 개인 특성을 역량이라 함
- 인사체용, 평가, 경력개발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육성에 효과적

- 상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문성, 기획력 역량의 보완이 필요
○ 리더십역량 평가
- 팀/실장급 리더십 역량은 영향력, 협상력, 상하간 협력유도, 목표설정
및 관리 역량에 대하여 높이 평가
- 단/부/센터장급 리더십 역량은 목표설정 및 관리, 비전제시, 전략적
사고에 대하여 높이 평가
- 팀/실장급 리더십 역량에서 성과관리와 인재육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
으며, 특히 인재육성 역량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단/부/센터장급 리더십 역량 중 변화 관리와 인재육성이 상대적으로
개발할 필욕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역량 평가

[그림 3.14] 역량 모델 활용 방안

- 각 팀장이 평가한 역량별 ‘요구수준’ 및 ‘중요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향후 역량 강화의 지표로 활용
- ‘장단기 전문기술 교육과정 연수,’ ‘학회 및 워크샵 참여,’ ‘OJT' 등의

○ 한국항공우주원의 역량 모델은 공통역량, 전문기술역량, 리더십역량의 3개

순으로 전문역량 획득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

역량군으로 범주화

- 52 -

- 53 -

나. 교육제도와 역량개발

- ‘인성교육’의 경우 47%가 5위 이내로 선정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받음.

□ 교육 실태 및 유용성

- 책임급은 ‘리더십’에 대한 수요를 강하게 보였으며, ‘인성교육’에 대하여
원급의 선호도는 높았으나, 선임급의 선호도는 낮게 나타남.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7년 한 해 동안 인터넷 통신 교육, 단체 교육,
기술 교육, 행정 직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인터넷 교육과 단체 교육의 경우 40%이상의 참여율을 보임.
∙ 기술 및 행정 교육의 경우 30% 이하의 참여율을 보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 참여를 장려하는

- 기타직급의 경우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교육 선호
□ 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 제안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성원의 역량 향상과 조직의 학습문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제도 및 육성방안을 통합하여 제시
- 역량평가를 거처 개인의 자기 개발 계획 수립

환경 조성필요
∙ 업무량 과다에 따른 교육 비참여자 비율이 40%이상(인터넷 교육, 기

-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개인 별 재평가

술교육, 단체교육)
∙ 교육내용 부적합 및 정보부족으로 인한 비참여자 비율은 20∼40%

[표 3.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

(행정교육의 경우 40%이상)
∙ 상사의 불허로 인한 교육 비참여(기술교육, 행정교육, 단체 교육의
경우 11∼14%)
○ 교육별 유용성은 기술 교육이 상대적으로 높고, 단체교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경우 및 직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의
유용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구성원 중 가장 많은 수가 참여하는 단체교육의 대해 유용성에 부정
적인 비율이 50%를 초과. 직무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48%가
직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
○ 희망 교육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항우연의 비전 등 조직 가치’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됨.
∙ ‘비전 등 조직 가치,’ ‘일처리능력,’ ‘인간관계능력,’ ‘직무관련 지식 및
기능,’ ‘인성교육,’ ‘리더십’ 순으로 선호

○ 직급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단/부/센터장, 팀/실장, 직원의 직급별로 서로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제
공함으로써 필요 역량을 확충
- 입문교육, 계층교육, 테마교육, 직무교육의 네 범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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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이루기 위하여 개발과 육성을 강조하는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최고 경영진은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
- 직속상사는 교육을 지원하는 한 편, 역량 개발을 코치해야 함
- 교육담당 부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평가를 담당
- 개별 구성원은 스스로의 동기를 부여하여 자기 개발 계획을 갖추어야 함

[그림 3.15] 직급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인사와 연계하여 교육효과를 증진
-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역량평가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기 개발 계획서 수립
- 자기 개발 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이수 후 이수 학점제를 통하여 평가
-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여 교육의 성과 활용
[그림 3.17] 개발과 육성을 강조하는 문화 구축

다. 연구전문직제 도입 검토
□ 연구전문직제
○ 조직을 연구 관리직과 연구 개발직으로 이원화하여 운용
- 연구관리직: 조직 및 과제관리 담당, 관리직 임원으로 승진
- 연구개발직: 순수 연구개발 전념, 역량 성장에 따라 관리직 임원에 준하는
처우와 지원을 제공
[그림 3.16]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인사와 연계한 교육효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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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기술연구소, Goodyear 등지에서 시행중

- 적성검사, 경력지향성 검사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전문직과의 적합성 확인 시도
○ 연구전문직제의 한계
- 전문기술직 경로를 실패한 관리자의 dumping ground로 활용하는 사례
존재
- 직위 및 격려를 통한 전문성 개발을 추구하나, 진실성 확립에 실패
- 임원진의 적극적 관여 부족
- 전문기술직에 대한 너무 좁은 정의
- 전문기술직이라 하여도 현실적인 관리업무로부터 독립 불가능
○ 항공우주연구원에의 적용
- 항우연의 경우 연구개발이외에 프로젝트 수행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전통적인 연구개발전문직 모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그림 3.18] 연구전문직제

- 연구개발직과 연구관리직 간의 동등한 직위, 급여 인정 및 보상 제공
- 경력개발계획, 인센티브제도 등 제반 인사제도와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 연구전문직제에 대한 인식

- 연구개발직 사다리로의 승진자격 심사를 위한 자격심사기구의 도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연구전문직제 도
입에 대하여 긍정적임.

및 정기적인 적합성 여부 심사로 재임용제도와 유사하게 운용
- 이원경력제도부터 시작하고, 책임연구원 단계에서 프로젝트 리더의

- 설문 결과의 75%이상이 연구전문직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

경험을 축적한 이후 선택 하도록 게이트웨이 설정

- 50% 이상이 2∼3년 이내에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연구전문직제의 적용 방향에 대하여 의견수렴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임.
- 90% 이상이 책임 승격 이전에 연구전문직제에 대한 선택이 이루러

3. 항공우주분야 성과확산을 위한 효율적 관리전략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
- 연구개발직과 연구관리직의 선택에 있어, 본인적성과 경력진로선택
두 가지에 있어서 모두 약 70%가 연구개발직을 선택

○ 무형자산 또는 지식재산은 현대 지식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무기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닌 무형자산에 대한 발굴, 권
리화 및 관리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적 제도적 인
프라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

□ 연구전문직제 최근 경향 및 개발 시 고려사항
○ 연구전문직제에 대한 최근 경향
- 이원사다리경력직제(dual-ladder career system)에서 다원사다리경력
직제(multi-ladder career system)으로 변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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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들 중에서 연구개발비 투자
대비 특허출원 성과가 저조한 그룹에 속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06년 10월에 발간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효율적 특허 성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제도적 관점에서”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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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6)에서, 2004년 정부연구개발비 대비 출원 건수에 따라 A, B, C로 구분

- 발명에 대한 평가 및 특허 포트폴리오의 수정/보완에 대한 규정 미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개 국내 연구기관 대상에서 최하등급인 C군으로 분류
- 2004년도 정부연구개발비 多少에 따른 특허출원생산성을 분류한 결과
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비는 많으나 특허출
원생산성은 낮은 C1군으로 분류
○ 항공우주 분야의 특성 상 특허출원에 부적합한 부분이 존재하나,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의 지식재산 관리 및 전략을 개선하여 항공 우주 분야의
특성이나 성격에 맞는 지식재산 관리 전략이 필요함.
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식재산 관련 현황 분석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에 대한 분석 결과 크게 3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

□ 기반 정비 전략
○ 인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시스템적 인프라를 통하여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관리 및 포트폴리오 전략 구사
- 인적 인프라는 특허 관련 전략의 창출과 유지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과
연구활동을 통하여 특허를 생산하는 특허 창출 인력으로 구성
- 제도적 인프라는 특허와 관련된 보상규정, 평가 규정 및 각종 문서
처리 규정 등 특허의 생성과 활용과 관련된 행정적인 제도를 지칭
- 시스템적 인프라는 인적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IT 기반으로 사용자 편의 제공

- 서면 분석, 설문 분석, 토의 분석, 면담 분석을 통하여 현황 및 현상 파악

○ 분석결과 특허 기반 정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허 포트폴리오, 기반 정비 전략, 특허 활용전략에서 문제점 발견
-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기에 특허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관련
□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인력 양성 프로그램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특허 포트폴리오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이루어진 자산의 조합
-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특허출원과 특허권
확보 전략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및 특허권 확보 필요
- 예) 상위 개념의 핵심 특허, 하위 개념의 개량 특허, 그리고 주변 특허의
3단계 피라미드 모양의 특허 포트폴리오
○ 과제 관리와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가 연계되지 않아 특허 포트폴리오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가 미흡
-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및 직무발명신고서의 작성을

- 일방적인 보상 규정은 있으나 현행 발명진흥법 체계에 맞는 직무 발명
규정이 도입되지 않은 등 제도저거 기반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허 출원에 대한 전자 결재 시스템은 구축하였으나, 과제 관리 및
특허관리와 연계한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 활용 전략
○ 특허 기반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 관리하여 유효한
특허권을 보유하도록 함.

부담스러워함
- 평상시 특허 정보 검색 및 특허 맵 등의 기존 정보 활용 부족
- 과제 수행 시 작성하는 연구 노트에 대한 문화 및 규정 미비
․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통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시스템 필요

- 특허권 양도, 라이센싱, 기술이전, 특허 신탁 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특허 활용전략은 미흡한 상태
- 특허 포트폴리오 등 특허 기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특허 활용이 제한됨

6)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효율적 특허 성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제도적 관점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6. 10., 10쪽 내지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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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특허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
- 특허활용 등 수익화 전략에 대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사업관리팀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연구노트 활용을 통한 아이디어 및 발명 관리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세부기준 마련
- 특허청에서 진행 중인 범용 전자 연구 노트 프로그램 사업 주시

- 기술 이전 관련 기술거래사들과 기술 거래를 위해 노력
-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기반 정비 전략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 스테이지-게이트 프로세스(stage-gate process)에 따른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원 내 발명 공유, 공개 시스템 및 특허 출원, 관리,
결제시스템과 연계된 관리시스템 개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발명 평가를 통한 차별적인 전략 구사
다. 지식재산 전략

- 특허 가치 평가 규정 마련 필요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과 관리, 특허 등 지식재
산권을 위한 기반 정비 전략,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활용전략에 있어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 발명 등급화 전략, 수가 차별화 전략, 부상 차별화 전략, 출원 차별화
전략 등 활용 전략과 연계
□ 기반 정비 전략
○ 지식재산권을 위한 기반 정비 전략 도출 필요

○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 및 관리 전략의 개발, 확충 필요
- 발명의 발굴, 권리화, 권리의 유지 등 특허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과제의
관리가 서로 연계, 밀착화 필요
- 연구과정에서 특허 정보 검색 및 특허맵 활용, 회피설계, 연구노트의
작성 및 활용 필요

- 특허 전문 인력(특허 출원 관리 및 기술 이전 담당)에 대한 맞춤 교육
혹은 인력 충원 필요
- 연구 인력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제도 필요
- 발명 의욕 고취 및 특허 출원이 용이하도록 각종 제도 개선 필요
: 출원 관리규정, 직무 발명규정, 인사ㆍ평가ㆍ승진 규정 등

- 특허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특허 유지 및 활용전략이 필요
○ 과제 관리와 특허 관리의 연계
- 과제 진행단계에 따라 시스템적, 체계적으로 특허 관리 수행
- 발굴된 개별 아이디어 및 발명을 체계적으로 출원, 등록 및 권리화

- 특허 활용 및 유지를 위한 규정 개발 및 적용 필요
: 특허 가치 평가 규정, 발명 평가 규정, 특허 분쟁 대비 지침 등
- 전자 연구 노트, 원내 공개 제도 및 특허 관련 결제 시스템을 포괄한
IT 기반 특허 관리 시스템 필요
○ 인적 기반 확충 전략

○ 특허정보 검색 및 활용

- 특허 관리 인력

- 연구과정 혹은 이전에 스스로 특허 정보 검색하는 문화 정착 필요
- 맞춤형 특허 정보 검색 리스트 및 체크리스트 제공과 정보 검색 스킬
교육
- 특허 맵 및 특허 기술 동향 보고서 활용
- 특허 침해 이론 교육 및 회피 설계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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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사업관리팀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기본 전략 수립 필요
: 특허 전문 인력의 전문화, 전담 직원화
: 다양한 교육과 연수 기회 부여로 역량 강화
: 외부로의 아웃소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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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활용 전략

- 특허 창출 인력
: 선행 특허 정보 검색, 특허 출원 관련 행정 절차, 회피 설계 등에
대한 교육 필요

○ 인적,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정비된 지식재산 기반에서 구축된 특허
포트폴리오의 활용

○ 특허 창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직무발명 규정 도입

○ 창출한 특허의 활용에 대한 전략 필요
- 기술거래-기술양도 및 라이센스를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가 다양한 분야

: 정당한 보상, 우수 발명 창출, 성과 증대의 선순환 구조 형성
- 특허 출원 부담 경감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의 출원 관리
전략

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술 이전 계약 및 공동연구 개발 시 주의 요구
- 연구개발 결과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직접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에

: 단기적으로 간략한 발명 설명서, 논문이나 학술 기고문 등으로 직무
발명신고서 대체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생략 등으로 작성 부담 경감
: 중기적으로 명세서작성, 선행특허문건 검색 등의 교육을 통하여 직
무발명신고서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특허를 유가증권화 하는 수단으로서 추후 시행될 “특허신탁관리”제도
에 대한 관심 필요
- 기타 브랜드, 디자인, 저작권 및 SW등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필요

: 장기적으로 기존의 직무발명신고서 및 선행기술조사보
고서 작성 체계로 회귀
- 연구원 현실에 적합한 발명 평가제도 수립
○ 특허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특허 가치 평가 제도의 수립을 통하여 효율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작성
및 관리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특성 상 독점력 및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기술 가치 평가, 기술 거래 실적 및 로열티 수

[그림 3.19] 지식재산 관리 체계의 선순환 구조

입에 따른 포상 반영 규정 및 평가 시스템 도입
○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지식재산 활동 기반정비, 특허활용 전략은 상호

- 분쟁 대응 전략 수립 필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긴밀하게 작동하므로, 이들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 시스템적 기반 확충 전략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과제 관리와 특허 관리가 연계 되도록 설계
- IT기반 stage-gate 시스템 구축 및 전자 연구노트와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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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부계획․제도 정립

○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ⅰ) 핵심 우주기술 개발로 독자적 우주
개발능력 확보, ⅱ)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세계 10위권 진입, ⅲ)

1.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 우주개발 실천로드맵

우주공간의 영역 확보 및 우주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ⅳ) 성공적 우주
개발을 통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 등에 있음. 이렇듯이 우리나라 우주개발 중

○ 우주개발사업은 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기본계획의 수정은 이러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국가

장기계획 상의 실천을 통한 실용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상업주의가 주요
방향임.

우주개발의 현실성있는 목표로의 재조정을 위하여 1996년 수립된 우주개발중
장기 기본계획은 1998, 2000, 2005년에 3차례 수정된 바 있음.

(1)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추진배경
[표 3.12] 우주개발중장기 계획 목표의 변화

중장기계획의 변화 내용

장기 목표

○ 우주개발중장기계획 수립(종합과학

○ 2005 년까지 국내기술에 의한

기술심의회, 1996. 4.)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저궤도 위성 및 발사체 개발

- 2015년까지 총19기의 위성체 개발

○ 2015년까지 우리나라 우주산업

- 과학로켓 및 우주발사체 개발

세계 10위권내 진입

○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1차 수정 (안) ○ 2005년까지 국내기술에 의한 저궤도
의결(과학기술장관회의, 1998. 11.)
- 독자위성 발사시기를 2005년으로

위성 및 발사체 개발
○ 2015년까지 우리나라 우주산업

변경

○ 기술자립 측면에서,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선진국의 기술을 추격습득하는
․
수준이었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 자립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요
-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의 기반이 되는 위성체, 발사체 분야의 핵심기초
기술과
기술 우주 활용기술 확보 필요

세계 10위권내 진입

○ 우주개발중장기계획 기본계획 2차 수정(안)
의결(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0. 12.)
- 2015년까지 총20기의 인공위성 개발
- 단계별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우주센터 건설
- 우주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추진계획 수립

○ 미래비전 측면에서, 위성기술 자립화 이후 한 차원 높은 우주개발을 위한
○ 2005년까지 소형위성 자력발사 능력 확보
발사체 자력개발
○ 2015년까지 우주산업 세계 10위권 내 진입

(안) 의결(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5. 5.)

개발능력 확보

- 2010년까지 총13기의 인공위성 개발 ○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 『국내 발사장에서 우리가 개발한
우리

발사체로

세계 10위권 진입

발사한다』 ○ 우주공간의 영역 확보 및 우주활용

목표를 당초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조정

비전(예: 우주탐사) 제시 필요

○ 2010년까지 저궤도 실용위성 및

○ 우주개발중장기계획 기본계획 3차 수정 ○ 핵심 우주기술 개발로 독자적 우주

위성을

○ 2007년 6월 20일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하여 의결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성공적 우주개발을 통한 국민의

-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일정조정

자긍심 고취

○ 기반조성 측면에서, 우주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여타 사업의
예산축소를 우려하여 관계부처에서 우주개발 예산투입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방안 강구 필요
- 국책연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계 및 대학의 기술개발 수준이 낮아
산학연의
․ ․
협동연구를 통한 기술확산 필요

- 우주 전문인력 양성은 단기간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우주기초원천기술연
구와 병행하여 집중적인 인력양성프로그램 마련 필요
○ 법․제도 측면에서,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에 의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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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추진방향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기술자립 측면, 미래비전 측면, 기반조성 측면,
법․제도 측면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음.

○ 우주기술 개발의 자립화를 위해 사업중심에서 핵심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우주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을 자립화 할 수 있도록
위성체와 발사체 추진 일정 및 전략을 재조정
- 대학의 기초기술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확대
원천기초 연구능력 배양
○ 위성체발사체
․
기술의 자립화 이후 후속프로그램 추진 방향 제시
○ 범부처 우주개발사업은 관계부처 예산 편성 시 우선적 반영 노력
- 국책연구기관의 지원과 병행하여
대학의 기초기술개발 진흥을 위한 프로
병행
그램을 통해 맞춤형 우주개발 인력 양성
- 우주교육홍보관, 스페이스 캠프 등 참여형 우주프로그램을 통한 우주과학문화
저변확대
○ 우주개발 추진 체계의
체계 정립
-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 과기부 장관)를 통한 정부 부처간 우주관련 정책심의
및 종합조정기능 강화

-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 추진 주체간 효율적인 기능역할
․
정립
-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축적된 우주기술을 기업체 및 대학에 확산하여
산학연간의
․ ․
연계 강화

○ 우주개발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비전 및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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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개발사업세부실천로드맵

- 시스템기술은 3호, 3A호, 5호 사업을 통해 2012년
2012년까지 자립화 추진

○ 우주개발사업세부실천로드맵은 10년 계획으로 마련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

획｣을 시행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의 구체적 실천방안 및 일정을 구체화한 ｢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
세부실천로드맵(안)｣
)｣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본체기술은 표준버스모듈 개발을 통해 2016년까지 자립화 추진
- 광학 탑재체(EO)는 3호, 7호를 통해 2016년, 합성영상레이다(SAR)는 5호,
6호 및 후속위성을 통해 2020년까지 자립화 추진
[소형위성]

○ 수립배경 및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07.6.20)에서
우주개발사업별 추진일정과 목표가 제시되는 우주개발사업 실천로드

- 소형위성시스템은
소형위성시스템 3∼4년에 1기의 100kg급 마이크로위성, 매년 2기 내
외 나노위성 및 피코위성을
피코위성 개발하여 발사 추진

맵 작성을 지시
- 개발되는 위성체 부품기술과 서브시스템의 우주인증 수행
- 우주개발사업의 실천전략, 자립화 방안 및 추진일정을 구체화하고, 10년 이상의
우주개발사업, 우주탐사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 제시 필요

- 우주탐사를
우주탐사 위해 필요한 기초기반기술 연구 및 기술 획득

- 중․저해상도 및 광역관측 영상수요를 대비하여 다양한 소형위성을
저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획득

-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와 단계적 방안 제시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침자료로 활용
- 우주기술 산업화를
산업화 통한 국민경제 극대화 전략 마련

○ 타 우주개발계획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살펴보면,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국가우주개발의 방향과 틀을 제시
-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은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추진일정 및 마
세부실천로드맵

[정지궤도복합위성]
- 개발중인 통신해양기상위성(‘10)
차질 없이 개발하고, 통신해양기상위
통신해양기상위성(‘10)을
(‘10)
성의 후속위성(정지궤도복합위성)은 통신해양기상위성의 수명, 자력
개발능력, 공공수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진
- 2016년까지 정지궤도복합위성 독자개발능력 구축하고, 2022년까지
국내 정지궤도위성 독자모델 개발
- 궤도실용위성에서
자립화된 서브시스템 기술을 정지궤도위성에 적용
궤도실용위성

일스톤을 세부적으로 제시
-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과 세부실천로드맵 틀 안에서
당해연도
시행계획
안
우주개발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

○ 우주발사체 및 우주센터분야를 살펴보면,
살펴보면,
- 2008년 소형위성 발사체(KSLV-Ⅰ) 개발완료 및 발사
- 2017년까지 한국형발사체(KSLV-Ⅱ) 자립화

○ 분야별 세부계획에서 인공위성 분야를 살펴보면,
살펴보면,

- 1.5톤급 실용위성 발사체(1단 : 75톤×4, 2단 : 75톤×1) 자력 개발
- 대형 액체추진기관 기술 및 구조경량화
구조경량화 기술 확보

[저궤도실용위성]
- 개발중인 다목적실용위성 3호(EO : 0.7m, '11), 3A호(IR/EO, '12), 5호
(SAR : 1m, '10)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6호(SAR), 7호(EO)위성 및 후속
'10)
개발
위성은 위성 수명과 국가 수요에
수요에 따라 추진
- 2020년까지 저궤도 위성 개발기술 완전자립

-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연소기엔진
․
시험설비, 추진기관 종합
설비, 한국형발사대 시스템) 구축
- 2026년까지 한국형발사체 신뢰성 증진을 통해 저궤도실용위성 발사
- 2026년까지 한국형발사체 상단시스템의 성능향상으로 우주탐사용(달탐사
등) 위성발사 능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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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화 추진전략]

○ 우주탐사분야를 살펴보면,
살펴보면,
- 우주탐사 프로그램을 한국형발사체 개발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

- 경쟁력이 확보된 저가 소형위성의 수출 산업화 촉진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달탐사위성(궤도선) 1호 개발

- 산업체를 포함한 우주시스템통합 능력을 보유한 우주관련기관을 소형위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달탐사위성(착륙선) 2호 개발
- 우주탐사 시스템과 본체기술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습득 추진
- 국내 위성체 개발 기반기술을 우주탐사 관련 기술 개발로 활용
○ 위성활용 및 위성항법시스템를 살펴보면,
살펴보면,

성개발 주계약자로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저궤도 실용위성을 상업화
선정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정부출연(연)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산업체에 이전하여 기술 선순환 구조
확립
- 국책 기술개발 결과를 산업화로 연계하기
연계
위해 기존 기업체 활성화 지원 및
벤처기업(연구소기업),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육성 장려

[위성활용]
- 위성활용(통신, 방송, 영상정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위성정보 활용 전담기구 설립(우주개발진흥법 제17조)하고,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및 국제협력프로그램 참여
- 원격탐사 기반의 영상자료처리 및 수요자 중심의 활용기술 개발

(4) 국가우주개발 계획의 정책적 함의
○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과거 미국 등이 추진했던 군사주의, 과학탐구주의,
상업주의 등 전방위적인 연구개발과는 차별화되어야 할 것임. 이는 자국의
현실과 연구개발 투자여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우주개발을

[위성항법시스템]
-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조성 및 핵심기술 개발 등 국가 수요에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제와 육성의 기본적인 원칙이 설정되어야 하겠음.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추진
- 항법 및 측위측량 분야의 보강시스템 기술 고도화 추진

워싱턴대 록스돈 교수는 말하기를7) 한국은 우주 프로그램으로 인해 어
떤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즉 우주 개발에
필요한 요구 조건들을 수립하고, 우주 개발 자체를 위한 우주 개발은 하

○ 우주 산업화 전략을 살펴보면,
살펴보면,

지 말아야 한다. 먼저 우주 시스템과 능력 개발로 한국에게 어떤 경제,
사회, 과학, 안보 등의 분야에서 어떤 국가적 이득이 있는지를 알아보아

[국내 우주산업체 현황]
- 대부분의 우주분야 산업체는 정부주도 우주개발사업의 총괄주관연구기
관의 용역업체로서 위성체, 발사체 등의 부품제작에 참여
- 우주산업이 독자적 산업영역으로 성장하는데 규모면에서 한계

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체적인 우주 임무나 우주 기술 개발로 옮
겨가야 한다. 정확한 이유없이 공학자들이 흥미로운 기술이니 개발하자
고 해서 무조건 개발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게 있어 중요한 우주 전략은
목적과 이유를 찾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
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 개발을 해야 한다.

[우주산업화 목표]
- [다목적실용위성
다목적실용위성]
정부
다목적실용위성] 2016년부터 실용위성 개발은 산업체에서 주관하고,
주관
출연(연)은 차세대 위성개발 및 우주탐사 위성개발을 주도
- [발사체
발사체] 2017년 이후 발사체시스템 상세설계 및 조립은 산업체에서 주
관하고, 정부출연(연)은 우주탐사용 발사체시스템 개발 추진

- [위성영상
위성영상] 산업체에서 영상위치정보
․
연계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화를
주도하고,
연구계는
주도
연구계는 검․보정 기술 개발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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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당분간 실수요 중심의 우주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
리나라는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2호, 소형 과학위성 개발사업과 과학관
측 로켓개발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사업수
행을 바탕으로 통신해양기상위성, 우주센터 등의 국책사업을 펼치고 있음.

7) KBS(2004.4), 일요스페샬 취재 기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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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우주개발의 단기적인 목표는 늘어나고 있는 국내 인공위성의 자력 공

○ 우주개발의 고비용·고위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주개발을 종합적이고

급임. 현재의 위성수를 유지한다고만 가정할 경우에도, 수명이 10년인 정지

체계적으로 사전에 조정하여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결집되도록 하고자

궤도 인공위성수요는 매 5년에 1대, 수명이 3-5년인 저궤도 위성 (과학위

하는 취지에서 2005년 5월에 제정·공포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이의 구체적인

성과 지구관측위성)은 매 3-5 년에 4기씩를 공급하게 됨. 즉, 최소 매년 1

시행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등에 의해서 우주발사체의 발사

기 이상의 위성수요가 발생한다는 의미임. 여기에 통신해양기상위성 및 정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작성해야 할 ‘발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안이

밀 관측위성 등을 추가할 경우 국내 위성수요는 결코 작다고만 할 수는 없

준비됨.

음. 이러한 국내 수요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기술능력으로 공급하
자는 것이 1차적 목표임.

○ 미국은 “1984년 상용 우주발사 법령” 에 따른 “상용 우주발사 활동에 관한
규정”, 영국은 “1986년 외계 우주 법령”,

일본은 “JAXA에 관한 법”

○ 더구나,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 산업활동의 다양화,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

및 호주는 “Space Activities Act 1998”에 따른 “Space Activities

의 필요에 의해 정부부문의 수요를 중심으로 수요량은 기존의 예측보다 더

Regulations 2001” 등 주요 우주개발 수행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발사계획서

늘어나고 있으며, 서로 상이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인공위성의 수요가 증

작성 및 평가 기준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에 맞게 시행하고 있음.

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인공위성의 수요증대는 필연적으로 위성 발사
체에 대한 수요를 수반하게 되며, 우주발사장의 건설도 필수적인 것임.

○ 우리나라의 발사계획서 작성 지침 수립 시 주요 우주개발국의 관계 법령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및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을

○ 우주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정책의 요구 및 지지로
나타남. 국가 우주개발의 성과를 공개․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우주 인식

을 증진시켜야 함. 우주개발이 국민의 경제, 복지, 그리고 생활과 직접적으
로 연관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주개발의 영향력은 점점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 시켜야 할 것임.

고려하여 작성되었음.

○ 이와 같은 발사계획서 작성 지침이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기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이는 향후 더 큰 중량
범위의 위성을 탑재하여 발사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에 관한 발사계획서
작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2017년경 한국형 발사체의 개발 및 발사 시험을

2. 발사계획서 작성지침

앞두고 다시 한 번 보완할 것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 개요 및 기대효과 등

○ 우주발사체 발사계획서 작성을 통한 파급효과로는 그 동안 KSR-I(과
학로켓1호), KSR-II(중형과학로켓) 및 KSR-III(액체추진 과학로켓) 등의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고체 및 액체 추진기관을 채택한 과학로켓을

과학로켓 개발 및 발사에 성공하여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기술적 초

개발하여 발사 해왔고, 금년(2008년)에는 소형위성을 지구저궤도에 쏘

석을 마련한 것에 더하여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의 중요한 국가가 되는데

아올릴 위성발사체(KSLV-I)을 발사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의 영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하여 미래의 우주개발 수행 시 이정표 역할을 할

향력 하에 있는 국민 및 영토 등과 관련된 우주발사체의 발사계획서의

것으로 기대됨.

작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필요가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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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손해배상법

나. 주요 내용
○ 발사계획서 작성지침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얻기 위하여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자가 동법 시행령

가. 제정의의
○ 우주개발은 막대한 개발비용이 소요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사계획서에 기재할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규모가 매우 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피해자를

사항을 규정함.

신속히 구조하고 우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독특한 법리(예, 무과실책임주의,

○ 세부적인 사항의 첫 번째로는 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궤적을
서술하는데, 발사 예정일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표준시간 및 영국표준
시간(GMT)을 병기하여 표시하고, 대기권에서의 비행궤적은 발사장 위치,
비행궤적, 비행 방위각, 추적소 위치, 단분리 예상 시간과 단 및 페어링의

책임의 집중, 책임보험의 강제, 정부의 지원 등)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우주기술 수준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2008년 우리나라의 자체 발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주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임.

지구표면 접촉점 등을 표시함.
○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에서 위임한 손해배상범위와 책임한계 등 손해배상에
○ 세부적인 사항의 두 번째로는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으로 중량, 추진제,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임.

진공비추력, 연소시간 등 우주발사체의 제원, 단별 비행구간에서의 최
대가속도, 가속구간에서의 자세제어 성능 등 우주발사체의 성능 및 구조,

나. 주요 내용

추진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 우주발사체의 설계에 관한 사항들을
○ 무과실책임이론(제4조제1항)

표시함.

- 일반적인 과실책임론은 상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야기하려는
○ 세부적인 사항의 세 번째로는 우주발사체 안전대책, 발사장 안전관리대책
및 보안관리 등을 나타내는 안정성분석 보고서를 작성토록 함.

고의가 있었거나, 손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과실로 이를 막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이에 반해, 무과실책임론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제작자의 주의
의무를 더욱 높이는 차원에서 채택되어 손해야기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다

○ 세부적인 사항의 네 번째로는 탑재체의 사용목적, 탑재체의 소유 및 이
용권자, 탑재체의 사용기간, 탑재체의 제작자 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등
탑재체의 운용계획서를 적성토록 함.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부담. 대개 국방, 우주, 환경 등 그 피해가 매우 큰
경우가 이에 해당됨.
- 이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발사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는 규정을

○ 세부적인 사항의 마지막으로는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및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등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를 작성토록 함.

두게 됨.
- 단, 우주공간에서의 손해는 우주물체의 발사과정이 아니라 인공위성 등이
안정적으로 우주궤도에 진입한 이후에, 우주물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이므로 고도로 위험한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경우에는
손해의 원인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규명할 충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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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므로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법리를 적용할

- 따라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주손해가 발생한

이유가 없다고 봄. 우주책임협약상으로도 우주물체가 지표 및 운행중인 항

경우에는 역무제공자에 책임을 묻지 않고 우주물체발사자에게 책임을 집중

공기에 대하여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지만, 우주공간에서

시킴.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책임법리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협약과도 일치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무제공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우주손해에까지

- 또한, 국가간의 무력충돌, 내란, 반란과 같이 우주물체 발사자의 의지와

책임을 면제시켜 줄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가 1차적으로

상관없는 원인행위로 인해 우주물체가 제3자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되, 이들 역무제공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경우까지도 우주물체 발사자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발사자에

- 그러나 우주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일반 제3자는 ‘고도로 위험한 활

너무 가혹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과실책임법리를 적

동’(ultra-hazardous activity)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는 고의가 있는

용하도록 함.

경우에는 물론이고 통상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구상하도록 함.

○ 책임집중의 원칙 채택 및 제조물책임 배제(제4조제1항 및 제3항)
- ‘책임의 집중’은 최종수요자가 원인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집

○ 우주사고 당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를 2,000억원으로 정함(제5조)
- 2,000 억원은 우리가 경험한 항공기 사고 최대 보상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고발생시 피해범위가 훨씬 막대한 원자력사고의 경우에도

중해서 부담한다는 개념임.
- 항공·우주 및 원자력품목은 다양하고도 복잡한 기술이 도입되며 수많은 부
품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 또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반하면서도 대량
생산을 할 만큼 상업성을 추구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일반 제조물품에 적용되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될 경우 어느

현재 최고한도액이 4,000억원 수준이고, 당분간 우리나라 우주활동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2,000억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우주활동의 규모가 증대되는 경우에는 활동 규모에 맞추어 책임
한도액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항공·우주 및 원자력품목 제조회사도 회사의 존립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쉽게 이 분야에 진입하려는 결정을 내릴 수 없음
- 이에 따라 항공·우주 및 원자력부문에서는 최종 system integrator가

○ 우주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주물체 발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함(제6조)

각각의 필요한 부품회사에 엄격한 기준의 인증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확

- 우주발사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클 수

신할 수 있는 정도의 부품을 요구하되, 일단 당해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임은 발사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어도

에는 그 책임을 면해주고 최종수요자인 자신이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무과실책임이며 또한 우주물체 제작 등 여타 우주활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례

참여자의 책임도 모두 집중해서 발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특수법리가 적용
되는 바,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책임부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발사자로
하여금 책임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구상권의 제한(제4조제2항)
- 우주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주손해에 대하여는 ‘우주물체발사자’에게 배상

- 참고로 실무적으로 보면, 우주발사에 따른 책임보험은 국내손해보험회사를

책임을 집중시킴으로써 역무제공자 등과 같은 우주발사참여자에게는 책임을

통하여 가입을 하나 국내보험인수 능력의 부족으로 이들 국내보험회사는

묻지 않음.

보험가액의 95% 이상을 해외재보험 회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게 됨. 또한

- 여기에는 우주개발활동이 ‘고도로 위험한 활동’ (ultra-hazardous activity) 으로서

보험계약에는 발사시기, 발사장소, 탑재체의 종류, 보험기간 등이 명시되며,

기술적 난이도가 극히 높고, 기술적 위험(Risk)을 예측하기 어려운 최첨단

보험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발사체의 신뢰도 및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기술에 해당되는 바, 이에 참여하는 모든 역무제공자 등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술분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수개월에서 1년이 넘는 기

기술적 책임을 물을 경우 우주개발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있음

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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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우주개발 국제협력 강화

- 책임보험료는 대략 보험가액의 약 0.2～0.3%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발사체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발사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어야
가능하며, 신규발사체의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많음.
○ 책임보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필요시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도록 함(제7조)
- 현재 미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우주손해에 대해서는 발사자의 배상책임한
도를 설정하고, 예상액(또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피해분에 대해서는 국
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배상 보장을 하고 있음.
- 당초의 피해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사고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우주사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1967년 우주기본조약 등 국제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정부단체이든 비정부단체
이든 국민의 우주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제1절 주요국 현황
○ 냉전시대 체제우위의 상징으로 국가들 간에 경쟁되었던 우주개발분야는
20세기 후반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산 축소의 과정을 겪게 되나, 21세기 들어 위성방송, 위성통신, GPS, 원
격탐사 등 우주의 상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아울러 지구자원 고갈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우주의 자원탐사 등 새로운 관심사가 대두되면서
주요국들이 다시 우주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자료로서
주요국의 우주개발 전략을 분석하고 개발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우주조약상 정부는 외국정부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므로, 개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여 및 배상은 당연한 귀
결로 보임.
-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원자력이나 우주분야와 같이 근원적으로 위험한 요
소를 내포하고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을 제거할 수
없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도로
위험한 활동’ (ultra-hazardous activity)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보험초과분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조
및 지원이 가능함. 보험액을 초과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적인 예산편성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
발생 즉시 신속한 지원을 하기위해서는 재난방지에 관한 기존 법률에 따라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1. 미국
가. 우주정책
○ 미국은 2006년 10월 6일에 신우주정책(New National Space Policy) 발표를
통해 향후 미국의 우주개발방향 및 전략을 공개한 바 그 내용을 보면 안보
를 강화하고 민간참여를 장려하며 미국의 방위력과 정보력을 지원하기
위한 우주역량 개발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 New National Space Policy의 주안점
- 일반원칙
① 미국 우주개발프로그램과 임무 수행은 평화적 활용에 위한 최우선목표를
두고 있음
② 우주개발역량은 국익에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
③ 미국은 미국이 우주의 접근이나 활용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새로운
금지품목의 개발에 반대함
④ 미국은 우주탐험 및 지구관측 분야에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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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국은 미국 기업의 우주의 상업적 활용을 장려하고 민간부문이 우주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에 참여를 유지 발전시킴

SG-3C : 태양계의 근원과 역사, 생명 존재의 가능성 및 인류가 우주를
탐사함으로써 생기는 위험과 자원탐사에 대한 과학적 지식 증진
SC-3D : 우주의 기원, 구조, 진화 및 운명 연구 및 지구와 닮은 행성 탐사

- 국가 안보용 우주개발 지침

SC-3E : 기초 항공학 부문의 지식 증진, 보다 안전한 항공기술 개발 및

미국의 안보는 우주역량에 매우 의존하고 하고 있음 따라서 상황숙지, 외
국정보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우주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능
력을 개발하여야 함

수용능력이 큰 항공우주수송체계 개발
SC-3F : 우주환경이 인간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및 장기간의
유인우주탐사를 위한 신기술 및 대책 시험
④ SC-4 : 우주왕복선 퇴역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 유인탐사선 실무배치

- 비 안보용 우주 개발 지침
① 인류의 태양계 진출을 위해 혁신적인 유인 및 로봇 탐험프로그램 수행을
지속함
② 우주역량을 활용하여 지구 재난을 경고, 모니터링 및 이에 대응하는

⑤ SC-5 : 부상하는 상업우주부문과의 적절한 협력 추구 촉진
⑥ SC-6 : 달 귀환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향후 화성 및
기타 목적지로의 미션 수행

지구시스템 연구를 수행하며 글로벌 지구관측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1) 우주 수송 시스템(Space Shuttle)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 NASA는 우주왕복선(Space Shuttle)을 1971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나. 우주예산

1회용 발사 로켓의 사용중지 결정과 동시에 실리와 상업화로 중점을
○ 2008년도에 우주과학, 항공, 우주탐사, 국제우주정거장, 우주교육, 우주

옮긴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음. 1986년 챌린저호 폭발 사고 후, 고체 부스

관련 기관 간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173억불이며 이는 2007년의

터 로켓의 안전성을 높이고, 발사시의 안전확인체계를 확립하여 Space

167억 9천만불에 비해 3.1% 증가한 액수임

Shuttle발사를 1988년에 재개함과 동시에 우주개발 정책도 재검토해
Space Shuttle에 의한 상업위성 발사 중지, 델타, 아틀라스, 타이탄등의

다. 분야별 우주활동

1회용 로켓이 부활되었음. 2003년 2월에는 셔틀 콜롬비아호가 대기권 재
돌입시 공중분해하는 사고로, 셔틀계획/ 우주 정거장에 대한 대폭적인 재

○ 2007년도에 NASA가 주요 전략목표(SG, Strategic Goal)로 설정하고 수행
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SG1 : 우주왕복선 퇴역시까지 가능한 안전하게 이용하되 2010년을 넘기지는
않도록 함
② SG2 :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의 종료. 단, NASA와 국제우주정거장
참여국들과의 약속 및 인류의 우주탐사 필요성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해야 함

검토가 이루어짐.
○ 2004년 1월에 부시대통령은 셔틀에 대신할 유인우주선의 개발을 시작해,
달로의 유인 비행을 재개하는 야심적인 신우주 탐사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4년 3월에 NASA는 차세대 우주 왕복선으로 연결되는 X-43의 마하7

③ SG3 : 과학, 탐사 및 항공의 전체 프로그램 균형적 개발. 그리고 유인우

첫 비행 시험에 성공함. 또한 2005년 7월에 외부연료 탱크로부터의 단열

주프로그램의 방향을 탐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재설정

재 탈락 방지책과 궤도상에서 장비를 점검, 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개

SG-3A :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주로부터의 지구의 연구

선책을 추진하여 운항을 재개하고 디스커버리의 발사․귀환에 성공하는
등 꾸준히 기술 및 안전성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SG-3B : 태양 및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이해 및 태양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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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듐 등 다수의 저궤도 위성에 의해 지구상의 어디에서나 통신이 가능

2) 유인우주정거장(ISS)

한 위성통신서비스가 시작되었으나, 이용자의 침체로 도산해 재건이 도
○ 유인 우주정거장 계획은 1984년에 레이건(Reagan) 대통령이 제창하여

모되었고 현재로는 순조롭게 고객이 증가하고 있음.

ESA, 캐나다 및 일본이 참여한 가운데 1988년에 조인되었음. 1988년부
터 ISS의 궤도상 조립 작업이 시작되어 2000년부터 우주비행사 3인의

○ 다채널 직접 위성방송에서는, Direct TV(News Corp, 산하)와 Echo Star의

장기체재로 시작됨. 2003년에 콜롬비아 사고이후 셔틀운항의 금지는 국

2개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체용 다채널 직접 위성 디지털

제우주정거장의 완성 지연을 초래하여 NASA는 16회의 셔틀이 수행한

라디오 방송이 Sirius Satellite Radio사의 고앙각 위성에 의해 2000년부

임무로 우주정거장 건설을 2010년에 완료하고자 함.

터, XM Satellite Radio사의 정지 위성에 의해 2001년부터 시작되었음.

○ 2006년 3월에는 ISS 프로그램의 파트너들이 상호 의무를 준수키 위한 약속을

5) 우주과학

재확인하였고 2009년에는 6명의 승무원이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2006년 7월에는 콜롬비아 사고 후 안전성 변경을 검증하기

가) 우주탐사분야

위한 시험비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정례비행으로 왕래할 수 있는

○ 2000년에 새로운 화성 탐사 계획이 발표되어 향후 2년에 1번 화성 주위를

길을 열었음. 2006년도에 ISS 프로그램의 배정예산은 17억 5천만불이며

도는 위성과, 표면에 착륙할 탐사차를 교대로 발사함. 그 초도기로 2001

전체 예산이 크게 증대되어 총비용은 향후 30년간의 운영경비를 포함하여

년 4월에 발사해 10월에 화성에 도착한 Mars Odyssey로 화성 표면을

1천 1백 80억불에 달함.

탐사하고 있음. 2003년 약 80년만에 지구에 접근한 화성을 향해 NASA
는 Mar's Exploration Rover(MER-A)"Sprit"를 2003년 6월에, MER-B
"Opportunity"를 같은 해 7월에 연속 발사, 2004년 1월에 2대의 로버가 화성

3) 상업 위성 분야

에 착륙해 1년 이상에 걸쳐 탐사를 수행해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었음. 또 10
○ 상업위성 분야에서 미국은 성능, 신뢰성등과 함께 가격면에서도 유리하여,
발사실적에 있어서 타국을 압도하고 있음. 상용위성화를 위해 많은 제작업체

년 후 화성의 유인 비행을 목표로 한 원자력 로켓 개발에 착수할 방침을
2003년에 발표하였음.

가 경쟁하여 표준 버스를 개발해온 가운데 보잉새털라이트시스템사는 스핀
(Spin)형 및 3축 안전형(BSS702 등)으로 많은 실용위성을 제작하여, 기술

○ 달 탐사로는 1998년에 Lunar Prospector를 발사, 달의 주궤도에서 1년간에

을 축적하면서 보다 대형, 다기능화에 성공하면서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

걸쳐 달 표면 전체를 조사하여, 달 표면의 화학조성 지도작성, 물의 매장량

위를 지키고 있으며, 록히드마틴사도 A2100버슬 중심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물의 유무) 등 장래의 기지 건설에 공헌할 데이터를 수집하였음. 이외

영국과 NATO를 비롯해 다수의 Spin형 군사통신위성을 개발해온 스페이스 시스템즈/

최근의 혹성 탐사로는 Cassini, Near Shoemaker 및 혜성 탐사선

로랄사도 LS1300 등 3축 안정형 버스를 개발해 상업위성을 발전시켰음.

Deep Impact 등이 있음.

4) 통신․방송 서비스

나) 천문 위성 분야
○ 1990년 발사된 허블 우주 망원경(HST)은 직경 약 2.4m의 가시망원경으로

○ 미국의 상업위성통신서비스는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에도 전개되고 있으며,

우주 탄생의 신비와 구조의 해명에 활약했음. 차세대 제임스웹 우주망원

SES아메리콤, 팬암샛등 정지궤도 위성에 의한 네트워크가 큰 비중을 차

경(구경 6m)은 2002년에 TRW(현재 노드롭그라만)사가 인수했음. L포

지하고 있음. PanAmSat은 Galaxy 시리즈 등 20대 이상을 운용하고 있으

인터에 투입되어, 우주에서 최초로 생긴 별과 은하, 또 원시 우주의 모습을

며, SES Americom은 AMC 시리즈 등 15대 이상을 운용함. 또한 글로벌스타,

적외선으로 관측하며 2011년경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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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 신 우주탐사계획

우주 인프라스트럭쳐

○ 부시 대통령은 2004년 1월에 다음과 같은 신 우주탐사계획을 발표하였음.
- 2008년에는 새로운 다목적 유인우주탐사선 CEV 개발 및 무인탐사 로봇에

가) 수송계 인프라스트럭쳐
○ NASA와 DoD의 역할분담

의한 탈 표면 탐사

- 1994년 8월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우주수송정책에 기초하여, NASA는 현행의

- 2010년에는 국제우주정거장 완성 스페이스 셔틀 퇴역
- 2014년에는 새로운 우주 탐사선 CEV에 의한 유인 우주 비행

- 2015∼2020년에는 달로의 유인비행․달 표면 탐사를 재개 및 항구적인

스페이스셔틀의 후속기로서 재사용형 우주왕복기(RLV)의 개발을 담당함
- DoD는 같은 모양의 현행의 소비형 로켓(ELV)의 개량형 또는 그 발전형인
EELV의 개발을 담당함.

달표면 기지 건설
- 2030년 이후에는 항구적인 달 표면 기지를 거점으로 화성으로의 유인비행
○ 또한, 2005년 9월에는 2018년 달로의 유인비행․달표면 탐사를 재개하고,
그 후, 항구적인 달표면 기지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발표를 함. CEV와

○ 발전형 소비형 로켓(EELV)의 개발
- EELV는 미국의 국제발사시장에서의 경쟁력회복을 목표로 현재의 아스
트라2, 델타2 및 3, 타이탄 로켓보다 저 코스트로 정부 및 민간의 위성
발사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중량의 페이로드를 발사하

달표면착륙션을 각각 발사, 지구주회궤도에서 도킹시킨 후 달로 향하게 함.

기 위한 로켓임. 미공군(USAF) 은 현재의 소비형 로켓을 대신해서

이를 위하여 2018년까지 1,040억달러를 상회하는 자금이 필요하게 됨.

EELV를 사용하는 것보다 20년간 라이프사이클코스트를 20～50% 저
감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음.

6) 지구 과학․기상위성 분야

○ 재사용형 우주왕복기(RLV)의 개발

○ 지구관측은 Landsat 시리즈가 장기간 운영되어 왔으나, 1999년 발사된 관측

- NASA는 라이프사이클코스트와 안전성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송계로서
차세대RLV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의 스페이스셔틀은 RLV

위성 Terra(EOS-AM1)부터 새시리즈로 바뀌었음. 2000년에는 SRTM

제 1세대이고 10년 후의 제 2세대에서는 발사 코스트를 현재의 10분의 1,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과 EO-1(220밴드의 하이퍼스펙터 센서를

안정성을 100배로 또한 15년 후의 제 3세대에서는 발사 코스트를 현재

탑재), 2001년 대기 관측위성 TIMED(Thermosphere, Ionosphere, Mesophere,

의 100분의 1, 안전성을 10,000배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nergetics & Dynamics), 2002년에는 GRACE(DLR과의 중력 변동 관측
공동 프로젝트)와 Aqua를 발사하였음. 2003년에는 ICESat(극지방의 빙
하 변동 관측) 및 SORCE(Solar Radiation and Climate Experiment),
2004년에는 Aura(EOS Chemistry), 2006년에는 CloudSat등이 발사됨.

○ 차세대 재사용형 우주왕복기 시스템의 개발자금분담과 개발체제
- NASA는 차세대의 재사용형 우주왕복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하는
주관관청임.
- 개발에 있어서는 NASA와 생산계간에 개발비를 분담함

○ 기상 위성은 정지궤도의 GOES 시리즈, 극궤도의 NOAA/DMSP(군용)
시리즈가

운용되어

왔음.

극궤도는

향후

통합되어

NPOESS(U.S

National Polar-orbiting Environmental Satellite System)가 됨. NOAA,
DOD 및 NASA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최초의 군민 공동 위성은 2009년
발사 예정임.

- NASA는 개발, 생산 및 운용에서의 기업의 리스크 회피를 목표로 한
안카테난트계약(정부가 개발한 기업에서 개발품을 일정량 구입하는 계약)
등의 채용을 검토하고 있음.
○ 스페이스셔틀의 개량
- 안전성의 개선, 발사기일의 유지, 기능성능의 개선, 저 코스트화, 미래의

- 86 -

- 87 -

유인계획요구를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프로그램․인테그레이션,

과학 및 기상관련 위성의 개발을 지속하며, “소유주”우주선을 “Clipper"라

오비터, 외부연료탱크(ET), 고체로켓부스터(SRB), 메인엔진(SSME), 비

는 왕복선으로 대체하며 친환경 발사체인 ”Angara"를 개발하는 것을 포

행운용 및 발사운용의 개량 및 액체재사용부스터(LFBB)의 개발이 진

함함.

행되고 있음. 계획은 5년을 1단위로 하여, 2020년까지 개량의 「로드
맵」이 준비되고 있음.

- 개량의 제 1, 제 2 및 제 3 단계는 완료하고 있고, 셔틀․메인 엔진의

○ 증가된 예산과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으로 러시아는 특히, 발사체 개발과
지구탐사 및 통신에서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 하는 일에 우선권을 분명

연료펌프의 최신화, 초경량외부연료탱크, GPS수신기의 탑재와 KSC의

히 두고 있음. 연방우주청(FSA 또는 Roscosmos)은 2004년에 광범위한

시설의 개수 등이 행해짐.

정부 구조조정의 일부로서 보고체계를 변경했는데 이는 2004년 9월에
대통령령으로 “연방체의 시스템과 구조가 실행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우
주청을 산업에너지부의 산하로 하였으며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함.

○ ISS탑승원귀환기(CRV)
- 개발 중인 X-38은 전체길이 5m로, ISS의 긴급귀환기로서 사용됨. ISS의
탑승원은 최대 7명이기 때문에, X-38은 최대 7명을 수용할 수 있음. 현

나. 우주예산

재의 긴급귀환기인 러시아의 소유즈는 ISS에 도킹한 상태로 궤도상에
○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우선순위는 자원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6개월밖에 체재할 수 없지만, X-38은 3년간 체재할 수 있음.

바꾸는 것으로 2010년까지 국가 GDP를 지금의 2배로 끌어 올리는데
과학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함. 러시아 정부의 우주예산은

나) 통신계 인프라스트럭처
○ NASA의 통신계 인프라스트럭처는 데이터중계위성시스템(TDRSS), 심우주
네트워크(DSN),

지구관측시스템데이터정보시스템미션지원네트워크
․
․
(EMSN)

및

최근 5년간 평균 35%의 성장을 하였고 이는 주로 지구탐사, 우주과학,
방송통신과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성체의 현대화에 직접 투자되었음.

프로그램지원네트워크(PSCN) 등임.
○ 2006-2016년 연방우주프로그램에는 매년 6%의 정부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공공 재원조달은 상업발사서비스와 개별투자

2. 러시아

를 통한 수입에 의하여 보충될 것으로 기대함. 2007년도 우주예산은 16억
불로 추산되며 연방우주프로그램 및 군 프로젝트에 따라 20여기의 우주발사
체를 발사함. 그 중에는 유인 소유즈 로켓 발사 2회와 프로그래스 화물로켓

가. 우주정책

발사 4회가 있었음.
○ 러시아는 1957년 10월에 인류최초로 인공위성“스푸트니크”를 우주공간에
내보내고 또한 1961년에 인간을 처음으로 지구궤도에 올리는 등 우주

다. 분야별 우주활동

분야에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썼지만 1990년 이후 경제력의 쇠퇴로 우

1) 통신․방송․측위

주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음. 하지만 최근에는 1990년
대의 국가경제 슬럼프로부터 회복하고 있으며 특히, 고유가는 정부예산의
균형과 증가를 가능하게 만들었음.

○ 구 소련시대인 1965년이래, 광대한 국토를 커버하는 통신․방송망의 정비를

위해 통신․방송위성을 개발, 운용해 왔음. 그러나,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 2005년 10월에 러시아 정부는 2006-2016의 연방우주프로그램을 승인하였는데

는 대체로 빈약하여, 소련 붕괴 때에는 적어도 비군사 부문의 위성통신은 낙

이에는 세계에서 우주분야에서 러시아의 리더십을 유지하며, 통신, 지구탐사,

후된 상태였음. 우정통신성은 우주통신서비스업무를 주관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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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통신서비스업무와 방송위성의 소유권은 1992년에 국유기업 RSCC(러시

나) 합성개구 레이더(SAR) 탑재위성 (알마즈 : Almaz)

아위성통신회사)에 양도되었음. 러시아의 통신 및 텔레비전 방송위성의

○ 알마즈-1은 1991년 3월에 발사되어 분해능 15～30m의 S밴드SAR에서 획득한

운영자는 RSCC로서 100% 국영기업체로서 정보기술통신부 산하에서 2006년

관측 데이터를 정지궤도상의 데이터 중계위성으로 전송했음. 30개월 이상

현재 10개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이래로 위성의 현대화를 위해

의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태양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1992년

노력하고 있음. 방송통신분야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정지궤도 방송통신 위

10월에 대기권으로 재돌입시켰음.

성시스템을 up-grade 하는 것으로서 연방프로그램에 의하면 2016년까지
30기의 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러시아는 3개의 측위위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개의 저궤도 위성군인
“Parus"와 ”Tsikada"(군사용 측위 및 탐색/구조)과 고궤도이고 비싼 진보
된 “GLONASS" 위성군으로 나뉘어져 있음. 2001년에 러시아 정부는 국가

다) 해양관측위성 (오케안 : Okean)
○ 오케안-O는 분해능 1.5km의 레이더에 의한 전 기후형의 해양관측위성으로,
1998년 이후, 오케안-O1이 4기, 오케안-O가 1기 발사되어 있음. 위성은
러시아(FSA)가 인테그레이션하고, 주 센서인 해양관측레이더는 우크라
이나(NSAU)가 개발하고 있음.

측위시스템을 유지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해 ”Global Navigation System"로

라) 기상위성(메테오르(Meteor) 및 일렉트로(Electro))

불리는 기획을 승인하였고, 그 프로그램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24기의

○ 메테오르는 미국의 NOAA위성과 같이 극궤도 기상위성으로 통상 2～3기의

위성군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Meteor 위성을 운용하고 있고, 정지기상위성으로 Electro를 운용하고 있으
나, 그동안 예산문제로 기상위성의 기능이상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2) 지구관측

기상자료를 미국과 일본 등의 해외 위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상황
이었음.

○ 러시아의 지구관측위성은 대부분이 군사위성기술의 전용으로 민간이용자에게
데이터의 일부를 배포하는 형태로 진전해 왔음. 다만, 이들 데이터의 배포

○ 러시아는 자체의 기상위성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2007-2008년에 2기의 정지

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어 서유럽의 지구관측데이터와 같은 무차별배포를 원칙

궤도 위성인 Electro-2 및 Electro-3와 3기의 극궤도위성인 Meteor-M을

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약간 낮은 가격설정으로 분해능이 뛰어나다는

2006-2009동안 발사할 계획임.

이점이 있지만, 노이즈에 의한 데이터의 품질이나 데이터의 포맷이 국
제적 표준에서 크게 떨어져 있다는 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음. 연방우
주청은 2007년에 민군겸용 위성인 Arkon-2 레이다 위성을 발사하였는데
이 위성은 정밀 사진, 정찰 사진 및 경로 탐색을 위하여 사용함.
가) 고분해능 광학센서 탑재위성(레수스 : Resurs)
○ 레수스에는 필름 회수식인 레술스-F시리즈와 CCD탑재형 디지털신호 전

3) 우주과학
○ 예산압력으로 인해 러시아 우주프로그램에서 우주과학은 우선 순위가
밀려왔으나 2004-2006 연방우주예산 증액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부분이기도
함. 이러한 경향은 연방우주프로그램에 의해서 굳혀졌는데 이는 다양한
우주과학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수준에서의

프로그램과

NASA, ESA 및 JAXA와의 국제협력을 통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음.

송타입의 레술스-O1이 있음. 레술스-F에는 F1, F2, F3의 3개의 타입이
있어, F1의 궤도상수명은 반달, F2는 1개월임 1979년 이후 70기 근처에

○ 주요 우주과학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음.

발사되고 있는 레술스-F의 분해능은 미션에 의해 다른 카메라가 탑재

- 천문분야 : Spectre-R과 Spectre-RG 프로그램으로 천체물리학 연구실 설립

되어 있기 때문에 3～30m로 폭이 넓음.

- Fobos-Grunt program : Russia Academy of Science와 Lavochkin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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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수행하는 대형과제로서 태양계의 행성 및 위성의 탐사를 목적으

가) 후르니체프 국립과학산업우주센터

로 하며 이밖에 Luna-Globe 및 Venera-D 프로그램이 2006-2016 연방

○ ISS의 모듈이나 대형위성의 발사에 사용하는 프로톤로켓의 제조자임

우주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 있음.

○ 앞으로 프로톤을 대체함고 할 수 있는 앙가라 로켓의 개발도 담당하고

- Coronas-Foton, Resonance 및 Intergelic-zond : 태양과 지구사이의 관

있음.
나) RSC 에네르기아사

계연구 프로젝트

○ ISS의 러시아 모듈이나 소유즈TM우주선이라는 유인시스템의 제조자임
○ 위성을 소정의 궤도에 투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단로켓도 제조하고 있음.

4) 우주인프라스트럭처
○ 구소련 이래 러시아를 중심으로 프로톤, 소유즈, 코스모스, 몰니아, 사이크론,
제니트 등의 소비형로켓(ELV)가 건재하고 있고, 세계에서 최다의 발사

다) NPO 에넬고마슈사
○ 프로톤, 소유즈, 제니트의 제 1단에 사용하는 엔진의 제조자임
- 미국 프랫&휘트니(P&W) 사와 공동으로 미국 아틀라스3 시리즈 및

수(누적)를 자랑하고 있음.

아틀라스5 시리즈의 제 1단 엔진인 RD-180을 제조하고 있음.
○ 재사용형인 우주왕복기 부란은 1988년에 에너지아에 장착되어, 에너지아의
2번째의 미션으로서 발사되었음. 부란은 무인 비행하여 지구를 2바퀴 돌
아 바이코눌(츄라텀)기지에 착륙했음. 그 후, 재정난에 의해 계획은 중지되

3. 프랑스

었으며 현재 다시 개발 재개를 계획하고 있음.
가. 우주정책
○ 발사서비스는 현재 러시아에서의 가장 해외수주가 많은 분야임 그러나
발사서비스의 마케팅은 해외기업과의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프로톤은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사업인

인터내셔널론치서비시즈
․
․
(ILS)사

가, 소유즈는 프랑스와 러시아의 공동사업인 스타셈사가 제니트는 미국러
․
시아․우크라이나노르웨이의
․
4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씨론치사가
․
,

그리고

로코트는 독일과 러시아의 공동사업인 유로코트사가, 발사서비스의 판매를
하고 있음. 프로톤 로켓의 후계기가 되는 앙가라 로켓은 ILS 사가 마케팅
을 하고 있음.

○ 프랑스는 유럽 중에서 가장 빨리 국가우주프로그램에 착수한 나라로, 1965년에
미국, 소련에 이어서 3번째로 인공위성발사에 성공했으며, 유럽의 독립
과 자주성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우주개발에도 반영하여, 아리안 로켓
의 개발 등으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독자성을 강조한 프로젝트를 지향하고
있음. 발사체, 발사장 운영, 위성운용 및 위성활용 분야 등에서 최신 기술
을 보유, 세계 상업우주발사서비스 시장의 45.9%를 점유
○ 프랑스 주요 우주프로그램 수행기관은 프랑스우주국(CNES)로서 민간
우주프로그램 수행자 및 국방우주시스템 주계약자로 활동하고 있음. 2003년

5) 우주산업

CNES가 주도하는 새로운 민간우주개발프로그램이 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의 우주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임. 또한 국방 관련해서는 2004년

○ 1991년 이래, 러시아의 우주산업은 크게 변혁했음. 대부분의 기업은 의연하게

CNES의 조직 재정비 후 기관내 국방사업 감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음.

자금의 대부분을 나라의 예산으로 계속 의지하고 있지만, 오늘날 러시아기업
은 자금의 상업차입이나 제품의 수출, 감독관청이외의 고객에 대한 판매

○ CNES의 우주프로그램 전략은 5개의 주요분야로 나뉨

등을 할 수 있음. 특히, 발사서비스수주나 로켓엔진 수출의 견실한 신장

① 우주발사체부문의 통합을 통한 우주 진입

을 반영하여, 해외매상고가 순조롭게 증대하고 있음.

② 일반적 공공활용(public application)부문 개발 (무선 위치추적, 위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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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속적 개발을 지원할 활용부문의 개발 (토지이용, 농업관찰, 수자원관리,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Argos 프로그램과 Sarsat 프로그램은 기술적으로
상호 유사성이 있으므로 이의 통합운영이 바람직하였는 바, Argos-2/Sarsat-2

대기조사 등)
④ 우주과학연구

는 NOAA N위성에 탑재하였고, 제3세대인 Argos-3/Sarsat-3는 2006년에

⑤ 안보 및 국방

시작하는 Eumetsat의 Metop 위성에 장착됨. 이 제3세대는 최초로 위성
과 부표(buoys)간의 데이터송신을 가능하게 함.

나. 우주예산
○ 지구관측부문은 CNES의 주요 연구분야로서 현재 광학관측을 위한 국가
○ 프랑스 우주개발활동은 장기적으로 예산감축 및 산업계의 어려운 사정에서

Spot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 바 3개의 위성이 운용되고 있으며 다음 단계

오는 일련의 위기로 침체해 있다가 2004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함. 재정적

는 Pleiades 프로그램으로서 이는 Spot 시리즈에서 넘겨받은 다중센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프랑스정부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여, 2005년 4월

프로그램임. 프랑스에서 개발하는 2개의 Pleiades 광학위성과 이탈리아

CNES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우주프로그램 지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에서 개발하는 Cosmo-SkyMed 레이다위성을 합해 ORFEO프로그램을

CNES와 6년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확정함.

운영할 것인 바, 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민간용, 군용 사용을 하는
이중용도 시스템이 될 것임. 또한 프랑스는 GMES(Global Monitoring for

○ 프랑스는 유럽에서 최대의 우주예산을 지출해 온 나라임.
- 2007년도 프랑스 우주 예산은 13억 8천7백만 유로로서 2006년도 13억
7천6백만 유로에 비해 0.7% 증가함. 중기계획에 따르면 2008년에는
13억 9천7백만 유로로 역시 약 0.7% 증가하게 됨.
- CNES 예산의 약 48%가 국가우주프로그램에 배분되고 나머지는 ESA

Environment and Security), 즉 환경 및 안보를 위한 전세계관측 프로그
램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해양학, 지구환경, 대기환
경, 자연재해․인간재해의 방지 및 관리의 4가지임.

2) 과학프로그램의 재개

분담금으로 지원됨.
ESA 분담금은 매년 6억 8,500만 유로로 고정된 상태이며, 반면 국내
우주프로그램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음.
-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지구관측(10.3%), 기술개발(4.4%), 우주과학(3%),
통신위성(2%)의 순서임.

○ CNES는 현재 Proteus와 Myriade bus를 이용하고 혁신적인 개념과 기술적
돌파구를 적용한 소형위성 및 미니위성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3) ISS 무중력 프로그램

다. 분야별 우주활동

○ 프랑스는 ISS의 두 개의 시설개발에 지원함

1) 통신․방송․지구관측위성

- Cardiolab (DLR과 협력): 무중력에서의 우주인의 심장-혈관시스템 변화

○ 위성 중 위성광대역 부문은 현재 통신(telecom)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 DECLIC (NASA와 협력): 유체과학 연구

관찰 프로그램

분야로 인식됨. CNES는 현재 ESA와의 공동프로그램인 Alphabus에 집중하
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대형위성플랫폼 및 고정·이동 광대역서비스기술

4) 미래 발사체 준비

개발프로그램임.
○ 발사체분야는 국가우주프로그램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 Argos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감시를 위한 데이터수집을 하고 있으며,

우주개발예산의 37%에 달하며, ESA의 관련부문까지 합하여 41%에 해당함.

다국적 프로그램인 Cospas-Sarsat 체제에 Sarsat 위성의 참여를 통해 수색 및

프랑스는 Ariane 프로그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에는 ES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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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ne 5 프로그램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프랑스의 주요 전략 중

1989년에 합병하여 생긴 다국적 기업으로 1994년에는 영국BAe 스페이스․

하나는 2020년까지 INERA 및 Roskosmos와 협력하여 새로운 발사체 개발을 위

시스템즈사를 흡수했으며, 독일 DASA사가 주도하여 이탈리아의 아레니

한 연구활동을 하는 것임. 이는 Ariane 5와 그 후속 시리즈간의 과도기

아사도 참가하는 아스트리움사로 합병됨.

동안 산업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2006년도 발사
체 관련 R&D는 3,500만 유로(국가프로그램)였으며 2007년에는 4,090만 유로

라) SEP사

○ 아리안 로켓의 액체산소․액체수소엔진이나 고체 아포지모터를 개발․

로 증액됨

생산하고 있음. 자본금의 51%는 항공엔진의 개발․생산을 하는 공사인

5) 프랑스의 우주산업

스넥마 사(97%가 정부가 출자한 국영기업) 가 출자하고 있음.

○ 프랑스의 우주산업의 특색은 유럽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과 정부의
영향력이 큰 것임. 군사예산삭감에 의해서 대규모 재구축을 한 미국 우
주산업계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각국의 우주산업도 국경을 초월한 재편

4. 독일

이 진행되고 있음. 독일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활동에서 프랑스의
우주기업의 대부분이 국영인 것이 재편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지

가. 우주정책

적을 받아, 프랑스정부는 국영우주기업의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음.
○ 독일의 우주개발은 ESA나 양자간 협력체계에 중심을 두고 명확하게

가) 아에로스파시알․마토라 사

추진해 왔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앞서나가는 국가들과 비교하

○ 유럽 최대의 항공우주기업으로 아리안 로켓의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를
담당함과 동시에 많은 위성프로젝트에 참가해 왔음. 프랑스정부의 지시에 의
해, 아에로스파시알사의 위성부문은 알카텔사로 통합되었음. 또 수송부문을 주

면 독일의 우주 프로그램은 조용한 편이었음. 과학, 우주수송 및 인프라
스트럭처의 개발은 독일 우주개발에서의 우선분야로 진행됨.

ESA프로

축으로 하는 나머지는 라갈델 그룹의 마토라하이테크놀로지즈사와
․
합병하

젝트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공동에 의한 프로젝트를 중시하고 있음 [셔틀

의 DASA사, 스페인의 CASA사와 합병하여 2000년 7월에 EADS사를 발

궤도상연구실(COF) 등]

여 아에로스파시알마토라사가
․
되었음. 아에로스파시알마토라사는
․
독일

탑재용 실험실 : 스페이스랩, 국제우주스테이션(ISS)유럽모듈 : 콜롬버스

족시킴.
○ 그동안 독일은 우주개발에 소극적이었다가, 2001년 5월에 채택된 4개년

나) 알카텔․스페이스 사

○ 알카텔․알스톰․그룹의 일원임. 통신위성이나 방송위성용 중계기, 합성기구

사회에의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우주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방

레이더(SAR)이나 레이더고도계용 수신장치를 포함하는 위성탑재 전자 기기

송통신과 지구탐사 프로그램은 이들 새로운 정책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것

가 주력제품이었지만, 아에로스파시알 사의 위성부문을 흡수한 것에 의해

이고 이러한 추세는 많은 유럽 국가들을 따른 것임. 2005년에 들어선 신

부문인 알카텔․스페이스․인더스트리즈 사가 담당하고 있음.

정부는 연방교육연구성(BMBF)에서 주관하던 우주프로그램을 연방경제

위성제조도 취급하게 되었음. 이들 사업은 알카텔․스페이스 사의 사업

다) 마토라․말코니․스페이스(MMS) 사
○

계획에는 독일의 우주정책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잠재적 상업적 개발과

프랑스

마토라․에스파스

사와

기술성(BMWI)에서 주관하도록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 새로운 체제는
현재 논의 중인 국가 우주프로그램의 미래방향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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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니․스페이스․시스템즈

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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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몇 년간의 우주프로그램의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음
- GMES(Global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프로그램의 지위

○ 네비게이션에 대한 국가활동은 갈릴레오 사용 준비를 위한 기술개발과
시험에 관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컨소시움에 의하여

: 독일은 유럽협력체에서 환경과 보안에 대하여 주된 역할을 수행함을 목표로 함

개발되는 지상테스트 베드인 GATE(Galileo Test and Development

- 국방 : 첫 번째 두 개의 국가 군우주프로그램은 개발 중인데 이는 레이더

Environment)를 시작하였음. Galileo 관제소는 현재의 독일 위성운영센터

영상의 SAR Lupe와 방송통신을 위한 Satcom BW프로그램 임.
- 주도자로서의 Galileo 프로그램의 수행 및 ESA기여분의 40%를 독일이
수행하는 ISS프로그램의 종료

(GSOC)에 설립하여 적어도 20년 동안 운영될 것임. 이 센터는 내비게이
션 데이터 처리와 세계 지상부분의 조정을 수행할 것이며 관제운영 단계에
서의 기능이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탈리아에 또 다른 센터가 설립될
예정임.

나. 우주예산
2) 지구관측
○ 2008년 우주예산은 8억 4천6백만 유로 (12억 4천2백만 US 달러)임. ESA에의
출자금은 2006년 기준으로 전체 국가우주예산의 약63.5%를 차지하고 있

○ 지구관측은 독일이 중시하고 있는 분야로, 센서의 개발 등에서는 높은 기

고 2000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이며 ESA가맹국 중에서는 프랑스에 이은 2번

술레벨을 가지고 있으며 유인 우주선프로그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예

째의 출자국임.

산을 투입하는 분야임.

○ 수년간의 경기침체를 벗어난 새로운 독일 정부는 야심찬 세계 과학정책의
하나로서 독일 우주예산를 다년간 증가시킬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2010년까지
연구개발비 비중은 국가GDP의 3%로 끌어올릴 계획임. 2006-2010년 동안

○ 독일의 국내 지국관측 위성개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TerraSar-X : 상업적 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고해상도 레이더 위성으로

매년4%의 우주예산을 증액시켜 2010년에는 총8억유로로 증가시킬 계획임.

독일에서 개발된 레이더 기술을 사용함.
- TanDem-X : 1m 해상도의 새로운 지구관측 레이더 위성으로 EADS

다. 분야별 우주활동

Astrium과 DLR의 민관 합작으로 제작되며 이 위성은

1) 통신․방송위성

TerraSar-X 위성을 보완할 것임. 이 위성은 2009년에 발
사 예정이며 DLR과 EADS Asrium이 비용을 공동분담

○ 독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2006년 독일
정부는 “iD2010-Information Society Germany 2010"이라는 고기술 전략을

하기로 함.
- RapidEye : 농업과 지도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5개의 광학 지구관측 소형
위성 집단으로 2001년 독일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

수립하였는데 이는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의 전략적

고 국가 우주프로그램안에 통합하기로 결정함.

목표와 수단을 정리한 것임. 국가 방송통신 프로그램은 미래의 멀티미디
어 위성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위성과 지상과의 고
속 데이터통신을 위한 광통신기술을 강조하고 있음.
○ 독일은 가장 많은 투자를 하면서 유럽의 갈리레오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ESA를 통해 17.25%, EU를 통해 24.4%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수준의 상업적/산업적 보상이 기대되는 독일의 차세
대 주 프로그램으로 여겨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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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과학
○ 독일은 유럽, 미국 및 러시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우주과학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개발하여 왔음. 과학 프로그램은 투자의 세 번째 분야로
서 2005년에 비하여 2006년에는 10%의 예산증액이 있었음. 대다수의 프
로젝트는 ESA의 임무에 참여함으로써 수행되는데 유럽우주탐험프로그
램인 Aurora의 예비단계에 독일이 참여하고 있고 NASA, CNES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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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 등의 다른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음. 국가 우주과
학 프로그램은 천문과 천체물리학, 태양계연구, 유성체물리학 및 기초물리

② 협력상대는 ESA와 미국중심이지만, 유럽 모든 나라와의 양자간/다자간
협력이나 러시아, 인도, 일본 등 협력상대는 넓은 범위에 이름.

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7) 독일의 우주산업
4) 유인우주비행

○ 독일의 우주산업의 특색은 다임러클라이슬러에어로스페이스
․
․
(DASA)사의

○ 독일은 미소중력과 인류를 위한 우주기반시설 프로그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유인우주비행은 아직 독일의 우주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임.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유럽국가로서
ESA가 ISS에 기여하는 금액 중 독일이 투자하는 비율은 2004년을 기준으
로 38%에 해당하고 2006년 ISS가 완공된 이후에는 21%로 감소하였음.

산하에 거의 모든 유력 기업이 통합되어 있는 것임.

미국의 거대우주산업에 대항하기 위해, DASA는 유럽우주산업의 재편․

통합을 리드해 왔음. 프랑스의 아에로스파시알․마트라사, 이탈리아의

아레니아․아에로스파취오사 등과 항공우주방위산업을 통합하고, 유럽항
공방위우주사(EADS)의 설립에 합의하고 있음. 아에로스파시알․마트라사
및

5) 우주인프라스트럭처

영국

BAE시스템즈사의

자회사인

마트라․말코니․스페이스(MMS)

사와 DASA사의 우주부문이 통합되어, 위성산업을 주체로 하는 아스트리
움사가 2000년에 설립되어 EADS Astrium사가 되었고 2006년 현재 영

○ 아리안 로켓 : 유럽에서의 수송계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발 및 운용은 프랑스

국, 프랑스 등에 사업분야별 Astrium사가 운영되고 있음.

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진행되어 왔지만, 독일도 재정 면에
서는 2번째로 공헌을 하고 있음. 아리안4 및, 아리안5의 제
2단의 개발을 분담해 왔으며 ESA가 개발 중인 아리안5의

5. 영국

개발비의 22%을 부담하여, 프랑스(46%)에 이은 출자국임.
가. 우주정책
○ TAKEN 2010 : 극저온 액체 로켓 엔진의 고성능 추진챔버를 개선시키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으로서 미래의 유럽 우주수송시스템
개발에서의 독일의 근본적인 참여에 기여할 것임.

○ 영국의 우주개발활동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어, 1971년에는 「브라크아로」
로켓에 의한 「프로스페로」위성발사성공에 의해 구소련,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에 이은 6번째의 자력에 의한 위성 발사국이 되었으나 그 후

○ ASTRA : 독일은 미래의 유럽프로그램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RLV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미래 우주수송시
스템 응용을 위한 ASTRA 기술 프로그램의 일부인 Phoenix

로켓개발에는 소극적임. 위성은 1960년대 말부터 영국 국방성(MoD)의 독자적인
우주통신시스템「스카이넷(Skynet)」하에 스카이넷-4 시리즈 4기가 현재
정상 운용되고 있고, 차세대위성인 스카이넷-5시리즈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RLV 기본형이 독일의 주 연구개발 분야임.
○ 영국의 정책은 “UK Space Strategy 2008-2012 and beyond”에 나와 있음.
6) 국제협력

2008년 2월 발행된 “UK Space Strategy 2008-2012”는 그동안 우주기술
분야가 이미 영국 경제에 약 70억 파운드 가치의 공헌을 해왔다고 언급하면

○ 독일의 우주개발은 거의 대부분이 국제협력에 의한 것으로 독일의 우주
개발에서의 국제협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① 지구관측, 우주환경이용, 우주과학을 중시하고 있음.

- 100 -

서 향후 다음과 같은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표명함.
- 지구관측, 우주과학 및 통신 개발, 기후변화 및 로봇우주개발(무인우주
개발)에 초점을 맞춘 우주시설 개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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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화성 및 이원의 우주에 대한 미션과 같은 국제활동 참여증대

부터 3개의 Skynet 4 위성과 ground infrastructure 를 운영해옴. 2018년까지
Skynet 5 관련 계약은 대략 25억 파운드의 가치가 될 예정

○ 영국의 전반적인 우주 전략과 같은 맥락인 “Earth Observation Program
Board Strategy 2003-2014" 는 지구관측 기술, 환경과학 및 혁신적 운용 서비스 등의

2) 지구관측 위성

개발과 사용을 목표로 함. 과학과 혁신 정책과 관련하여 영국정부는
2004-2014 과학&혁신 투자 체제를 도입하여, 과학과 기술적 지식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시킴으로서 R&D 분야의 비즈니스 투자를 증가시킴

○ 지구관측에 대한 투자는 몇 해 동안 지속적임. 2006년에는 영국 전체 우주
예산의 40%인 8천2백만 파운드(1억2천4백만 유로)를 차지함. 지구관측 프로그램
Board Strategy 2003-2006은 이 분야의 주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
- 지구관측 프로그램 사용으로 환경과학 분야에 있어서 영국의 입지를 강화

나. 우주예산

- 지구관측 운영 서비스 사용의 증가를 위한 장려
○ 2007년 국가 우주프로그램에 대한 영국 정부의 투자는 2억 1천 8백만 파운드
(3억1천3백만 유로)이며 2008년에는 2억 2천만 파운드로 추산됨. 주요 변화는

- 환경 과학과 운영 서비스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혁신 우주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

국가 프로그램과 ESA의 지원이 분리되었다는 것이고 애초에 양 프로그램 간 균
형 잡힌 예산분배를 계획했으나 2005년부터 ESA 프로그램으로 비중이 더

3) 우주환경이용

해짐. 2006년 이후에는 ESA에로의 분배는 총 우주 예산의 80% 이상 차지
○ 영국은 유럽의 계획, 특히 스페이스랩(개발의 6.3%, 스페이스랩의 18개의

하게 됨.
○ 이제는 영국 정부의 투자는 ‘best value for money’ 의 원칙을 추구하여,

외부 팔레트를 제조)의 개발에 있어서는 참가실적을 올렸음. 현재, 영국에서는 현저

많지 않은 예산 수준으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보다는 ESA

한 미소중력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고, ESA의 미소 중력연구계획에 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더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함. 영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규모참가(유럽 미소중력연구계획 EMIR-1의 자금 1.15%를 각출)하고 있을

영국 산업 발전에 가능성이 있는 산업 프로젝트를 지지함. 지구관측 프

뿐임.

로그램은 정부 총 예산의 40%를 차지. ESA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예
산을 투자하는 분야이기도 함-7천5백만 파운드(1억1천3백만 유로). 두 번째
분야는 우주과학으로서, 정부 총 예산의 33%를 차지.

○ 영국인 최초의 우주비행사는 1991년에 러시아의 미르 스테이션에 탑승했지만,
예산부족 때문에 당초 계획된 생리학관계 36개 실험 중 6개 실험을 실시하는데
그쳤음. 국제우주스테이션(ISS)계획으로의 자금 각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미소중력연구나 지구관측에서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다. 분야별 우주활동
1) 통신․측위위성

4) 우주과학

○ 영국은 1970년대에 안보의 목적으로 국내 위성 통신 시스템을 획득한 최초의

○ 영국의 우주과학 프로그램은 PPARC와 BNSC의 지시에 의해 행해지며

유럽국가임. Skynet 4 제네레이션은 3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ESA 의 필수 과학 프로그램에 공헌 하는 것 이외에 영국은 국산 과학

Skynet 4F 와 함께 2008년까지 운영될 예정임. 두 개의 Skynet 5 대체위성

장비를 공급하여 각 임무수행마다 20%-30%의 이득을 창출함. 우주과학은

은 PFI를 통해 최초 군위성 프로젝트인 Paradigm Secure Communications

지구관측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지난 2년간 국

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위성은 사기업과 국방부에 의해 소유, 운영될 예정.

내 프로그램 30%와 ESA 프로그램 70%를 포함하여 약 6천만 파운드 정

새로운 위성을 발사 이전에 Paradigm Secure Communication 은 2003년

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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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s Express 는 Beagle 2 착륙선과 함께 영국의 주요 성과물이며 영국이

6) 우주산업

제작하고 Spacecraft 의 자금을 받아 2003년 화성에 도착할 예정이었으
나, 임무 수행 중 분실. Beagle2: Evolution 이라는 차기 임무가 계획 중
이며, 2009년 탐사 임무중의 일환으로 ESA 에 의해 제안될 예정
○ 2005년 12월, ESA Ministerial Meeting시 영국은 ESA 의 태양계 장기탐사
프로그램인 Aurora의 준비단계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함. 영국정부는 7
천5백만 파운드(1억8백만 유로)를 Aurora 프로그램에 투자하였고, 그로
인해 영국은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가 됨.
투자의 대부분은 ESA의 화성탐사 임무인 ExoMars 에 투자됨. Beagle 2의
중요성 때문에 영국은 ESA의 로봇탐사프로그램의 주요 역할을 맡게 됨.

○ 영국의 우주산업은 지금까지 발사된 ESA의 모든 통신위성의 주 계약자를
맡아,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통신분야에 중점을 두어 왔음.
가) BAE시스템즈 사(구 브리티쉬․에어로스페이스(BAe)사
○ BAe 사는 주 계약자를 취득한 횟수에서 1980년대를 통해 유럽 제일의

통신위성 제작사였음. 1999년, BAe사는 후술의 말코니․일렉트로닉․시

스템즈사를 흡수 병합하고, BAE시스템즈 사로 되었으며 보잉사, 록히드․
마틴(LM)사, EADS사에 이은 세계 제 4위의 항공우주방위기업으로 인정받음.

나) 마트라․말코니․스페이스(MMS) 사
○ 통신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계속적인 정부보조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 게다가 영국은 Core 프로그램에 투자할 계획.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국은
화성 표본물질 회수임무에 필요한 로봇의 주요 신기술 개발의 기회를 갖게

제너럴일렉트로닉
․
(GEC)사의

관련기업인

말코니일렉트로닉시스템즈
․
․

사

의 위성부문인 말코니․스페이스 시스템즈사는 1989년에 프랑스의 마

될 것을 기대함. ESA 임무와 함께 영국은 Swift, Stereo and the James

트라․그룹의

Webb 우주 망원경 등을 위해 NASA 와 협력

이스(MMS)사가

마트라․에스바스사와
설립되었고,

합병하여,

마트라․마르코니․스페

말코니․일렉트로닉․시스템즈사의

나머

지의 부분은 1999년, BAe사에 흡수되었음. MMS사는 프랑스 아에로스
파시알마트라사
․
, 독일 DASA사와 함께 설립하는 아스트리움사에 합류함.

5) 우주인프라스트럭처
○ 영국은 1960년대부터 우주연구용 스카이시리즈로켓, 계속해서 브라크아로

다) 서레이․새털라이트․테크놀로지사(SSTL)

로켓의 개발을 실시했음. 그러나 1971년의 「프로스페로」위성발사성공

○ SSTL은 소형초소형위성에
․
특화해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기업임.

직후, 영국은 브라크아로의 개발계획을 일단 중지하고, 유럽로켓개발기

SSTL은 서레이대학의 소형위성개발연구기관인 사리우주센터에서 분리

구(ELDO)에서 탈퇴했음. 그 후는 로켓개발분야에서의 주된 활동을 전
면적으로 중지하고, 위성의 발사는 오로지 NASA에 의존하고, 아리안 1
계획 참가비율을 낮은 레벨(2.5%)로 억제하는 길을 선택했음.
○ 그러나 그 후 영국은 아리안4 개발계획에의 참가비율을 3.7%로 높이고,
아리안5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1996년에 이르러, 주로 기아나 우주센터(GSC)

된 민간기업으로, 통상의 위성메이커와는 달리 위성의 설계․제조․발

사뿐 아니라 기술자의 교육․훈련도 패키지로 해서 개발도상국으로의 판

매실적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음.

6. 이탈리아

를 무대로 하는 아리안5의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에 출자하는 것을 결정함으
로써 개발에 적극 지원을 하게 되었음. 아리안 스페이스사의 주식을 차지
하고 있는 영국의 비중은 2.61%임.

가. 우주정책
○ 이탈리아의 우주분야에서의 활동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지만, 그 예산은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주로 우주과학미션에 집중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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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들어오면 이탈리아의 우주예산은 착실하게 늘어나, 당시 ESA

○ 1998년에서 2002년에는 우주개발 예산을 매년 19%를 증대시켰으며 2003년과

의 주요프로그램 모두에 참가하게 되었음. 과거에는 이탈리아 독자의 프로그

2004년에는 ESA 분담금으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며 2005년부터 이탈리아

램은 적고, ESA 및 미국과의 국제협력에 의한 것이 많았음.

우주 예산은 평균 4% 증가되어 2006년에는 794백만 유로에 달하였음.

○ 현재 이탈리아의 우주 개발은 1988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우주청(ASI:

다. 분야별 우주활동

Italian Space Agency)의 관리 하에 추진되어 왔으며, ESA 프로그램의
참여를 포함해 우주 프로그램을 조정 관리하고 있음.

1) 우주스테이션(ISS)계획

○ 1998년에는 5개년 단위의 국가우주계획(PSN)이 제정되어, 현재 진행중인

○ 이탈리아는 스페이스랩 이래, ESA의 지구주회궤도 실험계획에 크게 공헌해

국내 프로그램 및 ESA관련프로그램의 기초가 축적 되었음. PSN은 과

왔음. 또한 이탈리아는 ESA의 콜롬버스궤도상연구실(COF)계획의 일환으로

학, 기술, 응용의 밸런스가 잡힌 개발, 시장주도 프로젝트의 창출, 우주시

서 노도2 및 노도3의 개발을 하고 게다가 MFC나 EMIR-2라고 하는 ESA

장의 성공조성, 국제협력의 추진, 기술이전의 촉진, 교육보급계몽의
․
․
추진을 목
적으로 한 것임. PSN에는 또 이하의 전략이 명문화되어 있음.

① ESA, NASA 또는 두 나라간 협력에 의해 우주과학미션을 중시하는 자세를
유지함.

미소중력프로그램에도 참가하고 있음. 또 ISS에 대해 소형여압 보급모듈
(MPLM)을 제공하고 있음. NASA와의 협력에 기초하여는, 이탈리아는
MPLM을 NASA에 납입하는 대신 미국 실험동에서의 실험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② 상업을 중시한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함
③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④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발전시킴
⑤ 기술이전 프로그램을 책정함

2) 통신․방송․측위
○ 이탈리아는 최초로 ESA의 궤도실험위성 OTS, 유럽통신위성 ECS 및 해사유
럽통신위성 Marecs의 각 프로젝트에 참가했음. 1997년에는 미국 델타로켓

○ 2003-2005년 우주 계획의 연장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2006-2008년의 새로운
우주개발 계획을 2006년에 채택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으로 실험통신위성 시리오-1(Sirio-1)을 발사하여, 이탈리아의 통신․방송
분야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되었음.

- 지구관측용으로 5번째 위성인 비샛 위성 개발
- 베가 발사체의 신형인 리라 발사체 개발
- 국가적 달 탐사를 위한 우주과학 분야
- 프랑스와의 국제협력에 의하거나 또는 ESA의 알파샛 사업의 일부로 이중
광대역 시스템 Ka-band 개발을 통한 통신위성 개발
나. 우주예산

○ 국내프로젝트로는 Ka밴드를 사용한 국내용으로 통신실험위성 이탈샛(Italsat)에
의한 프로그램을 추진함. 1호기는 1991년에, 2호기는 1996년 8월에 아리안 로켓에
의해 발사되었음. 2호기는 ESA의 이동체통신용 중계기 EMS(아레니

아․아에로스파치오사제작)를 탑재하고 있음.

○ ESA 프로젝트로는 올림푸스(Olympus)프로그램, 아르테미스, 아르테스

○ 이탈리아는 우주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유럽에서 두 번째 큰 우주개발
투자국이나 세계의 과학 기술 수준에 대한 상황을 비추어보면 이탈리아
는 대부분 유럽 국가의 노력에 훨씬 떨어져 있음. 2004년 GDP대비 과학
기술 투자비율을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하면 프랑스는 2.1%, 스웨덴은
4%인데 비해 이태리는 1.2%에 머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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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등이 있음.
- 올림푸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탈리아는 영국(약 39%)에 이어서 약 32%을
출자, 중계기 등을 제공하였으며 1989년 올림푸스-1이 발사되었음. 본 위성은
유럽 및 이탈리아용 통신서비스를 했지만, 1991년에 전력부족으로, 1993년
에 부득이하게 운용종료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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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형 데이터 중계기술위성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탈리아는

5) 우주인프라스트럭처

개발 코스트의 45%를 부담하는 최대의 출자국으로 주 계약자는 아레니아․
아에로스파치오사로, 운용도 담당함 아르테미스는 이탈샛의 위성바스를

○ 이탈리아는 유럽 로켓개발기구[ELDO, 1975년에 유럽우주연구기구(ESRO)와

활용함. 이탈리아 우주청 ASI는 아르테미스의 용량의 일부를 상업서비스를

함께 ESA에 통합되었음]에 참가하는 한편, 1970년대 초부터 고체 3단식

위해 텔레콤이탈리아
․
사의 자회사인 푸오다․텔레스파치오사에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이탈샛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이탈리아는 멀티미디어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로스카이웨이를 계획해 왔음. 유로스카이웨이는 수기의 Ka
밴드정지위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터넷의 뱅크본 접속 등을 할 예정이었음

로켓 알파의 개발에 착수했지만, 실현에는 이르지 않았음.
가) 아리안 로켓
○ 이탈리아는 아리안 스페이스사의 주식의 7%를 소유하고 있어 아리안 로켓의
버전 업이 도모됨에 따라 그 출자분담을 증액하고 있음 아리안5에 대해서는
약 15%(1996년도)를 출자하고 있음.

당초는 국가프로그램으로서 개시되었지만, 현재에는 ESA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인 ARTES-3으로서 실시되고 있음.

나) 베가 로켓
○ ASI가 이탈리아 국산로켓의 개발계획을 제창한 것에서 1988년에 BPD 사가
산마르코 스카우트 로켓의 개량형 베가의 개발에 착수했음. 1992년에 최초

○ 갈릴레오 프로젝트
- ESA가 EU와 유럽항공기 항행 안전기구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유럽독자의

의 시험비행이 행해졌지만, 1993년에 그 개발은 동결되었음. 그러나 유럽

항행위성시스템인 갈릴레오(Galileo)의 구축으로 향한 활동에 이탈리아

독자의 소형로켓의 필요성을 인식한 아에로스파시알마트라
․
사와 피아트․

도 참가하고 있음.

아비오사는 공동으로 베가로켓의 개발검토를 1998년부터 다시 개시했음.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베가로켓은 저궤도(LEO)에 1t의 발사능력을 가진 고
체 3단 로켓임.

3) 지구관측
○ 이탈리아는 전에는 지구관측분야로의 관심이 적고, 독자의 지구관측프로
그램을 가지지 않은 탓으로 ESA프로젝트에서도 이탈리아가 주도한 실례는
없었음. 그러나, 지중해 연안지역에서의 우주활동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소형위성을 이용한 지구관측프로그램(스카이메도코스모)를 계획하고 있음.

다) IRIS
○ 셔틀에서의 위성방출용 상단로켓 IRIS의 공동개발은 미국의 보잉사와
아레니아아에로스파치오사
․
(주 계약자)

및 BPD 사에 의해 행해져 1992년

의 라게오스-2 측지위성 발사를 위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음. 스페이스셔
틀의 상업발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ASI는 NASA에 IRIS상단로켓의
과학미션으로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지만, 지금 실현하고 있지 않음.

4) 우주과학
6) 이탈리아의 우주산업
○ ASI는 재료에서 라이프사이언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미소중력실험을
ISS에서 실시할 계획임. 근년의 우주과학프로젝트는 대부분 국제협력에 의한 것으
로 ESA의 프로젝트의 참가, NASA와의 공동프로젝트 등을 하고 있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테자위성(TSS) 프로그램, 네덜란
드와 협력하는 X선 천문위성, NASA와의 대형 토성 탐사기(캇시니) 및
기타 소형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일환인 소형위성 프로그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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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우주산업은 정부의 영향력이 컸지만,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음.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아레니아․아에로스파치오사와 BPD사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음.
○ 아레니아․아에로스파치오사는 이탈리아 정부소유의 주식회사인 산업부
흥공사(IRI)산하의 핀 메카니컬 그룹에 속하며, 1990년에 세레니아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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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리타리아사가 합병하여 탄생한 이탈리아 최대기업인 항공우주기업.

○ 중국의 우주정책은 2006년 10월 발표된 국가위원회의 “백서”에 잘 나타나

모든 우주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나, 1999년

있는데 그 백서에는 다음 5년의 우주활동을 위한 두 가지의 축을 제시했음.

에 독일의 DASA사 주도로 설립된 유럽 최대의 항공우주방위기업인 EADS

첫째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둔 기술혁신 자립이고 두 번째가 국가의 경제

사의 우주사업부문인 아스트리움사로 2000년 중에 사업을 통합함.

개발을 위한 봉사인데 그중에 지구탐사가 주요 관심분야로 보이고 있음.

○ 피아트․아비오사는 1985년부터 가스터빈엔진사업의 연장으로 우주 추진계

다른 주요 기술적 목표는 통신위성, 위성항행, 고중량발사체 및 달탐사에
특히 집중된 과학적 임무를 포함함.

사업에 참여하여, 아리안의 발칸엔진의 터보펌프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고, 고
터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에로스파시알마트라
․
사와 공동으로 베가

체 로켓의 종합적인 개발을 하는 부문인 SNEA BPD사는 아리안5의 고체 부스

나. 우주예산

로켓의 개발을 실시한 바 있음.

○ 중국의 우주예산은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COSTIND)에 의하여 계획되고

○ 누오다․텔레스파치오 사는 텔레콤․이탈리아사와 IRI 산하의 STET그룹에
50%씩 주식이 보유되어 있음 텔레콤․이탈리아사는 국가의 대표로서

있는데 5개년 계획의 틀에서 이루어짐. 그러나 예산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상세한 미래계획, 오버헤드비용, 산업노동비에 대한 상세
한 정보가 부족함.

인텔샛, 인말샛, 유텔샛에 가맹하고 있음. 위성통신서비스의 판매를 하며,
○ 우주예산의 항목으로서는 로켓관련의 모든 연구개발과 로켓의 조달, 과학․

푸치노국이 주요한 지상국임.

통신․기상․지구관측계획 등이 있음. 2005년에 민간 우주프로그램에 1억

31백만달러가 되었으며 이중 60%는 지구탐사, 통신 및 과학프로그램이고

7. 중국

40%는 유인우주프로그램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가. 우주정책

다. 분야별 우주활동

○ 중국은 1970년에 구소련,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서 5번째로 인공위성

1) 통신․방송

발사에 성공한 이래 오늘날에 이르렀지만, 국내의 기술수준, 재정난에 따
라 그 베이스는 결코 빠른 것은 아니었음. 중국은 국제협력을 통해, 로켓
이나 위성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단기간 중에 세계의 우주대
국이 되려고 하고 있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외국의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중국은 21세기 초까지 유인비행을 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1999년 11월
20일의 유인우주기의 무인비행시험의 성공에 의해, 보다 고도의 우주시스템
을 설계, 통합, 제작하는 것에 관해서 중국의 우주개발은 성숙기에 이르렀
다고 할 수 있음. 2004년과 2005년 유인우주비행의 성공적 수행은 중국
의 우주개발능력을 전세계에 알리고 야심찬 우주개발계획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의 국가신용도가 한단계 높게 평가
되었음.

- 110 -

○ 중국은 1970년대의 초기에 인텔샛(INTELSAT)에서 중계기의 리스를 받는
것에 의해 위성통신업무를 개시했음. 중국은 국내통신수요에 대응하기 때문
에 외국에서의 위성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외국에서의 위성구입
에도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1984년 이후, 중국은 CAST가 주도하는 산
업팀에 의해 동방홍(DFH)시리즈라고 불리는 국내개발의 통신위성버스가 개
발되어

왔고,

정지통신위성버스로서는

지금까지

3세대의

모델(DFH-2,

DFH-2A, 그리고 DFH-3)이 개발되고 있음.
2) 네비게이션 - Galileo 위성항행 프로젝트 참여
○ 중국은 자체 위성항행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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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과 2003년에는 3개의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하여 이들로 운영되는

투입되어, 분해능 19.5m의 가시근적외 CCD센서와 80m분해능의 적외선 멀

Bei Dou Navigation and Positioning System(BNS)을 추진하였음. 2004

티스펙틀스캐너에서
․
얻어지는 관측데이터의 디지털송신능력을 가지는 중

년 10월에 EU와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

국의 첫 위성이 됨. 중국 측은 관측센서의 제작과 발사를, 브라질 측은 X밴드

국국립원격탐사센터(NRSCC)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고 갈릴레오프

디지털화상전송시스템을 포함하는 위성버스의 제작과 시험을 각각 담당하고

로젝트에 2억 유로를 기여하기로 함.

있음. 비용은 1억 5,000만 달러로 견적되어 그 70%를 중국이 지불함.
CBERS-1은 1999년에 장정4B에 의해 발사되었으며 2003년에는 CBERS-2가

○ 그러나, 중국의 미래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는 명확하지 않는데
이는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개발을 관리하고 있는 갈릴레오 협력개발단

발사되었음. 2006-2010 기간 동안 CBERS-2B, CBERS-3 및 CBERS-4를 발사
할 계획임.

(Galileo Joint Undertaking)의 업무를 Galileo Supervisory Authority가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부호화된 갈릴레오 신호 때문에 이 기구에 비유럽

4) 우주환경이용

정부와의 협력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음.
○ 중국은 1980년대 후반에 미소중력연구를 개시하고, 현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응용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본격적인 우주환경이용실험으로서는

3) 지구관측

1990년에 동식물의 시료를 탑재하여 발사된 FSW1-13과 단백질 결정성
○ 중국정책에서 환경보전 및 군사정보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

장실험을 탑재하여 1992년에 발사된 FSW2-1을 들 수 있음. 또한, 1996

구관측분야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어 왔음. 1986년 12월, CAS

년 10월에 발사된 FSW2-3에서는 일본의 대학이 참가한 최초의 일․중

는 랜드샛(Landsat) 지상국을 설치했으며 프랑스의 스포트(SPOT)와 ESA

공동실험이 행해졌음.

의 유럽리모트센싱위성(ERS)데이터의 수신도 개시했음.
○ CGWIC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상업화되어 있어, 중량 1kg당 3만 7,000달러로
○ 중국의 지구관측위성으로서는 광학카메라에 의한 필름 회수방식의 FSW
시리즈가 있으며 FSW에서의 영상은 일반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대부분

계약이 실행되고 있음. 이제까지, 2건의 계약이 실행되어져 있으며 1건은
1987년에 프랑스의 마트라․에스파스사가 FSW1-9를 이용, 1건은 1988년

이 정찰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페이로드에는 고정․스캐닝카메라 및 대

에 독일의 항공우주연구소(DLR)와 연방연구기술성(현재, 연방교육과학

형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 이 외는 기밀로 취급되고 있어, FSW의 페이로

연구기술성으로 통합)이 FSW1-12를 이용하고 있음.

드의 성능, 기능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음. FSW의 발사 빈
도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로, 통상 7월에서 10월에 걸쳐서 발사됨.

5) 우주과학

○ 기상위성의 경우 풍운(FY)시리즈가 있는바, 1988년에 중국 최초의 주회형

○ 중국은 적극적으로 우주과학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지만, 예산의 제약으로

기상위성 FY-1을 시작으로 일련의 기상위성을 개발, 발사함. 2004년에

이 분야에서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음. 지금까지 1981년에 실천 2호, 실천

중국은 35년의 노력의 결정으로서 기상위성의 집합운영을 선언하였는데

2호갑(甲), 실천 2호을(乙)(SJ-2, SJ-2A, SJ-2B), 1994년에 실천 4호

이에는 두 개의 저궤도위성인 FY-1C 및 1D와 2004년에 발사한 정지궤

(SJ-4), 1999년에 실천 5호(SJ-5)의 합계 5기의 과학위성을 발사하고 있음.

도 위성인 FY-2C를 포함하고 있음.

CAS는 미래에 달로 탐사기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어, 광학 및 마이크로파
의 리모트 센싱 지구주회위성이 이 미션의 선구적 존재로서 사용됨.

○ 1988년 7월, CAST와 브라질의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CBERS로 불리는 지
구관측위성시리즈 2기의 공동개발에 합의했음. CBERS위성은 태양동기궤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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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달탐사 계획인 Chang'e(창어)프로그램을 선언하고 2007년에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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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탐사 위성인 Chang'e-1을 발사할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에 1억6천 9백

지상에서의 회수에 성공했음. 2003년 선저우 5호에 최초로 우주비행사를

만 달러를 배정하였음.

탑승시켜 우주유영에 성공하였으며 안전하게 귀환하였음. 2005년 10월에
는 선저우 6호에 2명의 우주비행사를 탑승시켜 유인우주비행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고 귀환하였음. 2008년에는 선저우 7호에 의하여 3명의 우주비

6) 우주인프라스트럭처

행사를 궤도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중국은 현재 지구저궤도(LEO)용 장정2C, 2D 및 2E, 정지 전이 궤도
(GTO)용 장정3, 3A, 3B, 및 2E/EPKM, 그리고 태양동기궤도용 장정4A,

8) 우주산업

4B라는 다양한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음. 이들 장정시리즈는 1996년 10월
이후는 2000년까지 18번 연속발사에 성공함. 중국은 대형정지위성을 발사

○ 중국의 우주산업체는 CASC(China Aerospace and Science Corporation)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GTO에 4.8t의 발사능력을 갖고 있는 장정 3B로켓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음. 1993년의 통계에 의하면, 직․간접적으로 CASC의

(CZ-3B)을 개발했고, 그 발사능력은 러시아의 프로톤, 유럽의 아리안4에

관리하에 놓여 있는 종업원 수는 10만명으로, 그 중 40%가 기술자 및 연구자

필적하여, 일본의 H-Ⅱ를 상회하는 것이 됨.

로 전국의 80개의 설계국과 100여개의 생산공장에 배치되어 있음. 그 중
우주계획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지고

○ 인텔샛-708을 탑재한 같은 로켓의 최초 발사(1996년 2월 15일)는 실패했지만,

있지 않으며 CASC의 예산은 약 100억불정도로 파악되고 있음.

로켓본체 및 발사 오퍼레이션에 관한 대폭적인 소프트웨어의 변경, 품
질관리의 강화 등의 개선을 하고, 1997년 8월에 필리핀의 통신위성 아기

○ CASIC(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은 주로 생산

라-2 (Agila-2)를 탑재한 2호기의 발사에는 성공하여, 1999년 말까지 합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40개 기업을 총괄하고 있음. 고체로켓엔

계 6기의 통신위성의 발사에 연속해서 성공하고 있음. 1997년부터는 장정

진 개발회사인 China Hexi Chemical Machinary Co., 중국위성광학 및

-2C에 의해, 전체 7번의 미국의 이리듐(Iridium)위성의 발사가 행해져,

장비개발사인 Chia Changfeng Mechanics and Electronics Technology

1회에 2기의 이리듐위성이 LEO에 투입되었음.

Academy 등이 CASIC에 소속되어 있음.

7) 유인우주비행

8. 일본
○ 중국은 1960년대 말부터 생명유지기술, 우주의학 및 우주비행사 훈련의
기초연구를 진행해 왔음. 이 분야의 기초연구계획의 대부분은 1968년 4월에

가. 우주정책

CAST의 1개 기관으로서 설립된 우주의학공학연구소(ISME)가 하고 있지
만, 이 계획은 1974년 이래, COSTIMD의 소관 하에 두고 있음. 1999년

○ 일본 우주활동위원회(Space Activities Commission)는 위성과 독자적 우주

10월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을 기념하고, 독자적으로 2인의 비행사를

접근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야심찬 우주계획을 가지고 H 발사체시리즈

우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이 실시되어 왔음. 중국의 이 기밀

및 일련의 지구탐사와 통신위성을 개발하여 왔으나 몇 번의 위성발사실

계획은 「프로젝트 921」로 불리고, 1992년부터 군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패(Adeos와 Nazomi Mars probe 궤도진입 실패, MTSat-1과 IGS위성

개발되어 왔음.

발사실패)로 초점을 잃은 일본우주프로그램은 심각한 비난을 받았음.

○ 중국은 1999년 11월 20일에 「프로젝트 921」의 제 1단계로서 무인이기는

○ 2003년 설립된 일본우주개발기구(JAXA)는 가장 우선과제를 효율성과

하지만 유인우주선「선저우(Shenzhou)」의 장정2F에 의한 궤도의 진입 및

신뢰성의 회복에 두고 2005년에 “신뢰성 개선 프로그램”에 새로운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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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했음. 우주활동위원회는 미래 위성개발을 본체크기 2톤으로 한정하였는

다. 분야별 우주활동

데 이는 아직은 일본이 대형의 복잡한 위성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우주기
술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른 것임. 일본 정부는 우주프로그램
추진을 계속하여 왔고 그 효율성과 융통성을 개선하려고 하였음. 그러나
JAXA 가 세운“Vision 2025"에 나타난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예산이 충
분하지 않음.

1) 지구관측
○ 일본 우주정책에 있어서 주요 초점은 지구환경 기여로서 이를 위하여 여러
지구관측 위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ALOS(재난 감시 및 예방), GOSAT(온
실가스 탐사) 및 GPM(강우량 측정)등이고 ALOS는 2006년 1월에 발사하

○ 일본의 우주개발은 한편으로 아․태지역에서의 우주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였음. 또한 JAXA는 지구기후변화관측을 목적으로 GCOM위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위성은 GEOSS(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atellite)에 대

수행하기 위하여 APRSAF와 같은 체제를 통하여 우주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막강한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의
․

한 일본의 기여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 이 위성은 ADOS프로그램의 연속선에서 추진
되는 것인데 ADEOS위성 2기는 궤도진입에 실패했으며 대형위성의 재정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우주개발을 수행하고 있음(첩보위성개발 및 SAR위성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GCOM는 크기를 ADEOS위성(3.5)보다 작은 1.3톤으로
개발될 예정임.

개발 등).

○ “VISION 2025”의 한 부분으로 JAXA는 재난 및 위험관리를 위한 2개의

나. 우주예산

시스템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a. 재난 및 위험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및 경보시스템으로 관측위성과 통신

○ 일본의 2006년 예산은 2,778억엔, 미화로 약 25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민간 우주프로그램 예산임.
2006-1010년에 이르는 제3차 과학기술계획에서는 “Frontiers"사업중에서

위성을 통합하는 것임
b. 탐사와 예측을 통합하는 지구환경감시 시스템으로 위성과 지상 탐사(항공기,
선박 등)를 통합하는 시스템임

우주분야는 두 번째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최우선분야로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재료/나노공학 및 환경기술의 4개분야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우주예산은 6개의 정부부처와 총리실에 할당되어 있는데 총리실은

2) 지구과학
○ 달탐사는 일본의 주요 목표로서 과거에는 X-ray와 물리플라즈마 임무가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1998년 Planet B와 2003년의 소행성임무 위성인 Muses-C로

정보수집위성(Information Gathering Satellite)을 전담하고 있으며 문부

시작되는 심우주탐험으로 다양화 되었는데 Planet B인 “Nozomi"위성은 화성

과학성에서 가장 많은 우주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JAXA가 임무를 수

의 궤도에 도달하는데 실패했음. 다음 세대의 우주탐사위성은 달탐사를

행하고 있음. 2006년의 경우에 JAXA는 일본 우주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위한 Selene와 금성궤도선회 위성인 Planet-C를 포함하고 있음.

있는데 다른 부처의 우주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JAXA의 비전은 인간의 달탐사를 위한 기술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는
○ JAXA는 “Vision 2025"를 수행하기 위하여 첫 번째 기간이 2006-2015년에는
연간 23억-25억 미국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비용
의 일부는 사용기관과 분담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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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착륙, 고능력의 통신과 우주태양전력 등이고 Selene-B로 달착륙 임무
가 현재 연구 중에 있음. 종합적인 목표는 국제달기지 건설에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는 것임. 달탐사 이외에 우주과학의 두 번째 분야는 우주와 태양
계의 탐사이며 JAXA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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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인우주비행

○ 지역 측위와 통신을 제공할 목적으로 Quazi-Zenith Satellite System
(QZSS)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 우주위원회(Council for Space and Technology Policy)가 2002년에 일본
우주개발에서 유인우주선 개발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우주
탐험에서의 새로운 비전들이 이 정책을 바꾸어 왔는데 “Vision 2025"에는
장기 계획으로서 일본 유인 우주프로그램을 포함시켰음. 유인우주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일본 우주개발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2006년 총

참여하는 것으로서 59개의 일본 기업들이 콘소시움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4개의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음. 2006년에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2009
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금 분담 계약이 성사되면 2개의
추가위성을 개발하게 됨.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5) 기상위성
○ 국제우주정거장(ISS)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본은 유인우주비행에 필요한 기술들을
축적하여 왔으며 일본이 참여하는 ISS 프로그램에는 JEM(Japanese
Experimental Module)개발, H-II 발사체(HTV) 및 화물이송발사체의 개발

○ 일본은 1977년부터 운영해온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GMS위성을 대체하기
로 결정하고 일본 기상청(JMA)이 요구하고 자금을 조달한 기상과 측위의 목

을 포함하고 있음. 현재 계획에 의하면 JEM은 2008년에 발사될 것이며

적을 수행할 MTSat의 새로운 기상위성 시리즈를 개발하였음. MTSat는 10

HTV도 2009년에 첫 발사를 시도할 예정임.

년간의 통신과 항공교통통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5년간 기상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4) 통신 및 Navigation 위성
○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우주기관은 운영가능한 통신방송위성의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실험위성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음. 2002년에 데이터
릴레이 위성인 DRTS-E, 2005년에 광학궤도간 통신실험위성인 OICETS

6) 우주수송
○ 발사체와 궤도간 수송시스템의 개발은 우주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을 개발하여 그해 12월에 ESA위성인 Artemis와 교신을 성공하였으며, 초

있는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향후 20년의 목표에 포함되며 이미 사용가능

고속 데이터 처리위성인 WINDS 개발하여 2007년 발사함.

한 우주발사체를 소유한 일본은 안전한 인류수송능력을 갖춘 재사용 가
능한 우주수송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임.

○ ETS-8위성과 QZSS위성과 함께 이 위성들은 의료와 교육분야에 적용될
초고성능 자료처리 서비스를 위한 기술의 개발과 시연을 목적으로 하는

○ 비용을 감소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로 우주위원회(SAC)는

I-Space 프로젝트 안에 통합되어 질 것이며 “Vision 2025"의 한 부분으로

H-II프로그램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H-IIA Launch Service라는 회사

서 갖춰야 할 재난 및 위험관리시스템에 이용될 것임.

를 설립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여 발사체 개발을 책임지고 JAXA는 개
량과 변경을 계속 담당하기로 함.

○ 내무통신성에 의한 발표에 의하면 일본은 산악지대, 도서지방 및 원양
수송장비에 최고속도 100Mbps의 자료전송 및 수신이 가능한 광대역 위성
을 개발하기로 함. 또한 일본은 GPS신호의 오차를 교정하기 위한 2개의
MTSat에 기반한 위성기반 보정시스템인 MSAS(MTSat Satellite-based

○ H-IIA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이외에, HTV 개발운영과 고속항공기의 연
구개발경험을 통하여 확보된 기술로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에 대한 기술시

Augmentation System)를 개발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유럽의 EGNOS나 미국

연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으며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을 대체할 Clipper프로

의 WAAS와 같은 다른 지역의 보정시스템과 상호운영이 가능함.

그램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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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JAXA의 새 우주정책 : the Vision 2025

국가우주개발정책(PNDAE) 수립 및 국가우주개발프로그램(PNAE)을 관
리하며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중앙 조정 기관임. AEB 이사회는 과학기

○ 2005년 3월 JAXA는 국제우주환경의 변화를 통합하고자 25년 전략로드맵을

술부, 정부 산하 기관, 타 부처 및 민간 대표로 구성하고 있음.

내놓았는데 이는 일본과 국제파트너들과의 논의의 시발점으로 만들고자 함.
Vision 202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우주기술의 활용을 통한 안전하고 번영된 사회의 건설에 공헌. JAXA는 자연
재해를 관리하고 지구환경보호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우주활용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함. 그 예가 Centinel Asia Project임.
- 미지와 가능성의 우주를 탐험하여 지식의 발전과 인류세계의 확장에 공헌. 우주

○ 국가우주연구소(INPE)는 과기부의 연구기관관리부서에 보고하고 국방부
연구관리부 및 공군지휘본부에 보고함. 국방부 연구관리부(DEPED) 산
하에는 항공우주연구소(IAE), 항공우주기술센터(CTA), 알칸드라발사장
(CLA), 바리에이라도인페르노 발사장(CLBI)이 있음. 민간기업과 대학들이
국가 우주개발시스템에 참여하여 우주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탐험을 위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여 달기지를 건설하고 활용하고자 함..
-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우주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개발.
최고의 신뢰성과 세계정상의 능력을 가진 발사체와 궤도내 운송시스템을 개발
하고자 하며 국제협력 체제에 참여하여 인간우주활동에 필요한 기술의 획득을
지속시켜 일본 단독으로 인간의 우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함.
- 세계수준의 기술능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우주산업의 성장에 기여.
JAXA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수행을 통하여 우주기술이 일
본의 주요 산업으로 발돋움 하도록 할 것임.
- 항공산업의 성장과 미래 항공운송의 약진에 공헌. “일본제” 여객기를 실
현시킬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내놓고 또한 마하5의 시험엔진을
장착한 하이퍼소닉 항공기 기술을 선보임.

○ 향후 10년 동안 국가우주개발프로그램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음.
① 산업계의 참여 증대로 위성 발사체 VLS 시리즈 개발 유지 및 알칸트라
발사장을 포함한 발사 기반시설 확장
② 특정 위성 요구를 제외한 가능한 모든 사업에 데이터 수집용 페이로드는
브라질 자료 수집 시스템의 유지 및 보완을 위하여 포함된다.
③ 다목적 발사장 및 실험장비 결정
④ CBERS 위성 프로그램 유지와 영상 처리 및 배포 유지
⑤ 상업용 발사장을 포함한 알칸트라 발사장의 시설물 완벽 구축으로 우주
진입의 상용화 촉진
⑥ 산업계, 학계의 참여로 핵심기술 연구 및 개발에 투자
⑦ 지구관측, 과학 및 기술 사업, 통신, 기상에 대한 국내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용 프록제트 이행 이에는 정지궤도 위성, 고구경 레이다 관측 위성,

9. 브라질

과학용 위성, 비행성 및 관측로켓이 포함된다.
⑧ 성공적인 발사로케의 산업화 및 생산 유지

가. 우주정책

⑨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개발과 임무에 브라질 산업체 참여 증대

○ 브라질의 우주개발 활동은 1996년 7월 10일에 대통령령 1,953조에 의하여
설정된 국가 우주개발시스템 (SINDAE)의 방침에 따라 개발됨. 국가우
주개발시스템 (SINDAE)은 역할담당이 분명한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업등 브라질내의 우주개발 관련 조직을 그룹화한 것임.

이에는 INPE와 CTA에서 생성된 기술이전도 포함된다.
⑩ 국가적 이익에 부합 및 기술이전이 포함된 국제 협력 협정 촉진
나. 우주예산
○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프로그램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우주개발에 투입

○ 브라질우주청은(AEB)은 국가우주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하여 1990년
중반에 설립되었고 2003년에는 조직구조를 변경하여 현재는 3개의 부로

한 예산은 1억5천만헤알에서 2억5백만헤알(미화 8천9백만에서 1억4천9
백만)사이에서 유동적이었음. 2001년에서 2003년에는 국내경기침체로

나뉘어 위성분야, 발사체분야, 기획예산 및 행정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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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배정이 심각하게 삭감됨. 2004년도에 회복된

○ CBERS-2에 의하여 생성된 다양한 영상을 제공받지만 영상공급의 중

예산은 2003년의 알칸트라 발사장 사고에 따라 발사장프로그램에 예산

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CBERS-2의

복제품인

증대로 30%로 인상됨.

CBERS-2B 위성의 개발이 2004년 7월에 결정됨. 해상도 2.5m의 개선된
적외선 영상 카메라가 탑재되어 영상물의 활용범위를 증대시킴.

○ 2005년에는 2억2천3백만헤알의 예산이 승인되었고 추가예산이 더 배정될
계획이었고 2006년에는 2005년 대비 17%가 증액된 미화 125백만불을
배정받아 CBERS 프로젝트를 위한 지구관측과 발사체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적으로 투입됨.

다) 자료 수집 프로그램 (The Data Collecting Program)
○ 브라질의 환경자료 수집 시스템은 1993년에 SCD-1 위성발사로 시작됨.
1998년에 SCD-2, 1999년에 CBERS-1이 발사되어 2003년 8월까지 운영
하였고, 2003년의 CBERS-2 위성의 발사로 계속 이어짐. 이 시스템은 자
료 수집 플레폼을 통하여 국가의 여러 지역에 환경 자료를 제공하며 지
역 환경 자료는 다양한 감지기에서 온 플랫폼에 의하여 수집되어 이

다. 분야별 우주활동

것은 시스템 위성에 의하여 퀴아바나 알칸트라에 있는 수신소에 재전송됨. 이
자료는 카크에이라 폴리스타 사업소에 의하여 처리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사

1) 지구관측 사업

용자가 활용가능 하도록 함. 주 활용분야는 기상과 수리 분야임. SCD-1
이 발사될 당시에는 데이터 수집 플렛폼의 초도 네트웍은 거의 60 단

가) 원격탐사위성(SSR) 프로그램
○ 브라질의 문제는 홍수와 가뭄 같은 천연재해와 인재인 산불, 산림훼손,
목재 채취와 채광에 의하여 자주 야기되는 갑작스런 변화를 관리할 수요
를 고려하는 것임. 이러한 문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효율

위였으나 2003년 말에는 성장에 영향을 받고 지속적인 사용자의 관심
으로 플렛폼 수가 600에 달하게 됨. 이러한 관심은 자료수집용 시스템
에 의하여 제공되는 활용과 경제적 이익에서 주로 나타남.

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유용성을 요구함.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라) SAR 위성 프로그램 (Syntehtic Aperture Radar Program)

원격탐사위성 프로그램인 SSR이 수립됨. 위성의 임무는 다목적용이며 탑

○ 레이다 위성의 목적은 SAR 기술을 이용하여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고성

체 장비는 광학 및 비 광학용 센서를 가진 모듈들이 부착됨.

능 영상자료를 브라질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이 위
성은 국토의 모든 지역을 스캔닝하여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나) 중국-브라질 프로그램 (The Sino- Brazilian Program)

자료는 지도제작에도 활용되고 관심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 중국-브라질 지구 자원 위성인-CBERS 프로그램에 따라 1988년에서 2003년까

모니터링을 의존하는 해양학, 광산업, 농업, 산림과 환경, 재난 관리등

지 1단계로 2기의 원격탐사 위성의 제작과 발사에 성공함. 1999년 10월에

같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됨. 레이다 위성 서비스 플랫폼은

발사된 첫 번째 위성은 2003년 8월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2년 이상을

브라질 기업과 협력을 할 예정임. 이는SAR분야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

계획보다 초과 사용함. 운행 중에 위성은 중국과 브라질에서 일상적으로

하여 페이로드 개발에 산업계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또한 응용소프트

사용하는 영상자료를 제공함. 2번째 위성은 2003년 10월에 발사되었고

웨어 발전도 이끌게 됨.

CBERS-1이 생산하는 것 보다 품질이 더 좋은 영상을 생산하고 있음.
두 위성의 성공을 토대로, 브라질과 중국은 협력의 새로운 프로토콜로
2002년 11월에 파트너쉽의 2단계를 시작함. 이 협력은 CBERS-3와
CBERS-4위성으로 이전 보다 더 발전된 2기 이상의 위성 생산을 예정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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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및 기술개발 사업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issions)
가) 적도권 대기 연구위성 (Equatorial Atmosphere Research Satellite-EQUARS)
○ EQUARS 프로젝트는 저고도 적도 궤도에 발사될 100kg급 소형 과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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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개발을 수행하는 것임. 이 위성은 적도 지역의 발광, 전기적 방출, 미세

3) 기상관측

입자유동 및 대기 성분의 다양성과 같은 대기 현상을 관측하기 위하여
설계됨. EQUARS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는 열대지방과 계수적 기상 예

가) 정지궤도용 기상 탑재체 (Meteorological Payload on-board a Geostationary Satellite)

측 모델에 있어서 습지의 상하 윤곽에 대한 지구적 모니터링뿐 아니라

○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국토를 가시광선과 적외선으로 15분마다 주기로

우주 기상 예측을 위한 전리층에 대한 지구 모니터링을 위하여 활용될

영상화하여 기후예측, 기온 모니터링, 폭우 예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EQUARS에서 의하여 전송된 자료는 PNAE 과학 기술 임무와
국제 협력 임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알칸타라에 있는 수신국에서 수집
될 것임.

수 있으며 외국에서 제공받는 일일예보와 기상정보 배포 정책에 대한 의존
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임. 이 자료의 주 활용자는 기상청, 민
수, 군수용 운항지원시스템, 해양 운항지원시스템이며 그리고 농업, 환
경, 수자원 분야에서도 활용 될 수 있음.

나) X-Ray 촬영장치 및 모니터(MIRAX)

나) 지구 강수량 모니터링 (Global Precipitation Monitoring)

○ MIRAX는 X선 천문학을 위하여 고안된 200Kg급 소형 위성임. 첫 번째

○ 대기 강수량은 기후 변수의 주요한 변수중 하나이며 우주공간의 분포에

브라질 천문 위성은 국가를 우주를 관측하기 위하여 인공위성을 개발하

대한 정보는 기후 모니터링에 매우 중요함. 그러나 정확하고 합당한 강수

고 발사한 참여국에 포함시킬 것이다. 이사업의 목표는 Cygnus 은하계,

량 측정은 매우 어려우며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적절한 표면과 고도 관

Vela-Centaurus 그리고 Clouds of Magellan 같은 X선을 방사하는 우주

측 네트웍에 좌우됨. 남반구는 접근하기 어려운 엄청나게 큰 미 서식지

의 주요한 지역을 관측하는 것임.

와 넓은 해안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므로 위성자료는 기존의 네
트웍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임.

다) 장기체공 성층권 비행선 (Long Duration Stratospheric Ballons)
○ 성층권 비행선의 활용은 위성에서 행하는 과학적 실험용 저비용 대안으로서

○ 강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전기자기장 영역은 마이크로웨이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음. 과학적 실험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성층권

브이므로 그런 장비에 센서가 장착된 위성은 이 목적 달성에 매우 중

비행선은 우주 장비 및 기술 실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음.

라) 국제우주정거장 (International Space Station)

○ 이 프로그램은 지구 강수량 측정 프로그램을 위한 브라질이 기여하는 부분

○ 국제우주정거장(ISS) 프로그램은 16개국의 협력과제이며 이에는 미국, 러시아,

이 될 것이며 이것은 브라질은 이미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메트 기술

캐나다, 일본, 이태리, 브라질 그리고 ESA과 포함되며 가장 큰 궤도 실험장

을 소유하고 NASA의 EOS PM-1 위성에 탑재되는 Brazil-HSB용 습도

이 될 것으로 예상됨. 국제우주정거장의 브라질 참여는 유인 임무, 미소중

측정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게 될 것임.

력에서의 장기 과학 실험 및 브라질 우주인의 비행과 훈련에 중점을 두
4) 우주발사체 개발 사업

고 있음.
마) 미소중력프로그램 (The Microgravity Program)

가) 관측로켓

○ 미소중력조건은 관측로켓, 회수가능 궤도 플랫폼 그리고 ISS와 같은 궤도와

○ 관측로켓은 소형 발사체로 준궤도 우주 탐사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며 과

준궤도 비행체에 의하여 발생되며 이들 조건에서는 생명기술, 의약, 인

학, 기술적 실험용 페이로드를 운반할 수 있음. 브라질은 성공적인 발사경

체의학, 연소, 발전력 개선, 재료과학, 반도체 생산 공정, 유리, 금속합
금, 세라믹 등 여러 분야의 실험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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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 현 수요를 충족하며 운영할 수 있는 관측로켓을 가지고 있음. 그
리고 우주 프로그램에서 대학과 연구소가 밀접하게 참여하게 되면 발사
체 수요를 증대시킬 것임. 발사체의 지속적인 생산은 적어도 일년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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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판단됨. 그리고 향후 발사체의 생산은 과학과 기술적 수요를 충
족하기 위하여 국내 산업체에 점진적으로 이전될 것임.
나) 소형 발사체

제 2 절 선진 우주기관과의 기술협력 기반 구축․강화 및
대응전략
대응전략 구축
○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국제우주사회는 한국의 개발추이를

○ VLS-1은 무게 100kg에서 300kg의 페이로드를 200km에서 1,000km의 궤도
에 보낼수 있는 소형 발사체임. 이 발사체의 비행은 1997년 11월 2일에 첫
번째 프로토타입의 발사시도로 시작되어 1999년과 2003년 사이에 두 개
의 다른 프로토타입은 세 번째 발사 준비중에 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까
지 수행됨. 현재 VLS 프로젝트는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2007년에

예의주시하면서 상호협력방안을 찾는 경우가 많아짐.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후발국으로서 첨단우주기술을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과도한 인력,
예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 우주개발을 위해 기술적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주기술선진국들과 국제협력을 통해 단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네 번째 프로토타입이 발사됨. VLS-1의 상위 버전인 VLS-1B는 현재로 예
비 검토단계에 있으며 이 로켓은 3단 액체 연료로 지구 저궤도 750km 이내
에 무게 850kg의 위성을 보낼 수 있음.

○ 본 절에서는 앞의 제1절에서 분석한 주요국의 우주개발 전략을 토대로, 각
주요국과 우리나라와의 국제협력 현황을 분석한 후, 당해 국가들의 우주개발
전략을 고려하여 향후 동 국가들의 선진 우주기관들과 어떠한 협력을 하는

다) 중/대형 발사체

것이 좋을 지에 대해 연구함.

○ 중/대형 발사체는 개발은 저궤도용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을 첫 번째 목표
를 두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중궤도 및 정지궤도에 PNAE 개발 위성의
요구에 맞는 위성을 보내는 것임.

○ 또한 기술협력기반구축, 강화를 위해 2007년에 수행했던 세계 유수의 우주
기관들과의 논의와 성과도 정리함. 2007년도에 협력을 논의한 주요 선진 우
주기관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Ames연구소, 러시아 연방우주청(FS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일본의 외교부 및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등이 있음.
○ 이외에도, 그동안 우리가 노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위성제작기술 및
영상자료들에 대한 마케팅전략도 필요하게 된 바, 이를 통해 항공우주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동남아,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도 공동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우리의 기술 및 자료를 상품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07년도
에는 태국이대규모 정부 및 우주기관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협력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음. 이에 대해 별도로 추가항목을 정하여 논의내용을 정리하였음

1. 미국
가. 한국과의 국제협력 현황
- ’92년 이후 현재까지 10개기관과 항공우주분야 협력에 대한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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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년 아리랑위성1호 개발을 위하여 TRW사와 공동개발계약 체결

○ Ames 연구소는 1939년에 NASA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 ’97년 아리랑위성 1호 발사를 위하여 OSC사와 발사용역계약체결

현재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음. 미국의 우주탐사 비젼

- ’04년 스마트무인기 개발을 위하여 EATI사와 로터시스템 개발계약

을 달성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으며, 연구

- ’06년 미시시피주립대학과 우주기술협력에 관한 MOU체결
- 미국과의 국제협력은 기술도입을 전제로 하는 개발계약이나 물품공급계약이
주로 이루어 짐
- 한국의 항공우주개발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기술 및 부품에 대하여는

개발의 범위는 항공분야, 우주과학, 지구과학 및 우주생명체공학 뿐만 아
니라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기술 및 나노기술을 복합한 최첨단 Fusion 기
술을 개발하고 있음.

수출통제를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 2005년 4월 미국 NASA가 주관하여 세계 주요 우주개발기관에 New
Vision for Space Exploration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항우(연) 최기혁 우주인사업단장 참여

․미국에서는 향후 우주탐사를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설명
- 2006년 제2차 우주탐사회의, 2007년 NASA Ames소장 방한 등 중요한 회의가
있었음

○ 주요사업
- Phoenix Mar Lander 용 Robotic Arm 및 로봇 굴삭기 제작
- 초소형 위성 Genesat-1 제작
- Lunar Crater Observation and Sensing Satellite (LCROSS)

․ 2008년 10월에 발사예정으로 달 표면에 물의 흔적을 찾기위한 위성프로젝트

- Kepler 망원경

․ 지구 규모 및 소형횡성 발견을 위한 망원경 2008년에 발사예정

나. 주요회의 및 논의사항

- SOFIA Program
1) 제2차 우주탐사회의(2nd Space Exploration Conference), '06.12.4-8,
Houston Texas
○ 주요내용

․ 적외선 천체관측용 카메라를 활용한 성층권기상대

․ 비행기는 미국이 공급하며 카메라는 독일일 공급하는 국제공동 프로젝트
- 또한 Ames는 과거에 Apollo Moon 사업, 수성탐사를 위한 Pioneer-10,

- 미국의 New Vision for Space Exploration에 대한 소개로서 달 탐사기지

11 사업 및 갈릴레오 사업과 금성탐사사업에 참여함.

건설에서 우주수송이나 달기지 개발을 위한 Infrastructure는 미국이 추진하며
우주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향 후 달 탐사기지 이용에 관한 참여를
요청함.
- 12월 7일부터는 세계의 우주기관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의 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한국에서는 우주인사업단의 이주희 선임이 참석
- 달탐사기지 건설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여부나 참여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 주요 회의내용-항우연
○ 바이오 연구를 위한 나노 초소형 위성 개발 가능성 타진
- 추진내용 및 전략

․한국측이 Hardware 개발 (10억 미만), NASA는 Mission 개발과 발사,
한국측 운영, 한국-NASA 공동으로 자료 활용

제시한 적은 없었음.

- 기대효과
2) NASA Ames연구소 협력회의, '07.10.1-2, 고흥우주센터, 항우연, 과기부

․한국의 저렴한 비용과 현 기술로 충분히 개발가능
․한국의 틈새 특성화 기술로 육성 가능

가) 개 요
○ 2007년 10월 1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Ames연구소 소장이 방한
하여 한국의 과기부 우주심의관 및 항공우주(연) 원장과 회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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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한-NASA 협력 사례화

․우주진흥계획상 대학의 우주참여 확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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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탐사 위성 개발참여가능성 논의
- 추진내용 및 전략

․한국측이 NASA와 협의 전체 수십개의 달탐사 위성 중 하나의 임무를
할당받아 개발 (예; 아리랑 2호 기술을 활용한 달표면 정밀관측 위성)

․초기 한-NASA 공동 타당성 선행연구 필요
․NASA는 Mission 공동개발과 발사
․한국측이 운영담당

․과학자료는 한국-NASA 공동활용

․추가비용 없이 용이하게 한-NASA 협력이 가능한 Item으로 판단됨
․한국과 미국의 ISS에서 최초의 공동 우주실험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큼
․우주진흥계획상 산업체의 우주분야참여 확대효과

※ 우주저울 (SMMD; Small Mass Measuring Device)는 2003∼2005
년간 항우연과 NASA Amers 연구소 (책임자 Dr. Sarver)가 NASA의
규격으로 EM 수준 개발
※ 동물실험용, 정확도 ±0.5g, 100∼1,000g 측정가능, 그러나 2005년
NASA의 동물실험 모듈 취소로 항우연-NASA 협력은 종료됨.

- 기대효과

․국제적인 달탐사 Program에 참여, 국가 위상 제고
․NASA로부터 선진 우주탐사기술 습득
․우주과학 수준 향상

․대학 및 산업체의 참여 가능

․우주진흥계획상 우주핵심기술개발, 대국민 비젼제시 및 우주분야 참여
확대효과

○ 장기적인 한-NASA 공동 ISS 실험 Item 개발
- 추진내용 및 전략

․한-NASA 공동 타당성 연구를 통하여 ISS 활용 과학 Mission 및 실험
Item 도출

․한국측이 Hardware 개발
․미국은 발사와 운영

․실험결과는 한-NASA 공동 활용

○ 적외선 천체망원경 (SOFIA) 탑재 성층권 항공기 공동활용가능성 논의
- 추진내용 및 전략

․한국측이 적외선 망원경에서 나오는 신호 분석기 (예, 분광기)를 개발
․NASA는 Mission 공동개발과 항공기 운영

․과학자료는 한국-NASA 공동활용
- 기대효과

․NASA로부터 선진 우주과학기술 습득
․우주과학 수준 향상

- 기대효과

․미국의 선진 미세중력 활용 우주실험 기술을 습득

․한국 우주인배출사업의 후속사업 가시화, 특히 한국 우주인사업이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국내외 홍보 효과

․우주공간의 과학과 산업활용 핵심기술 개발

․우주진흥계획상 우주핵심기술개발, 대학과 산업체의 우주분야참여 확대효과
○ 상호 관심분야 Working Group 신설운용

․대학 참여 가능

․우주진흥계획상 우주핵심기술개발, 우주분야참여 확대효과
※ 천문연이 Counter Part로 참여 필요
○ 한국 우주인 과학임무장비 (우주저울, 소음측정 장비) 공동활용
- 추진내용 및 전략

․한국 우주인 비행시 한국의 과학실험 장비인 우주저울과 소음

․측정장비의 공동 활용 또는 한국 우주인 귀환시 NASA측에 양도
․실험 결과자료 공유

- 추진내용 및 전략

․향후 양기관간 협력을 위하여 소형위성, 수직이착륙 헬기 등
․상호 관심분야 Working Group 구성, 운용

․협력이 가능한 분야의 발굴, 모색 (공동연구사업 등)
- 기대효과

․상호 전문가 교류를 통한 미국 NASA의 첨단기술 정보교류의 장 마련
․양 기관간 실질적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다) 회의시 주요 논의 내용 - 과기부
○ NASA Ames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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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방문은 Space Exploration, Astronomy Research를 위한 SOFIA

2. 러시아

활용, Science용 Small Satellite 개발에 대한 Potential Partner를 물색하기
위하여 NASA Science Mission Director의 방문요청에 의하여 한국을 방문

가. 한국과의 국제협력현황

- 또한 지난번 과기부장관의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의 방문은 의미있는
Occassion으로 생각

-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항공우주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 다음 단계로 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2개월 이내에 이런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제안

진행되어 왔음.
- ’90년부터 10개 기관과 항공우주협력에 대한 MOU가 체결되었으며 일부기관

- ISS US 모듈 방문에 환영하며 이는 본부 소관의 업무이지만 NASA
Ames가 적극적으로 협조

(TsAGI)와는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했음.
- ‘94년에는 중앙엔진연구소(CIAM)과 공동연구센터(RUKAR)을 설치운영

- KAIST와는 Training Program으로 인력교류를 확대할 계획
- Space 분야에 한국과 미국의 좋은 협력 Relationship 구축을 기대

- 한국의 우주발사체(KSLV)개발을 위하여 국가간 협정(IGA)을 체결하고 진
행하였음.
- 한국 우주인 사업의 계약기관으로 러시아 연방우주청이 참여함.

○ 과기부

2006년 우주인훈련 및 국제우주정거장 활동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4월부터

- 과기부는 국가우주기술의 중요성에 따라 Director General급의 조직으로 확대

러시아의 가가린 우주인훈련센터에서 1년간의 우주인 훈련을 함. 2007년

- 한국의 우주개발진흥법과 중장기적우주개발계획과 실행내용을 설명

12월에는 러시아 연방우주청장이 방한하여 우주인훈련 등 한러 우주협력에

- 우주분야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관심이 높고 지지가 좋은 분위기이며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확인함.

개인적으로 연간 500만불의 예산이 적정하다고 봄.
- Space Exploration 분야는 참여 의지가 있으며 재원, 인력 및 기술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참여 방향을 정하겠음.

2008년 4월에 우주인 이소연씨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성공적으로 우주과학
실험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함.
- 러시아와의 항공우주기술관련 국제협력은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SOFIA는 KASI가 적정한 기관이며 구체적으로 협력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음

항공엔진, 로켓엔진 등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으며 지속적인 협력이

- 앞으로는 NASA도 정부조직이니 정부 공식적인 Channel을 통하여 접근하여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주면 업무처리가 더욱 효율적임.
- Space 분야에 좋은 Relationship 구축을 기대
다. 향후 미국과의 국제협력 추진전략

나. 주요회의 및 논의사항
○ 2007년 10월 30일 러시아 연방우주청(FSA) 장관이 방한하여 고흥의 나로우주
센터에서 한국의 과기부총리 및 항공우주(연) 원장과 회의를 함. 주요 논의사항은

○ 미국은 국제 우주탐험 프로그램을 국제협력을 통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발사체 및 발사체 엔진, 우주인훈련, 우주전자부품 등임.

“International Space Exploration Workshop”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우선 정부간 협정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이후 양국간 협력을 이끌어 내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소형위성발사체(KSLV-Ⅰ)의 차질 없는 개발
- KSLV-Ⅰ이 2008년 말에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지원 및 협조 합의
- 러측은 KSLV-Ⅰ 상세설계자료(CDP)를 조만간 한국 측에 인도할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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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해양기상위성(COMS)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EADS Astrium사와 계약을

○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협력

- 한국 우주인의 성공적인 훈련․탑승․귀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
- 발사 45일 전 한국측 참석자(우주인 가족 및 동반자, 공무원 등) 명단 통보 약속

○ 우주전자부품 J/V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Working Group) 구성 및 설립
추진 합의

체결하여 2009년에 발사예정임.
나. 주요회의 및 논의사항
○ 2007년 5월 30일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원장이 방한하여 항공우주(연)
원장과 양기관 원장주재회의를 하였고, 실무담당자들은 여러 분야에 걸쳐 상호

- 러측은 J/V 설립을 위해 독점권 보장과 수출통제 절차의 간소화, 한국의
생산시설․장비에 대한 견학 필요성을 언급

- 우리측은 이에 대해 각 국의 규정을 준수하며 WG에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음.
○ 협력을 논의한 분야는 ISS utilization(우주정거장 활용), Earth Observation
(지구 관측), Space Components(우주부품) 부문임.

○ 한․러 액체로켓엔진 실무협의회 구성․개최 합의
- 러측은 실무협의회 구성 전에 한국의 액체엔진 개발방향, 러시아와의 협력
범위 및 개발기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 우리측은 2페이지 정도의 해당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답변

○ 국제우주정거장 활용
- 우주정거장 분야는 KARI의 우주인개발단과 CNES의 국제협력부서가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는 바, 논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KARI는 parabolic flight(포물선비행)에 참여하여 우주인의 실험장비인
SMMS(소량측정시스템) 및 교육 미션(예, 뉴튼의 법칙 및 수면장력실험 등)을

다. 향후 국제협력 추진전략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양 기관은 추후 계속적인 논의를 합의함.
- Cardiolab사 장비들, 즉, HLTE(심전도), HLTA(혈압), PBAD(혈액분석)

- 발사체 및 우주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이

사용을 희망함.

필요하며 러시아의 오래된 우주분야의 경험을 한국의 기술발전에 도움이

- MEDES(우주의학 및 생리학연구소)에서의 침상안정(bed rest)연구 요청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그 외에 KARI는 CNES와 ESA와의 관계, 우주정거장에서의 유럽모듈인

- 발사체와 같은 대형사업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전자
부품공급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Columbus모듈의 발사시기 및 사용가능기간, 위에서 언급한 실험을 위한
CNES측의 연락담당자 등에 대해 질문하고 CNES는 이에 대해 답변함.

하며 전자부품 검증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구축을 위하여 러시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구관측
- 지구관측 분야는 KARI의 우주응용센터와 CNES의 검/보정 전문가가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는 바 논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3. 프랑스

- 양 기관은 KOMPSAT-2 위성의 검/보정(Cal/val), 지구정지궤도에서의 오션
컬러(Ocean Color) 측정에 관심을 갖고 추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함

가. 한국과의 국제협력현황

- 특히, CNES는 현재 CNES에서 IGN 및 ONERA 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중인

- 프랑스는 우주기술 관련하여 4개 기관(CNES 등)과의 MOU체결 실적이 있음
- 한국의 우주개발계획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수행 중에 있음.

KOMPSAT-2 위성의 검보정수행에 대한 최근 내용을 발표하고, 차기 중간
회의가 내년 6월 3째 주에 프랑스 뚤루즈에서 있을 예정임을 언급함.
- KARI와 CNES는 KOMPSAT-2 위성 및 Pleiades위성의 상호 활용에 관한
LOA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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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Color 부문에서는 KARI의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단과 CNES의 해양학
전문가 간의 회의가 있었음. 양 기관은 먼저 정지궤도 해색센서(Geostationary
Orbit Color Imager)/COMS의 검/보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교환, 다른
OC 센서들(즉, MERIS, PARASOL 등)과의 상호보정, 대리보정분야에서

- 다목적실용위성3호의 공동개발기관으로 독일의 Astrium사가 선정되어 개발
추진 중임.
- 2005년에 연구원 교환방문의 협정을 체결하고 DLR연구원 1명이 3개월 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방문연구를 실시

상호협력하고, 두 번째로 KARI와 CNES가 각각 지구정지궤도위성으로부터
얻은 Ocean Color 자료의 활용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나. 향후 국제협력 추진전략

GEOCO/COMS-2 실무단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사항, 시스템 및 하부시스템,
시뮬레이션 툴, Application Definition 및 자료 교환 등에 대해 서로 논의

- 독일의 우주관련 우수한 기술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구성 및 대화를 통하여 한국이 획득가능한 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하기로 함.

독일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요함.
○ 우주부품
- KARI는 EEE part(전자부품) 공급시스템에 대한 현 상황을 설명하고 우주급에
맞는 EEE part의 필요성을 설명함. CNES는 유럽에서의 EEE 우주부품관련

5. 영국

정책, 기술, 공급시스템을 설명하고 필요시 유럽의 ESCC/SCSB 회의에 한국이
observer로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함.

가. 한국과의 국제협력

- 한국의 우주센터 건설에 프랑스의 국립우주기관(CNES)의 자문을 받았음.
- 한국의 우주개발 초기 단계에서 과학기술원의 인공위성센터(Satrec)에 위성
기술을 영국의 Surray University로부터 전수받아 우리별 시리즈를 개발

다. 향후 국제협력 추진전략

할 수 있었음.
- 한국과 가장 활발한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우주기술의 자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여야할 상대이며 다른 우주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전수에 보다 적극적인 점을 활용하여 필요한 기술획득 전략을 수립

- ‘91년 5월에 BAe사와 우주기술협력에 관한 MOA를 체결하고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의 연구원에 대한 기술훈련을 실시함.
- ‘94년에 Rolls-Royce사와 MOU를 체결하고 항공기 추진기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함.

하여야 함.

- ‘97년에는 Cranfield 대학과 개스터빈 연구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함
- ‘04년 RAL과 우주기술협력 MOA를 체결하고 한-영 공동Workshop을 ’06년까지
진행하여 공동연구과제를 도출함.

4. 독일

- ‘05년 York 대학과 성층권 비행선 개발에 관한 기술협력 협정 (MOU)을 체
결하였음.

가. 한국과의 국제협력현황
- 2000년 아리랑위성 1호의 초기운영지원을 GSOC으로부터 받음.
- 2003년과 2006년에 독일우주기관인 DLR과 상호 우주기술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함.

나. 향후 국제협력 추진전략
- 영국은 한국에 최초로 위성개발 기술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 외국과의 국제협력에
적극적이며 특히 위성 탑제센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기

- 다목적실용위성2호개발에 EADS Astrium사가 개발자문 및 부품공급사로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협력전략 수립이 필요함.

선정되어 다목적실용위성2호를 성공적으로 개발 발사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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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98. 12 - 99. 7

6. 이탈리아

- 국가항천국주관 우주기술 및 원격 탐사 응용에 대한 교육훈련 참가
․일시 및 장소 : ’02. 7. 11 ～ 8. 10, 북경

가. 한국과의 국제협력 현황

․훈련내용 : 원격탐사 위성자료 처리, 응용 및 수신시스템, 원격탐사위성 및

- ‘02년에 항공우주연구소(CIRA)와 항공우주기술협력에 관한 MOU체결
- 아리랑위성 5호 개발을 위하여 Alcatel-Alenia사와 개발계약 체결

소형위성의 설계이론 등

․한국 참가자 : 총 2명(KARI 1명, KAIST Satrec 1명)
나. 향후 중국과의 국제협력 추진전략

나. 향후 국제협력 추진전략
- 최근 아리랑 5호 위성의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여 협력사업이 시작되었는데

- 중국과는 지속적인 대화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상호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야

이를 기회로 이탈리아의 우주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할 것임.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적극적인 협력이

위한 협력전략 수립이 필요함.

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한 시기가 오면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파악됨.

7. 중국
8. 일본
가. 한국과의 국제협력현황
가. 한국과의 국제협력현황
- ‘93년 7월 항우(연)↔중국공간기술연구원(CAST)간 우주기술협력에 대한
- ‘00년 4월 NAL과 항공기술협력MOU 체결

MOU 체결

․우주기술공동개발, 기술정보 및 연구인력 교류지원

- ‘02년 1월 NASDA와 우주기술협력서 체결하여 일본 JEM(ISS실험모듈)

․위성설계 전문가 초청 기술회의 개최

-

중국주도로

추진되었던

아․태지역

활용 연구협력 논의
다자간

우주기술협력회의

(AP-MCSTA)에 참여하여 ‘96년에는 제3차 AP-MCSTA를 한국에서 개

- ‘06년 6월 JAXA와 우주기술협력MOU 체결, 정기적인 한-일 우주기술 세미나
개최
- 일본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아-태우주기관포럼(APRSAF)에 적극 참여하고

최하기도 함
- 다목적실용위성2호의 발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미국의 위성부품 수
출금지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러시아 발사체를 선정함

있으며 2003년에는 한국에서 제9차 APRSAF를 개최한 바 있음.
- 2006년과 2007년에는 발사안전에 관한 한일회의를 하였음.

- 공동연구 : 항우연-장춘연 간 대구경 광학계 광정렬 연구
․ 상대연구기관 : 장춘광학정밀기계물리연구소(CIOMP)

․ 연구기간 : 2000년-2002년(3년)

․ 총연구비 : 160,000천원

나. 주요회의 및 논의사항
1) 한-일 발사안전회의

- 전문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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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 요
○ 2007년 4월 17일 일본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JAXA 국제협력부 및 연구부서

․기관명 : 중국 제2해양연구소

전문가들이 방한하여 한국의 외교부, 과기부, KARI 국제협력팀 및 연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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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사업단, 우주센터) 전문가들과 고흥우주센터에서의 발사체 발사시 안
전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 및 논의를 함.

○ 한국측 대표단은 일본측에 발사허가절차, 발사안전관련 규정, 우주센터
의 안전조치, 발사안전시스템 운영방안, 발사안전조직, H-IIA 9 및
H-IIA 11 발사체의 발사궤적 및 영향받는 지역, 일본우주개발계획 등에

○ 현재 개발 중인 소형위성발사체 및 나로 우주센터에 대하여 일본 측은
발사체 발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및 우려를 가지고 비공식 협의를 요청
함. 이에 따라 아래의 회의를 개최함.

- '06. 6.22 1차 한․일 우주발사체 발사안전 회의 개최
- '06.12.26 일본 측에서 2차 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우리 측은 구체적인 발사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일본 대표단은 이에 대해 답변함.
○ 양 대표단은 안전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하였고, 필요시 추가정보교환을
위해 연락하기로 합의함.
2) KARI-JAXA 협력

계획이 수립된 이후 논의할 것을 요구
- '07. 3. 8 일본 측에서 2차 회의 개최 재요청

- '07. 3.15 일본 측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한․일 발사안전 협의에
동의, 4월중 개최하기로 통보
○ 일본 측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발사체계, 안전기준 등의 사항으로서 구
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나로 우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사안전 관련 준비상황을 확인 희망
- 우주개발계획 및 우주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입수를 희망함
- 비행안전(안전기준) 및 사전통보 제도 운영방안
- 발사안전 체계

가) 개 요
○ 2007년 5월 15일 일본 JAXA 국제협력부장이 방문하여 우주기술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
나) 회의시 주요 논의내용
○ 국제협력
- KARI와 JAXA는 항공우주개발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로 합의
- JAXA는 한국이 APRSAF(아태지역 우주연구기관협력체)에 적극적 참여를
희망하고 2007년 인도의 방갈로르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총회에 KARI
및 과기부 고위급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KARI는 긍정적으로 검토하

- 발사체 발사시기

겠다는 답변

- 낙하물의 예상낙하구역

- KARI는 2009년 IAC(세계우주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됨을 언급하고 일

- 발사체 비행경로

본 우주관련 담당자 및 과학자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
- JAXA는 한국의 스크램제트 연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JAXA의 시

나) 회의시 주요 논의내용

험시설 활용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함.

○ 한국측 대표단은 발사 등 우주활동과 관련하여 국제법상 필요한 모든 적
법절차를 준수할 것이며 이에는 HCOC, Notam, Notmar 및 인접국에의 통보

- KARI는 일본의 QZSS(Quasi-Zenith Satellite System, 준 극궤도위성)
프로그램에 관심을 피력함.

등이 해당될 것임을 언급함.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양 측은 동 사안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상호관심사를 고려하여 우호적이고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협의함.

○ 지구관측
- JAXA는 재난관리를 위한 지구관측활용 프로젝트인 Sentinel Asia 프
로그램을 설명하고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함.

○ 일본측 대표단은 한국측에 우주개발계획, 우주센터운용계획, 발사안전 및 일본에의

- JAXA는 특히 지구관측프로그램 현황을 설명하고, 위성응용진흥센터

사전통고, 발사안전시스템, KSLV 발사예정일, 발사체 분리시 영향받는 지역,

(SAPC)에 대해 소개함. 또한 Sentinel Asia 프로그램이 APRSAF 12에

발사체 비행경로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한국 대표단을 이에 대해 답변함.

서 창설되었으며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는 점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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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I는 JAXA의 한국 Sentinel Asia 참여 요청에 대해 과기부에 본 사안을
제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답변함.

○ 한국 대표단의 수차례 방문과 Meeting Minutes의 교환은 있었으나 후속
조치가 없어 일과성으로 비칠 수도 있고 국가의 신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함.

○ 국제우주정거장 (ISS)
- 한국은 2008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 우주인의 국제우주정거장 방문과

나. 향후 브라질과의 국제협력 추진전략

관련하여 2008년 1∼2월에 발사예정되어 있는 일본모듈(JEM)의 활용
및 HDTV, PADLES 실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일본과 방안에 대해 논

○ 브라질은 군사적 위협이 거의 없으므로 우주개발이 상업용 및 공공용
목적으로 대부분 수행되고 최소한의 국방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함.

광활한 국토관리, 특히 아마존 지역의 관리를 위한 환경관리 및 재해감
다. 향후 일본과의 국제협력 추진전략

시 등이 주 임무이며 위성을 이용한 환경모니터링 기술, 자료처리 기술
(환경, 기상등) 및 분석능력은 뛰어나다고 판단됨.

○ 일본이 APRSAF를 중심으로 한국의 참여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참여와 협력을 하여야 하며 협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본 측에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한-브라질 우주협력 분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한/브라질 양국간 지상국 공동 활용 (한/브라질 위성들의 발사초기운용
(LEOP) 수신관제 상호 지원)
- 브라질 전역에 대한 우리나라 KOMPSAT-2/-3/-5 위성의 고해상도 사진과
IR 관측자료 제공 협력

9. 브라질

- 발사체 상단제어용 200 Newton급 이원액체추진제 추력기 설계, 시험평가

가. 한국과의 국제협력현황

- 발사체 상단 Kick Motor 설계/시험평가 기술 (KSLV-I 개발 기술 지원)

기술 (KSLV-II 국산화 개발 대비)
- 정지궤도위성용 이온엔진 설계 및 시험평가기술 (COMS 정지궤도위성
○ 2004년 대통령 방문시 과기부 협력국장 한/브라질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증대를
위하여 각각의 재정지원 2∼3차례의 세미나와 워크샵을 개체키로 합의하
여 양국이 각각 30만불까지 출자한다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함.

국산화 개발 대비)
- 발사체 액체로켓엔진 개발기술 (KSLV-II 국산화 개발 대비, 브라질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기술협력 중이므로 추가로 우리나라와 기술협력 필요성을
가질 지에 대해서는 사전검토가 필요함)

○ 2005년 양국의 과기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장관급

- 우리나라 위성 발사시에 브라질 알칸타라 발사장 활용

회담을 실시하여 과학기술의 분야에 대한 협력의지를 상호 표현함. 항우
연은 항우연 원장, 브라질 우주청장 및 우주과학연구소장이 참석한 별도
회담을 통하여 위성시스템, 위성 인프라, 위성 운용, 위성 자료 및 상호

10. 한-태국 협력

정보 교류에 대한 협력의지를 표현하고 이러한 협력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양국의 Agency간 협력 Framework을 체결하기로 하고 협력 내용

가. 한국과의 국제협력현황

은 외교적 채널을 통하여 협의하기로 약속함. 2007년에는 2차에 걸쳐 한
국대표단이 브라질 우주청을 방문한 바 있음.

○ ASEAN+3 우주분야 협력을 진행 중이며 2007년에는 태국 지리정보연구원
(GISTDA) 원장이 방한하여 항공우주(연) 원장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회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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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회의 및 논의사항

○ 3차년도 사업 내용
- 지원시스템 개발 및 시험

○ 2007년 10월 9일 태국 우주개발기관인 GISTDA(Geo-Informatics and
Space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원장이 방문하여 우주기술에 관
한 상호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함.

․센터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XSLT 개발

․센터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시험

․백업 장비 및 Network 장비 구매
- ASEAN+3 지구환경 및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Ⅰ

○ 논의안건은 한국의 우주개발프로그램 소개, 아세안+3 과제 경과보고, 우
주시험실개발 프리젠테이션 및 태국의 우주개발계획 및 현황 설명이었음.

․ 환경 및 재해감시 정보교환을 위한 Working Group 회의, Workshop 및
세미나 개최/참여

․위성자료 활용한 환경 및 재해감시 연구(위탁과제 포함) 수행
다시기 메콩강 하류의 하천 지형변화 및 연안환경 모니터링

○ 사업의 목적
- ASEAN+3 국가들의 자국 인공위성 확보에 따른 위성 운영 (위성자료 검
보정, 관제, 위성자료 공동 활용 DB 운용) 기술 국제 협력

․고해상도 위성에 대한 검보정 기술의 아세안국가간 협력 체계 구축
(태국: THEOS, 말레이시아: RazakSAT)

․위성관제기술의 아세안 국가간 협력 체계 구축: 지구환경연구를 위한

다중위성자료를 이용한 동남아/인도 지역의 에어러졸 특성분석

․재해 (또는 환경) 분야의 위성자료 활용을 위한 DB 구축
- 위성영상 DB 정보 공유 협의체제 지속적 운영

․위성영상 DB 구축기관간의 업무이해 증진 및 자료와 기술교류

다. 향후 태국과의 국제협력 추진전략

ASEAN+3 국가간 위성영상자료 공동 활용 아카이브 시스템 갱신/운용
○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와 중동, 남미 국가들은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 1차년도 사업 내용/성과

위성제작기술 및 영상자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상호 협력

- 지원시스템 설계 및 개념 설정

․센터시스템과 지원시스템의 역할 정의 및 분담

․지원시스템 내부 설계 및 운영/관리 방안 설정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 분야에서의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ASEAN+3 지구환경 및 재해 연구 기반 구축

․아세안 국가의 환경 및 재해문제 위성활용 동향 조사
․위탁연구 기술수요 조사

○ 2차년도 사업 내용/성과
- 지원시스템 개발 및 시험

․통합 DB와 지원시스템 서버 간의 인터페이스

․지원시스템 서버의 XML 파일에 대한 browser 및 Web template 개발
․개발 완료된 지원시스템의 시험

- ASEAN+3 지구환경 및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활성화 기반 구축

․재해/환경분야 위성활용사례 DB구축 및 Working Group/Workshop 참석
․위성영상 DB 정보 공유 협의 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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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제기구의 협력 전략 수립 및 체계적 참여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나. 회의실적
○ COPUOS는 매년 과기소위(2월경), 법률소위(4월경), 본회의(6월경)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각각 1회씩 개최됨 (3회/년). 이 회의는 회원국 정부가 대표로 참여하며

1. UN COPUOS

회의지원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전문가가 항상 참여하고 있음.

가. 일반현황

○ 2007년에 COPUOS는 2월에 과기소위, 4월에 법률소위, 6월에 본회의를
개최하였고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많은 의제를 논의하였음. 참석

○ 1959년 제14회 유엔총회 결의(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에 따라

회원국 대표들은 각 의제별로 의견을 개진하고 자국 우주활동 현황을

1961년 COPUOS(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가 상설 위

보고하였으며 , 현재 COPUOS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분석,

원회로서 설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사무국(OOSA)이 설치됨.

검토하면서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타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활발히 함.

○ 우주공간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간의 기술적, 법률적인 문
제의 기본원칙, 우주개발 이익 등을 획득하기 위한 국제협력부문에 관해 심
의하며, UN총회에 권고 및 제안을 하고 있음.

○ 2007년 회의 의제 중 가장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진 것은 ‘국제재난방지
기구(SPIDER)’의 설립 및 회원국의 지원여부였으며, 미국·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신중론을 주장한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찬성 및 지지를
표명함. 또한 우주물체의 국제등록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 조직도

우주물체담보에 관한 UNIDROIT 의정서에 대한 검토와 함께 UN 차원에서의
지원을 논의하였음.

COPUOS
사무국(OOSA)

다. 주요활동
1) 법률소위원회 : 외기권조약, 구조협정, 책임협약, 등록협약, 달조약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인공위성에 의한 지구원격탐사문제, 원자력위성문제, 우주

법률소위

과기소위

공간의 정의 및 정지궤도문제 등에 관해 법률적 측면에서 심의하고,
Space Application Section
Committee Services and
Research Section

COPUOS에 대해 권고를 수행하고 있음.
가) 외기권의 정의 및 경계획정
○ 외기권의 정의 및 경계획정 문제는 주권의 상방한계의 문제임 즉, 국가의
주권이 영토 및 영해의 수직상방의 어느 부분까지 미치느냐의 문제로서 국가

○ 회원국

의 주권이 미치는 곳을 air space(즉, 영공), 그 이원의 지역을 outer

- 2008년 5월 현재 69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

space(즉, 우주 또는 외기권)로 부름.

- 우주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우주분야
국제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UN이 주관하는 우주분야 국제회의로서

○ 영공을 침범하는 물체는 하토국(당해 영공의 관할권을 보유하는 국가)의

우주외교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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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침해로서 하토국의 법에 따라 조치, 처벌될 수 있으나, 우주는 우
주활동자유의 원칙에 따라 하토국이 주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어느 나
라의 물체도 자유로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 규범임.

○ 이에 따라 우주자산의정서 초안이 마련되어 검토 중임.
- 우주자산의정서는 각 나라마다 상이한 담보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권 협약을 만들고, 각
자산별 특이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속 의정서를 만들어, 이동장비

○ 문제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 그렇지 않는 우주의 경계를 어느
선에서 정할 것인가 이며, 이에 대해 우주활동이 활발한 선진국들은 영공의
경계를 낮게 책정하려 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높게 책정하려 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따라, 우주의 경계에 대해 아직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았음.

자금조달의 전 세계 표준으로 채택하자는 것임.
- 궁극적으로는 금융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항공기장비 및 우주자산의
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상업화를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우주자산 의정서는 우주자산의 국제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우주자산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를 확실히 하며 채무불이행의 경우 소유권, 이용권

○ 본 의제가 UN 법률소위에서 검토되면서, 미국은 우주의 경계를 정할 경우

의 이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우주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을 우려해 경계획정에 소극적인 반면, 러시아
및 다른 국가들은 국경분쟁처럼 우주경계분쟁도 생길 수 있음을 근거로

○ 미국 등 선진국은 우주활동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
는 자본시장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Unidroit 의정서가 체결될

경계획정에 적극적임.

경우 모든 국가들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하면서 의정서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와 반대로 중국, 인도는 국제사법(私法)을 다루는 Unidroit 의정서

나) 핵동력원
○ 원거리 우주탐사를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우주물체의 장기적인 가동이
가능한 핵동력원의 이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동력원을 장착한 우주물체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예, 발사시 폭발,
지구상공에서의 폭발) 지구에 미칠 수 있는 피해가 엄청날 수 있으므로 이의
이용에 신중해야 하며, 우주의 핵동력원 이용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 검토하고 또한 COPUOS 과기소위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음.

가 기존의 국제공법체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함.
2) 과학기술소위원회 : UN우주응용계획 및 UN기구의 우주활동조정, 인공위성
에 의한 지구원격탐사,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원자력 연료 사용, 정지궤도의 물
리적 성질과 기술적 특성, 제2회 UN우주회의 권고사항의 실시, 우주파편
등에 관해 기술적 측면에서 심의하고, COPUOS에 대해 권고함.
가) 인공위성에 의한 지구원격탐사
○ 지구원격탐사는 다음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중요함.

○ 현재 COPUOS 과기소위는 우주에서의 핵동력원 사용시 안전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기술적 규범을 만드는 중임.

- 수리학, 해양학, 수자원관리, 어업, 습지대관리, 해양환경 감시, 농업, 식량
안보, 삼림보호 및 삼림파괴 방지, 가뭄, 홍수, 자연자원 보호, 토지관리, 석유
및 천연가스, 환경시스템 연구, 질병감시, 환경감시, 산불예방 및 감시, 기

다) 우주자산의정서

후감시, 태풍·홍수·황사·적조현상과 같은 기상재해 예측, 온실가스 감시,

○ Unidroit(국제사법(私法)통일기구)는 私法분야의 국가간 차이를 해소하

고해상도 지도 작성, 도시계획, 교통행정, 항공안전 및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등

고, 국제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는 법규정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로서,
그동안 여러 분야의 통일법전을 만든 바 있음.

○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성기술을 사용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중요하며 또한 많은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음. 모든 나라

○ 우주자산(예, 통신위성)의 경우, 그 액수가 크고 단일 국가의 관할권을

특히, 개발도상국가 위성자료 및 응용자료의 비차별적 접근을 제공받는

넘어서는 장소(예, 여러 국가의 국경을 초월하거나, 또는 우주에서 활

것이 중요하고, 또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절한 시점에 지구원격탐사기술

동)에서 운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통일법전의 대상으로 검토됨.

을 연마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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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주폐기물

다) 핵동력원 기술

○ 그동안 많은 나라의 위성들이 발사되면서 수명을 다하거나 고장 난 위성

○ 미국은 핵동력원이 우주탐사분야에서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면 다

및 파손된 잔해들이 엄청나게 궤도상을 떠돌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되고

른 회원국들은 핵동력원이 사고시 야기할 수 있는 환경적 피해를 검토할

있음. 이제는 우주물체 발사시 기존의 우주폐기물과의 충돌가능성이 많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아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2006년 제43차 과기소위는 외기권 핵동력원 이용에 관한 실무단
○ 과기소위는 회원국들이 우주물체와 우주폐기물과의 충돌문제, 특히 핵동력

(Working Group on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원 우주물체와 폐기물과의 충돌문제 및 우주폐기물의 추락 문제 등에

을 재개하기로 하였고, 동 실무단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기소위의 승인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함. 이에 따라 국가별로 우주폐기물 감시기술의
개발, 우주폐기물에 관한 자료의 축적 및 상호제공을 논의하고 이를 위
한 국제협력 강화를 제안함.

을 받음. 실무단의 보고서는 다년 이행계획에 언급된 주제에 대해 회기
간 작업(intersessional work)을 계속할 것을 권고함.
○ 2008년 회기 중에 과기소위는 2007년 44차 UN COPUOS 과기소위에서

○ 기술적인 우주폐기물문제 해결방법으로 위성의 궤도수정, 위성 보호막 처
리, 수명종료작업, 우주폐기물 저감을 위한 특별 소프트웨어나 모델의 개
발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관간 우주폐기물협력위원회(IADC)의 우주
폐기물 저감지침을 제정함. 우주폐기물 저감지침은 국제법적으로 강제성을
갖지는 않으나, 강력한 권장사항이며,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함.

공동전문가그룹이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같이
작성한 핵동력원 사용에 관한 안전지침(안)에 대해 자구 수정 등을 함.
라) 우주이용 원격진료
○ 과기소위는 우주기술을 이용하여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 등 공기전염
및 수중전염 질병의 조기경보 및 감시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또한 장기

- 우주 물체의 운용에 있어서 정상운영 시 폐기물 방출 제한, 운용 궤도

이용 우주선 기술 발전이 재난지역, 농촌지역, 외딴 지역 및 항공기내에

상에서의 폭발위험 최소화, 수명 종료시 처치, 운용 궤도상에서의 기

서의 의료서비스에 활용된다고 함. 또한 원격진료기술은 교통 등 사회적

존 폐기물과의 충돌 방지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으로 전문가의 데이터를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국내

- 특히, 수명 종료시 정지궤도 위성은 근지점 궤도를 235Km이상 증대시키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언급함.

고 저궤도 위성은 25년 이내에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연소될 수 있
마) 지구근접물체(Near Earth Objects)

도록 궤도를 낮출 것을 권장

○ 지구근접물체란 지구로 접근하는 운석 또는 혜성을 말하며, 지구와의 충
○ 과기소위는 총회 결의 60/99에 따라, 우주폐기물 저감보고서 초안 및 이

돌가능성 및 이로 인한 엄청난 파괴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연구가치를

실무단

인정받고 있음. 2008년 과기소위에서 소개된 각 국별 프로그램에서,

(Working Group on Space Debris)을 재개하기로 하였고, 실무단이 제출

지구근접 물체를 스치고 지나가며 지구근접물체를 관측하는 위성 프로

행계획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우주폐기물

한 보고서 상의 권고를 승인함.

그램으로는, 일본의 하야부사 위성, 미국과 카나다의 NEOSSat(Near
Earth Object Surveillance Satellite), ESA와 JAXA의 Marco Polo

○ 2007년 중국의 위성요격에 이어 2008년 초 미국이 위성요격을 하게 되
자 많은 회원국들이 우주폐기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2008년
과기소위에서는 브라질, 카나다, 중국, 큐바, 체코, 독일, 그리이스, 인도, 인도
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니국, 베네주엘라 등 다수의 회원국 대
표가 우주폐기물 저감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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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Earth Object Sample Return Mission 이 소개됨.
바) 우주이용 국제재난관리
○ 각 국은 2004년 12월에 발생했던 남아시아 지진해일 재난이 우주에 기반
한 통합적인 지구자연재해 관리의 중요성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어느
때보다 지구관측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상호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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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소위는 국제재난관리 우주협력기관의 설립가능성을 연구하기로 하고

- 재난관리 활용의 필요성

특별작업그룹을 구성함. 특별작업그룹은 국제재난관리 우주협력기관

- 원격탐사의 중요성 발표

(SPIDER)의 설립을 강력히 제안하면서, 이것이 재난관리 공동체 전반

- 국내우주법 제정 (2005년 11월) 및 우주손해배상법 제정(2007년 11월)

에 one-stop shop을 구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재

- 태풍, 황사 등 자연재해 감시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의사 표명

난관리와 우주공동체간의 거리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2) UN파견 한국전문가
○ 파견 관련 과제 개요

○ 과기소위는 특별작업그룹의 성과를 치하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역할이

- 과제명: 우주기술의 재해관리 활용을 위한 KARI-UN OOSA 협력연구

GEO, CMES, UNOSAT, RESPOND와 같이 재난관리를 위해 우주기술

- 총 연구기간 : 2004. 05. 01 ∼ 2007. 06. 30 (38개월)

을 이용하는 기존 기관들의 역할과 중복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 총 파견기간 : 2004. 12. 11 ∼ 2007. 06. 10 (30개월)

언급함. 일부 국가는 새로운 기관의 신설은 재정적 부담만을 야기하는 점
을 언급하고, 반면 일부 국가는 SPIDER가 재난관리 뿐만 아니라 재난예
방도 담당하기를 원하는 의견을 피력함. 일부 국가는 현 특별작업그룹
이 본 사안 외에도 국내절차요건 등 기타 특수한 사안도 담당하기를 희
망함.

○ 주요 수행 임무
- UN OOSA-KARI Joint Pilot Project(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한 재해관리
시범연구 기획, 평가, 선정, 관리 및 성과활용 등)
- UN OOSA 우주기술응용프로그램 재해관리 업무 지원을 통한 한-UN
국제협력 강화

○ 과기소위는 회원국들이 재난관리활동 지원에 적극성을 보이는 점에 대해 감
사를

표시하면서,

아·태

지역의

재난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 주요국 우주정책동향 관련자료 및 우주기술의 재난관리 활용사례 수집
및 분석 등

Sentinel-Asia Project와 한국의 KOMPSAT-2, KOMPSAT-3, COMS
등을 소개함.

○ 향후 추진 계획
- UN OOSA 우주기술응용 프로그램 재난관련 업무(UN SPIDER) 지원

라. 우리나라 활동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

및 관련 정책동향 수시보고
- 한-UN OOSA 협력 등 국제우주기술협력 강화방안 모색

1) 한국의 2008년도 활동현황

- 주요국의 우주정책 및 우주기술 활용사례 수집/분석 및 보고

○ 한국은 매년 과기소위 및 법률소위, 본회의에 참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관
련 의제에 대하여 한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바, 2008년에도 2007년에

3) 향후 협력 방안

이어 과기소위(2월), 법률소위(4월)에 참석하여, 우주활동 현황을 발표

○ UN-COPUOS는 정부대표가 참가하여 각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주에

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7년도 한국의 우주활동 소개 및 2008년도 활동 홍보
· KOMSAT-3 및 5 program 진행 중
· COMS 진행 중 : 2009년에 발사예정
· 2008년에 우리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우리 발사체 개발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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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로서 기술뿐만 아니라 법 규정도 다루고 있
기 때문에 이 회의를 통하여 각 국가의 동향파악, 개별 사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수립 및 각 국가들과의 정책교환 등의 활동이 필요함.
○ 따라서 과기소위, 법률소위 및 본회의에서 제기되는 안건들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가 정보를 교환하고 국가 정책수립을 하여야 함.

- 153 -

2. UN ESCAP

나. 회의실적

가. 일반현황

○ 장관급회의
- 1994년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주응용장관급회의를 개최하여 우주응용에

○ UN-ESCAP(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은 아태지역의
․
국가들의 지역적 협력과
통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엔기구로서
정보통신우주기술부에서 우주관련 활동을 통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유엔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음. 1947년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아․태지
역내에서의 빈곤감소, 세계화의 관리 및 부상하는 지역 내 문제들의 논의 및 해결.
회원국은 아태지역의 60개 국가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어 1999년에 제 2차 장관급회의를 개최하였고
2007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제3차 장관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상태임.
○ 정부간 자문회의(Inter-government Consultative Committee)
- ICC회의는 회원국의 우주관련 정부대표 및 우주기관의 고위급 전문가들
이 매년 우주활용에 대한 현황, 지역내 재난감소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서 지금까지 12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음.
- ICC는 (a) 위성통신분과 (b) 기상위성활용과 자연재해예방 분과 (c) 우주

○ 조직도 :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

과학기술응용 분과 (d) 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지리정보 및 위치정보

- UN-ESCAP 위원회

시스템 분과 등 4개의 분과로 운영되며 ICC회의에서 4개 분과의 활동을
논의하고 검토함.

위원회
자문기구
주제별 위원회

다. 주요활동
특수기구

○ RESAP(Regional Space Application Program)
- 1994년 북경에서의 제1차 장관급회의에서 채택된 지역내 우주응용프로

빈곤감소위

세계화관리위

신흥사회문제위

저개발국 기구

태평양 island
개발도상국기구

그램으로서 지역내 환경 및 자연자원의 관리, 빈곤감소, 자연재해감소,
식량안전과 농업시스템,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 건강과 위생 및 지속

- UN-ESCAP 사무국

가능개발 계획에 대한 논의와 실질적 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사무총장
저개발국지원팀/UN정보서비스팀

부사무총장

○ 2006년 제12차 ICC회의의 주요내용
- 2007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그룹

프로그램실무그룹
빈곤및개발부-UNESCAP 태평양운영센터

프로그램 관리부

통계부

행정부

우주활용에 관한 장관급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각국의 고위급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ICC 및 고위급 전문가 그룹회의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지역 우주응용에 대한

무역투자부

실행안을 제 3 차 아태
․ 장관급회담을 위하여 검토하였으며 ESCAP 사무국과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부

장관급회의 주최기관에 대하여 회의준비 진전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함.
- 본 회의는 우주기술을 이용한 아태지역에서의 재난감소 협력체계를 수립

정보통신우주기술부

하기 위한 권고안을 지지하며 장관급회담의 권고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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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는 다음 단계의 지역우주응용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동의한 개발

3. IAF(International Astronautics Feder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주기술의 활용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며 정보통신기술과 우주기술응용의 집중성을 고려하여, 본 회의는

가. 일반현황

장관급회의에서 우주응용이 제공하는 근본적인 기여를 하는 개발 분야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함.
- 본 회의는 다음 단계의 지역우주응용프로그램은 주제중심의 접근방법을
채택하며 재난감소, 자연자원 및 환경관리, 원격교육 및 의료 등의 우주
응용에 기초하는 주제 분야에 집중할 것을 제안함.
- 본 회의는 장관선언문(안)과 배경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사무국에 수정된
자료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음.

○ IAF(국제우주연맹)는 비정부간, 비수익성 기구로서 1951년 런던 국제우주대회에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간 설립조약에 의해 설립
○ IAF는 인류를 위하여 우주관련 지식의 개발을 촉진하고, 우주자산의 개발 및
응용을 도모하며 우주의 개발 및 이용분야에서의 정보의 보급·확산 및 우주분야

라. 우리나라 활동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

전문가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함.
○ IAF는 임원회, 의회, 사무국, 기술위원 및 행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1) 협력 현황

- 임원회(Bureau)는 회장 1인 및 부회장 10인의 선출직과 사무국장, 총회
○ 한국은 UN-ESCAP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1997년 3차
및 2006년 12차 정부간자문회의(ICC)를 대전에서 KAIST 인공위성센터와 항
우(연) 주관으로 각각 개최한 실적이 있음.

의장 및 회장 자문역의 임명직으로 구성
- 총회는 회원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며 중요 안건에 대해 1년에 1번씩
개최되는 총회 때 의결권 행사
- IAF 예산의 30%는 회원의 연회비이며, 총회참가비 및 각종 계약이나

○ 본 회의는 우주기술 활용에 관한 것으로서 대부분 원격탐사 및 위성자

기부로 이루어짐.

료 활용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한국에서는 National Focal Point를 지정
하고 각 분과별 Contact Point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회의참석 및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IAF는 민간 및 국가기관으로 회원이 구성되며 총 50개국 150개의 회원기관이
있으며, ‘08년 현재 회장은 미국의 James V. Zimmerman임.

2) 향후 협력 방안

나. 회의실적

○ 아․태지역에서의 우주분야를 다루는 UN산하 기관으로서 아태지역 주민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주의 적극적 활용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체제
로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아시아 각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음.
○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는 측면에서 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외교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하여 한국의 위성 자료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 ‘07년 10월에 58회 총회가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되었으며, 전시회
및 우주분야의 다양한 학술활동이 총회기간에 이루어짐.
○ 총회 이외에도 국제우주법학회(IISL), 국제우주학회(ISA) 및 UN과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

기여방안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참여와 한국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방향으
로 전개하여야 할 것임.

○ ‘08년 10월에는 59 회 총회가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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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소규모 부대행사를 IAC 참가등록, 부스판매비 등

다. 주요활동

성과에 따라 행사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
1) IAC 2005 Fukuoka Japan

- 전시회는 총 105개 업체가 참가하여 비즈니스와 교육의 두 가지 컨셉으로

○ 대회개요

-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문부과학성은 이 행사에 기여한 바가 많지 않았으며

운영되었으며, 대회 기념우표도 발행

- 2005년 일본대회는 2005. 10. 16 ～ 10. 21 개최되었으며, 대회 장소로
학술세션회장은 후쿠오카국제회의장(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세키조우마치

UN이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면 산하기관인 JAXA에 위임하여 지원
- JAXA는 사무총장을 전일제로 파견, 현지조직위원회(LOC)에 50명 정도가

2-1, TEL: 092-262-4111, FAX: 082-262-4701), 개회식 회장은 후쿠오

일과 후에 자원봉사 형태로 지원 했으며, 약 3,000만엔(한화 3억원)의 재정

카

을 지원

선팰리스호텔(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칙코혼마치

2-1,

TEL:

092-272-1123 FAX: 092-262-8855), 전시회장은 마린멧세 후쿠오카(쿠
오카시

하카타구

오키하마마치

7-1,

TEL:

092-262-3111

FAX:

- 대회 준비 사무 인력은 13개부 88명 (JAXA 34명, 연구소 9명, 대학 14명,
기업21명, 정부기관 5명)이었으며, 대회 운영은 전문기관에 분야별 용역
발주로 시행

092-262-8855)를 사용
- 참가자는 55개국 2,423명으로 이중 외국인은 1,871명, 전시회장 방문객

○ 우주개발산업전시

은 44,500명

- 각국 우주개발기관, 연구소, 대학의 학술ㆍ활동 소개 전시 및 관련기업의

- 대회주제는 Space for the Inspiration of Mankind
- 주최는 제56차 IAC 후쿠오카 대회 조직위원회, 일본학술회의, 사단법
인 일본항공우주학회, 국제우주연맹, 국제우주항행아카데미, 국제우주법학회

상업전시가 이루어졌으며, 마린멧세후쿠오카에서는 실질 전시면적 3,000
평방미터에 100개사(社)가 참가

였으며, 주관은 일본항공우주학회, JAXA가 담당하여 행사 개최
- 특별협력기관으로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정보통신연구기구, 후원기관으로

2) IAC 2006 Valencia Spain

는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후쿠오카현(県), 후쿠오카
시(市), 키타큐슈시(市), 전자항법연구소, 협찬기관으로는 일본로켓협회,

○ 대회개요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전자정보통신학회, 일본기계학회, 계측자동제어학

- 스페인 발렌시아 대회의 주제는 Bringing Space Closer to People

회, 일본마이크로그라비티 응용학회, 일본우주항공환경의학회, 생태공학

- 대회기간 중 참가등록 인원은 1,943명 (Full pay 1,394, 동반자 415,

회, 일본우주생물과학회, 일본로봇학회, 우주과학진흥회 참여

학생 185)이었으며, 이 중 UN에서 52명이 참석
- 학술회의 논문 1,437편이 발표되었고, 우주전시회에는 83개 업체 참가

○ 특징
- 일본대회는 사무국의 규모는 최소화하고(국장과 3명의 여직원) 조직위원회
업무를

각

분과의

간사들이

수행하였으며,

각

분과의

위원들은

Volunteer 베이스로 참여

○ 특 징
- 발렌시아 LOC는 컨소시엄을 이룬 5개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지역
정부가 2004년 9월 Reglero교수를 LOC 회장으로 하여 발렌시아대학을

- 사무국장인 Kibe 교수는 JAXA에서 개최기간 1년 전부터 전임으로 파견
되어 준비업무를 전담하였으며, 주로 일본우주학회 회원들인 JAXA 연
구원들이 각 분과에 소속되어 지원
- 대회기간 중 학술논문 929편이 발표되었으며, 행사장을 학술회의, 전시회,

주관기관으로 하는 MOU를 승인하여 구성
- 발렌시아 LOC의 주요구성은 발렌시아 정부기관인 GENERALITAT
VALENCIANA, 발렌시아의회, 발렌시아정부 지사, 발렌시아지방의 설
립근거법에 의해 설정된 기관 등 발렌시아 지역 자치기관 (발렌시아는

워크숍으로 분할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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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컨설팅

회사인

SENER

Ingeniería

y

Sistemas S.A로 구성
- LOC 사무국은 발렌시아대학 내에 두었으며, 단일 연락창구 및 지역기관들과
IAF간 연결고리 역할 수행
- 발렌시아 대회에서는 대회 Boom 조성을 위한 Outreach Program을
준비하였으며, 젊은 과학자를 위한 'The Young Professional Program'

UN/IAF Workshop

Saturday
Sep 22

UN/IAF Workshop

Sunday
Sep 23

IAA Academy Day

Monday
Sep 24
Tuesday
Sep 25
W’esday
Sep 26

을 신설하여 운영
- 또한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색다른 행사 및 다양한 이벤트를 개

Thursday
Sep 27
Friday
Sep 28

Opening
Ceremony

3) IAC 2007 Hyderabad India

○ 대회개요
- 명 칭 : 58th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2007, Hyderabad
- 주 제 : “Touching Humanity : Space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 기 간 : 2007. 9. 24(월) ～ 28(금) / 5일간
- 장 소 : 하이데라바드 국제회의장(HICC) 및 국제전시장(HITEX)
: ASI (Astronautical Society of India)
ISRO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 참가등록 : 1,948명 (Full pay 1,329, 동반자 271, 학생 348)

EX.

UN Reception

IAA Dinner

PE1

Technical
Sessions

HL1

Welcome
Reception
Cultural Night

PE2

Technical
Sessions

PE3

Technical
Sessions

HL2

PE4

Technical
Sessions

PE5

Technical
Sessions

HL3

PE6

Technical
Sessions

Tech.
Sessns.

Interactive
(presentation)

PE7

Technical
Sessions

HL4

Open PEs
(8&9)

08
30 09
00
09
00 10
00

최하였으며, 우주전시장은 전문전시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

- 주 관

Friday
Sep 21

1010-1310

1520-1820

Interactive
(display)

IISL Dinner
Gala Dinner

18
3019
30

시스템

14
1015
10

엔지니어링,

Late Breaking News

스페인 17개 자치지역 중 하나)과 발렌시아 대학, 발렌시아 기술대학,

○ 행사 운영
- UN/IAF 워크샵(9.21～22)은 ISRO가 주관이 되어 National Remote
Sensing 캠퍼스(하이드라바드 소재)에서 개최
- IAA 아카데미 데이 (IAA Academy Day 9.23)는 하이데라바드 국제회
의장에서 총회, 강연, 만찬행사 개최
- 개막식은 9.24, 09:00～12:00에 하이데라바드 국제회의장에서 2,0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를 3개로 설치하여 전문사회자의 진행으로 회장의
연설과 인도 전통공연 수행 (크기 5.5m와 7.3m의 스크린 2개를 무대에 설치

- 논문발표 : 1,159편 발표
- 전시참가 : 110개업체(30%이상 자국부스)

하여 개회식 실황 중계)
- 환영 리셉션 (9.24, 20:00)은 심파라만 (Shilparamam) 전통공예마을에서

- 행사일정

․9.21 (금) UN/IAF 워크샵, UN 리셉션

개최

․9.22 (토) UN/IAF 워크샵

- 대회를 알리는 배너 및 홍보 현수막을 행사장 인근 주도로 및 행사장에

․9.24 (월) 개회식, 전체회의, 기술회의, 강연, 환영만찬

- 컨벤션센터 프런트에서 안내요원과 2대의 TV모니터로 당일의 행사일정을

․9.23 (일) IAA 아카데미데이 IAA 만찬

․9.25 (화) 전체회의, 기술회의, 강연, 문화의 밤
․9.26 (수) 전체회의, 기술회의, 강연

․9.27 (목) 전체회의, 기술회의, 인터렉티브 (발표 및 영상), IISL만찬
․9.28 (금) 전체회의, 기술회의, 공개전체행사, 만찬 (Gala dinner)

설치(4종 50여개)하였고, 하이데라바드 공항에 IAC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안내
- 전시관에 테러 위협에 대비한 경비인력(경찰, 보안회사)을 배치하여 전시
장 출입 시 전시장 입구(외곽)의 검색대 통과 후, 전시홀 입구에서 재차
검색 실시 및 Shuttle Bus에 승차하여 이동한 사람에 대하여도 보안검
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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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 (Computer & Networking)
등록 (Registration)
ISRO (Steering Committee)
회의장 조성 및 관리 (Venue &

Indian Space Research

Hall)
교통 (Transportation)

Organization
의장:
의장: Dr. Suresh

숙박 (Accommodation)

전시관

전시부스

운영사무국 (Secretariat Office)

보안 (Security): Hyderabad시 지원

사무국장:
사무국장: Shri R K Rajangam
전시 (Exhibition): PEO 업체 대행

- 컨벤션센터 입구에 등록데스크를 설치하고 행사참가자 등록 및 안내를
하면서 등록자에게 등록 키트 배부

행사 (Event & Ceremony)

- 컨벤션센터 내 2개소(그라운드, 1층)에 가벼운 식사(토스트 등)와 커피를

인쇄물 (Printing)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했으며,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식음료 (Catering)

쿠폰(10매 : Full Pay 등록자) 배부
- 인터넷 카페(그라운드 플로어)를 설치·운영(10대의 컴퓨터 및 10회선의 컴퓨터

기술적 지원 (Technical Support)

통신선 설치)

홍보 (PR and Press)

- 회의실 운영은 IAF와 작성한 계약서 및 핸드북 등의 규약 내용에 의거
학술 (Technical Program)

준비

인력관리 (Staffing)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LOC는 Steering Committee라는 TFT로, ISRO와 ISRO 산하의 기관 및
협회, Hyderabad시, PEO로 이루어진 운영사무국으로 구성
- 운영사무국은 ISRO(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산하의 12개
기관 및 협회와 Hyderabad시(보안전담) 및 전문 PEO(전문전시업체)로
구성된 14개 위원회로 구성
- 각 위원회는 1명의 팀장과 4～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물자, 등록, 회의
장 조성 및 관리, 교통, 숙박, 보안, 전시, 행사, 인쇄물, 식음료, 기술지원,
홍보, 학술, 인력관리 중 1개 부문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
- 보안 (Hyderabad 시 담당, 경찰병력 지원)과 전시 (전문전시업체 대행)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의 모든 운영은 ISRO 산하의 기관 및 협회에서 전담
- 조직구성 및 인력과 관련하여 Hyderabad시 지원은 없었음.

○ 참가자를 위한 주요 시찰 및 관광 프로그램
- 총회 전후 관광패키지

․오랑가바드, 뭄바이(2박3일)
․골든 트라이앵글(2박3일)

․남부 인디아 : 체나이, 방갈로, 미소레 (3박 4일)
․타밀라두와 케라라(7일)

․호텔: 4～5성급 호텔 (조식포함) : 영어사용 현지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포함
․사진촬영비 : 보트, 코끼리 탑승료 (적용시), 물

- 하이드라바드 문화관광

․9월 25일 : 골콘다 항 및 쿠테브 샤히 무덤 (반나절)
․9월 26일 : 골콘다 항 (빛과 소리의 쇼)
․9월 26일 : 라모지 영화도시

․9월 27일 : 메카 라시드, 살라 쥬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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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발표장 (Business Presentation Rooms)

- 산업시찰

․9월 25일 : 첨단과학시찰

․9월 27일 : ICRISAT 투어 (인공위성시설)
- 배우자 프로그램

․9월 25일 : 포챰팔리 관광

․B2B 포럼 (Business Meeting Room)
․전시장 수상의 밤 (와인 및 치즈파티)
․전시장 인터넷라운지

․9월 26일 : 공예 및 문화유산 관광

․9월 27일 : 다스타르콴 요리 워크샵
○ 우주 전시회 운영

10,000유로
10,000유로

․전시 통신 파트너

․9월 26일 : 쇼핑 및 보석 관광

12,000유로
12,000유로

25,000유로

․비즈니스 카페테리아

10,000유로

․전시자용 가방

10,000유로

․전시등록 공간

10,000유로

○ 대전시 홍보관 운영

- 우주 전시회장은 HITEX의 2개 전시장 (1전시장, 3전시장) 7,000 평방미터
(3,500 x 2) 사용

- 대전시 합동 전시홍보관은 HITEX, Hall 3, BP18 부스에 독립부스 140㎡
(14m×10m) 설치 운영

- 우주관련기구, 위성제조기업, 우주항공산업체, 우주항공기술사, 연구소,
우주선 발사, 무선감지, 우주탐험시스템, 항해 및 유인 우주프로젝트,
위성통신기술 및 응용관련기업, 우주보험, IT 솔로션 제공자, 출판사,
학술연구소, 우주관광, 미니위성, NGO, SDI & GIS 등 전시
- 전시공간은 빈공간형 (More Space)의 임차료가 평방미터당 74만원
(32,000 루피)으로 IAF회원에게는 10% 할인 적용되어 최소면적 48평
방미터 이상만 판매하고 제공사항은 빈공간, 청소 및 기본보험
- 부스형 (Smart Space: Shell Stand)의 임차료는 평방미터당 80만원
(35,000 루피)으로 IAF회원에게는 10% 할인이 적용되어 최소면적 9평방미
터 이상만 판매하고, 제공 사항은 의자, 테이블, 스팟트라이트, 카페트,
전기스위치보드, 쓰레기통 1개, 측면 및 후면 패널, 전시장의 이름 및
스텐드 번호, 청소 및 기본보험
- 전시회 부가프로그램으로 Business Conclave가 운영되었으며, B2B (Business
to Business) 활동을 위한 플랫폼은 매일 우주산업의 한부분에 초점을
맞춰 전시자, 기업인, 대표단, 언론에게 우주관련 기관의 전문가, 개발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과의 대화 (오찬 및 스넥 포함)기회 마련
- 대화 토픽은 상업적 발사기회, 우주탐험 및 유인사업, 우주구성요소, 자재,
시스템, 성장하는 DTH와 VSAT 사업기회, GIS 및 고화질 화상시장

- 대전시, 항우연, 컨벤션뷰로, 세트렉아이, 한화, 탑ENG, KAI, 삼성탈레스가
전시·홍보물로 해양기상통신위성, 다목적실용위성2호, 위성자세제어 모듈,
위성사진(하이데라바드 등 5점) 및 노트북 시뮬레이션 자료, IAC 2009
Daejeon 브로셔, 동영상(시장 메시지 포함), 홍보포스터, 기업체 홍보 브로셔,
관광안내서(한국, 대전), 대덕특구 투자유치 설명자료 및 기념품 제공
- IAF와의 1차 계약 서명식을 하였으며, 사물놀이 공연, 전시관 근무자들
한복 착용으로 관람객 시선 집중을 도모하고, 전시장내 110개 전시부스
를 방문하여 2009년 대전대회 홍보 추진
- Hyderabad LOC로부터 ‘최우수 전시관(Best Exhibitor)'상 수상
라. 우리나라 활동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
1) 활동현황
- ‘92년 항우(연)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IAF회원으로 가입, 활동함
- 한국은 매년 총회 때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나 발표논문이나 참가자 수는
많지 않았음.
-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꾸준히 참여하였으며 총회기간 중에 열리는 SPACE
AGENCY FORUM과 같은 전문기관의 대표회의에 참가하여 왔음.

등 진행
- 수익사업 일환으로 스폰서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며, 스폰서에게

- 2006년에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개최된 제57회 총회에서 2009년 제60회

부여되는 혜택은 전시장에 상호(브랜드) 설치, 전시자 명부에 상호 광고,

국제우주대회를 대전에서 유치하여 한국의 우주관련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 제공이었으며, 분야별 금액 설정내용은 다음과

기회가 되었음.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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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은 아․태지역의 국가기관으로 구성되며 정부 또는 우주기관의 대표가

2) 향후 협력 방안
- 2009년 IAC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한국의 우주개발현황을 널리 알리고
우주관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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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년 10 월에 개최되는 IAC 에 적극 참여하여 2009 년 IAC 의 대전
개최를 널리 알리고 IAF의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나. 회의실적
○ 1993년부터 2006년까지 13차에 걸친 아태지역
․
우주기관포럼이 개최되었으며

4. APRSAF(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

각국의 우주개발현황 소개 및 아․태지역 우주기술협력방안 논의되었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정기적으로 동 포럼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주
가. 일반현황

개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음.

○ 1992년에 개최된 아․태지역 국제우주년회의(APIC)의 선언을 기반으로
1993년 제1회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APRSAF :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이 일본의 과학기술청, ISAS, NASDA 및 리모트센싱

○ APRSAF는 4개의 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탐사분과,
통신 및 위성응용분과, 우주정거장분과 및 우주교육분과로 나누어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기술센터(RESTEC) 후원에 의해 개최되었음.
다. 주요 활동
○ APRSAF는 1992년의 ISY(International Space Year)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아․태지역 우주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교환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매년 아태지역
․
우주전문가가
참석하여 정보 교류의 장으로 역할수행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우주기관, 재난관리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
기구들을 가능한 많이 참석시켜 시기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 APRSAF의 목적은 아․태지역내의 우주개발기관 대표를 초청하여 우주
기술 협력방안 모색 및 아․태지역 Network 구성을 도모하고

○ APRSAF 기틀안에서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설립하기 위한

역내 국가의

우주프로그램 소개를 통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아․태지역 국가의 우주기술
협력과제 도출함.

국제협력의 강화하고 있음.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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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음

- 아․태지역의 우주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을 참석시켜 지역내의 사회
경제적 기여방안을 강구하고 우주기술과 응용을 통하여 지구의 환경을 보존함

- 각국의 우주프로그램과 우주자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내 국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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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하고 아․태지역 밖에서 APRSAF의 목적을 지원하는 우주기관과

및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 및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우주응용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함.
○ 2005년 10월 일본에서 열린 제12차 APRSAF의 부대행사로 아․태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제1차 국제물로켓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기구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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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나라 활동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

○ 1980년도에는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제로 사용될 수 있는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와 관련된 민감물품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다자간협의체로 미사일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와 호주그룹

1) 협력 현황

(Australia Group: AG)이 설립됨.
- 한국은 본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우주개발현황 소개 및
○ 특히, MTCR의 문서는 지침과 기술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지침은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한국은 2003년 제9차 APRSAF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하였음.

각 회원국이 수출통제제도를 입법화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며

- 2005년 제12차 APRSAF에는 한국에서 선발된 3명의 학생이 국제물로켓

기술부속서는 Category I과 II로 나뉘어 20개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진대회에 참여하였음. 이어 13차 대회에 한국 학생 1명이 참가 하였음.
○ MTCR은 설립당시에 핵무기 운반 탄도탄 및 관련 체계, 장비, 부품 및
2) 향후 협력 방안

기술 확산방지에 기반을 두었으나 생화학무기와 그 운반수단으로 Cruise

- “Sentinel Asia" 프로그램에 대하여 일본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Missile이 등장함에 따라 MTCR 범위가 생화학무기 수송용 미사일로

요청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 2007년에 한국정부 및 항우(연)이 참여하기로

확대되었고 무인비행체가 terrorist에 의해 남용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는 바, 우리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무인비행체 및 관련 장비, 부품 및 기술을 포함시킴.
○ 우리나라는 남북간의 심각한 미사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 끝에 2001년 새로운 미사일 정책을 공표함

5.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 미사일 및 무인기 기술개발은 거리와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수행하되
가. 일반현황

완성품 제작과 보유는 사거리 300km 및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함
- 이와 함께 MTCR 가입을 추진하여 2001년 33번째 회원국이 됨.

○ 수출통제 다자간체제인 비확산체제는 변화하는 정치안보환경에서 민간물품이
수출되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됨. 제2차 세계대전 후

○ 우주분야는 전략적인 이유로 국가가 연구개발의 주체이고 평화적 및

지속된 냉전이라는 국제 정치안보 환경에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해

군사적 이용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분야로서,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서방국가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원자력의 경우에서와 같이, 기술선진국이 자국의 정책수단으로 수출통제를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COCOM)이 설립됨.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1990년도에는 구소련의 붕괴를 비롯한 냉전구조가 해체되면서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COCOM을

계승할

신체제로

Wassenaar

○ 2006년 현재 MTCR 회원국은 총 34개국임

Arrangement(WA)가 설립됨.
나. 회의실적
○ 1970년도에는 핵비확산 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명시되지
않은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이전되는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의

○ 모든 MTCR의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새로 가입하는 국가에 대한 결정도

수행에 관한 3조 2항을 이행하기 위해 Zangger Committee가 설치되고

컨센서스 하에 이루어짐. 의사결정에 있어서 MTCR 국가들은 새로 가입할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국가가 국제적 확산방지 노력을 강화 및 유지할 수 있는지, MTCR 정책과

NSG)이 설립됨.

절차를 효력화할 수 있는 효율적 수출 통제 시스템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검토한 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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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CR 국가들은 매년 번갈아 가면서 총회(Plenary Meeting)을 개최함.

범위를 생화학무기 수송용 미사일로 확대하기 위해 탑재체 질량을 낮추어

그 해 개최국은 다음 Plenary까지 MTCR의 의장이 됨. 기술전문가 회의

Category II로 분류하여 반영하였으며 CM 관련 장비, 시스템 및 부품을

(Technical Expert Meeting), 정보교환(Information Exchanges) 및 집행전문가

포함하도록 개정함.

회의(Enforcement Expert Meeting) 등이 그와 관련하여 열리며 MTCR은
사무국이 없음. 워킹페이퍼는 Point of Contact(POC)를 통해 수행되며 그

○ 무인비행체(Unmanned Aerial Vehicle: UAV)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경

기능은 프랑스 외교통상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인터세셔널 컨설테이션

비행기를 개조하여 이용하려는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

(회기 사이 협의회) 역시 파리에서 POC 회의를 통해 매달 열리고 있음.

19A를 개정하였으나 BM/CM/UAV 생산에 요구되는 환경 및 기술의 다
양성으로 인해 통제문구의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음.

다. 주요활동
○ 최근 군사기술의 상업화, 일반화, 상업화 압력, 상업용 off-the-shelf 장비의
○ MTCR의 문서는 지침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 지침은 MTCR 설립의 취지와 각 회원국이 수출통제제도를 입법화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함. 부정한 상업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거부

등장으로 기술, 장비 및 부품의 통제완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본기술수준의 향상으로 확산자(proliferator)의 기술, 장비 및 부품 입수
성공 가능성이 증대됨.

통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핵무기운반체계 개발 가능성이 있는 물품과
기술이전은 강력하게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각국의

라. 한국의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

국가 우주프로그램을 방해할 의도는 없음도 함께 명시하고 있음.
- 기술부속서는 Category 1과 2로 나뉘어 20개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Category I은 로켓 및 무인비행체 운반시스템 및 부속시스템을 포함하고

1) 협력 현황
○ 2001년 MTCR 회원국으로 가입함. 회원국 가입 배경은

있으며, 이들 품목은 거부될 가능성이 크고(strong presumption to

- 1979년 한ㆍ미 협의에서 독자개발이 가능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로

deny) 생산설비의 이전은 불가능함. Category II는 추진 및 추진체 부품,

제한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북한이 Scud 및 노동미사일을 배치하여

발사를 지원하는 지상장비 및 물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이전은

한반도 전역이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게 되는 등 남북한의 심각한

덜 제한적이나 최종증명 또는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물음.

미사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으로 미사일 협상
이 시작됨. 1995년 한ㆍ미 비확산 실무협의체를 구성, 1985년 이후 20

○ MTCR 기술부속서는 역사적으로 핵무기 운반 탄도탄(Ballistic Missile) 및
관련 체계, 장비, 부품 및 기술의 확산방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핵무기

여 차례의 협상 끝에 2001년 1월 8일 합의함. 2001년 1월 17일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선언 후 미국에 서면 통보함.

운송가능 미사일은 MTCR 설립당시 최소 탑재체 질량 500kg 및 사정거리
300km로 정의되어 Category I에 명시되어 있음.

○ 정부의 새로운 미사일 정책
- 미사일 및 무인기(UAV) 기술개발은 거리와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수행하되

○ 동 MTCR 기술부속서는 미사일 관련 기술의 발전과 우려요소를 반영하고자
개정되어 아래의 체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탑재체의 운송수단에 관한
기술, 장비 및 자재를 통제함.

완성된 시제품 제작 및 보유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도록 함.
ㆍ사거리 500km/탄두중량 300kg의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하도록
하되 탑재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늘임

○ 생물화학무기(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BW)와 운반수단인
Cruise Missile(CM)의 등장으로 CBW 운반을 고려하여 1993년 MTC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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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거리 300km 이상 군사용 미사일의 시제품 개발 및 시험발사는 자제하되
연구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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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우주개발 인식 제고

ㆍ민간용 로켓의 경우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연료 방식의 주 추진체 개발하는
방침을 정함
- MTCR 가입을 추진하는 등 국제 비확산 기준을 존중하되 안보상황의
변화 시에 대비 독자적 기술기반 구축을 가능토록 하고 미사일 및
UAV 개발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함.

○ 우주기술은 인공위성, 항공기 등 항공우주개발을 통해 정밀지도제작,
기상예보, 자원탐사, 재난예보, 방송통신, 위치정보(네비게이션) 등을 제공
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자동차, 통신,

2) 향후 협력 방안
○ MTCR은 한국의 로켓개발관련 기술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체제로서
본 체제의 참여를 통하여 주변국의 발사체 관련 기술에 대한 동향파악과
각국의 우주개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함.

조선, 철도, 의류, 의료 산업 등 타산업에 대한 산업 및 기술파급 효과가
큰 국가의 생존전략 기술임.
- 또한, 우주기술은 국가가 기술이전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전략기술중 하나로,
미국이 이라크 전에서 정찰 위성의 눈을 이용해 군사력 배치의 이동을
감지했듯이 우주기술은 국가안보와 직결됨.
○ 이렇듯 우주기술은 중요하지만 우주개발은 엄청난 국민예산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므로 경제동향 및 예산결정권을 가진 의회와 그것을 떠받치는
유권자집단인 일반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필요로 함.
○ 다목적 실용위성2호 개발을 위시한 국가위성 개발과 우주센터 건설,
KSLV-I 개발 그리고 우주인 배출 등 국가 우주개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더욱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그에
따른 대국민적 홍보의 필요성 증대 되었음.
○ 이에 우주개발에 따른 대 국민 인식제고를 바탕으로 한 우주개발의 당위
성 및 지지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우주는 너무 멀리 있게 느껴져서 쉽게 손에 잡히지 않아 눈앞에 산적한
문제도 처리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주까지 손을 뻗쳐야 하느냐
하는 반발이 있을 수 있음. 게다가 우주 선진국들이 그랬듯이 추진 과정
에서 로켓 발사가 실패한다든지 하여 수천억 원의 국가예산이 한 번에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래서 그 어떤 국가 정책보다도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정책’이 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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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사업수행에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것 또한 그 정책적인

제 1 절 우주정책포럼

부분에서 지극히 우려되는 문제점임.
○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의 상황을 보면 우주개발 전반에 있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형식상의 상설협의기구는 존재했지만, 포럼형태의
학술협의체는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우주정책의 나아갈 바를 고민하고 그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우주 분야의 전문가와 정기적인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함.
○ 우주개발이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의 파급효과와
피드백으로서의 영향과 다양한 제약에 직면하게 될 상황임을 유추해 볼 때
학계를 포함한 유관 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과 협조는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우주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
○ 1차년도 우주정책포럼(제 1회, 2회) 과제에 이은 2차년도 과제로서 5번에
거쳐 개최됨.

○ 국내 우주산업과 위성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발사실패, 위성고장 및 손실 등 위험부담 방지의 사전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임. 우주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보다 선행
되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할 부분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통신위성은 현업용 사업이므로 보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요구되며. 현재 계획 중인 과학위성 사업은 현업용 사업에
비해 더욱 많은 가능성을 가진 분야이므로 더욱 발전시켜 원천기술을 획
득할 수 있는 개발체계를 구성하여 한국의 새로운 주력 사업분야로 성장
시킬 것을 제안함. 21세기 저가의 소형, 고기술 위성만이 현재의 세계시
장에서 성공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관련 산
업체로의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제 3회 우주정책포럼은 한국우주산업의 육성방안 과 발전방향의 문제를

1. 제 3회 우주정책포럼(한국 우주산업의 육성방안)
○ 우주산업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우주산업을 특화시
키고 육성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R&D 예산을 매년 늘려왔음.
○ 미국의 경우 투자비용 보다 미션 달성을 최우선 목적으로 함. 점차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되었음.
○ 우주산업 관련 학계를 비롯하여 관련 언론인과 일반청중 등 15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제 3회 우주정책 포럼은 국내우주분야 선도사업체인 (주)
한화 항공우주연구소의 장기원 소장과 (주) 쎄트렉아이의 박성동 대표를
발표자로 하여 다수의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토론에 참여하였음.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과 국내
R&D 예산 확대어려움 등이 위성사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2. 제 4회 우주정책포럼(우주인과 우주 꿈나무들의

DIALOGUE)

있음.
○ 3만6000여명의 지원자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31세의 과학도 고산씨가 한국
○ 한국의 우주산업은 그 효용성이 문제라기보다는 우주산업 정책이 문제라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정됨. 고산씨가 5일 “대한민국 우주 기술이 한 단계

할 수 있음. 현재 추진 중인 인공위성의 독자개발에 관한 기술개발은 세계

도약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듯이 이번 우주인 선정을 우리의

시장에서 신뢰도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우주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될 것임. 최종 경쟁자였던
예비 우주인 이소연씨는 “멋진 골이 터지려면 항상 멋진 어시스트를 하는

○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기초 연구단계의 지원이 아닌 사안별
개발수요별 연구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관련부처와 관련 기업의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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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가 있어야 한다”며 페어 플레이 정신을 보여줘 국민의 가슴을 따뜻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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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됨.

깔을 보고 병충해 여부도 알아낼 수 있을 정도임. 따라서 자원 탐사와 환경

고산씨가 우주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면 한국은 세계 36번째로 우

감시 그리고 재해 감시 등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어 그 가치가 대단히 큼.

주인을 배출하고 11번째로 우주과학 실험을 한 국가가 r됨. 대부분의 선
진국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때 우주 개발

○ 안보적 측면에서는 다목적살용위성 2호의 의의는 더욱 큼. 북한이 미사일

사업을 도모한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히 손 댈 수 없는 분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안보 위협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안보 예방적 목적

의 국책사업이고 아무리 외국의 기술 협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임.

첨단 과학 기술력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임 따라서 우주 개발 사업은 선진
국들만이 할 수 있는 강대국 사업인 만큼 선진국에 편입된다는 국민의

○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일본이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 첩보위성 4기 체제의 구축으로 해상도

자부심을 드높이게 됨.

1m급 광학위성 2기와 전천후 레이더 위성 2기로 모두 4기의 첩보위성
○ 이런 취지하에 제 4회 우주정책포럼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인사업단과

체제를 갖추어 날씨에 상관없이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음.

공동행사로 기획되어 과학축전의 한 행사로서 자칫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도 있는 우주인 선발 행사에 관한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 현재 2009년 발사를 목표로 다목적 실용위성 3호(광학위성), 2008년 발사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해 나갈 어린이들과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들과의

목표로 다목적 실용위성 5호 개발이 착수됐으며 2010년까지 모두 13기의

만남을 통해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우주에 대한 관심과 무한

위성 개발이 계획되어 있음. 5호는 레이더 위성이기에 3호보다 먼저 발사

한 이해의 폭을 넓여 줄 목적으로 개최 됨.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급한 대로 광학위성과
레이더위성의 1개 조가 편성되기 때문에 비, 구름과 상관 없이 전천후로

○ 제 4회 우주정책포럼은 한국최초의 우주인 선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

한반도와 그 주변을 탐지할 수 있게 됨.

행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해 나갈 어린이들과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들과의 만남을 통해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우주에 대한 관
심과 무한한 이해의 폭을 넓여 줄 목적으로 일산 킨덱스에서 개최됨.

○ 인공위성 영상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함. 일본은 우주에서 촬영한 영상
으로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풍화돼 지상에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소규모
피라미드 초석을 해석, 귀족의 묘를 발굴하기에 이르렀음. 인공위성 사진을

○ 박영환 앵커의 사회로 우주인후보 2명(고산, 이소연)의 러시아 우주인센

분석해 북한 영변에 핵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한 일본 도카이

터 훈련과정 및 훈련중 체험소개와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일반

(東海)대학의 사카다 교수는 칭기즈칸의 묘를 위성을 통해 찾겠다는 야심을

청중은 약 120여명 정도 참가.

밝힌 바 있음.
○ 21세기는 우주의 시대이며 어느 나라나 공유할 수 있는 우주영역에서의

3. 제 5회 우주정책포럼(일본의 우주개발 현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지난 세기가 대륙, 해양에서의 경
쟁이었다면 미래는 우주라는 보다 넓고 큰 장에서의 경쟁이고, 이의 선점

○ 다목적 실용위성 2호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해상도 1m급 인공위성을

을 위해 선진국들은 국력을 집중시키고 있음.. 우리도 국력을 집중시키기

갖게 됨. 해상도 1m급이란 쉽게 말하자면 지상 물체 가로, 세로 1m급 이

위해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대적인 조건이고, 정부는 겸허한 자

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능력의 위성 보유국으로는

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세계 제 6위권임.
○ 다목적실용위성 2호는 고해상도의 컬러 영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닷물의
색깔을 촬영해 적조 등 환경 오염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농작물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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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회 우주정책포럼은 일본의 우주개발 현황과 한국의 시사점 및 발전
방향의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 촬영된 사진은 안보기관이 회수해 가므로 사진을 찍었는지, 어디를 찍었
는지 여부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니라 안보기관에 물어야 할 것임.

개최되었음.
○ 두 번째는 아리랑 2호의 역할에 능력 이상의 기대를 한다는 점임. 아리랑
○ 우주개발 관련 학계를 비롯하여 관련 언론인과 일반청중 등 80여명의 인

2호는 한반도를 2∼3일에 한 번 촬영할 수 있는데, 구름 끼는 날을 제외

원이 참가한 제 5회 우주정책 포럼은 일본의 우주개발분야 총책임자인

하면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음. 일반적으로 똑

일본항공우주국(JAXA)의 田中哲夫(타나까 테츠오)씨의 일본우주개발 관

같은 곳을 하루에 1회 꼴로 탐지하려면 아리랑 2호와 같은 광학위성과 레

련 경험과 그 개발과정 및 현 상황을 듣고 다수의 학계와 정부, 언론계

이더 위성이 1개조를 이루어 적어도 2개조는 돼야 하는데 한국은 이제 겨

인사들이 토론에 참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

우 광학위성 2개가 활동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는 레이더 위

4. 제 6회 우주정책포럼(인공위성 활용방안에 관한 WORKSHOP)
○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자국의 인공위성은 자연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안전
보장에 연관된 고급 정보를 제공함. 특히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휴전선을 맞댄 북한의 군사적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중에서
촬영해 우리에게 제공함.
○ 미국의 KH-12 정찰위성은 해상도 10∼15㎝로,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어
떤 사람이 신문이 읽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신문인지를 가늠해 낼 수 있
다고 하니 위성정보는 국가안보에 필수적임.
○ 우리도 적외선 위성을 2013년 발사할 계획임. 레이더 위성인 아리랑 5호는

성인 아리랑 5호의 보유를 서두르고 또 하나의 광학위성인 아리랑 3호와
함께 레이더 위성 1기를 빨리 제작해서 긴요한 정보 수용에 대비해야 할
것임. 또한 레이더 위성은 날씨에 상관없는 전천후 위성이지만 광학위성
과는 달리 해상도가 떨어져 촬영한 사진을 판독하는 전문요원의 양성이
시급함.
○ 아리랑 2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열었지만 우주 정보
를 한국의 안보에 언제든지 활용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멈. 그러기 위
해서는 정책 결정자들의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하고 큰 예
산이 드는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정책이 될 때 바라는 바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임.

2010년 발사하여 전천후로 한반도 주변을 탐지할 수 있게 되어 날씨가
좋을 때만 탐지가 가능했던 광학위성 아리랑 2호를 보완하게 될 것임.

○ 이런 배경 아래 제 6회 우주정책포럼은 우리나라의 위성정보 활용 현황과
그 미래 활용 방안에 관한 발전 방향의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 지난 7월 발사한 다목적 인공위성 아리랑 2호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

서울 소재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되었음.

찰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움. 논란의 핵심은 “북
한이 핵실험을 예고한 지난 3일부터 실험을 강행한 9일까지 북한 지역에

○ 위성정보활용 관련 연구자 및 정부, 군측 인사들이 참석한 제 6회 우주

대해 단 한 번도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이는 아리랑 2호를 너무

정책 포럼은 대한지리학회장이신 한국교원대 이민부 교수의 ‘위성정보의
지리학적 활용’과 국내 위성영상분야 전문가인 경일대학교 조명희 교수의

과대 평가하는 측면임.

‘과학적 국토관리를 위한 위성영상의 활용과 전망’ 그리고 공군 전투발전
○ 그러면 논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첫째, 핵실험을 예고한 3일부터 북한을

단의 최재동 대령의 ‘위성정보와 국가안보’라는 주제의 발표로 이루어졌

감시하지 않고 손놓고 있었다는 대목이나, 아리랑 2호 위성의 운용 지침은

으며, 한국항공우주(연)의 위성개발 관계자들의 영상위성 개발 관련 경험

국가비상시,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실험이 예고된 상황 같은 사태 때는 안

과 그 개발과정 및 현 상황을 듣고 다수의 학계와 정부, 언론계 인사들

보기관에서 항공우주연구원으로 촬영 좌표를 지정해 주어 촬영에 들어감.

이 토론에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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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7회 항우연-공군 확대협의
<확대협의회 안건 실행실적>
○ 2003년 시작된 확대협의회는 민군 겸용기술의 특성을 갖는 항공우주 분
야의 상호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에 공동기여하는 방안을 모색

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공군 위탁교육관련 안건
- 연합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입과: 2005년 공군대위 1명
② 공군 단기 실무연수 안건

○ 항우연-공군 확대협의회는 2007 협정서 개정 이전에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총 2회 개최되었으며, 지금까지의 개최실적은 아래와
같음.

- 2005년 5월 공군 우주분야 실무자 16명 항공우주(연) 연수 수료
③ 항우연 항공/우주센터 공군 공동활용 안건
- 구름예보시스템 관련 자료제공(공군→항우연)

- 2003. 05. 26

제1회 확대협의회 개최

- 2003. 12. 03

제2회 확대협의회 개최

- 2004. 05. 28

제3회 확대협의회 개최

- 2004. 12. 20

제4회 확대협의회 개최

- 2005. 07. 20

제5회 확대협의회 개최

- 2006. 12

제6회 확대협의회는 우주인협약으로 갈음

- 2007. 06. 07

제7회 확대협의회 개최

④ 우주인 선발 시 공군협조 방안 안건
- 우주인 선발기준 공동작성: 공군측 ‘의학 소위원회’ 구성
- ‘선발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발과정 지원: 공군 시설 및 장비 지
원(비행지원, 신체검사, 항공생리, 체력검정)
⑤ 모형로켓 경진대회 관련 상호협조방안 안건
- 공군 모형항공기 대회 시 항공우주(연)의 공식 후원 (2005.05.22)
- 항공우주(연) 모형로켓 경진대회 시 공군 군악대 및 의장대 지원

○ 합의서를 바탕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항공우주력 기반체계에 대한 공동운영

⑥ 항공우주(연) 연구자료 상호교류 방안 안건

개념을 설정하고, 국가 우주센터의 효율적 운영,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 항공우주(연)의 최신 발간자료 제공(5건)

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민군 기술교류 증대, 기타 국가 항공우주

- 내부망 이외의 자료는 공군-항우연 합의서에 의거 지원 가능

분야 발전을 위한 상호협조 및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구성됨.
- 협의회는 확대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구분 운영
- 2007년 1월 MOU 변경: 연 1회 개최
- 제7회 확대협의회 시(2007. 6. 7 개최) 국가차원의 항공우주 방어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제 상정, 공동기획연구 착수(2007. 12. 1) 및 협력 MOU
체결(2007. 12. 24)

⑦ 공군사관학교 시설을 이용한 항공우주 홍보 안건
- 공사 내 전시관에 항공우주(연)의 홍보자료 지원 완료:
위성모형 및 영상자료
⑧ 다목적 실용위성 5호용 검보정 장비 설치를 위한 부지 협조
- 다목적 실용위성 5호용 검보정 장비설치 부지를 공군측에서 협조
⑨ 나로우주센터 추적레이다 성능검증을 위한 항공기 비행시험 제공

○ 지금까지 총 59개의 안건이 제안되고 39개 안건이 협의회를 통해 논의되

- 위성발사체 궤도 추적을 위하여 나로우주센터에 설치되는 레이다

었으며, 구체적으로 실현된 안건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공군 위탁

의 추적성능 사전검증 시에는 고속비행이 가능한 공군 항공기 비

교육관련 안건을 비롯하여 총 10건임.

행시험 협조를 받음.

○ 2003년 시작된 확대협의회를 통하여 군/민간 정보교류의 장이 확보되었으
며, 교육 및 연수, 우주인 선발 등의 분야에 항공우주(연)과 공군의 노하
우가 서로 교환되는 성과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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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공사교수 항우연 연수 및 공동연구 참여
- 국가차원의 항공우주 방어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제 상정, 공동기획
연구 착수(2007. 12. 1) 및 협력 MOU 체결(200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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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회 확대협의회는 2007년 6월 17일 개최되었으며, 총 8개의 안건이 확

제 3 절 항공우주정책자문회의

대협의회에서 논의되었음.
○ 정책개발팀은 매년 우리나라 항공우주 발전을 위해 여러 자문위원을 모

[표 5.1] 제 7회 확대협의회 상정안건
구 분

안

건

명

◦ 다목적 실용위성 5호용 검보정 장비
설치를 위한 부지 협조
◦ 위성궤도데이터 및 주변국 위성정보
항우연
제공
제안
안건
(4건) ◦ 위성발사 임무 시 공군 공역통제 지원
◦ 나로우주센터 추적레이다 성능검증을
위한 항공기 비행시험 제공
◦ 공군-항우연간 시험비행 상호 협력
공군
제안 ◦ 공사-항우연간 교환 강의제
안건
◦ 공사교수 항우연 연수 및 공동연구
(4건)
참여
◦ 항공우주 테마파크 조성 항우연 지원

시고 향후 항공우주정책 및 연구원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듣고자 정책자문

담당 부서

회의를 개최

항우연

공군

다목적실용위성
5호 사업단

공본
정보통신처

우주응용센터
공본 작전훈련처
지상관제팀

○ 대한민국 항공우주발전을 위하여 항공우주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내
항공우주분야의 나아갈 바를 고민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은 선경험자
들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항공우주개발의 안정된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
하여 매우 중요함.

우주센터
기술관리팀

공본
작전훈련처

우주센터
체계관리팀

공본
작전훈련처

피드백으로서의 영향과 다양한 제약에 직면하게 될 상황임을 유추해 볼

항공사업단
차세대비행체팀

전발단
분석평가처

것으로 항공우주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회 각계의

총무팀

공본 교육처

총무팀

공본 교육처

홍보실

공본 정책처

○ 논의 된 안건 중 실행된 안건은 총 3개의 안건으로 다음과 같음.
- 다목적 실용위성 5호용 검보정 장비 설치를 위한 부지 협조

․ 다목적 실용위성 5호용 검보정 장비설치 부지를 공군측에서 협조

- 나로우주센터 추적레이다 성능검증을 위한 항공기 비행시험 제공

․ 위성발사체 궤도 추적을 위하여 나로우주센터에 설치되는 레이다의

○ 우주개발이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의 파급효과와
때 학계를 포함한 유관 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과 협조는 더욱 필요해질

의견을 수렴함.

○ 2007년 한 해 7월과 12월, 2회에 걸쳐 항공우주정책자문회의 개최됨.

1. 정책자문회의의 내용 및 범위

가. 2007년 제 1차 항공우주정책자문회의

○ 김시중 前과학기술부 장관, 강신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이 참석하여 지난
30여 년간 과학계에 몸 담으며 느꼈던 현장 경험과 타 연구기관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항공우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음.

추적성능 사전검증 시에는 고속비행이 가능한 공군 항공기 비행시험
협조를 받음.

○ 현재 항공우주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홍재학, 최동환, 채연석 전임

- 공사교수 항우연 연수 및 공동연구 참여

․ 국가차원의 항공우주 방어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제 상정, 공동기획연구
착수(2007. 12. 1) 및 협력 MOU 체결(200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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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을 모시고,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고귀한 자문을 들을 수 있었음.

- 183 -

나. 2007년 제 2차 항공우주정책자문회의

○ 이인교수는 기술이전, 우주기술개발 패러다임 변화(핵심기술연구로 방향
전환)를 이야기하고, PBS : 8% 기본 (우주예산 Portfolio구성) 달탐사 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임 원장을 엮임 했던 홍재학 박사, 장근호 박사,

치하에 기술개발 추진전략 우선시를 이야기 함.

최동환 교수가 참석해 선진우주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항공
○ 이동훈 교수는 항공, 우주 분야 모두 원천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우주관련 경험을 들려 줌.

항공과 우주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 함.
○ 외부자문위원 이상민 의원(국회), 황해웅 박사, 안동만 소장(국방과학연구
소), 최순달 학장(대덕대학), 이인 교수(KAIST), 강구영 준장(공군), 장
성섭 상무(KAI 개발본부본부장)가 참석하여 미래 항공우주발전을 위한

○ 백홍열 원장 항공분야는 장기적으로 MOST/산자부에서 핵심기술 개발
할 수 있는 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함.

로드맵을 제시해 주었음.
○ 강구영 준장은 문제는 우주자산보호(위성보호) 공동 추진 예정을 이야기 함.
○ 그 내용으로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내용 검토 요망, 학연 연계교육, 홍
보 전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홍재학 박사는 우주 분야는 타분야와 달리 핵심개발이 필요함. 따라서 과
학위성3호는 여러 대학이 참여해 타대학에게 좋은 기회를 줌. 또한 우주

○ 최동환 교수는 인재양성 차원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산·학의

분야도 원자력 분야와 같은 홍보 필요성을 강조함.

정보 공유를 위해 원격강의 개설의 중요성을 피력함.
○ 백홍열 원장은 MOST와 항우연의 의견차이를 좁히고, 위성분야는 PPP
○ 황해웅 박사는 일반국민을 향한 항공우주개발 홍보·교육의 중요성과 생활에

점진적으로 추진 필요,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기초 연구단

도움 주는 분야 홍보(예, NASA 태프론후라이팬 등)에 중점을 두기를

계의 지원이 아닌 사안별 개발수요별 연구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관련

부탁함.

부처와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수행에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것 또한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극히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시함.

○ 백홍열 원장은 대국민 지지 전제하 우주개발 추진 필요하고, 현재대학에
위탁주고 있으나 시스템 적이지 못함(예산문제)과 핵심기술 예산은 내년
부터 대학지원 예정이라고 말함.

○ 2007년 제 2차 항공우주정책자문회의를 통하여 우주개발 선경험자들의
조언과 격려는 제2의 우주개발을 위한 힘찬 도약의 기회가 되었음.

○ 최동환 교수는 화상시스템 활용(항우연과 대학 연계하는 방안 검토)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대학에 강연개설 등 사례를 중심으로한 경우 몇 개 대
학 연결하여 줄 수 있는 자료에 대한 공개 등 검토 요망.
○ 이상민 의원은 일반국민은 과학기술분야가 발전된 것 잘 모른다며 의원들
의 대덕밸리 투어를 제안 함. 또한 과학기술진흥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
이며, 국회나 언론의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특히 항공우주 개발의 실
패사례는 정신적인 과정이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발전 또한 산업화에
효과적이라고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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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대내외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데, 특히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고
널리 활용함으로써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 연구개발을

○ 현재 우리나라는 2007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에 따른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의 도출이 요구됨.

인공위성, 발사체, 우주활용, 우주탐사 등 국책 대형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는 등 우주개발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우주개발의 효

○ 국제협력전략 연구를 위해 주요국의 우주개발 전략을 분석하고 국제협상력

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정 합리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본 과제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해외 주요기관과의 정기적인 협력회

는 우주개발 정책, 국제협력, 우주개발 인식제고라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의를 통한 실질적 국제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는 바,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나누어 2008년 정책협력 수행분야에 대해서 이론적 및 실천적 내용을 제시

프랑스 CNES와 러시아 FSA(연방우주청) 및 일본 JAXA와의 실질적 협

하였음. 4가지의 위탁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바, 항공우주분야 성과확산을

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심도있게 분석함.

위한 우주기술분석 및 효율적 관리전략, 우주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경력단
계별 교육시스템 개발연구, 우주정책 포럼, 위성정보연구소 기획과제 등

○ 선진우주기관과의 기술협력기반구축, 강화 및 대응전략 구축을 위해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함.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후발국으로서 첨단우주기술을

이 그것들임.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과도한 인력, 예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 우주개발은 1980년대 성장기에 접어들어 약 10년간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효율적 우주개발을 위해 기술적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주기술선진국

1990년대 초 구소련의 붕괴와 저조한 정부 투자로 정체기를 맞았음. 2000

들과 국제협력을 통해 단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년대 초 미국의 군수 우주분야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의 기미를 보여주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기도 하였음. 최근 탐사분야에 대한 주요국 정부투자가 증가하면서 우주
분야는 제 2의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요국 정부는 2006년

○ 아울러, 우주분야에서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이 매우 활

현재 우주개발에 503.6 억불을 투자하며 새로운 분야의 연구개발 의지를

성화되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분석 및 전략방안을 모색함. 본 보고서에서

확고히 하고 있는 실정임. 2006년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우주개발 이래

분석한 우주분야 주요 국제기구는 UN COPUOS (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
위원회), UN ESCAP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 IAF (International

가장 큰 금액임.

Astronautics Federation, 국제우주연맹), APRSAF (아-태 지역 우주기관
○ 국내 우주개발을 위한 정부의 2008년 투자금액은 총 3,164 억원으로 ＇07

포럼),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임

년에 비해 8% 증가하였으며, 정부 R&D 비중은 3%를 유지하였음. 국내의
우주산업은 아직 기반 구축 초기단계로서, 2006년 생산실적도 전년보다
감소하여 총 31 백만 달러를 기록 (위성서비스분야 제외)

○ 기타 우주정책 포럼, 항우연/공군 확대협의회, 항공우주정책자문회의, 항
공우주개발 동향Hub 구축 및 배포, 2006 NASA의 Spin-Off 등의 정리를
통하여 우주개발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음.

○ 우주개발 혁신의 주체는 크게 정부, 연구소, 산업체, 대학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우주개발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 전략 분야임을 고려할 때,

○ 본 자체사업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정책과정 합리화, 효율적인

정부 및 공공연구소의 혁신의 중요성은 과히 크다고 할 수 있음. 정부는

국제협력 방안 마련, 국민인식 제고에 널리 기여하게 될 것임. 아울러, 국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우주개발실천로드맵의 수립을 통하여 국가우주

및 연구원의 정책 자료 및 실무자료로서의 널리 활용되게 할 것임.

개발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발사계획서 작성 지침, 우주손해배상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제도적 정비에 기여하였음. 연구원의 혁신체제 구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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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발사계획서 작성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작
성하는 발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적용한다.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27호”
제4조 (일반지침) 발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
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발사계획서 작성시 필요한 내용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발사체의 발사(이하 “발사”라 한다)에 따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기술
2. 발사계획서는 이미 확인된 사항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발사에 따른 예상

2006년 10월31일
부총리 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술
3. 발사에 따른 안전성의 분석·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하여 기술

발사계획서 작성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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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기술

사허가를 얻기 위하여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자가 동법 시행령 제13
조의 규정에 따라 발사계획서에 기재할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세부지침)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기
술방법 및 내용은 별표 “발사계획서 작성요령”과 같다.
1. 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궤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段)”이라 함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로 분리된 우주
발사체의 한 부분으로서 자체적으로 완전한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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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을 말한다.
2. “페어링”이라 함은 우주발사체의 공기저항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탑재물
을 보호하기 위해 발사체 상단부에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비추력(比推力)”이라 함은 우주발사체의 총 역적(Total Impulse)을 추진
제 중량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투입 연료량 대비 얻어지는 추력을 비
교할 수 있는 수치로, 비추력이 클수록 연료 요구량이 적어 엔진의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지구표면접촉점(Impact Point)”이라 함은 우주발사체에서 분리된 단이
나 부품들이 낙하하여 지구표면에 떨어지는 지점을 말한다.
5. “원격측정 시스템”이라 함은 비행중인 우주발사체의 성능·상태·비행환경
등을 발사체에 탑재된 센서 등으로 측정한 후 이를 발사운용팀이 분
석할 수 있도록 지상국으로 송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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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성분석보고서
가. 발사체 안전 대책 : 발사안전조직, 비행안전계획, 발사준비 사항, 의사
소통 계획, 임무종료 시점의 안전, 임무중단 기준, 발사중단 기준, 사
고조사 및 대응계획 등을 기술
나. 발사장 안전 관리대책 : 육상·해상·공중에 대한 경계 및 통제, 발사
준비작업중 안전관리, 발사후 안전관리 등을 기술
다. 보안관리대책 : 발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기술
4. 탑재체운용계획서
가. 탑재체의 사용목적
나. 탑재체의 소유 및 이용권자
다. 탑재체의 사용기간
라. 탑재체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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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책임부담계획서
가.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 여러가
지 발생 가능한 손해의 경우를 예측하고 그 때의 손실을 금액으로 환
산하여 기술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 제3자의 사망, 부상 및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배상방안(보험가입, 자체 배상 등) 기술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발사계획서 작성 요령
항목

기술사항

1. 발사
1) 발사
예정일 및
예정일
대기권에서의
비행궤적

기술 요령

ㅇ 발사예정일 및 발사시간을 발사 윈도우(발사시작
시간부터 발사종료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여 기술
- 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간과 GMT(영국표준시간)
를 병기하여 기술

2) 대기권
◦ 발사체의 비행궤적 기술
에서의
- 발사장 위치
비행궤적
- 대기권 및 우주에서의 비행궤적
- 비행 방위각, 추적소 위치
- 단(段)의 예상분리 시간
- 단(段) 및 페어링의 지구표면접촉점
2.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1) 제원

2) 성능

3) 설계

ㅇ 발사체의 제원을 기술
- (예시) 중량,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진공추력,
진공비추력, 연소시간 등
ㅇ 발사체의 성능을 기술
- (예시) 단별 비행구간에서의 최대가속도, 가속 구간
에서의 자세제어 성능, 무추력 구간에서의 자세제
어 성능 등
ㅇ 발사체의 설계기준, 내용·제작·성능검증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술
- (예시) 구조, 추진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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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3. 안전성분석
보고서
가. 발사체
안전 대책

기술사항

기술 요령

1) 발사
ㅇ 발사안전을 관장하는 조직 및 책임자에 대하여 기술
안전조직
- 발사안전조직도
- 발사안전책임자
ㅇ 비행시의 안전계획에 대하여 기술
- 비행궤도, 낙하물 및 낙하영역
2) 비행
- 비행안전시스템 및 운영
안전계획
- 비행종단 후의 조치사항
ㅇ 발사준비 점검시 고려할 안전대책을 기술
- 발사와 관련된 안전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발사
- 발사체 및 탑재체에 관한 사항
준비사항
- 비행 안전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임무 규정과 발사 제약조건에 관한 사항
- 중지 조건 및 재개 절차에 관한 사항
- 발사 단계별(발사준비 포함) 모의시험 결과
- 발사준비 검토시 도출된 문제점 해결방안
- 기타 허가신청자가 발사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ㅇ 발사절차에 관한 사항
ㅇ 발사에 관한 계약자들 간의 책임한계
4) 의사
ㅇ 발사 진행과정이나 비행 중 안전관련 의사결정
소통계획
(발사중지·정지·재개, 비행중단 등)을 협의하기
위한 의사소통계획을 기술
- 허가당국과의 연락체계
- 발사에 참여하는 구성원간의 연락체계
- 의사 결정권자 지정
- 유·무선 전화 사용계획 및 통신수단
5) 임무 ㅇ 목표궤도로 발사되는 발사체의 단(段)이나 부품의
종료시점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
의 안전
- 탑재체가 분리된 이후, 탑재체와 발사체(부품을
포함한다)간의 물리적 접촉 방지 대책 등
6) 임무
ㅇ 임무중단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상상태를 정의하고
중단기준
대책을 기술
- (예시) 비정상 자세, 비정상 가속도, 비정상 분리,
비정상 궤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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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술사항

기술 요령

7) 발사
ㅇ 발사중단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상태를 정의하고
중단기준
대책을 기술
- (예시) 발사체의 구조 건전성,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주입 정도, 발사장 기상 조건, 원격측정
시스템 등
8) 사고
조사
및 대응
계획

ㅇ 발사사고에 대한 조사계획을 기술
- 보고 대상, 보고 내용, 보고처 및 시기(즉시, 24시간,
5일)
- 사고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제출 시기
ㅇ 사고 대응계획을 기술

나. 발사장
안전
관리대책

1) 육상·
해상
·공중에
대한
경계
·통제

ㅇ 발사시 공공의 안전과 발사장 보호를 위한 육상·
해상·공중의 경계구역 설정 및 운용에 대하여 기술
- 통제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 기관 내·외 인력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 및 상시
연락 방법
- 발사시 경계구역 설정 및 운영 방법
- 발사장 출입인원·물자에 대한 경계 및 통제방법

2) 발사
ㅇ 발사준비작업 기간 중 안전관리 활동 및 화재·
준비
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계획
작업 중
- 고압가스·위험물·화약류 취급 안전대책
안전관리
- 위험작업시 안전반경 확보 및 운용방안
3) 발사후
- 비상대응계획(인위적·자연적 재난)
안전관리
ㅇ 발사 후 발사장 내의 위험 식별 및 위험처리 방안을
기술
다. 보안
관리
대책

4. 탑재체운용
계획서
가. 탑재체의

항목

기술사항

사용목적
나. 탑재체의
소유및
이용권자
다. 탑재체의
사용기간
라. 탑재체의
제작자·
제작번호
및제작
연월일
5. 손해배상
책임
부담계획서
가.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기술 요령

ㅇ 발사로부터 운용까지의 시기별 탑재체 소유권자,
운용권자 및 이용권자를 기술
ㅇ 탑재체의 사용기간, 운용방안을 기술
ㅇ 탑재체의 제작자·제작번호·제작 연월일을 기술

1) 제3자의
사망부
· 상
·재산상의
손실예측

ㅇ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부상·재산상의 손실
등 발생 가능한 경우를 예측하고 그 때의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술

1)손해
배상
부담
계획

ㅇ 제3자의 사망·부상·재산상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배상
부담계획(보험가입, 자체 배상 등)을 기술

1) 보안
관리대책 ㅇ 발사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기술
- 경비·시설 보안계획
- 차량 및 건물 출입통제
- 외국인 및 방문객 보안
ㅇ 탑재체의 명칭과 제원, 탑재체의 사용목적(통신, 원격
탐사, 항법 등)을 상세히 기술 (탑재체 내에 위험
물질·방사성물질·대량살상무기의 포함여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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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우주손해배상법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

법률 제 8714 호

②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우주손해를 제1항에 따라 배상한

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우주물체 발사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우주물체
발사 등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우주손해배상법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해당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를 제공한 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③ 우주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원으로 한다.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물체”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를 말한

제6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①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우
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2. “우주물체 발사자”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받은 자를 말한다.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우주물체 발사”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사준비․시험발사 및 성공하

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4.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

망․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훼손․망실과

제7조(정부의 조치) ①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
액이 제6조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① 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제2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한다.
제8조(권리행사의 기간)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②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우주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소멸한다.

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

제4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①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간의 무력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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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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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