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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위성 전용 발사체 중심 공중발사 방식 활성화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호진 (연구원)

공중발사 방식의 경우, 발사체 운송기(모선)의 크기와 탑재역량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
중형급 이상의 위성 발사에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중발사 방식을 채택한 발사체들
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형위성 발사시장을 목표로 한다. 과거에는 Pegasus 외에 공중발사
방식이 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소형위성의 발사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인해 소형
위성 전용 발사체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중발사 방식을 채택한 소형위성 전
용 발사체 개발 역시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Stratolaunch 외 4종(Launcher
One, Golauncher 1, ALTAIR)이 현재 개발 중이고, 대부분 1~2년 내에 실용화 및 상용
화를 앞두고 있다.
한편, 공중발사 방식이 과연 효율적이고 비용이 저렴한가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다. 과연 공중발사 방식의 단점이 장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효
율적이고 비용이 절감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공중발사 방식이 활발하게 실제 운영되고
난 후에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발사 방식의 장점
-

공중발사 방식의 단점

날씨의 영향 제한적
자유로운 발사 방위각(Azimuth)
자유로운 발사 장소
지상 발사 시스템 최소화
대기고객, 날씨, 지상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발
사지연 최소화
성층권의 낮은 대기 밀도로 인한 항력 감소
저고도의 높은 주위 압력으로 인한 과팽창에
서의 추력손실 감소
지상 발사시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데 소요되
는 추진제 무게 감소
발사체 크기 감소
모선으로 인해 초기 속도(일반적으로 마하 0.8)
와 고도(약 12km)를 갖게 되어 1단 역할을 대
신하고 모선 수백회 이상 재활용 가능
상기 요인으로 인한 발사비용 및 발사보험 비
용 감소

→

- 발사체 수송기(Carrier Aircraft)의 크기에 발사
역량이 제한
- 탑재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횡력 발생 위험
상존
- 과팽창으로 인한 추력손실 감소가 탑재중량
중가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
- 공중발사시 소형 발사체에 탑재되는 날개로
무게 증가
- 모선과 분리 후 수평 속도를 수직 속도로 바
꿔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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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Virgin Orbit의 Launcher One, Virgin Orbi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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