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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a has the best technology in space field that succeeded in manned spaceflight following the
US and Russia, and built the space station. China also has four launch complex including the
Wenchang satellite launch center the latest one, and launching 20 satellites a year at 2016. To
understand these Chinese space capabilities by analyzing the technical trends of the launch complex
will be a helpful reference for the Korea’s current space project, KSLV-II, as well as the next
step space development plan.

초 록
미국, 러시아에 이어 유인 우주비행을 성공하고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등 우주 분야에서 중
국은 최고 기술력을 자랑한다. 중국은 최신 웬창 발사장을 포함한 4개의 발사장을 보유하고 있
으며, 2016년 기준 연 20회의 위성 발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우주개발 능력을 발사
장의 기술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하는 것은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은 물론 차세대 발사체 개
발 계획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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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와 유사한 문화적 토대를 갖고 있는

중국

의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보는 것도 큰 도움이
우주개발 역사에 중국이 큰 이름을 남기기

될 것이라 본다.

시작한 것은 아마도 2003년의 유인 우주선 발
사 및 귀환(선저우 5호, 우주비행사 양리웨이

2. 본 문

[1])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고대로부터 화약
을 이용한 화살 형태의 로켓을 전쟁에 활용하

2.1 중국 발사체 발사 현황

는 등 로켓 분야에 강국이었다. 미국과 소련이
독일 기술을 이용하여 우주경쟁에 나선 것과

2016년 한해 위성 발사 목적으로 운용된 발사체 발

유사하게 중국은 양국으로부터 발사체관련 기

사 횟수는 96회로 파악된다. 이중 중국은 22회 발사를

술을 조금씩 얻어낸 후 그 기초위에 자신들만

시도 하여,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사

의 저력으로 현재 미국과 러시아를 바짝 뒤쫓

를 많이 한 나라가 되었다[4]. 2016년의 중국 발사체

는 우주 강국으로 성장하였다[1][2].

발사 운용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발간된 ‘China’s Space Activities
in 2016’[3]에 의하면 2011년 이후(2016년 11
월 기준) 86번의 발사(장정 시리즈 기준) 임무
를 수행하였고, 성공률이 97.67%에 달한다고
한다. 동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우주수송분야,
위성 개발, 유인 우주비행, 심우주탐사, 발사장
건설, 통신 및 추적, 우주 응용, 우주 쓰레기
수거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우주관련 모든 분
야에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
다[3].

Table 1. 2016년 중국 발사체 발사 현황[4]
시기

Payload

15 JAN

CZ-3B

ChinaSAT 15

01 FEB

CZ-3C

Beidou 21

CZ-3A

Beidou 22

CZ-2D

SJ 10

CZ-2D

Yaogan 30

29
MAR
05 APR
15

발사시설의 경우 중국은 총 4곳의 위성 궤도

MAY
30

투입용 발사체 발사시설을 보유하고 또 운용하

MAY

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에는 남부 하이난섬

사용
발사체

CZ-4B

발사장
Xichang
LC-3
Xichang
LC-2
Xichang
LC-2
J i u qu a n
SLS-2
J i u qu a n

ZY-3 02, NuSAT
1, NuSAT 2

12 JUN

CZ-3C

Beidou 23

25 JUN

CZ-7

DFFC 외 5종

29 JUN

CZ-4B

SJ 16-02

CZ-3B

Tiantong-1 01

CZ-4C

Gaofen 3

LC-9
Xichang
LC-3
Wenchang

에 위치한 웬창(Wenchang) 발사시설에서 첫
번째 발사를 실시하였다[3]. 중국은 이들 네 곳
의 발사시설을 보유한 장정(Long March) 발사
체의 다양한 시리즈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선
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는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또는 우주개발
진흥기본계획 등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우주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으나

05
AUG
09
AUG
15

CZ-2D

아직 그 수준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

AUG
31

CZ-4C

이다. KSLV-1 나로호의 성공과 나로우주센터의

AUG

(FAIL)

발사시설 구축, 운용 등으로 비로소 우주개발
의 첫 발을 내 딛었다고 볼 수 있다. 우주개발
분야에서 한 수준 더 높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15 SEP
16
OCT

CZ-2F
CZ-2F

QSS,

Lixing

LP-201
J i u qu a n
SLS-2
Xichang
LC-3
T a i y u a n
1,

3Cat 2

Banxing 2
Shenzhou 11

LC-9
J i u qu a n
SLS-2
T a i y u a n

Gaofen 10
Tiantong

SLS-2
T a i y u a n

2,

LC-9
J i u qu a n
SLS-1
J i u qu a n
SL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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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NOV
09
NOV
11
NOV
22
NOV
11
DEC
21
DEC
28
DEC

CZ-5

SJ 17

CZ-11

XPNAV 1 외 5종

CZ-2D

Yunhai-1 01

CZ-3C

TL 1D

CZ-3B

FY-4A

CZ-2D

TanSAT 외 3종

CZ-2D
(Partail
FAIL)

Wenchang

중국의 위성 투입용 로켓은 장정(Changzheng,

LP-101
J i u q u a n

CZ) 또는 Long March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추진

SLS-E2
J i u q u a n

양한 series를 가지고 있다(2016년 6종의 장정 로

SLS-2
Xichang
LC-2
Xichang
LC-3
J i u q u a n
SLS-2

Gaojing-1 01 외

T a i y u a n

2종

LC-9

Table 1의 내용을 정리하면 중국은 4개의 위성 발사
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6종의 발사
체를 이용하여 위성 발사를 수행하였다.
2016년 한 해 동안 운용된 발사체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CZ-2 series 8회 (2D 6회, 2F 2회l)
- CZ-3 series 7회 (3A 1회, 3B 3회, 3C 3회)
- CZ-4 series 4회 (4B 2회, 4C 2회)

제의 종류, payload 및 투입 궤도 등에 따라 다
켓 발사, Table 1 참조). 2016년에 사용된 발사체
를 위주로 간략하게 그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2.1 CZ-2, CZ-3, CZ-4 series
CZ-2 ~ CZ-4로 분류되는 중국의 발사체는 동
일한 1단 로켓을 사용하는 중국의 주력 발사체이
다. 중국 최초의 ICBM급 미사일인 2단형 ICBM인
Dong Feng 5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연료로
UDMH,

산화제로

사산화이질소(Dinitrogen

teroxide)를 사용하는 저장성 액체추진제 로켓으
로 상단의 종류와 부스터 사용 여부에 따라 분류
된다.
CZ-2 series는 가장 먼저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개량을 통해 현재까지 중국의 주력 발사체인 모
델이다. 기본형에서 2F까지 7종의 모델이 있으

- CZ-5 1회
- CZ-7 1회
- CZ-11 1회
2016년 사용된 발사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Xichang SLC : CZ-3B, 3C 총 7회
- Taiyuan SLC : CZ-2D, CZ-4B, 4C 총 4회
- Jiuquan SLC : CZ-2D, CZ-4B, CZ-11 총 9회
- Wenchang SLC : CZ-5, CZ-7 총 2회

Fig. 1 Chinese Satellite Launch Center(Live)[5]

2.2 CZ-series Rocket

Fig. 2 CZ-2F Launch Vehic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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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발사체들이 ICBM으로부터 기인한 기술을 사
용한 반면 처음부터 상업용 위성 발사를 목적으
로 설계되었다. 기존 CZ-series와는 달리 친환경,
무독성 추진제(RP-1-LOX, LH2-LOX)를 사용(3단
의 경우 N2O4-UDMH 적용 가능)하며, 2016년 11
월 첫 발사에 성공하였다.
GTO(Geo-stationary Orbit) 투입을 기본으로
하며, 역시 중국의 차세대 발사장인 Wenchang
SLC를

주

발사장으로

사용하고

러시아의

Angara, 미국의 Falcon, 유럽의 Ariane 6등 차세
대 발사체와 경쟁을 목적으로 한다.

CZ-3A
CZ-3B
CZ-3C
Fig. 3 CZ-3 Series Launch Vehicle[6]

며, C, D F 세 모델이 운용 중이다. 이중 F 모델
은 유인우주선 발사에 사용되고 있다.
CZ-3 series는 2단형인 2-series에 극저온 3단
을 추가하여 개량한 것으로 booster 유무 및 수
량(4개, 2개)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된
다.
CZ-4 series는 태양동기궤도(Sun Synchronous

Fig. 5 CZ-5 Launch Vehicle[7][8]

Orbit, SSO) 위성 투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모델
로서 booster 없이 N2O4-UDMH 추진제 조합의 3

2.2.3 CZ-7

단을 갖는 발사체이다. B형과 C형이 있으며, SSO

CZ-7은 CZ-5와 함께 중국의 차세대 발사체이

에 2.2~2.8톤의 위성 투입이 가능하다.

다. CZ-5가 GTO 투입이나 행성탐사 등을 목적
으로 한 반면 CZ-7은 현재까지 우주정거장 건설
의 수송선의 역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CZ-5
와 동일한 엔진(YF-100 엔진)을 사용하며, CZ-5
에 적용된 기술과 기존 CZ-2의 기술을 혼용하여
경제적인 발사체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1단 core에 YF-100엔진(RP-1-LOX 추진제 조
합)

2기를

YF-100

적용하고,

엔진

1기씩을,

4기의

booster에

그리고

2단에

각각
역시

YF-100 엔진 1기를 적용한다. 3단은 CZ-5와 마
찬가지로 N2O4-UDMH를 사용할 수 있다.

CZ-4B
CZ-4C
Fig. 4 CZ-4 Series Launch Vehicle[6]

CZ-5에 비해 payload 운반 능력은 떨어지나
경제성이 높은 발사체이다. 역시 Wenchang SLC
를 주 발사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Wenchang

2.2.2 CZ-5
CZ-5는 중국의 차세대 발사체 시리즈로서 기

SLC의 첫 발사였던 2016년 6월에 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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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인우주비행인 선저우 5호 발사등 유인 우
주선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위치 및 면적 : 북위

40°, 동경 100°,

총 면적 2,800 ㎢,
¡ 시설 규모
Ÿ 3개의 발사시설(Launch Complex), 총 6
개의 발사대(Launch Pad)
Ÿ 조립 및 점검시설, 발사통제센터, 미션
통제센터 등

Fig. 6. CZ-7 Launch Vehicle[9][10]

Ÿ 20,000여명의 지원인력 거주시설
¡ Launch Complex 3

2.2.4 CZ-11

Ÿ 주취안 우주센터의 첫 번째 발사시설

CZ-11은 다른 장정로켓들과는 달리 고체추진

Ÿ 2개의 발사대, 이동형 미사일 발사 목적

제 발사체이다. 여러 가지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나 발사운용의 간편성 들 때문에 소형
고체로켓 발사체가 최근 운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Ÿ 1960년대 이후 사용하지 않음
¡ Launch Complex 2 (North Launch Site)
Ÿ 2개의

발사대(5020,

데 CZ-11 발사체 역시 이러한 기조에 대응하는
모델이다. 대부분 고체로켓 발사체가 그러하듯

technical area로 구성

CZ-11도 미사일을 개량(DF-31 Missile)한 것으로

Ÿ Pad 5020 : CZ-1 발사

2015년 첫 발사를 하였고, 2016년에 두 번째 발

Ÿ Pad 138 : CZ-2C, CZ-2D 발사

사가 이루어 졌다. 이동형 발사차량에 발사관에
삽입된 형태로 발사가 이루어진다.

tower,

138)와

service

이동형

화염유도로,

북픅

Ÿ 1996년 이후 폐쇄
¡ Launch Complex 43 (South Launch Site)
Ÿ 2개의 발사대(921, 603)와 발사체 조립

3. 중국 발사장 기술동향

및 점검시설, 고정형 엄빌리칼 타워 등
으로 구성, 주취안 우주센터의 가용한

3.1 Jiuquan Satellite Launch Center
Jiuquan Satellite Launch Center(주취안 우주
센터, 약자 JSLC)는 중국 최초이자 최대(현재까
지)의 위성 발사기지이다. 1958년 건설되었으며
당초 ICBM급 미사일 발사기지로 계획되었다가
인공위성 발사기지로 변모하였다. 지구 저궤도
(Low Earth Orbit, LEO) 위성 투입을 주목적으
로 하는 발사장으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주

취안시(酒泉市)인 관계로 주취안 우주센터가 되
었으나 실제로는 내몽고지역 고비사막에 위치
한다(주취안시와는 100km이상 떨어져있음). 가
장 오래된 발사장이나 여전히 가장 많은, 중요
한 발사가 이루어지는 발사장으로, 중국 최초

Fig. 7. Jiuquan Satellite Launch Cente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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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발사시설
Ÿ Pad 921 : CZ-2F를 활용한 선저우 우주
선 발사
Ÿ Pad 603 : CZ-2C, 2D, 4B 발사
1950년대 건설된 발사장으로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건축되어 러시아 발사장과 유사한 구
조를 갖고 있다. 오래된 발사장이나 개량을 거
듭하여 유인우주선 발사에 사용되는 등 중국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발사시설이다.

3.2 Taiyuan Satellite Launch Center
Taiyuan Satellite Launch Center(타이위안 우
주센터, 약자 TSLC)는 중국 북단의 산시성 고
원지대(해발 1,500m)에 위치한 중국의 두 번째
우주센터이다. 첫 우주센터인 주취안센터가 사

Fig. 8. Taiyuan Satellite Launch Center(Site 9)[12]
Ÿ CZ-2C, CZ-4B, 4C 발사 가능
Ÿ Umbilical

Tower를

포함하는

고정형

막에 위치한 반면 타이위안 센터는 청정한 고

Service Tower, 상부 크레인으로 단을

산지대에 위치하여 위성 조립 등에 유리한 환

들어올려 Service Tower에서 조립 후 회

경으로 알려져 있다. 1968년부터 운용 시작되

전/전개하여 발사

었으며, 주로 태양동기궤도(SSO) 위성이나 군사
적 목적의 위성, 그리고 ICBM급 미사일 발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

Ÿ 2008년 신설된 후 타이위안 우주센터의
주 발사대 역할 담당
¡ Launch site 16

위치 : 북위 38°, 동경 111°

Ÿ CZ-6

¡ 시설 규모

Ÿ 2016년 건설되었으며 차세대 소형 발사

Ÿ 3개의 발사시설(Launch site 7, Launch

체인 CZ-6의 전용 발사대

site 9, Launch site 16)에 각 1개의 발사
대(Launch Pad)로 구성
Ÿ 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 및 점검시설,
발사통제센터 및 미션통제센터, 기타 부
속 건물
¡ Launch site 7
Ÿ CZ-2C, CZ-4A, 4B, 4C 발사 가능
Ÿ Umbilical

Tower를

포함하는

고정형

Service Tower, 상부 크레인으로 단을
들어올려 Service Tower에서 조립 후 회
전/전개하여 발사
Ÿ 2008년 이전까지 유일한 발사대였으나,
Launch site 9 건설 후 사용하지 않음
¡ Launch site 9

Fig. 9. Taiyuan Satellite Launch Center(Site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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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별도 조립시설에서 수평조립된 발사체를
특수차량을 이용 수편이송하고, 발사대
위에서 기립한 후 발사
Ÿ Service Tower나 Umbilical Tower 없음

3.3 Xichang Satellite Launch Center
Xichang Satellite Launch Center(시창 우주센
터, 약자 XSLC)는 지구정지궤도(GTO)와 달탐사
등 행성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발사체의 발사를
위한 발사장이다. 시창우주센터는 쓰촨성 시창
시에서 약 85km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1984년
부터 발사운용을 시작하였다. 중국 대륙의 비
교적 남쪽에 위치하는데, 기존 우주센터가 모
두 소련의 국경에 인접하여 중-소간의 관계가
소원해 지며 보안/안전 등의 이유로 남쪽 깊은
산중에 새로운 우주센터를 건설하게 되었다.

Fig. 10. Xichang Satellite Launch Center[13]

들어올려 Service Tower에서 조립 후 회

또한 두 우주센터에 비해 위치적 우위를 가지
므로 시창 우주센터를 통해 지구정지궤도 위성
투입 능력도 보유하게 되었다.
¡

위치 : 북위 28°, 동경 102°

전/전개하여 발사
Ÿ 중국의 달탐사 계획을 담당할 발사시설
로 개조됨
시창 우주센터는 1990년대부터 상업발사에

¡ 시설 규모
Ÿ 3개의 발사시설(Launch Complex)로 계획
되었으나 실제로 2개만 건설, 각 1개의
발사대(Launch Pad)
Ÿ 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 및 점검시설,
발사통제센터 및 미션통제센터, 기타 부
속 건물
Ÿ Xichang Qingshan 공항(AN-124 이착륙
가능)

활용되었다. 1996년 2월 CZ-3B의 발사실패로
인근 마을이 초토화 되는 사고도 있었다. 현재
는 중국의 달탐사 계획의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3.4 Wenchang Satellite Launch Center
Wenchang Satellite Launch Center(웬창우주
센터, 약자 WSLC)는 중국의 최신 발사장으로

¡ LC-2

21세기 중국의 새로운 우주관문을 표방하고 있

Ÿ CZ-2E, CZ-3A, 3B, 3C 발사 가능

으며, 우주정거장 건설이나 달이나 화성과 같

Ÿ 철로 이용 Mobile Service Tower와 발사

은 행성탐사 등에 대한 중국의 열망을 담고 있

체로 연결을 제공하는 Umbilical Tower

다. 약 10년간의 계획과 7년여의 건설기간을

로 구성

거쳐 2016년 6월에 첫 발사(CZ-7)를 하였으며,

¡ LC-3

구축 예산은 총 7.3억달러로 추산된다. 중국 최

Ÿ CZ-2C, CZ-3A, 3B 발사 가능
Ÿ Umbilical

Tower를

포함하는

남단의 하이난 섬에 위치하여 중국 내 어느 발
고정형

Service Tower, 상부 크레인으로 단을

사장에 비해 위성 궤도투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28

강선일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2 (2017) pp. 21~30

¡

위치 : 북위 19°, 동경 110°

위한 Flame Trench 적용(중국 발사장의
경우 첫 사례)

¡ 시설 규모
Ÿ 3개의 발사시설(CZ-5 LC, CZ-7 LC and
CZ-9 LC)에 각 1개씩의 발사대(Launch
Pad)로 구성 (CZ-9 LC는 계획 중)
Ÿ 공용으로 사용되는 발사체 및 위성 점검

¡ CZ-7 Launch Complex
Ÿ 중국 차세대 중형 발사체인 CZ-7 전용
발사시설
Ÿ 발사체조립건물(Vehicle

시설, 발사통제센터 및 미션통제센터, 기

Building,

타 부속 건물

Pad, LP) 201로 구성

502와

발사대(Launch

Ÿ VAB에서 조립된 발사체는 이동형 발사

¡ CZ-5 Launch Complex
Ÿ 중국 차세대 대형 발사체인 CZ-5 전용

대(Mobile Launcher Platform, MLP)에 수
직으로 고정된 채 LP로 이동하고, LP의

발사시설
Ÿ 발사체조립건물(Vehicle
Building,

VAB)

Assembly

VAB)

501과

Assembly
발사대(Launch

Pad, LP) 101로 구성
Ÿ VAB에서 조립된 발사체는 이동형 발사
대(Mobile Launcher Platform, MLP)에 수

고정형 Umbilical Tower(swing arm 이용
발사체 접근)를 이용하여 발사운용
¡ CZ-9 Launch Complex
Ÿ 중국의 초대형 발사체로 개발 중인 CZ-9
의 발사시설로 구축 예정임

직으로 고정된 채 LP로 이동하고, LP의

웬창우주센터는 섬(하이난섬)에 위치하므로

고정형 Umbilical Tower(swing arm 이용

발사체의 비행 궤적이 바다로 향하게 된다. 따

발사체 접근)를 이용하여 발사운용

라서 낙하물 처리에 유리하며, 시창우주센터와

Ÿ 발사 시 후류로 인한 소음을 억제하기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
다. 또한 배를 이용하여 발사체 구성품을 이송
하기 때문에 발사체 직경제한(기존 세군데 우
주센터는 철로이송을 하므로 직경이 3.35m로
제한 됨)에서 자유로우므로 좀 더 큰 발사체
(CZ-5급)의 발사운용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4. 중국 발사장의 특징
2016년 한 해 동안 수행된 중국의 위성 발사 기
록을 근거로 중국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4개 우
주센터에 대해 알아보았다. 러시아 발사장만의 특
징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아래와 같
이 정리하였다.
¡ ICBM 등 미사일 발사기지를 기반으로 함
중국의 대표적인 발사체 series인 CZ-2 ~
CZ-4는 모두 DF-4 ICBM을 모태로 개발되었
다. 따라서 초기 발사장(Jiuquan SLC, Taiyuian

Fig. 11. Wenchang Satellite Launch Center[14]

SLC, Xichang SLC)은 미사일 발사기지로 사용
되었거나 여전히 일부 시설이 미사일 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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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사용되고 있다. Wenchang SLC도 미사일

SLC 발사)를 활용한 유인 우주선 발사를 꾸준

발사기지 부지위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완전히

히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시설로 재 구축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시설을 완전히 재구축하여 미사일 발사장으로
서의 흔적이 거의 없는 것이 러시아와는 차이

6. 결론

가 있다.
¡ 육지형 발사장
중국은 러시아와 유사하게 지정학적 특성 상

우리와 지정학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 뗄레야
뗄 수 없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발
사장에 대한 기술동향을 파악하였다.

인접 국가와의 안전거리 문제 등으로 해안에

중국은 1950년대 러시아로부터의 기술도입, 60년

인접한 발사장을 구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 해외 과학자 유치 등을 통해 독자적인 발사체

최근 운용을 시작한 웬창우주센터를 제외하고
는 사막지대나 산림지역 등 내륙 깊숙한 곳에
발사장을 건설, 운용하였다.
¡ 수직 조립, 수직이송, 수직발사
중국의 CZ-series 발사체는 대부분 수직조립
후 그대로 발사(Mobile Service Tower 형태) 하
거나 조립 완료한 상태에서 수직 이송(Mobile
Launcher Platform) 후 발사한다. 수평조립/수
평이송/기립/발사하는 러시아와 다른 형태이며,
미국이나 아리안발사체와 유사한 형태이다.
Mobile Service Tower나 Mobile Launcher 모두

및 위성 개발 능력을 확보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
는 미국과 러시아의 양강 체제를 흔들만한 저력을
보이고 있다. 발사체의 경우 CZ-2 ~ CZ-11까지 다
양한 발사체를 보유 또는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구 저궤도 소형 위성 투입부터 행성탐
사를 위한 초대형 발사체까지 일체를 보유할 계획
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22회의 위성 발사를 수행
하였으며, 총 4개의 우주센터를 가동하여 꾸준히
운용하고 있다.
기술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중국의 주력 발사체
에 적용되는 추진제조합이 우리와 다르고, 발사장
의 발사운용 방식이 다르기는 하나, 다양한 발사
장 및 발사운용 방식에 대한 기술 분석을 통해 유
용한 기술정보 습득이 가능하였다.

대형 구조물의 정밀 이동이 필요하여 고가 구
조물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으나 어떤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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