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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Trends of Space Tourism
Do-Soon Hwang*

ABSTRACT
The space travel, which has long been a dream of humanity, is on the verge of reality for the
common people. Since Tito was the first space tourist, several space venture companies have
developed the space tourism products with endless passion and challenge. As the cost for the
space travel has reached a level which everyone can think of it, and now space venture
companies have devoted to securing the safety of the spacecraft. Recent developments in space
tourism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distinct characteristics. The first is the leading of the
private companies. The government is gradually handing over the space development to the
private sector. The second is to minimize the training needed for the space travel. Since the space
tourism is about five minutes or less in the space, only about three days of simple physical
check-ups and training are necessary. The third is trying to lower the cost of trip to the space. In
this paper, the space tourism companies and their contents are described.
초 록
먼 옛날부터 인류의 꿈이었던 우주여행의 실현 가능성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최초의 우주
관광객이었던 티토 이후 여러 벤처기업들은 끊임없는 우주개발과 도전으로 우주여행 상품을 개발하
고 있다. 물론 그 비용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지금은 우주선의 안전성 확보에 매
진하고 있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우주관광 기술은 크게 세가지 특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추진하던 우주개발이 점차 민간으로 이
양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주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훈련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우주관광이 약 5분 내외의 무중력 체험이기 때문에 3일 정도의 간단한 신체검사와 훈련
만이 필요하다. 셋째는 우주여행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다. 여기서는 우
주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Key Words : Space Tourism, Soyuz, Zero Gravity, Space Ship, New Shepard,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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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중 분해되어 선장 릭 허스밴드 미 공군

1. 개 요

대령을 포함한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

우주여행은 먼 옛날부터 모든 사람의 꿈이었

고가 발생한다. 미항공우주국은 이 사고 이후

다. 더구나 요즘처럼 아주 바쁘고 할 일이 많

노후 우주왕복선을 퇴역시킨다. 또한 러시아

지 않았던 시절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여행

정부는

을 꿈꾸었으리라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우주인을

있다. 그 먼 옛날에도 꿈으로 치부하였지만 첨

한다. 이렇게 되자 소유즈 우주선의 빈자리는

2009년 이후 우주정거장에 머무는 정식
3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실행

단 기술이 발전한 지금도 우주여행은 용이한

사라졌고, 러시아 항공우주국은 우주관광 프로

일이 결코 아니다.

그램을 일시 중단하기에 이른다.

모든 선구자들이 그렇지만 무엇을 처음 한다

미국과 러시아의 항공우주국 등이 수십 년간

는 것은 커다란 모험과 도전정신을 필요로 한

개발해온 우주선 기술에 비해 민간 기술은 크

다. 모르기는 해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우주

게 뒤쳐져 있는 상황으로 상업용 우주선의 안

선들을 이용하여 우주관광을 한다고 하면 생명

전성을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

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매우 많은 비용의 보

나 최근 우주여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달

험금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비록 수

과 화성 등에 대한 우주개발 계획의 재가동 등

시간에 불과한 여행이라고 해도 말이다.

으로 우주관광을 위한 기술개발이 벤처기업 등

우주관광의 시작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50년대에 전 세계에 불어 닥친 냉전체제 하
에서 군비경쟁을 벌이던 구소련이 몰락하면서

1990년대 이후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2. 우주관광의 특징

이에 러시아 항공우주국은 재정난 타계를 위해

우주관광은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까지 여행

민간인을 우주공간으로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준궤도 우주관광과 궤도우주관광으로 나

이를 실행하게 된다.
최초의 우주 관광객인 미국인 사업가 데니스
티토는

2001년 4월 28일에 카자흐스탄 바이코

누르에서 발사된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호에 탑
승한다. 데니스 티토는

1960년대 화성탐사선의

우주비행 궤도를 고안했던 우주 과학자로 미항
공우주국의 제트추진 연구소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 그는

1991년 모스크바 여행 중 처음으로

우주관광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최초로 우
주관광객이 된다. 그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6

일간을 머무르고 카자흐스탄의 사막에 무사히
착륙하였다. 이후 두 번째 우주 관광객인 마크

2002년 4월 2일에 소유즈호에 탑승
하여 우주 관광을 한다.
셔틀워스가

이렇게 우주관광이 세간의 관심을 얻게 되는
중에

2003년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던 미국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미국 텍사스주 상공

눌 수 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상업적 목적
의 민간 우주관광은 대부분 준궤도 우주관광으
로

100km 내외의 고도까지 운행하게 되며 아

직까지는 완전한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
다. 이러한 우주여행을 통해 무중력 체험과 빛
나는 별들과 지구를 감상하는 것이 목적이며
예상 비용은

1인당 10~25만 달러 내외로 예상

된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우주관광 기술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러시아 항공우주국이 시행하던 우주관광이 더
이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상업성을 염두에 두고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
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대
기업의 참여보다는 중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황도순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1 (2017) pp. 3~9

Space-X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자체부품의 조달을 70% 이상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5

공개된 상태이다. 이 모델은 준궤도용 우주비
행기로 가벼운 특수 소재와 하이브리드 로켓모

야 하는 훈련을 최소화 하는 방향이다. 즉, 우

White Knight
Two에 의해 고도 15km까지 운반되고, 이후에
는 160 320km까지 올라간다. 귀환은 보통의

5분 내외의 무중력 체험이기 때문

여객기처럼 엔진출력을 낮추며 활강하여 착륙

둘째는 우주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
주관광이 약

3일 정도의 간단한 신체검사와 훈련만이 필
요하다. 이 중 가장 힘든 훈련인 무중력 훈련
에

도 우주공항에 마련된 소형 제트기를 이용하여

15초 내외의 무중력을 체험해 보는 것으로 마
감한다. 그러나 비행과정에서 최대 6배의 중력
을 견디어야 하므로 중력가속도 내성훈련은 매
우 중요하다.
셋째는 우주여행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낮
추려고 하는 노력이다. 인공위성이 비행할 수
있는 최저고도인 약

340km까지 올라가지 않아

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선인

～

하는 개념이다.

5분간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며 창밖을 보는 것으로, 총 비행시간은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탑승인원은 8명으로
비용은 25만달러이다. Spaceship One을 포함하
여 2010년부터 23회에 걸쳐 성공적인 시험비행
을 하였으나 2014년의 폭발사고로 상용화가 지
연되고 있다[1].
그림1은 Space Ship 프로그램의 준궤도용 우
주비행기를 나타낸다.
우주관광의 내용은 약

도 무중력체험을 포함한 우주관광이 가능하다
는 아이디어가 바탕이 되었다. 버진 갤럭틱의

100km
까지만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즉, 대
우주선은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인 고도

기권 끝까지만 여행하기 때문에 지구 탈출속도
를 넘기 위한 추력도 필요없게 되고 동체 무게
의 2배 정도의 추력이면 충분한 정도가 된다.

3. 우주관광 계획
3.1 Space Ship 프로그램

2004년 10월 4일에
최초의 민간 우주선인 SpaceShip One을 최대
고도 111.64km까지 올려 3분간 우주공간에 머
문 후 귀환한바 있다. 고도 13.8km에서 비행체
와 분리 후 마하 3의 속도를 초과하여 80초 만
에 고도 100km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성공으로
이후 민간 우주관광의 발전을 이끌어냈으며,
현재는 SpaceShip Two가 개발 중에 있다.
2014년 10월 31일에는 Spaceship Two의 첫
번째 모델인 VSS Enterprise가 비행 중 추락하
였으며 현재는 두 번째 모델인 VSS Unity가
미국의 버진 갤럭틱사는

그림 1. Space Ship 우주비행기[2]

3.2 New Shepard 프로그램
미국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창업한

2015년 5월에 자체적으로 개
발한 우주선인 New Shepard의 시험 발사에
블루 오리진사는

성공하면서 우주여행의 꿈을 보다 확실히 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문 조종사를 통한 시험비
행을 수행하고 2018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우주여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비행중인 우주선에서 승객들이 탑승한 캡슐을
분리해 비상 탈출시키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
행한바 있다.
이러한 시험의 성공으로

New Shepard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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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m 상공에서 우주의 암흑과 지구의 표면을
감상하고 무중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ew Shepard는 이륙을 위한 동력비행 후
탑승캡슐은 부스터와 분리돼 우주로 유영하며
수 분 간 무중력 상태가 된다. 탑승캡슐이 하
강하면 캡슐은 대기권에 재진입하며 착륙을 위

3개의 메인 낙하산이 펼쳐질 때까지 5배의
중력을 느끼게 된다. 한편 부스터는 유도비행
으로 발사대로 내려온다. 착륙 직전 부스터는
해

엔진을

재점화하여

부스터

속도를

그림 2. New Shepard 준궤도 우주선[4]

시간당

7.08km 속도로 늦춰 동력상태로 부드럽게 수직

일에 우주선 드래곤을 탑재한 팔콘

9을 발사하

착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로켓 재사용을 가

여 회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시험의 성공으

능케 해준다.

로 우주관광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New Shepard는 준
궤도형 우주비행기로서 마하3의 속도로 3명의
탑승인원을 태우고 100km 고도에서 약 4분간

해 지면 발사 시 드는 비용이 절반 또는

이러한 비행과정을 갖는

의 무중력체험 후 낙하산으로 지상에 착륙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도 지속적인 시험
비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대형화가
용이한 수직이륙 및 수직착륙 시험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추력이

2400kN에 이르는 BE-4(Blue
Engine 4)를 탑재하는, 기존 New Shepard보다

평가를 받고 있다. 추진 로켓의 재사용이 가능

3분의
1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류의
우주여행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고, 궁극
적으로는 50만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2020년
까지 일반인을 화성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Space-X는 2012년에 Dragon 무인우주

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국제우주정거장에

몇 배 이상 큰 기종에 대한 설계도 진행 중에

화물을 수송한바 있다. 이 무인우주선은 착륙

있다.

시에 추력기를 사용하여 지구 어디에도 안전하

이러한 계획이 성공되면 완벽하게 재사용이

게 착륙할 수 있고 바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가능한 수직이륙, 수직착륙 우주선으로서 약

특히 지구 재진입을 위해 개발된 발열보호막은

2.5분 동안 수직으로 가속하고, 귀환시에는 자

저궤도와 행성탐사 임무까지도 가능하며 비상

유낙하 몇 분 이후 부스터는 자율적으로 제어

시 낙하산을 이용한 착륙기능도 보유하고 있

로켓을 구동하며 수직착륙을 수행한다는 개념

다. 또한

이다. 이렇게 되면 재사용이 훨씬 용이하게 될

사하는 동안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주비

것으로 예상된다[3].

행사의 안전을 위해

그림2는

New Shepard 프로그램의 준궤도용
우주선을 나타낸다.
3.3 Dragon 프로그램

Dragon v2의 Super Draco 엔진은 발
120,000 파운드의 수직 추

진력을 발생시킨다. 이 시스템은 해상착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탐사선 비행에 아주 적합하다.
추진로켓을 사용하여 착륙하게 되면, 이 로
켓을 이용한 신속한 재사용이 가능하며 여러

CEO인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Space-X가 2016년 4월 9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사의

차례에 걸친 급유와 비행을 할 수 있어서 우주
여행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우주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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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비행선은 7명의 승객을 위한 좌
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여행을 위한
위한

환경제어 및 생활지원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다[5].
그림3은

Dragon 프로그램의 비행선 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4. LYNX MARK 준궤도 우주비행기[8]

3.5 Strato-Launch System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창업자인 폴
앨런이 투자한

Strato-Launch System사에서 개

발하고 있는 우주비행기는 비행기에 로켓을 싣
그림 3. Dragon 비행선[6]

3.4 LYNX MARK 프로그램

XCOR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준궤도
우주비행기로 2명을 태우고 최대 고도 115km
까지 상승하여 태양, 별 및 은하수 등을 관측
미국의

하고 무중력상태에서 지구를 감상하는 것이 목
표이다. 탑승비용은

95,000달러로 1일 4회 이상
의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비행기
처럼 약 2.4km의 활주로를 이용해 이착륙하며
추력 4.9톤인 4개의 로켓엔진을 사용한다.
이륙 후 약 4분 20초 만에 우주에 도달한 뒤
1시간 후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약 5분간의 자

9.14km 상공에서 발사하는
것으로 2015년까지 시험비행, 2016년 첫 무인
발사, 2020년에 상업비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운반용 비행기로
는 보잉 747 여객기를 개조하여 6대의 엔진을
장착하여 사용한다[9].
그림5는 Strato-Launch System의 우주비행기
를 나타낸다.
고 올라간 뒤 지상

유낙하와 무중력을 경험하면서 창밖으로 지구
와 우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지난

2009년에 예천 천문우주센터에서 도입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7]. 현재로서는 우

그림 5. Strato-Launch System 우주비행기[10]

주비행기에 대한 개발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개발이 완료되면 보다 구체적인 도입계
획이 수립되어 우주여행에 대한 실행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림4는

Lynx Mark 프로그램의 준궤도용
우주비행기를 나타낸다.

3.6 Sapceflight Bloon 프로그램

2009년에 출범한 스페인 ZERO2INFINITY사
의 우주여행 프로그램으로 헬륨 등의 불활성
가스를 채운 기구를 이용한 비행방법이다. 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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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km의 고도까지 올라가서 2시간 정도를 체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풍선의 초기 개발비용 때문에 15만달러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편이다. 2명의 조종사
와 4명이 탑승하며 기구의 비상 착륙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11].
그림6은 Spaceflight Bloon 프로그램의 비행
개념을 나타낸다.

그림 7. Spaceflight Capsule 프로그램[14]

3.8 Space Tourism 프로그램

2007년 6월에 출범한 유럽 Airbus사의 준궤
우주비행기로 4명의 탑승인원을 고도
100km까지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비용은
15~20만유로이다. 터보팬 엔진을 이용하여 이
륙한 후 12km 고도에서 로켓 엔진으로 가속한
다. 약 80초 정도 후에 우주선은 60km에 도달
하게 되며 최대 고도 진입 이후 3~5분간 자유
낙하 하면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한다. 2014년
6월 5일에 첫 시험비행을 하였다[15].
그림8은 Space Tourism 프로그램의 준궤도
용 우주비행기를 나타낸다.
도

그림 6. Spaceflight Bloon 비행개념[12]

3.7 Spaceflight Capsule 프로그램

STAR CHASER사의 우주여행 프로그
램으로 발사 후 약 6km의 고도에서 조종을 시
작하여 100km 까지 상승하며, 이륙 후 20분 안
에 발사지역으로 돌아오게 된다. 낙하산은 약
9km의 고도에서 전개되며 이후 초당 약 44m
정도의 빠른 속도로 하강한다. 탑승인원은 3명
으로 약 4분간의 무중력 체험을 하며 최대속도
는 마하 3정도로 비용은 98,000파운드로 계획
되고 있다[13].
그림7은 Spaceflight Capsule 프로그램의 발
사체와 우주선을 나타낸다.
영국

그림 8. Space Tourism 개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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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jeff-bezos-blue-origin-planning-human-t
est-space-flights-2017

4. 현황 및 전망
Space Ship Two의 두
VSS Unity를 개발하여 25만달러
에 탑승권을 팔고 있으며 이미 500여 명이 넘
는 사람이 좌석을 예약하였다. 특히 세계적인

5. http://www.spacex.com/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박사에게도 탑승

8. http://www.space.com/22820-lynx-private-s
paceship-jeff-greason.html

버진 갤럭틱은 현재

번째 모델인

권이 주어진 바 있다. 블루오리진은

2015년에
New Shepard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2017년
에 전문 조종사의 시험비행을 거쳐 2018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우주여행을 진행할 계획
이다.

Space X는 2017년 3월 30일에 회수된 로

6. http://www.spacex.com/
7. https://www.xcor.com/

9. http://www.stratolaunch.com/
10. http://www.space.com/21472-orbital-scienc
es-stratolaunch-rocket.html

켓을 사용하여 발사를 성공하는 등 저렴한 비

11. http://www.zero2infinity.space/

용으로 일반인을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계획을

12. http://www.xoprivate.com/experiences/ze
ro2infinity/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Airbus사는 두 개의 터

보팬엔진으로 상승한 후 로켓 엔진으로 준궤도
에 도달하는 비즈니스 제트기 크기의 우주비행
기를 개발 중으로 총 비행시간은

1시간으로 예

2020년대 초에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상되며

우리나라는 국가주도로 우주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민간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상업적
인 목적의 개발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단계이
다. 그러나 위성분야에서 내년부터는 민간주도
로 차세대중형위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
으로 있으며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발사체

개발기술의 확보도 예상되고 있어 우주여행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여 국내에서도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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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로켓 경진대회 현황
윤용식*, 최기혁**1)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Rocket Contest
Yoon, Yong-Sik*, Choi, Gi-Hyuk**

ABSTRACT

United States, Britain, France and Japan, etc. have been held a rocket contest for student, college and
graduate student every year. Each country has performed a variety of programs for expanding a base of
space technology and creative ideas derived from students. They make the constant training for space
technology experts and the base expansion of the space technology as stimulate the achievement
motivation of universe, popularize the space science and the space technology and draw the attention of
the general public through it.
This paper considers the rocket contests for the domestic and foreign students and describes the safety
rules of the rocket contest.
초 록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중 고등학생, 대학 그리고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로켓 경진대회를 개

최하여, 우주 기술의 저변 확대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주에 대한 성취욕을 자극하고, 과학기술 대중화와 우주 개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우주개발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과 우주 기술의 저변확대를 달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학생 로켓 경진대회 현황을 고찰하고, 경진대회를 위한 안전 규정 등에 대해 기술하

였다.

Key Words : Rocket Contest(로켓 경진대회), Safety Rule(안전 규정), Solid Rocket(고체 로켓), Liquid
Engine(액체 엔진), Model Rocket(모델 로켓)

* 윤용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융합기술연구센터 항공우주응용재료팀 ysyoon@kari.re.kr
** 최기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융합기술연구센터 gchoi@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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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를 치루고 대전 대덕연구단지 운동장에서 본선 대

1. 서 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우주 선진국에서는

․

회를 개최한다.

경연 종목으로는 상용 물 로켓 및 화약 로켓 발

중 고등학생과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다

사 경연과 고무 동력기 경연 그리고 전동 비행기

회는 우주 기술의 저변 확대와 대회 참가자들의 창의

입상 팀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항공우주

양한 로켓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경진대
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대회 참가 학생들의 우주 과학
에 대한 성취욕을 충족시키고,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
을 유도하여 우주 기술의 저변 확대는 물론 경진대회
용 초소형 로켓 산업의 성장과 우주 개발 전문 인력의
지속적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1]. 그리고 미국과 영

국 등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마추어 로켓
동호회와 로켓 경진대회 등이 많이 있다. 이 로켓 경진

대회를 통하여 최근 민간 우주 발사업체인 스페이스 X
의 팰콘(Falcon)이나 드래곤(Dragon) 발사체 등의 개

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로켓 추진 과학자와 엔지
니어들이 많이 배출되어 로켓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Space X사에서는 2016년 9
IAC(International Astronautical

27일 제 67회
Congress)에서 2025년까지 화성에 식민지 개척을 위
한 행성 간 운송시스템(Interplanetary Transport
System)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2]. 또 2017년 3월 30일
팰컨 9의 1단 추진체를 발사지점 인근에 재착륙시켜
월

우주 추진체의 재활용 가능성을 증명해 내기도 하였다

[3].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로켓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로켓 경진대회 현황 및 로켓 관련 단체 현황과 경진 내
용을 고찰하였고, 로켓 경진대회와 관련한 외국의 안
전 규정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연구원장상, 창의재단 이사장상과 과학우주 청소년
단 총재상 등이 수여된다.

2.2 코리아컵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
한국항공소년단 주관으로 산업통산자원부, 여성

가족부, 대한민국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한

․ ․

항공(주)에서 후원하는 대회로 국내 초 중 고등
학생 및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된 대회이다.

2010년부터

시작

경연 종목은 물 로켓 발사 경연과 고무 동력기

경연, 글라이더 경연 및 백일장 등이 있다.

입상 팀에게는 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 여성가족

부장관상, 공군참모총장상, 공군사관학교장상 그리
고 대한항공 사장상 등이 수여된다.

2.3 대한민국 로켓 발사 대회
한국과학발명놀이연구회와 동아일보사에서 주관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후원하

․

는 대회로 국내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터 시작된 대회이다.

1997년부

이 대회는 전국에서 지역별로 예선 대회를 치루

고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본선 대회를 개최한다.

경연 종목으로는 공기 로켓 경연과 물 로켓 발

사 경연 등이 있다.

2. 국내 로켓 경진대회 현황

입상 팀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국립과천

과학관장상과 동아일보 사장상 등이 수여된다.

2.1 전국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주관하고 교육부와 미

․ ․

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대회로 국내 초 중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연 등이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대회이다.

경진대회는 먼저 전국에서 지역별로 예선 대회

2.4 KARI 청소년 물 로켓 대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항공 우주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적 탐구 능력을 배양시키
기 위한 목적으로 만

12

∼ 16세 학생을 대상으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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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시작된 경진대회이다.
우승자에게는

항공우주연구원장상이

또 이 대회는 미국 알라바마주 헌츠빌에서 개최

수여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 물 로켓 대회 한국 대표로
참가하여 국제 교류의 기회도 얻게 된다.

2.5 전국 로켓 경진대회
전국

11개

대학 아마추어 로켓 동아리로 구성된

전국대학로켓연합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로 각 대
학 간 로켓 정보 교류 및 로켓 발사 대회를 목적으
로 한다.
말에서

1992년부터

8월

대회가 시작되었고, 매년 7월

초에 대회를 개최하여 발사된 로켓이

비행 후 낙하산을 사용하여 파손 없이 지상에 착지
하는 것을 경연한다. 그리고 로켓의 발사 고도 측

정을 통해 최고 높이와 최대 체공 시간 등도 경연
종목에 포함하고 있다.

3. 해외 로켓 경진대회 현황
3.1 미국

․ ․

미국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
진대회와 대학 및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
으로 하는 로켓 경진대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추어 로켓 동호
회에서는 로켓발사 시험장을 갖추어 고체 로켓 뿐
만 아니라 액체 엔진에 대한 발사 시험도 수행하
고 있다.

3.1.1 SLP

SLP(Student Launch Projects, 이하 SLP)는
NASA 주관으로 2000년부터 시작되어 중고등부의
SLI(Student Launch Initiative)와 대학부 USLI
(University Student Launch Initiative)를 대상으로
한 로켓 경진대회로 NASA 우주 전문가들과의 교
류와 협력을 지원 받는 대회이다[4]. 이 대회는 과
학 장치가 탑재되고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제작
함으로써 로켓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되고, 매년 약

50개 팀 600명 이상이 참가한다. 8개
월의 기간 동안 로켓 설계 초안 제작과 4번의 디자
인 리뷰 그리고 각자의 로켓관련 내용을 3회 발표
한 후 목표 고도 1.6km까지 로켓을 발사하고 탑재
체를 회수하는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3.1.2 TARC

TARC(Team America Rocket Challenge, 이하
TARC)는 미국 NAR(Nationnal Association of
Rocketry)와 AIA (The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주관으로 2002년부터 미국의 중고등학
생인 7 ∼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
에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항
공우주분야에 경험을 배양할 목적으로 대회를 개최
하고 있다[5].

미국 워싱턴 시에서 매년 5월 개최되며 약

7,550
개 팀 총 60,000명이 미국 지역별 예선을 거친다.
여기서 100개 팀이 결선에 진출하고 최종 10개의
입상 팀을 선정한다.
경연 종목은 약 50초간 244m 고도까지 비행할
수 있고 1m 크기의 중량 650g 이하인 로켓을 설계
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발사된 로켓에서 분리된 탑
재체 안에 위치한 계란이 2개의 낙하산을 이용하여
깨지지 않고 지상으로 회수되도록 한다.
입상 팀들에게는 총 60,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되
고, 파리 에어쇼에서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국제
대회를 치루고 프랑스 뚤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사
를 참관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3.1.3 IREC

IREC(Intercollegiate
Rocket
Engineering
Competition)은 미국 ESRA(Experimental Sounding
Rocket Association) 주관으로 2006년부터 대학생

․ ․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직접 로켓을 설계 제작

운용하는 경험을 쌓게 하여 향후 우주 산업에 경쟁
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대회이
다[6].

이 대회는 매년

6월

말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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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 지역에서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와 터키, 중

남미 대학 등에서도 참가하여 경연을 한다. 대회
경연은 초급과 고급으로 나누어 수행되고, 대회

6

개월 전부터 초급의 경우 최소 3페이지의 포스터를
작성하고, 고급의 경우

6페이지

이상의 기술 보고

서를 작성하며 초급과 고급 모두 수행 요약서, 안
전 분석 문서 및 지원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5kg의 탑재체를
발사하고, 고급 경연

이 대회는 초급 경연의 경우
포함한 고체 로켓을

3km까지

의 경우는

탑재체를 포함한 고체 로켓을

7.6km까지
고도가 1.5

4.5kg의

발사하고 회수한다. 이때 초급의 경우

∼ 3.7km, 고급의 경우 3.8 ∼ 8.3km의

고도 범위내로 발사하면 상을 준다.

등을 수행하고 있다[7].

RRS의

회원 자격은

할 수 있고,

18세

13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이하의 학생인 경우에도 부모나

보호자의 확인이 있으면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1990년

이후 고도

3km에 11

∼ 6,800kg의 액체

추진 엔진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수행되
고 있다.

RRS 회원 대부분이 미국 내 로켓 개발이나 전문

가들로 구성되어 미국의 로켓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우주발사체
전문 민간회사인 스페이스
자인 뮐러는

RRS

X사의

핵심 로켓 개발

회원으로 모하비 시험장에서 로

켓 시험을 수행한 바 있고, 지금도 활발하게 시험
장을 활용하고 있다.

3.1.4 NARAM

NARAM(National Association of Rocketry
Annual Meet)은 NAR(National Association of
Rocketry)의 주관으로 1959년부터 시작되어 학생부
터 일반인까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자신이 직접
제작한 로켓을 시험 및 발사하고 운행 기술 등을
대회 참가자들과 공유하거나 경쟁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대회이다.

매년 개최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400개 팀이 출전하여 경연한다.

8월

초에 약

대회 경연 종목은 발사된 로켓의 최대 높이와
정확한 목표 높이에 근접하는 지를 판단하는 고도
경연, 다양한 낙하 방식으로 가장 긴 체공 비행 시

간을 경쟁하는 체공시간 경연, 역사적인 우주 비행
체의 실제 크기의 모델을 발사하는 경연 그리고 연

착륙, 공기 저항의 이용, 무선 조정 및 각종 로켓
연구 프로젝트 경연 등을 수행한다.

RRS(Reaction Research Society, 이하 RRS)는
1943년 1월 6일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
된 아마추어 실험용 로켓 단체로 현재 아마추어용
액체추진 로켓 엔진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1955년 LA

3.2.1 UKAYRoC

UKAYRoC(The United Kingdom Aerospace
Youth Rocketry Challenge)는 Connections
Enterprise, RAeS(the Royal Aeronautical Society)
주관으로 2006년부터 영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특히
항공우주공학 및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흥미
를 유발하고 용기를 북돋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로
켓 경진대회이다[8].

매년 영국 파른보로우 퀸즈 퍼레이드에서 5월에

예선을 치루고,

7월에는 20여개

제 로켓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연 종목은 미국의
초간

251m

기의 중량

TARC와

팀이 출전하는 국
같이 약

고도까지 비행할 수 있는

650g

1m

48

∼ 50

정도 크

이하인 로켓을 설계 제작하고, 발

사된 로켓에서 분리된 탑재체 안에 위치한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회수하는 것이다.

3.1.5 RRS

다.

3.2 영국

부근에

40에이커

규모의 모하비 로

켓 시험장을 구축하여 로켓 비행시험과 정적시험

입상 팀들에게는 총

되고, 파리 에어쇼에서

1,000파운드의 상금이 수여
영국, 프랑스 등과 국제 로

켓 경진대회를 치루고, 프랑스 뚤루즈에 위치한 에
어버스사를 참관할 기회를 부여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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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IRW

IRW(International Rocket Week)는 영국 STAAR
(Space Ychnology Application, Astronomy & Rocket
Research)와 SAAR(Scottish Aeronautics & Rocketry
Association)의 주관으로 1986년부터 유아에서부터

2011년에는 [그림 1]과 같은 하이브리드 로켓인
HEAT-1X Tycho Brahe를 개발한 바 있다. 이 로켓
은 직경이 64cm이고, 압축 질소로 자세제어를 하
며, LOX 산화제와 Polyurethane 연료를 사용하여
65kN의 초기 추력을 발생하도록 설계·제작되었다.

청소년 및 성인 등 전 세대 아마추어 로켓 동호인
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직접 제작한 로켓을 시험하
고 운행 기술 등을 다른 대회 참가자들과 토론 등
을 통해 로켓 기술 정보를 공유하거나 경쟁하는 것
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로켓 경진대회이다[9].
매년

8월

중 스코트랜드 파슬리시 랩핑 랏지에

서 개최되며, 고체 로켓, 하이브리드 엔진 및 액체
엔진 등의 로켓 제작 및 발사를 수행한다.

3.3 프랑스
3.3.1 FRC

FRC(French Rocketry Challenge)는 CNES의

플

라넷 사이언스 주관으로 프랑스의 유아 및 초등학

생을 위한 물 로켓 행사, 초등학생을 위한 마이크

․

로 로켓 행사 그리고 중 고등학생을 위한 미니 로
켓 경진대회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용

그림 1. HEAT-1X Tycho Brahe

로켓 경진대회와 풍선 및 캔위성 경진대회 등을 개

․

최한다[10]. 중 고등학생의 미니 로켓 경진대회는

TARC와 영국의 UKAYRoC 대회와 같이
약 48 ∼ 50초간 251m 고도까지 비행할 수 있는
1m 정도 크기의 중량 650g 이하인 로켓을 설계 제
작하고, 발사된 로켓에서 분리된 탑재체 안에 위치
한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회수하는 것이다.

3.5 일본

미국의

3.4 덴마크

SUBORBITALS은 덴마크의 비영리 항
단체로 42명의 자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펜하겐

정부의 우주 프로그램이나 연구기관의 우주 사업과
는 별도로

100km의

NSE(Noshiro Space Event)는

일본 아키타현 노

시로시 이벤트협의회와 아키타 대학이 주관하고

JAXA가 후원하는 로켓 경진대회로 2005년부터
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이 참가하여 로켓

중
발

사 및 자율 로봇 제어 등의 경진대회가 개최되고

3.4.1 Copenhagen SUBORBITALS

공우주

3.5.1 NSE

고도를 목표로 로켓을 제작하

여 발사하는 모임이다[11].

최종 목표는 유인 우주 비행을 실현하는 것으로

있다[12].

이 대회는 매년

8월

노시로시 우주광장에서 개

최되며 7일의 대회기간 중 하루만 일반에게 공개되
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경진대회를 수행한다.
경연 종목은 고등학생의 경우 미국의

TARC,
FRC와

영

UKAYRoC 대회 그리고 프랑스의
같
이 약 48 ∼ 50초간 251m 고도까지 비행할 수 있
는 1m 정도 크기의 중량 650g 이하인 로켓을 설계
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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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고, 발사된 로켓에서 분리된 탑재체 안에 위
치한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회수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대회 공개 행사에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물 로켓 발사 이벤트, 중학생 대상으로 미니 로

15

표 1. 미국 모델 로켓의 최소 안전거리(I)
총 추력(N․sec)

모터

최소

종류
1/4A,

안전거리(m)

켓 발사 이벤트가 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

0.00 - 1.25

이브리드 로켓 발사 경진대회와 캔위성 경진대회

1.26 - 2.50

A

30

2.51 - 5.00

B

61

5.01 - 10.00

C

122

10.01 - 20.00

D

152

20.01 - 40.00

E

305

40.01 - 80.00

F

305

80.01 - 160.0

G

305

160.01 - 320.00

Two Gs

458

그리고 자립 제어형 로봇이 풍선에서 낙하한 후 목
적지를 찾아가는 경연 등이 있다.
3.5.2 JAXA Rocket Contest

JAXA Rocket Contest는 JAXA 주관으로 2005년
부터 매년 3월에 일본 큐슈 타네가시마 우주센터에
서 고등학생, 전문대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되는 우주 공학 및 로켓 경진대회이다[13].
경연 종목은 로켓 부문의 경우 로켓 체공 경연,
원점 회수 경연, 탑재체 체공시간 경연 그리고 로
켓 고도의 정확성 경연 등이 있다. 탑재체 부문의
경우는 캔위성 경연 등이 있다. 그리고 시범 종목
으로 로켓의 재발사 시간 경연 등이 있다.

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에서는 로켓 경진대회의 안전을 위해 안전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많은 로켓 경진대회가 개최되

NAR(National Association of Rocketry)에서

경진대회용 로켓을 모델 로켓과 고성능 로켓으로
구분하고 안전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14].

모터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터를 변조하거나 제

사용하여 발사되어야 하고, 점화 장치에는 발사를
취소할 수 있는 안전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점화
장치의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로켓이 점화되지 않
는 경우 마지막 발사 시도 후 발사체의 안전장치를

60초를 기다린 후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켓 발사는 야외에서 하고, [표 1]과 같이 최소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풍속이 32km/h 이하의 안
전한 기후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발사대 부근
에는 마른 풀이 없어야 하고 화재 발생 위험물 등
이 없어야 한다.

로켓을 발사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

릴 수 있도록 카운트다운을 해야 하고, [표

4.1.1 모델 로켓의 안전 규정

1,500g

이하이고, 추진

320N․sec를
과하지 않는 로켓으로 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터 종류에 따른 최소 안전거리를 정의한다.
125g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상업용으로 판매가 허가된

제거하거나 배터리를 분리하고

4.1 미국

제는

모델 로켓의 노즈, 몸체 및 핀은 경량의 비금속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로켓 모터의 점화는 전기를

로켓 경진대회는 추진제를 사용하므로 항상 안

모델 로켓은 발사 무게가

15

작업체가 추천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4. 로켓 경진대회의 안전 규정

므로

1/2A

이하 그리고 총 추력은

초
모

급 모터 미만의 경우 최소

4.5m,

1]의 D

그 이상 로켓의

경우에는 최소

9m의

또 동시에

이상의 로켓이 발사되는 경우에는

10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로켓의 최대 예상 고도의

1.5배

길이에 해당하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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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발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2. 미국 모델 로켓의 최소 안전거리(II)

(거리

봉이나 레일 혹은 타워 등의 발사체 가이드를
가진 발사대는 수직 방향

30°

이내로 향하게 하여

로켓을 발사해야 하고, 로켓 연소 가스에 의한 지

면 충격이 없도록 하며, 로켓이 발사대에 설치되지

총 추력(N⋅sec)

않는 경우에는 캡을 씌워 보관해야 한다. 로켓을
발사하는 경우 가연성물질이나 폭발성 탑재물이 없

어야 하고, 발사 지점 부근에 구름이나 운행 중인

0 - 320

비행기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모터
종류

H
이하

; m)

단위

복합

통제

접근

최소

최소

지름

거리

15

31

61

로켓
접근
거리

320 - 640

I

15

31

61

640 - 1,280

J

15

31

61

1,280 - 2,560

K

23

61

91

한다. 발사 후 지상에 낙하된 발사체가 전깃줄, 거

2.560 - 5,120

L

31

91

152

목 혹은 낙상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떨어진 경우

5,120 - 10,240

M

38

152

305

10,240 - 20,480

N

38

305

457

20,480 - 40,960

O

38

457

610

발사된 로켓은 손상되지 않게 회수되어 다시 비

행할 수 있도록 로켓에 낙하산을 장착한다. 이때
난연 혹은 내열성 재질의 로켓 회수 시스템을 사용

에는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

4.1.2 고성능 로켓의 안전 규정

고성능 로켓(High
총 추력

41kN․sec

Power Rocket,

같이 모터 종류에 따른 최소 안전거리를

HPR를

HPR)은
2]와
규정한다.

이하

이하인 모터로 아래 [표

발사 혹은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

혹은 해당 모터 종류에 따른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HPR에 사용되는 재료는
스틱, 유리섬유 등의 경량

종이, 나무, 고무, 플라
재료를 주로 사용하고

필요시 알루미늄이나 구리 등의 연성 금속을 사용
하기도 한다.

HPR에 사용되는 모터는 취급 시
7.6m 이내에서 고온, 불꽃 및 연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로켓 발사장은 나무, 전선, 건물 및 관계자 이외
의 사람들이 없는 개방된 지역으로 하고, 발사장
길이는 로켓이 도달하는 최고 고도의 1/2 이상이거
나 최소한 457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발사대는 건
물이나 도로에서 457m 이상 떨어진 발사장 내에
위치되어야 하고 [표 2]와 같이 인원이 접근하는
최소 거리보다 먼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로켓이 발사되기 최소 5초 전 카운트다운을 해야
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경기 참가자와 관람자에게
효과적으로 경고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 발사

대에 점화 시스템이 장착되고 발사 준비가 완료된
후에는 점화 장치의 탈부착을 수행하는 발사 안전
인력을 제외하고 발사대 접근을 금지해야 하며, 발
사 전 로켓의 안전을 최종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발사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발사되는 로켓이 안
전한 비행 속도를 얻을 때까지 발사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발사대를 사용하고, 발사대가 수직 방향으
로

20°

이내에서 발사되어야 한다. 로켓 이륙 전

1/3 이하가 되어
야 하고, 이륙 시 총 추력이 41kN․se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발사되는 로켓에 가연성이나 폭발성
을 가진 탑재물이 없어야 하고 풍속이 32.2km/h이
면 발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로켓을 구름이나
비행하는 비행기를 목표로 발사해서는 안 되고, 비
로켓 무게는 모터의 평균 추력에

행 궤적이 관람객의 머리 위를 지나거나 발사장 경
계를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HPR 비행은 연방
Aviation Administration
Airspace regulation)을 준수해야 하고, 발사장에서
항공국 공역 규정(Federal

허용되는 로켓의 적용 가능한 고도 제한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사 후 지상에 낙하되는 발
사체를 착륙하는 순간 미리 잡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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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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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국 소형 로켓의 최소 안전거리
(거리 단위 ; m)

4.2.1 로켓 종류 및 인증
총 추력
(N⋅sec)

종류

단일모터
안전거리

다중모터
안전거리

0.00 ~ 1.25

¼A
½A

2

3

1.26 ~ 2.50

A

2

3

2.51 ~ 5.00

B

3

6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5.01 ~ 10.00

C

3

6

또 모델 로켓은 상업용으로 제작된 고체 추진

10.01 ~ 200

D

5

10

20.01 ~ 40

E

7

15

40.01 ~ 80

F

10

20

80.01 ~ 160

G

10

20

160.01~320

H

15

30

320.01~640

I

45

60

640.01~1,280

J

45

60

K

60

90

L

90

150

M

90

150

N

150

300

O

150
(492)

300

영국에서 모델 로켓은 모터에 충전된 추진제
무게가

125g

이하이거나 총 추력이

이하, 개별 모터의 추진제 무게가
로켓의 무게가

62.5g

500g

이하이고 추진제 무게가

이하 혹은 로켓의 무게가

고 추진제 무게가

160N․sec
62.5g 이하,

125g

1,500g

이하이

제 모터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로켓의 본체, 노
즈 콘(nose

cone)

혹은 핀(fins) 등의 제작에 금

속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15].

HPR은 전체 모터에 충진된 추진제 무게가
125g 이상, 개별 모터의 추진제 무게가 62.5g
이상, 로켓 추진제가 액체, 기체, 고체 혹은 이
들의 조합(hybrid)인 경우, 단일 모터로서 [표
3]의 “O" 급의 추력 40,960N․sec 및 총추력
이 81,920N․sec 인 로켓을 말하고, 로켓 비행
중에 구조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용
금속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G” 급 이상인 로켓를 발사하려면
UKRA(United Kingdom Rocketry Association,
이하 UKRA)로부터 HPR 인증을 받아야 하고,
UKRA에 의해 인가된 안전 담당자가 인정할 수
있는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 수행되어야 한다.
총 추력이

사용되는

모터에 연결된 점화기 시스템을 검사하여야 하
켓이 점화되어야 한다.

고체

모터는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3초

이내에 로

영국

의해 승

인되어 상업용 고체 로켓 모터만 사용하는 것
이 허용되며, 제작업체에 의해 추천되는 용도로
만 사용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점화기에 대해 안전 담당자는 로켓
고, 전원이 점화기에 인가된 후

4.2.2 추진기 및 점화기

추진기로

1,280.01 ~
2,560
2,560.01 ~
5,120
5,120.01 ~
10,240
10,240.01 ~
20,480
20,480.01 ~
40,960

만약 로켓 모터 및 부품

이나 재료를 제작업체가 기술한 지침이외의 용
도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이브리드 엔진의 경우 압력 시스템을 조절

하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상업적으로 유
효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작업
체에 의해 추천되는 형태로만 사용해야 한다.

4.2.3 발사장 및 안전

발사장 위치는 로켓을 발사하고 회수하기 위

해 개방된 지역에 위치해야 하고, 발사대 주변
반경

3m내에

잔디, 마른 잡초 혹은 쉽게 인화

되는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발사 안전 담당자는 로켓 발사에 있어 총괄

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발사의 안전
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발사장에서 로켓 발
사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발사 연
기 혹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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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추력이

160N․sec

이상인 로켓 모터가 발

사되는 경우, 경찰이나 정부 안전 담당자에 의
한 불시 점검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항상 준비
하여야 한다;

∙ 발사장과 발사장 부근 지역의 지도
∙ 해당 지역의 항공 챠트
∙ 보험 서류
∙ 안전 담당자의 UKRA 허가증
∙ UKRA 안전 코드
∙ 모터 등급에 관한 서류

로 비행되도록 발사되어서는 안 되고, 로켓이

boost glider, rocket glider 등이라면, 발사대는
수직 20° 이내의 각도로 향해 있어야 한다.
로켓은 20mph 이하의 풍속에서만 발사되어
야 하며, 로켓 비행으로 인해 사람, 건물 혹은
비행하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발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만약 로켓이 전선이나 다른 위험한 곳에 떨

어지면, 그것을 회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
는 안 되고, 안전한 복구를 위해 가능한 빨리
담당자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발사 기간 동안 응급약품 키트 및 응

로켓이 지상에 착륙하는 순간, 직접 로켓을

급처치 자격을 갖춘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

잡으려고 시도해서도 안 되고, 회수 팀과 그들

기 등을 준비하여 화재 시 곧바로 소화할 수

축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도록 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물 양동이, 소화
있도록 한다.

의 행동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 지상 침식과 가
야간에 발사되는 로켓은 발사에서 착륙 시까

지 잘 보이게 하는 활성 조명으로 밝게 하거나,

조명 없이 발사하는 경우 안전기술위원회로부

4.2.4 발사

안전 담당자는 발사 직전 로켓이 안전하게

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미
흡한 경우 발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또 로켓을

5. 결 론

취급하는 사람이 약물 중독 등의 전력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외 로켓 경진대회 현황 및 로켓 관

발사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로켓
비행동안 모든 관중은 안전거리 밖에 있어야
하고 전기 점화 시스템은 원격 작동이 가능해

련 단체 그리고 로켓 경진대회의 안전 규정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 등에서는 우주

야 한다. 발사하는 사람은 안전 담당자가 외치

기술의 저변 확대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는

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로켓 경

5초의

카운트다운이 들릴 수 있는 곳에 위

치하여야 한다.

만약 로켓이 불발된 경우, 안전장치를 제거

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추어 로켓 발
사 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하면서 로켓에 관심이 있

하고 배터리를 점화 시스템에서 분리할 때까지

는 엔지니어나 전문가들이 안전 규정에 따라 자신

급 미

이 설계한 로켓을 발사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

는 접근이 금지된다. 불발된 모터가
만의 모터에 대해서는
터에 대해서는

5분간

1분, “G”

“G”

급 이상의 모

접근이 금지되며 만약 로

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로켓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발사 기술도 향상 시키고 있다.

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로켓에 타이머, 고

2013년 나로호 발사를 통하여 학생
과 일반인들의 로켓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러한

도계 등과 같은 전자 장치를 사용한 경우 로켓

관심을 국내 로켓 기술 및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

켓이 하이브리드이면 산화제 탱크가 비워져 있

설계 전문가만이 로켓에 접근해야 한다.

로켓의 비행 궤적이 목표지점과 반대 방향으

국내에서도

해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로켓 경진대회를 개최하
여 로켓의 설계와 발사 기술을 향상시키고,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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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아이디어가 국내 로켓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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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ket result and forecast of Aircraft industry(2017~2026)
Park, Sunghyun*, Park, Junwoo*, Chang, Taejin*

ABSTRACT

The market outlook of the aircraft production industry is important to make the industry
policies and the efficient R&D strategies. In this research, the world market result of the aircraft
industry is investigated and the forecast is estimated with prestigious market reports. As the
results, the aircraft sales in 2016 is shown about $ 319.9 billion and the expected revenue for a
decade from 2017 to 2026 is reached about $ 3,817.6 billion with CAGR 2.9%. From the forecast
result, the large commercial aircraft will dominate the market still in 2026. As the use of drones
increases, the UAV market will show the fastest growth while the military side decreases.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항공산업 육성정책 및 기술개발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세계 항공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치 도출을 목표로 현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장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시장현황
및 향후 시장 전망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6년의 세계 항공기 생산 규모는 약 3,199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의 10년간 연평균성장률은 약 2.9%로서 약 3조 8,176억 달러 가
량의 항공기가 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시장 별로 살펴보면 대형여객기 분야는 2026년까지
도 항공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무인기 분야
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용기 시장은 성장세가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보
인다.

Key Words : Aircraft Industry(항공산업), Market Result(시장성과), Market Forecast(시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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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항공산업 시장 전망을 세부시장별로 비교

1. 서 론

및 분석을 하였다.

항공산업은 기계, 전자,

IT, 재료 등 첨단기

술이 융합된 종합시스템 산업으로 국가 기술역

2. 세계 항공산업 현황

량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199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업 합병 등으로 Airbus, Boeing,
Lockheed Martin과 같이 민수 및 군수 등 거

간부문의 항공기 수요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대 기업의 탄생으로 인한 대형화가 이루어졌으

으며, 주요국의 무기체계 교체 계획 및 국제

며, 이들 기업은 시장을 점유하여 항공산업을

정세의 영향을 받아 군수분야의 수요는 지속적

이끌고 있다.

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기 변동에 따른 항공운항 수요에 따라 민

현재 항공산업은 민간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군수항공기 보다는 민항기 중심으로 시

2.1 민간항공기 시장 현황

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
국제 공동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Bombardier
(C-series)와 COMAC(C919) 등의 Regional 제
작사들은 100석급 이상 중대형 항공기 시장에
진입했으며, COMAC(ARJ21), Mitsubishi(MRJ),
Sukhoi(Superjet 100) 등의
기업이
기존
Regional jet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등 세계
항공시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드론 및 무인기를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현재
계속 발전 및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는 민항기, 군용
기, 부품,

MRO를 포함한 전체 항공산업 규모
가 2015년 약 5,478억 달러에서 연 3~4% 성장
을 하여 2024년에는 7,391억 달러로 성장할 것
으로 전망하였다.

민간항공기는 대륙 및 국가 간의 국제노선과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항되는 대형여객기
와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항하는 중형항공
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표 1>은 F/I가 2016년 추정한 대형여객기
시장 규모로서, 2016년 동안 총 1,474대가 생산
되어 약 2,260억 달러의 생산규모를 가질 것으
로 추정하였다. Teal은 <표 2>와 같이 2016년
에 대형여객기를 총 1,443대가 생산되어 약
1,053억 달러의 생산 규모를 가질 것으로 추정
하였다. 생산대수에 있어서 1,474대와 1,443대
로 큰 차이 없이 추정하고 있지만 생산금액에

F/I가 Teal에 비해 2배 이상 산정하
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항공기 가격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공산업 분야의 향후

산정 방식의 차이로 여객기 분야에서 이러한

육성 전략 수립 및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보

Forecast
International社(이후 F/I로 지칭)와 Teal Group
社(이후 Teal 지칭)의 자료를 활용하고 일반항
공기 분야에서는 GAMA社의 자료 등도 이용
위해

시장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하여 완제기의 세부시장별 현황과 미래 시장
전망을 분석 및 정리를 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2016년 기준 세계 항공산업 현황
에 대하여 세부 시장별로 생산대수 및 시장규
모를 추정하였다.

3장에서는 F/I와 Teal의 자료
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10년

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부시장 별로 살펴보면 대형여객기 시장 중
에서

F/I와 Teal 모두 단일통로기와 광동기체

의 생산대수 비중을 살펴보면 단일통로기는

70%, 광동기체는 30%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생산금액에 있어서는 단일통로기는 45%, 광동
기체는 5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
하였다. 단일통로기의 경우 150~186석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광동기체는 251~350석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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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6년 대형여객기 시장 규모 추정(F/I)
세부시장

생산대수(대)

표 3. 2016년 중형여객기 시장 규모 추정(F/I)

금액(억달러)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세부시장
단일통로기

100~149석
150~186석

71
966

61.9
958.8

1,037

1,020.7

187~250석
251~350석
351+석

65
202
130

141.9
541.4
462.0

계

397

1,145.3

40

94.5

1,474

2,260.5

계

광동체기

화물기
총계

터보프롭

리저널젯

터보프롭

리저널젯

31~50석
51~75석
76~130석

8
114
0

0
84
96

1.6
30.6
0

0
35.2
46.6

계

122

180

32.2

81.8

총계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a), 2016

표 2. 2016년 대형여객기 시장 규모 추정(Teal)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100~149석
150~186석

21
1,021

8.7
477.7

계

1,042

486.4

187~250석
251~350석
351+석

73
192
136

86.0
244.7
236.7

계

401

567.4

1,443

1,053.8

세부시장

생산대수(대)

터보프롭

113

23.5

30~50석
51~90석
90~110석

9
129
50

1.4
37.1
15.1

계

188

53.6

301

77.1

리저널젯
단일통로기

광동체기

총계
자료 : Teal Group, 2017

2016년 중형항공기 시장 규모에 대하여 F/I
가 <표 3>과 같이 302대가 생산되어 114억 달
러 수준의 시장이 형성한 것으로 추정하였으
며,

Teal은 <표 4>와 같이 301대가 생산되어

77.1억 달러의 생산 규모를 가질 것으로 추정
하였다. F/I와 Teal의 2016년 중형항공기 생산
대수 추정치가 상당히 유사하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금액은 대형여객기에 비해서
는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F/I가 Teal에 비

해 더 크게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형여객기
시장 중
있다.

114

표 4. 2016년 중형여객기 시장 규모 추정(Teal)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a), 2016

세부시장

302

51~75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총계

금액(억달러)

자료 : Teal Group, 2017

2016년 일반항공기 시장 규모에 대하여 F/I
의 자료가 없는 관계로 GAMA에서 집계한 자
료를 이용하였다. GAMA는 <표 5>와 같이
2,262대가 생산되어 207억 달러의 생산규모를
갖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Teal은 <표 6>과
같이 922대가 생산되어 219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5. 2016년 일반항공기 시장 규모 집계(GAMA)
세부시장
피스톤엔진
터빈
엔진

터보프롭기
비즈니스젯
총계

자료 : GAMA, 2017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1,019

6.61

582
661

200.58

2,262

207.19

박승현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1 (2017) pp. 20~29

표 6. 2016년 일반항공기 시장 규모 집계(Teal)
세부시장
비즈니스기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567
67
288

191.1
12.7
15.4

922

219.2

비즈니스젯
여객기개조
터보프롭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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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6년 군용기 시장 규모 추정(F/I)
세부시장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전투기/공격기
훈련기
수송기
특수임무기

320
187
75
51

196.4
21.7
63.7
72.6

총계

633

354.5

자료 : Teal Group, 2017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a), 2016

2.2 군용항공기 시장 현황
표 8. 2016년 군용기 시장 규모 추정(Teal)

군용항공기는 일반적으로 전투기, 훈련기, 수
송기, 특수임무기로 구분한다.

F/I의 2016년 군
용기 시장 규모에 대하여 <표 7>과 같이 총
633대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시장 규모는
354.5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Teal은 따로 집계
가 안 된 특수임무기를 제외하고 <표 8>과 같
이 총 541대가 생산되어 255.9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질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체 군용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전투기와
훈련기가 차지하고 있다. 생산대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전투기 다음으로 훈련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수송
기가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3 회전익기 시장 현황

2016년 회전익기 시장에 대해
서 F/I에서는 <표 9>와 같이 총 2,132대의 생
산 규모로 추정하였고 시장 규모 역시 244.1억
달러로 전망하였다. 반면 Teal에서는 <표 10>
과 같이 2016년 회전익기 생산대수를 1,147대
로 추정하였고 약 178.4억 달러 규모가 될 것
으로 전망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헬리콥터 등의

세부시장

해

F/I의 경우 약 2.4배, Teal의 경우 약 3.8배

많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생산대수 기준

F/I의 경
우 약 67%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Teal의
경우 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으로는 오히려 민간용이 군용에 대해

금액(억달러)

전투기/공격기
훈련기
수송기
특수임무기

241
222
78
-

168.7
24.8
62.4
-

총계

541

255.9

자료 : Teal Group, 2017

무게에 따라 소형과 중/대형 회전익기로 구

F/I의 추정 결과를 보면 군용의 경우 상
대적으로 고가인 중/대형 기종의 생산대수가
전체 생산대수의 72%, 금액기준으로 82% 가량
을 차지한다. 반면, 민간용의 경우 저가의 소형
회전익기가 전체 생산대수의 대부분인 89%, 금
액기준으로 62%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분한

표 9. 2016년 회전익기 시장 규모 추정(F/I)
세부시장

군용

회전익기 시장을 군용과 민간용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금액 기준으로 군용이 민간용에 비

생산대수(대)

민간용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소형
중/대형

223
576

31.5
140.7

계

799

172.2

소형
중/대형

1,186
147

44.7
27.2

계

1,333

71.9

2,132

244.1

총계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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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16년 회전익기 시장규모 추정(Teal)
세부시장

생산대수(대)

군용
민간용
총계

금액(억달러)

603
544

141.6
36.8

1,147

178.4

자료 : Teal Group, 2017

2.4 무인기 시장 현황

산대수는 개인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

최근 국내외에서 개인 취미용 및 상업적 활
용으로 주목받는 드론을 중심으로 무인기 시장
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 항공기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편이다.

<표 11>에서는 주로 군용 무인기를 중심으
로 군용 시장을 분석하고 있으며, 개인용 및
상업용 등을 포함하는 민간용 무인기의 경우
전반적인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군용 무인기
시장의 경우 무인기기체와 지상장비 및 탑재체
를 별도로

F/I에서 분석하고 있으나 Teal은 무

인기기체와 지상장비 및 탑재체를 포함하여 시
장규모를 분석하고 있다.
표 11. 2016년 무인기 시장 규모 추정

군용
무인기

세부시장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공중표적

2,844

3.4

무인기기체

963

16.2

지상장비
및 탑재체

-

18.2

2,843

28.4

3,807/5,687

37.8/31.8

2,200,000
70,810
1,178

22.0
3.9
0.4

2,271,988

26.3

2,132

244.1

F/I
추정

Teal 추정
군용 시장 계
(F/I추정치/Teal추정치)
민간용
무인기

개인용
상업용
공공용 등 기타

민간용 시장 계
총계

2016년 군용 시장에 대한 전망으로 F/I에서
는 3,807대, Teal에서는 5,687대로 추정하였으
며, 시장규모 추정치를 보면 F/I에서는 37.8억
달러, Teal에서는 31.8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
로 예상하였다.
민간용 무인기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Teal
에서는 개인용, 상업용, 공공용 등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고 있다. 민간용 무인기의 2016년 생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d), 2016 / Teal Group, 2016
Frost & Sullivan, 2015

운데 생산대수는

2,271,988대, 시장규모는 26.3

억 달러로 전망하였다.

3. 세계 항공시장 전망
3.1 민간항공기 시장 전망
민간항공기 시장에 관한 전망을 살펴보면 대
형여객기 시장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
으며,

Airbus와 Boeing이 대형여객기 시장의
2017년부터 향후 10
년간 대형여객기 시장은 <표 12>와 같이 F/I
는 17,149대, Teal은 13,944대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16년의 향후 10년 간 예상치(장
태진, 2016)와 비교하면 F/I와 Teal 모두 시장
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항공기의 연도별 생산대수 전망을 나타내는

<그림 1>에서 단일통로기 시장은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까지 생산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후 2026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F/I에서는 전망하였다. 하지만
Teal의 경우 2020년까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26년까지 매해 생산량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광동체기 시장의 경우, F/I
와 Teal 모두 시장이 유지되거나 완만한 성장
세를 가질 것으로 전만하였다.
대형여객기의 향후 10년 간 생산금액 전망을
나타내는 <그림2>를 살펴보면 F/I에서 전망한
단일통로기의 생산금액은 생산대수 예측치와
비슷하게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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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지만 광동체기는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증

2016년 민간항공기 시장예측 결과
와 마찬가지로 F/I와 Teal의 항공기 가격 산정

가세는 보이나 매년 소폭의 등락을 보인다.

방식이 다른 관계로 생산금액에 있어서 생산대

Teal에서 전망한 결과를 보면 생산대수 전망과

수와 일치하지 않지만 경향을 참고하여 자료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단일통로기의 경우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0년까지는 약간 증가하다 2026년까지 감소
하는 경향이며, 광동체기는 2020년까지 감소하

Airbus와 Boeing에서 향후 20년간 예측
한 여객기 시장 규모의 장기 전망을 보면 <표
13>과 같이 약 33,000~37,000대의 대형여객기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0년간 약
14,000대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한 Teal의 전망
보다 약 17,000대를 전망한 F/I의 결과가 장기
전망에 조금 더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중형항공기에 대한 향후 10년 동안 시장 전
망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이 총 3,149대의
중형항공기가 생산되어 1,269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F/I에서는 전망하였다. 이중 생
산대수 기준으로 터보프롭은 약 37%, 리저널젯
은 63%의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보이며, 매출
기준으로는 터보프롭이 약 24%, 리저널젯이
7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Teal에서는
2,749대의 중형항공기가 생산되고 743억 달러
의 생산금액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세부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다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가질 것으로 전망하

표 12. 대형여객기 시장 전망 비교(2017~2026)
세부시장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단일통로기

(F/I)
(Teal)

12.864
9,852

13,818.7
4,892.4

광동체기

(F/I)
(Teal)

4,165
4,036

12,666.9
5,536.1

초대형기

(F/I)
(Teal)

120
58

508.1
115.2

총계

(F/I)
(Teal)

17,149
13,944

26,993.7
10,543.7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d), 2017 Teal Group, 2017

였다. 앞서

또한

시장별로 살펴보면 생산대수 기준으로 터보프
롭은

42%, 리저널젯은 58%의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매출 기준으로는 터보프

31%, 리저널젯은 69%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롭은

그림 1. 대형여객기 생산대수 전망(2017-2026)

표 13. 여객기 시장 규모 전망(2017~2036)
세부시장

그림 2. 대형여객기 생산금액 전망(2017-2026)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단일통로기

Airbus
Boeing

23,530
28,140

23,200
30,000

광동체기

Airbus
Boeing

8,705
8,570

22,360
26,000

초대형기

Airbus
Boeing

1,480
530

5,720
2,200

총계

Airbus
Boeing

33,070
37,240

52,000
58,200

자료 : Airbus, 2016, Boei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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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중형항공기 시장 전망 비교(2017~2026)
세부시장

생산대수(대)

표 15. 일반항공기 시장 전망 비교(2017~2026)

금액(억달러)

세부시장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터보프롭

(F/I)
(Teal)

1,169
1,146

300.0
232.9

일반항공기

(F/I)
(Teal)

15,664
2,905

278.7
171.7

리저널젯

(F/I)
(Teal)

1,980
1,603

969.2
510.1

비즈니스젯

(F/I)
(Teal)

8,355
7,726

2,277.1
2,546.8

총계

(F/I)
(Teal)

3,149
2,749

1,269.2
743.0

총계

(F/I)
(Teal)

24,019
10,631

2,555.8
2,718.5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d), 2017, Teal Group, 2017

10년간 중형항공기의 연도별 생산대수
전망을 나타내는 <그림 3>을 살펴보면 터보프
롭의 경우 F/I와 Teal 모두 소폭의 등락을 거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d), 2017
Teal Group, 2017

향후

듭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리저널젯의
경우

F/I에서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완연하

게 증가하다가 이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하였으며,

Teal에서는 2023년까지 성장세를 보
이다가 이후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일반항공기에 대한 향후 10년간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이 F/I는 피스톤엔진
항공기와 터보프롭엔진 항공기를 포함하여 총

24,019대가 생산되어 약 2,55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Teal은 피스톤엔
진 항공기를 집계에서 제외한 총 10,631대를
생산하여 2,719억 달러의 매출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금액기준으로 비즈니스젯
이 일반항공기 시장의 약 90% 수준으로 시장
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2 군용항공기 시장 전망
군용항공기는 국가 계획에 따라 수요가 결정
됨에 따라 민간항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변화에 둔감한 경향을 보인다. 군용항공기 중
에서 전투기 및 공격기, 훈련기, 수송기, 특수

10년간 시장 전망을 살
<표 16>과 같다. F/I에서는 총 5,535대
의 군용항공기를 생산하여 3,556억 달러 수준
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Teal에
서는 특수임무기를 제외하고 총 7,084대의 군
용항공기를 생산하여 3,601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2016년 향후 10년 간
예상치(장태진, 2016)와 비교한 결과 F/I와
Teal 모두 생산대수 및 금액이 소폭 증가하거
나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전투기 및 공격기, 훈련기가 군용항공기 시
임무기 등에 대한 향후
펴보면

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이 가능하
다. 전투기 및 공격기에 대하여

<그림 4>에서
와 같이 연도별 생산대수를 살펴보면 F/I에서
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감소하다 반등
하는 모습을 보이고 Teal에서는 전체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훈련기도 마찬
가지로 F/I에서는 2018년부터 계속하여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지만 Teal에서는 2021년까지 감
소하다 그 이후 생산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 중형항공기 생산대수 전망(2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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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군용항공기 시장 전망 비교(2017~2026)
세부시장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전투기
/공격기

(F/I)
(Teal)

2,967
3,340

1,998.1
2,603.8

훈련기

(F/I)
(Teal)

1,266
2,912

165.4
362.5

수송기

(F/I)
(Teal)

739
832

556.4
634.4

특수
임무기

(F/I)
(Teal)

563
-

836.1
-

총계

(F/I)
(Teal)

5,535
7,084

3,555.9
3,600.7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d), 2017
Teal Grou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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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비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 살펴보면 군용 회전익기의 경우 F/I와
Teal 모두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
다. 민간용 회전익기는 F/I에서는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까지 감소 후 다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Teal에서는 2020
연도별 회전익기의 생산대수 전망을

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큰 변화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3.4 무인기 시장 전망
무인기 시장은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개인 취미용 및 상업용 드론의 확산으로 인하
여 시장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
지만 전체 항공기 시장에서의 비중은 아직 크
지 않은 실정이다. 군용 무인기는

F/I, 민간용
무인기는 Teal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향후 10년 간 무인기의 시장 전망을 <표 18>
에서와 같이 살펴보면, 총 41,050,835대가 생산
표 17. 회전익기 시장 전망 비교(2017~2026)
그림 4. 군용항공기 생산대수 전망(2017-2026)

3.3 회전익기 시장 전망
군용과 민간용으로 크게 나누어진 회전익기

10년 간 시장 전망을 살펴보
면, <표 17>에서와 같이 F/I에서는 총 17,871대
를 생산하고 2022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갖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Teal에서는 13,960대를
생산하며 1,912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하였다.

세부시장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군용

(F/I)
(Teal)

5,714
5,459

1,335.7
1,347.2

민간용

(F/I)
(Teal)

12,157
8,501

685.8
564.7

총계

(F/I)
(Teal)

17,871
13,960

2,021.5
1,911.9

시장에 대해 향후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d), 2017
Teal Group, 2017

회전익기의 세부시장 별 상황을 살펴보면 향
후

10년 간 생산대수 기준으로 F/I와 Teal 모

두 군용에 비해 민간용 회전익기의 비중이 높
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금액에서의 비중은
고가의 장비 탑재 등으로 인한 군용 회전익기
의 비율이 생산대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그림 5. 회전익기 생산대수 전망(2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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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

표 18. 무인기 시장 전망(2017~2026)
세부시장

금액(억달러)

표적
기체

32,253
11,938

48.2
173.4

계

44,191

376.9

개인용
상업용
공공분야

36,087,000
4,745,000
174,644

360.9
377.5
31.1

계

41,006,644

769.4

41,050,835

1,146.3

군용

민간용

생산대수(대)

총계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d), 2017
Teal Group, 2016

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용 무인기 중
개인용과 상업용 부분의 큰 폭의 생산대수로
인하여 민간용 무인기가 전체 무인기 시장에서

2016년 향후 10년 간 예상
2016)인 44%에서 67%까지 크게 비
중을 넓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금액 기준으로
치(장태진,

3.5 세계 항공시장 전망
세계 항공산업 시장현황을 주로 F/I와 Teal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2026년까

10년간 세계 완제기 생산 현황 및 시장 전망
치를 정리하였으며, 전체 완제기 시장에 대해 <표
19>와 같이 나타내었다.
지의

1,146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갖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민간용의 경우 개인용 드론의 영
되고

향으로 폭발적인 증가세에 따라 무인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 간 연도별 무인기 생산현황을 <그

6>에서 살펴보면 표적용 군용 무인기의 경
우 소폭의 등락이 있지만 매년 3,000대 이상의
생산대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용
기체의 경우 2017년 929대에서 2023년 1427대
림

까지 생산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2026년까지 1,339대로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공분야 민간용 무인기는 2025년
까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용 무인기
는

2017년 약 260만대에서 2026년 429만대까지

표 19. 완제기 시장 전망 추정(2017~2026)
세부시장
단일통로기
광동체기
대형여객기
화물기
부분합계
터보프롭
중형항공기 리저널젯
부분합계
피스톤엔진
터보프롭
일반항공기
비즈니스젯
부분합계
전투기/공격기
훈련기
군용기
수송기
특수임무기
부분합계
군용
회전익기
민간용
부분합계
군용*
무인기
민간용**
부분합계
계

그림 6. 무인기 생산대수 전망(2017-2026)

시장규모
(억달러)

연평균
성장률

13,818.5
12,763.4
411.6
26,993.5
300.0
969.2
1,269.2
49.2
200.6
2,546.8
2,796.6
2,301.1
264.4
595.8
836.1
3,997.4
1,341.9
631.3
1,973.2
376.9
769.2
1,146.1
38,176.0

3.5%
2.9%
3.2%
1.7%
3.1%
2.4%
2.6%
1.7%
3.0%
2.4%
3.4%
1.6%
-2.2%
-8.4%
-1.4%
-2.6%
5.1%
1.3%
3.2%
15.4%
9.3%
2.9%

비고

(출처)
F/I
F/I
F/I
F/I
F/I
평균

Teal
평균
평균
평균

F/I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7 / Teal Group, 2015, 2016
*F/I의 무인표적기, Teal의 군용무인기 합계
**Teal의 개인용, 공공 및 기타 무인기, F&S의 상업용 무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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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약 3,199억 달러 규모의 완제기가 생산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의 향후 10년 동안 약 3조 8,176억 달러 규모의 완
제기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장태진
(2016)이 추정하였던 2015년의 생산량 추정치 약
3,096억 달러 대비 약 3.3%의 성장률을 2016년에
보였다. 반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10년간 생
산 추정치 약 3조 9440억 달러 대비 약 3.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저유가로 인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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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형 비행기 기술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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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of Airworthiness Standards of U.S.
for Small Air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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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December

2016,

the

airworthiness

standard

of

U.S.

for

small

airplanes

was

drastically

reformed. Technical requirements described in detail manner were changed to object-oriented and
simple requirements and the airplane classification system for applying airworthiness requirements
was improved reasonably. In addition, several requirements for improvement of
airplanes

were

newly

introduced.

Since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standards have been established and maintained in reference to that of U.S.,

safety of small
the

airworthiness

the change of the

airworthiness standard of U.S. will affect certification of small airplanes over the world.
In this paper, the background

of the reform and main changes of airworthiness requirments

were presented

초 록
2016년 12월,

미국의 소형 비행기 기술기준이 대폭 개편되었다. 세부적인 기술적 요구조건이

목표 지향적이고 간소화된 요구조건으로 변경되었고, 요구조건 적용을 위한 비행기 분류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소형 비행기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구조건도 추가되었다.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의 기술기준은 미국의 것을 참고하여 수립되고 동등하게 유지되므
로 이번 기술기준의 개편은 이후 전 세계 항공기 인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미국의 소형 비행기 기술기준의 개편 배경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제시하였다.

Key Words : Small Airplane(소형비행기), Airworthiness Standard(감항기술기준),
(소형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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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서 론

먼저, 범용 항공

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왕복엔진 비행기의
민간 항공기는 그 설계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연간 생산대수를 보면

위해 국가 또는 국제단체에서 규정한 안전에

듯이

1970년대

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

2008년

<그림 1>에서

말에는 약

이후로는

1000대를

볼 수 있

16,000대에

달했으나

밑돌고 있다.

증해야 한다. 이 설계상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을 감항기
술기준이라고 하며 중량/탑승정원과 같은 항공
기의 규모, 양력 발생 방식(고정익/회전익)에
따라 분류된다. 이 감항기술기준의 분류 체계
에 따르면 승객 좌석
중량

19,000

19석

이하이고 최대이륙

파운드 이하 규모의 고정익항공기

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는데 보통 소형 비행
기(Small

Airplane)라고

이 소형 비행기에 대한 감항기술기준을 연방항
공규정의

Part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는 국토교통부에서 미국의
하여

KAS Part 23으로

그림 1.소형 왕복엔진 비행기 연간 생산대수(미국)

불린다. 미국의 경우,

Part 23을

국문화

고시하고 있다. 캐나다,

현역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 수의 경우
2>와

같이

년에는
특히

1980년에

357,479명이던

162,313명으로

2000년

것이

이후로는

연평균

5000명

감소하는 추세이다. 평균 연령 또한

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42.7세였으나 2016년에는 48.4세로

23을

국내 법규화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것

2016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브라질, 중국, 일본 등의 다른 항공기 제작국들
Part

<그림

이상씩
1993년

뚜렷한 고령

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기준을 적용해 왔
으나 미국과의 상호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현재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Part

23은

사실상

국제 표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
며, 그 변경사항은 전 세계의 소형비행기 산업
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연방항공청은

2016년 12월, Part 23에

대해 요구조건의 수를 대폭 줄이고 그 내용도
간소화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배경과 주요 변경점을 분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2.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 수 감소 추이(미국)

교통 분야별 성장 추세를 보면 범용항공의
감소세가 더 뚜렷이 나타나는데, 대형여객기
및 지상 교통수단에 의한 수송량은 꾸준히 증

2. Part 23 개편 배경

가하고 있는 반면 소형 비행기의 경우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미국의 소형 비행기 위주의 범용 항공 산업
은 과거

20-30년

30년

전에 비해 절반 수

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하

소형 비행기 산업의 침체는 노후 항공기의

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통계

증가로 이어져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할

32

김성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1 (2017) pp. 30~36

그림 3. 미국의 범용항공 사고 발생 추이(1985-2015)

만한 것이다. 미국의 소형 왕복엔진 비행기의

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

평균기령은

들이 많았다.

40년에

육박하고 있는데, 노후된

비행기는 유지보수에 많은 노력을 투입해도 안
전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례로

<그림 3>과

같은 사고에 관한 통계

적 지표를 보아도 뚜렷한 안전성 향상의 경향
은 확인할 수 없으며,

<그림 4>에서

듯이 인증을 취득한지

40년도

넘은

볼 수 있

Cessna 172

의 경우 현재의 감항기술기준의 요구조건을 만
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율면에서는 최
신 기준에 따라 인증된 비행기와 큰 차이를 나
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용 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증 절차 및 제도상의 개선사항
을 도출하기 위해 미연방항공청(FAA)과 산업
체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국내외 관련 산업
그림 4. Cessna 172와 SR 20 및 22의 사고율 비교

체 및 감항당국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Part 23

Reorganization Aviation Rulemaking Committee

이러한 범용 항공

산업의 침체는 대형기 위

(이하 ARC)이 2011년에

주의 항공운송산업의 상대적인 성장, 세계적인
경기 침체,

ICT

분야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장

ARC는 2년여의

구성되었다.

활동기간 동안 여러 나라의

인증기관과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

거리 이동 필요성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하지만 산업계에

같은 달 미연방 하원은

서는 소형비행기의 개발 및 인증을 어렵게 만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소형비행기 인증과 관련

드는 비효율적이고 매우 보수적인 인증 기준과

한 법 규정을

절차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이 범용 항공 산업

구하는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이의 개선
을 끊임없이 미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지
난

40여

년간 인증기준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 향

2013년 6월에 FAA에

“소형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FAA로

2015년 12월까지

비행기

산업
Act,

하여금

ARC의

개편하도록 요
활성화법(Small

Airplane

Revitalization

Public

113-53)"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Law

2013년

11

월, 미대통령이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서
Part 23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본격적으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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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되었으며

2016년 3월 Part 23

예고 되었다.
을 거친 뒤
하여

2개월여의
FAA는

개편안이 입법

공개 의견 수렴 과정

접수된 의견을 검토/반영

2016년 12월 16일

최종적인

정, 공표함으로서 계획보다

1년

Part 23을

늦게

확

Part 2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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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기간 기존의
신규

Part 23이

함께 적용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운 번호체계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이다.

단,

내용이

전혀

개편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다. 현재 개편된

FDR/CVR,

Part 23의

적용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과 정부

항번호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산업계의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이 완료되지

않아 새로운

Part 23의

실제 적용은

2017년 8월

로 늦춰진 상태이다.

새로운
요건들은

Part

23

ASTM,

및 유지되며

체계에서 세부적인 기술적
RTCA,

SAE,

of

Compliance)의

FAA에서는

EUROCAE

등

항공기 기술위원회인

ASTM의

F44에서는 19종의

행기 표준규격(Standard

가장 눈에 띄게 변경된 부분은 요건의 수가

성격으로 개발

수락 가능한 산업 표

준 목록을 제시하게 된다. 이미

3.1 기술요건의 축소 및 간소화

범용

소형비

Specification)을

다음

과 같이 발행한 상태이다.

통합되어 대폭 축소되고, 내

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세부적이고 구체적
인 기술요건이 대부분 사라지고 선언적이고 추
상적인 수준에서 요건이 기술되었다는 점이다.
Part 23이

설계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
로운 안전 기술이나 혁신적인 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예를
<그림 5>에서와

F44.10 General
F3117 Crew Interface in Aircraft
F3120 Ice Protection for General Aviation
Aircraft

기술적인 요건을 너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의

들어

않은

과 같은 산업 표준 기구에 의해 적합성 입증

3. Part 23 개편내용

이는 기존의

바뀌지

계속감항성 유지에 관한 요건은 조

방안(Means

373개에서 66개로

Part 23과

같이 비상탈출과 관련한

기존의 요건들에서는 탈출구의 크기, 모양, 관

F44.20 Flight
F3082 Flight for General Aviation Aeroplanes
F3173 Handling Characteristics of Aeroplanes
F3174 Establishing Operating Limitations and
Information for Aeroplanes
F3179 Performance of Aeroplanes
F3180 Low-Speed Flight Characteristics of
Aeroplanes

련 표식의 색상/크기, 조명밝기, 작동방식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편된

Part 23

에서는 쉽게 도달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
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로 요건이 기술
되어 있다.
조항 번호체계도 변경되었다. 새로운
의 규정은
규

2천번대의

Part 23이

Part 23

조항번호가 부여된다. 신

F44.30 Structure
F3083 Emergency Conditions, Occupant Safety
and Accommodations
F3093 Aeroelasticity Requirements
F3114 Structures
F3115 Structural Durability for Small
Airplanes
F3116 Design Loads and Conditions

발효되기 전에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착수한 비행기의 경우 기존의

Part 23

을 그대로 인증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 부
가형식증명이나 형식증명개정 등이 요구되는
설계 변경시에도 최초 적용된 인증기준을 적용

F44.40 Powerplant
F3062 Installation of Powerplant Systems
F3063 Design and Integration of Fuel/Energy
Storage and Delivery System Installation
F3064 Control,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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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of Instruments and Sensors
of Propulsion Systems
F3065 Installation and Integration of Propeller
Systems
F3066 Powerplant Systems Specific Hazard
Mitigation

이전에는 승객 수

10인

이상의 비행기는 커

뮤터급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2개

이상의 엔진

이 요구되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엔진을 장착하
고도

19인까지

승객 수송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F44.50 Systems and Equipment
F3061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의 내용이 기존
23의

(1) 탑승자수

Systems and Equipment in Small
Aircraft

- Level 1 : 0-1 개의 승객좌석
- Level 2 : 2-6 개의 승객좌석
Part

- Level 3 : 7-9 개의 승객좌석

요건을 재배치한 수준에 불과하기는 하나

개편된

Part 23을

격적으로 착수되면 이에 맞추어

ASTM의

표준

규격도 점차 발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3.803
23.805
23.807
23.811
23.812
23.813
23.815

- Level 4 : 10-19 개의 승객좌석

적용한 인증 프로젝트가 본

(2) 속도
- 저속 : VNO(VMO) ≤ 250 KCAS 및
MMO ≤ 0.6

• 비상탈출구 크기, 형태, 요구
개수, 위치
Emergency evacuation
Flightcrew emergency exit - 19×20인치, 직사각형
• 비상탈출구 표시 글자 색상,
Emergency exits
밝기, 크기
Emergency exit marking
- 2인치 높이의 붉은 바탕에
Emergency exit lighting
1인치 높이의 흰색 글씨
Emergency exit access
• 비상탈출 조명의 작동 방식,
Width of aisle
밝기, 위치, 작동시간
• 비상탈출 통로의 폭 등

- 고속 : VNO(VMO) > 250 KCAS 또는
MMO > 0.6
한편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Aviation

Safety

Airplane)와

⇓
23.2315 Means of Egress and Emergency Exits
• 비상착륙 후 안전하고 신속한 탈출이 가능해야 함
• 쉽게 찾고 도달할 수 있고 내외부에서 개방이 가능한 탈출 수
단이 있어야 함

airplane)의

Agency)의

유사한
1의

저속 비행기에 한정해서는

엔진과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증명을 요구하지
VLA의

개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예외 규정에 대해서

커뮤터급(commuter)

/

유틸리티급(utility)

/

곡예기급(acrobatic)의

며 탑승자수/속도에 기반을 둔 분류 체계가 도
탑승자수/속도의 조합에 따라 적용

되는 요건이 구분되는데 탑승인원이 많고 빠른
속도의 비행기일수록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
된다.
참고로 곡예기에 대한 감항분류가 없어진 대
신 곡예 기동을 허가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FAA는 Part 33에

의한

형식증명 대상이 아닌 전기 모터에 의해 추진

네 가지 감항분류가 보통급 하나로 통합되었으
입되었다.

Light

개념은 최종 규정에서는 삭제되었

다. 대신 레벨

부분

3.2 탑승자수/속도 기반 분류 체계 도입
/

VLA(Very

단순설계비행기(simple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상당

그림 5. 감항기술기준 간소화 사례

기존 보통급(normal)

EASA(European

되는 비행기의 인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
이 도입 목적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는데, 형
식증명 취득을 통해 상업적 용도로 활용이 가
능한 소형 전기 동력 비행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이전에는

Part 23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엔진과 프로펠러에 대한
사전 인증이 요구되었는데, 전기 추진장치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기 모
터 추진 방식의 비행기 인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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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LOC(Loss of Control) 사고 방지 관련
요건 변경

기존에는 결빙 조건에서의 비행에 대한 인증
규

스핀 회복에 대한 요건이 삭제되었으며 대신

정된 통상적인 결빙 조건만 고려하면 되었었는

우발적으로 조종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경향이

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조건, 예를

없을 것을 요구하는 요건이 제시되었다. 물론

들어

같은

이 요건은 곡예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곡예

추가적인 조건을 고려하도록 반영되었다. 이는

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비행시험을 통해 스핀

1994년

회복 능력을 실증해야 한다.

을 받기 위해서는

Part 25의 Appendix C에

SLD(Supercooled Large Droplet)와

SLD

조건에서 발생한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33에는

ATR-72

Part 25와 Part

이미 반영이 된 사항이다.

결빙의 경우

<그림

6>에

사고에

SLD에

의한

나타내었듯이 날개

이전에는 스핀 안전성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위해서는 비행시험을 통해 스핀 회복 능력을

§

실증하는 것(

§

23.221(a)(1))과

스핀 저항성을 보

앞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결빙과

이는 것(

는 다르게 날개 뒤쪽까지 넓게 발생하여 제거

있었다. 대부분의 인증에 있어 스핀 회복 능력

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을 실증하는 방식이 선택되어 왔는데, 이제 이

Part 23에서

러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결빙 조건에서의 비행에 대한 인

23.221(a)(2))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LOC

안전성에 대한

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결빙 조건과

SLD

적합성을 입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스핀으

조건 모두에 대해서 안전함을 입증하거나

SLD

로 인한 사고가 스핀 회복이 불가능한 저고도

조건을 사전에 인지하여 회피할 수 있다는 것

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므로 스핀 회복 요

을 입증해야 한다. 변경된 결빙 조건에서의 비

건이

행에 관한 요건을 요약하면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1>과

같다.

LOC

사고 감소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

앞으로 개발될 비행기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
표 1. 일반적인 결빙조건과 SLD 조건의 비교

하여 스핀 저항성이 있도록 공기역학적인 설계
를 하거나 스틱 푸셔(Stick

비행허용조건
Icing SLD

엔진보호
입증 조건

기체/시스템 보호,
비행특성/성능 관련 요건

X

X

Part 25
App.C,
빙무, 강설

피토관 가열시스템
(IMC 적용시)

O

X

↑

결빙조건에서 안전비행
SLD 감지 및 안전이탈

O

O

↑+SLD

결빙/SLD 조건에서
안전비행

Pusher)와

같은 안

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5 내추락성 입증 요건의 정비
특정한 형태와 크기로 정의된 충돌 펄스가
적용되는 좌석 충돌 시험 요건이 빠지면서 내
추락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추락성 관련 요건이 정비되었다. 좌
석 충돌 시험은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에 필수
적으로 요구되겠지만 비행기 구조의 충격 흡수
능력을 고려하여 완화된 충돌 펄스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SLD에 의한 결빙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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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된 미국의 소형비행
기 기술기준의 주요 변경사항을 그 배경과 함
께 살펴보았다.
이번 개편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특정한 설
계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는 성격의 세부적인
기술적인 요건을 산업 표준화하여 그 적용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탑승자수와 속도
에 따른 새로운 분류 방식의 도입,

SLD

조건을

고려하도록 결빙 조건에서의 비행 요건 강화,
우발적인 조종 통제력 상실 방지에 초점을 맞
춘 관련 요건의 변경 그리고 내추락성 입증 관
련 요건의 정비 등을 주요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소형 비행기에 대한 신규 인증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GAMA, 2016 General Aviation Statistical
Databook & 2017 Industry Outlook, 2016,
pp.18-51
2. http://skybraray.aero
3.

김성겸, “소형비행기 구조 분야
감항기술기준 요건의 이해", 항공진흥

63호,

2015, p.148
4.

김성겸, “미국의 소형항공기 인증제도 개편
계획”,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제12권, 제1호,
2014, pp.52-64

5. FAA, “Docket No: FAA-2015-1621,
Revision of Airworthiness Standards for
Normal, Utility, Acrobatic, and Commuter
Category Airplane”, 2016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권 1호 (2017) pp. 37~46

․

산업 정책동향

http://library.kari.re.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민수 무인기 확산 전망 및 영향
장태진*

1)

The World Civil UAS Market forecast and effects
Chang, Taejin*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ivil UAS market, including the commercial UAS market which
grows rapidly after the great success of the consumer drones. According to the market analysis
reports, the commercial UAS market will grow continuously with about 17% of CAGR during
the next decade and various application areas like construction, agriculture, energy, delivery, etc.
are found and proposed. Though, from the autonomous transport point of view, the UAS is
regarded as a technology drive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fferent from other drivers, the
growth of civil UAS is not expected to make employment problem. The UAS makes more jobs
than the replaced. Because, the UAS operation and the related services need more workers than
the UAS manufacture. So, the detailed and refined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make the UAS
as a new growth engin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근래에 급성장하고 있는 민수 무인기 시장에 대하여 시장 현황 및 장래 시장전
망에 대하여 다양한 시장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취미용 드론의 급격한 성장이후 건설,
에너지 인프라 관리, 정밀 농업 등 다양한 상업용 활용분야가 제안되고 있으며, 상업용 무인기 시
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무인기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어, 무인기 분야의 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산업 구조 변화
에 대한 분석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상업용 무인기 분야의 발전 전망을 고려할 경우, 무인기 활용
분야의 성장은 기존의 일자리 감소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인기의 다양한 활용분야를 고려하여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Key Words : Commercial UAS(상업용 무인기), Market Forecast(시장전망), 4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

* 장태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 정책총괄팀
tjchang@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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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5년을 전후하여 이에 대
한 분석/전망 자료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가 대두됨에 따라

과거, 군용 무인기의 공공분야 활용에 머물
렀던 민수 무인기 시장은 단순한 취미용으로
활용되던

RC 항공기가 제어장치, 센서, 배터리

등의 발전으로 취미용 무인기의 급성장을 거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용 무인기 시장
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농업, 인프라
관리, 영상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기 활
용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무인기 택배, 에어택시,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안되고 있으며, 다보스 포
럼에서는 무인기 분야도 자율 교통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동력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자동화와 인공지능, 정보화 등을 바탕
으로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성
장 동력으로서 기대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대규모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
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상업용 무인기 시장의
확대 역시 기존의 일자리 감소 및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 민수 무인기 시장 현황
민수 무인기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표1>과 같이 자료에 따라 약 14억 2,360만 달
러와 15억 1,600만 달러로 상당히 유사한 결과
를 보이고 있지만, 세부 시장 별 규모를 살펴
보면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자료는 가격, 기체형태, 운용특성 등에 따
라 세부 시장을 구분하고 있는데, Frost &
Sullivan(2015)의 경우 상업용 무인기를 중심으
로 조사하여 민간의 취미용 드론은 제외되었으
며,

Teal Group(2015)의 경우 Mini/Small 무

인기에 대해서 상업용이 아닌 공공분야만을 분
석하고 있다.
서로 중복되지 않는 분야를 구분하여 정리하

<표 1>의 음영 부분과 같이 정리할 수 있
으며, 그 결과 2015년 전체 민수 무인기 시장
규모는 약 2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면

이와 같이 급격하게 성장 중인 무인기 시장
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아

표 1 2015년 민수 무인기 시장 추정치 비교

직 초기 시장 형성과정으로서 명확한 시장 규

(단위 : 백만 달러)

모 및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평균가격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복수의 분석

$1,000,000.~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 현황 및 각 세부시

$100,000~

장 별 전망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Teal Group의 민간용 무
인기 시장 분석 자료와 Frost & Sullivan,
Euroconsult의 상업용 무인기 시장 분석 자료
를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Frost & Sullivan

Teal Group
Endurance

Enterprise

Mini/Small

$50,000 ~$100,000 Commercial
$5,000 ~ $50,000

Processional

$1,500 ~ $5,000

Prosumer

~ $1,500

Consumer1)

Fixed
Wing

Consumer

34.0

2. 민수 무인기 시장 현황 및 전망

세부시장 별
시장규모

과거 민수용 무인기는 주로 군용 무인기를
전용하여 경찰, 소방안전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
로 활용되었으나, 주로 영상촬영 중심인 취미용
드론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후 상업용 서비스

계

40.0
60.0
408.1
369.2
130.6

24.0
417.7

1,425.6

자료 : Frost & Sullivan, 2015; Teal Group, 2015,

1,458.0
1,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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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eal Group의 민수용 무인기 시장 구분
자료명
년도
Endurance

Mini/Small
Consumer

World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s
2015
US Civil
-CBP2)
-Coast Guard
-Other US Gov.
Int. Civil
US Civil
Int. Civil
Consumer*

World Civil Unmanned
Aerial Systems
2016
Civil Government Market
-US
-Int.Gov.
(EU, 유럽국가, UN,
기타국가 등)
Commercial/ Consumer
Market
-용도별
(건설, 에너지산업,
농업, 통신, 보험, 촬영,
배송, 개인용 등)

자료 : Teal, 2015; 2016
* 생산대수 없이 금액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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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6년 Teal Group의 시장 분석 자료
는 민수 무인기 시장을 <표 2>와 같이 다양한
상업용

활용분야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2016년 시장을 개인 취미용 약 22억 달러를 포
함하여 약 26.2억 달러로 전망하였다. 상업용
무인기 시장이 누락된 2015년의 향후 10년간의
시장 전망치는 2019년경부터 성장이 정체될 것
으로 전망하였으나, 상업용 무인기 시장도 포함
하여 제시된 2016년의 민수 무인기 시장 전망
치는 향후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 1>
그리고 Euroconsult는 상대적으로 소형인 상
업용 무인기3) 시장에 한정된 분석을 2016년에
발표하였으며, Teal Group 등의 자료와 달리
운용 및 서비스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시장 분석 자료를 제시하였다. 2016
년 기체 및 장비 제작 분야 추정치는 약 4.7억
달러로서 Teal Group의 상업용 무인기 분야 추
정치 약 3.9억 달러 보다 크게 추정하였으며,
운용 및 활용서비스 분야는 약 13.4억 달러로서
무인기 제작분야 보다 활용분야가 더 큰 시장

자료 : Teal, 2015; 2016

그림 1 민수 무인기 시장에 대한 Teal Group의
시장전망치 비교

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6년 민수 무인기 시장은 약 26억 달러에서
27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운용 및 활용 서
비스 분야를 포함할 경우 약 4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2 민수 무인기 시장 전망
민수 무인기 시장은 크게 공공용(관용), 취미
용, 상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공공분야에 한정되었으나 취미용 드론의 등장
과 성장에 이은 상업용 활용분야의 급격한 성

자료 : Euroconsult, 2016

그림 2 Euroconsult의 상업용 무인기 시장 전망

장에 따라 다양한 분석 및 전망 자료가 제시되
고 있으나, 아직은 통일된 시장 정의 및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복수의 자료를 바탕으
로 공통적인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1) Consumer용이 아닌 Consumer급 드론을 의미
2)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관세 국경 보
호청

3) 비행고도 2 km 이하, 운용거리 50 km 이내, 비행시간
10분~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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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l Group(2016)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간의 상업용 무인기 시장을 건설분야, 에
너지인프라 관리분야, 농업, 영상촬영 및 부동
산분야 그리고 보험분야, 통신분야 및 배송분
야4)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Euroconsult(2016) 및 Frost & Sullivan(2015)5)의
활용분야 구분과 다소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Teal Group(2016)의 기준을 바탕으로 유사한
분야를 묶으면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만, 유사한 분야끼리 재분류하여도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3. 민수용 무인기 활용분야 분류
활용
분야

Teal Group

공공
분야

Civil
Government

취미용

Consumer

-

-

건설
분야

Construction

Engineering
&Transport

Mapping
/Surveying

에너지
인프라
관리

Energy

Oil & Energy

Inspection
/monitor

농업

Agriculture

Agriculture
& Forestry

Precision
agriculture

영상
촬영

General
Photography
/Real Estate

Video & Cinema

Photography
/Video

Insurance
Communications

others

그외

Euroconsult

Frost&Sullivan

Civil protection
Surveillance
& Disaster
/First responders
Management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Frost & Sullivan, 2015

그림 3 민수용 무인기 시장전망 비교

<그림 3>은 각 전망 자료를 비교한 것으로
Frost & Sullivan(2015)과 Euroconsult(2016) 모
두 상업용 무인기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나, 활용분야에서는 공공분야라고 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응급 대응 등이 포함되어 있어

Teal

Group(2016)의 분류 중 공공분야와 상업용 무
인기를 합하여 비교하였다.
Teal group(2016)은 전체 민수 무인기 시장
에 대하여 2016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약
17.1% 성장하여 2025년 경 약 109억 달러 수준
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0년 이후 다소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Frost & Sullivan(2015)은 2020년까지의 시장
을 전망하였으며 Teal group(2016)의 취미용 무
인기도 포함된 전망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취미용 무인기도 함께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염

Research
/Training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Frost & Sullivan, 2015

4) 물류배송의 경우 시장규모를 추정하지 않음
5) 2020년까지의 시장 변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Inspection/Monitoring 활용분야는 Energy,
Insurance, Telecom이 포함됨.
2020년 이후 배송 및 준위성(고고도 무인기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 분야가 추가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함.

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Euroconsult(2016)는

Teal group(2016)의 상업용 및 공공분야 전망과
비교하여 2018년까지는 다소 시장을 더 크게 전
망하고 있으나 2019년 이후 Teal Group(2016)의
전망치 보다 성장이 둔화되어 2025년의 시장에
대한 전망치는 각각 약 31억 달러와 70억 달러
로서 Teal Group(2016) 전망치의 약 40% 수준
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2025년 경 상업용 무인
기에 대한 무인기 운용 및 관련 활용 서비스 분
야에 대하여

Euroconsult(2016)는 무인기 제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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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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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배 수준인 약 260억 달러로 추정하

였다.
공공분야에서 무인기는 해안선, 국경선 순찰,
감시 및 재해/재난에 대한 감지 및 신속 대응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무인기 시
장에 대하여

Teal Group(2016)은 2025년 약 4.6

억 달러 수준까지 선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하는 반면,

Euroconsult(2016)는 2019년경부터
급격히 성장하여 2025년에는 약 5.8억 달러 수
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4> 이와
관련하여
Euroconsult(2016)의
분석대상이
small/mini UAV 수준인 비행고도 2km이하, 비
행시간 10분~4시간 이내 수준으로 제한된 것을
감안하면,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서 소형 UAV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Frost & Sullivan, 2015

그림 4 공공분야 무인기 시장 전망

건설분야에서는 건설 지역에 대한 지형 탐색

/측량, 건설과정에서의 기록 및 감시/관리, 다
양한 센서를 활용한 건축 품질 검사 등에 활용
될 수 있으며,

Frost & Sullivan(2015)은 자원탐

사 및 지도제작도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포함
하고 있다.

<그림5>의 건설분야 무인기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Frost & Sullivan(2015)은
Teal Group(2016), Euroconsult(2016) 보다 시
장 규모를 크게 추정하고 있는데, 시장 및 서
비스 구분의 차이에 따른 이유보다 <그림3>에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Frost & Sullivan, 2015

그림 5 건설분야 무인기 시장 전망

서와 같이 타 분석 자료에서는 취미용으로 구
분되는 등급의 소형 무인기 역시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한 것으로 짐작된다.

Teal Group(2016)은 2025년 건설분야 시장
규모가 약 16.5억 달러로서 농업 분야를 넘어
가장 유망한 활용분야로 전망하고 있으며,
Euroconsult(2016)도 농업부분을 이어 두 번째
로 큰 약 7.9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
였다. 또한 무인기 운용 및 서비스 분야는 제
조부문 대비 2016년 3.4배 수준에서 2025년 약
8.7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는 무인기를 활용하여
송유관, 전력선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에 대한
관리와 감시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Frost & Sullivan(2015)는 조사하고 관찰하는
것으로서 보험업계에서의 활용도 보함하고 있
다.

<그림6>에서에서 Teal Group(2016)은 2025
년에 약 9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한 반면, Euroconsult(2016)는 약 4.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관련 전문적인 자료 분석 및 활용 등의 분야가

중요성과 함께 석유 유출 시의 환경오염에 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된

한 우려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및 감시의 중요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쉽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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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가시
거리 밖 비행 제한과 같은 무인기 운용과 관련
된 규제로 인하여 수평적인 탐색 보다 시추탑,
송전탑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한 수직적인 탐사
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규제의 완화에 따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된다.

2016년 현재 시장규모가 약 2억
달러로서 Teal Group(2016)과 Euroconsult(2016)
농업분야는

의 상업용 활용분야 분류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방
제, 파종,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서 비행기와 경
쟁관계가 형성되는 한편, 작물의 생장과 병충해,
환경 등에 대한 세부적인 관찰과 대응을 통해
이뤄지는 정밀 농업을 통하여 농업을 새로운 영
역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경
Teal Group(2016)과 Euroconsult(2016)이 각각
13.6억 달러 및 11.4억 달러 수준으로 꾸준히
향후 농업분야의 무인기 시장은

성장하여 전설분야와 함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7> 관련 운용
및 활용서비스 분야를 살펴보면 무인기 제조

2016년 약 2.4배에서 2025년 약 5.6배로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Euroconsult, 2016) 이
대비

는 에너지인프라 분야와 함께 타 활용분야 대
비 상대적으로 자료 분석 및 운용분야에 대한
비중이 낮은 활용분야로 판단된다.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Frost & Sullivan, 2015

그림 7 농업분야 무인기 시장 전망

영상촬영분야는 최근까지 무인기 시장의 급
성장을 견인한 분야로서 개인 취미용 무인기를
포함하는 경우 현재 가장 많은 무인기가 활용
되고 있다.

<그림8>에서 Frost & Sullivan(2015)
은 Teal Group(2016) 및 Euroconsult(2016)의
전망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Frost
& Sullivan(2015)가 상업용 영상촬영 무인기와
취미용 무인기와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때문으로 생각된다.6)
무인기를 활용한 공중영상촬영은 기존의 헬
리콥터를 활용한 공중촬영 대비

1/10~1/2 수

준의 낮은 비용 및 운용 편리성을 바탕으로 빠
르게 확산되고 있으며(Euroconsult,

2016), Teal

Group(2016)은 사진촬영 및 부동산분야의 활용
규모가 2016년 0.8억 달러 수준에서 2025년에
는 약 4.1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하였으며, Euroconsult(2016)는 영상촬영 규
모가 2016년 약 0.3억 달러에서 2025년 0.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운용
및 활용 서비스 분야의 경우 2025년 약 10.5억
달러로서 기체 제작 대비 약 11.7배로서 영상
촬영 분야에서는 기체 및 장비 보다 이를 편집
하고 활용하는 관련 활용분야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Euroconsult,

2016)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Frost & Sullivan, 2015

그림 6 에너지 인프라분야 무인기 시장 전망

6) Teal Group은 ’16년 취미용 무인기 시장이 약 2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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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ner(2017)는 2016년 민수용 무인기 시
장을 약 45억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112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 전망하여 기존의
Teal Group(2016) 및 Euroconsult(2016)의 분석
자료 보다 크게 희망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림 9> 그러나 Amazon, DHL 등이 서비스
하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미 시범
배송사업7)이 시작되는 등 가장 큰 기대가 집중
되고 있는 무인기를 활용한 물류 배송의 경우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Frost & Sullivan, 2015

그림 8 영상촬영분야 무인기 시장 전망

Gatner(2017)는 배송이후 귀환시간 문제 등 다
양한 물류적 문제로 상업용 드론 시장의 1% 미
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드론이 지닌
IoT허브로서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일반 대중보
다 기업용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하게 될 것
이라 전망하기도 하였다.

3. 상업용 무인기 확산과 산업 변화
무인기는 다양한 활용분야에서 확산되고 있
으며, 기체성능의 향상과 함께 네트워크화, 자
율화 등으로 다보스 포럼에서는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Gatner, 2017

그림 9 상업용 무인기 시장 전망

보험 분야에서는 재난 상황 등에서 출입이

4차 산업혁명

에 무인자동차, 로봇공학 등과 함께 무인기8)를
포함시키는 등 향후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
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10>
지능화, 정보화 및 다양한 기술 간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효율성 및 경쟁

어려운 지역에도 쉽게 접근하는 등 기존의 업

력 향상을 위해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무 효율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기존의

10대 보험사 중 7개가 관련 면허를
획득하고 있으며, 고고도 무인기를 이용한 인터
넷 통신 서비스 분야는 Google, Facebook 등의
경쟁이 진행 중이었으나, Google은 최근 고고
도무인기를 활용한 Titan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어 미국의

인력 및 생산설비를 자동화, 지능화된 설비로
대체하여 다량의 일자리 축소가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성층권 비행선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이상과 같이 개인 취미용 무인기 시장의 성
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상업용 무인기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보통신분야를 주로 분석

7) ’16년 1월 JD.com이 중국의 교외지역에서 시범 배송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중국 최대의 특급배송업체 S.F.
Express는 XAircraft 시험 배송용 무인기로 ’15년 초
부터 매일 500개의 물품을 배송
8) 자율 운송시스템으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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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선진 국가에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향후 50년(2015~65)간의 자동화
서 향후

진행 시나리오에 따른 연평균 세계 경제 성장률
을 조기 진행 시

1.5%, 진행 지연 시 0.9%로 전

망하여, 빠른 자동화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
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무인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의 방재용

RMax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일
본 정부주도로 Yamaha가 80년대 초부터 개발
하여 현재 세계시장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
으며(Teal group, 2016), 다양한 무인기들이 농
업용뿐만 아니라, 영상촬영, 측량 등의 분야에
서 기존의 일자리들을 대체해가고 있다.
하지만, 무인기의 확산은 기존 일자리의 대
무인기

자료 : “국토교통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국토교통부, 2017

그림 10 4차 산업혁명의 범위

다보스 포럼(WEF,

’16.1)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 진행됨에 따라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710
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대신 200만개의 새
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러한 전망은 무인기의 확산으로 인하여 여객기
조종사, 농업 방재인력 등의 일자리 감소로 이
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편,

4차 산업 혁명을 자동화기기의 확산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던

Mckinsey&Company(2017)는 800여 직업과 이
를 구성하는 2,000여 작업에 대하여 체계화, 표
준화 되어 있는 단순반복 및 자료처리 등의 작
업을 중심으로 자동화기기로 대체되어 전체 직
업 중

40% 이상의 직업은 작업 중 30% 미만만

이 자동화 기기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
론에 도달하였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이 진

행되어도 인력이 모두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 기기와 함께 협업을 하는 형태가 되며
이러한 기기를 관리하고 작동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노령화, 인구감소 등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서

4차 산업혁명이

불가피함을 이야기 하였으며, 기술발전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혀 다른 형태의 일자리

체와 축소뿐만 아니라 무인기 조종사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현재 무인기 조종사는 미래의 새로운 일자
리로 주목받고 있으며, 무인기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분석, 가공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앞으로 더욱 많은 일자
리를 양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Euroconsult(2016)는 상업용 무인기 시장에
대해 무인기 생산과 함께 무인기 운용 및 관련
서비스분야를 함께 분석하였는데, 다음의

<그림

11>과 같이 무인기의 운용 및 활용 관련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상업용 무인기 생산규
모의 약 3배 수준으로 추정 하었으며, 2025년경
에는 약 7.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영상촬영분야의 경우 2025년 경에는
관련 운용 및 활용서비스 분야가 무인기 생산

12배 수준이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무인기 생산규모 대비 운용/활용서비스 규모가
규모의 약

작은 에너지인프라 관리 및 농업의 경우도 약

6배의 비율로 관련 서비스 분야가 성장할 것으
로 전망하였다.9)

역시 새로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Mckinsey&Company(2017)는 노동인구 감소

9) 미분류 서비스(other)의 경우 2016년 경 약 31배의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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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한 결과, 향후 소형 멀티콥터 중심의
취미용 드론보다 상업용 분야가 더 빠르게 성
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중영상촬영 분야와 농
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토목/건설분야 및 에너지인프라 관리 등의 분
야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서비스
에 대해서는 신뢰성 높은 분석이 진행되기 어
려우며, 현재 활용 중인 서비스의 경우에도
급격한 성장과 시장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자료
자료 : Euroconsult, 2016

를 통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경향성을 살펴볼

그림 11 무인기 생산금액 대비 운용/활용서비스 시장
규모

필요가 있다.
한편, 무인기도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한

요소라는 관점에서 민수 무인기의 확산은 산업
이와 같이 상업용 무인기 시장은 시장의 성

구조, 일자리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변

장과 함께 이를 운용하고 활용하는 관련 서비

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무인

스 분야의 성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기의 확산은 항공 촬영 및 농업 방제 등 기존

되며,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기존 일자

서비스의 대체보다 관련 활용분야의 경제성 및

리의 대체보다 더 큰 고용창출효과를 보일 것

효율을 향상시켜 전체 산업규모를 성장시킬 수

으로 예상된다.

있는 정밀농업, 에너지인프라 관리 및 토목/건
설 관리 분야 중심으로 옮겨 갈 것으로 전망되

4. 결 론

고 있으며, 그 외에 통신중계, 고고도 감시, 공
중 배송서비스 등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

군용 무인기의 민간분야 전용을 통하여 형성

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어 단

된 민수 무인기 산업분야는 기술발전에 따른

지 기존 일자리의 축소가 아니라 또 다른 성장

RC 모형기의 확산과 활용분야 확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반을 제공하여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

취미용

간단한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넘어서 다양한
센서와 분석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오래, 멀리
비행하며 기존의 항공촬영, 항공방제 등의 시

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민수 무인기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을 견인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수 무인기의

장을 대체하는 한편, 통신중계, 물류배송 등 새

확산과 그 사회-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개별

로운 서비스 제공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활용분야의 특성에 맞게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

정밀농업, 에너지인프라 관리, 토목/건설분야,

한 연구를 통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부작용을

영상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각한 성장이

최소화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발전할 기반을 마

예상되는 상업용 무인기 시장에 대하여 다수의

련하여야 한다.

시장분석 및 전망자료들이 제시되었다.

Frost & Sullivan(2015), Teal
Group(2016), Euroconsult(2016) 등의 자료를
본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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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ASA의 대형 항공우주사업 평가 현황
최남미*, 정호진*

1)

Status of Assessments of NASA’s Large-Scale Projects
Choe, Nammi* , Hojin Jung*

ABSTRACT
NASA has successfully accomplished lots of forefront space exploration missions. Yet, many NASA space
projects experienced cost increases and schedule delays. Cost and schedule growth on NASA’s projects is
long-standing issues for the Agency.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results of assessments of large-scale projects
of NASA perform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nd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cost and schedule increase by NASA. It will also suggests recommendations to KARI’s space
projects’ managements. As the difficulties on managing cost and schedule are common between NASA’s and
KARI’s space projects due to the complexity of technology, lessons learned from NASA will be meaningful for
our cases, even though the governance, environments and procedures of space project management are
different,

초 록
가 우주탐사 임무에 있어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어왔다. 그러나 많은 NASA의 우주 프로젝트는 예산이

NASA

증가했고, 발사 일정이 변경되었다. 비용과 일정 증가는 NASA 프로젝트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본 논문은 미 의

․

회 정부감사원의 NASA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결과와 NASA의 항공우주프로젝트 일정 예산 변동의 요
인 분석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항공우주 프로젝트 경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우주 프
로젝트 경영의 거버넌스, 제반 환경 및 평가 방법 등은 미국과 차이가 있지만 우주프로젝트의 기술적 복합성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의 어려움은 공통적인 바, 미국 NASA의 프로젝트의 평가로부터 얻은 교훈은 우리나라 우주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Key Words : Assessment of space projects, cost and schedule delay of large-scale space projects

*

최남미, 정호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 정책총괄팀
nammi@kari.re.kr, hjjung@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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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변동이 큼에 따라 의회는

1. 서 론

년 이후

1990

의

NASA

프로젝트를 고위험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이어
는 미국 정부의 성과기반조직이다. 성과기반

NASA

년 미 의회는

2005

에게 프로젝트의 일정 및 예산의

NASA

조직은 측정 가능한 명확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임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 및 예산의 기준선을 제

무 달성을 위한 진도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

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기준선으로부터 예산의 변화

관으로, 기관장은 성과목표서에 사인하며, 결과 도출

가 15%를 초과하거나 일정이 6개월 이상 지연이 예상

에 대해 기관장이 책임을 진다. 정부 성과 및 결과 법

될 경우

령 에 따라 성과기반조직은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

다. 또한 기준선으로부터 예산이 30% 초과될 것으로

까지 기관 전략계획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대통령과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더 이상의 예산 집행을 중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계획에는 기관 운영

지하고, 의회가 프로젝트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한

의 목적과 목표, 목표달성 방법, 운영 과정, 기술 및 성

후에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 계획을 담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관장은 매 회계연

에에 따라,

도 종료 150일 내에 성과보고서를 기관 웹사이트에 공

예산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매년 작성하는 성과보고서

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 대비 성과 평가, 계획 목표

에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선으

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설명, 성과 목표에 대한 진

로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도 측정에 사용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

서는 의회의 정부감사원에 해당하는

명 등을 포함한다. 즉 기관 전략계획에 제시된 경영, 연

Accountability Office(GAO,

구부분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정상수행 또는 완료,

원) 로 하여금 2억 5,000억 달러 이상의 NASA의 대형

미흡, 매우 미흡, 취소 또는 지연의 4 개 구분으로 평가

프로젝트, 프로그램, 활동 등에 대해서 프로젝트 현황

하고 각각을 녹색, 노란색, 빨강색, 흰색의 신호등 시스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 의회

템으로 표시해 관리하고 있다. 성과보고서에는 연구프

정부감사원은

로그램의 개발 예산과 일정에 대한 성과 평가도 포함

5,000

하고 있다.

평가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2)

NASA

대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연구

NASA

청장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

4)

5)

는

NASA

년부터 프로젝트의 일정과

2006

년 의회 예산위원회에

2008

Government

이하 미 의회 정부감사

년부터 현재까지 총 예산이 2억

2009

억 달러가 넘는

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NASA

본 논문은 미 의회 정부감사원의 평가보고서를 바

․

개발 프로그램 평가 외에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독립적

탕으로

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의 예산이 매년 수십

의 요인, NASA의 원인 분석 및 프로젝트 관리 개선노

조원 에 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과학적, 기술적

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우주 프로젝트 경영에 대한

복잡성이 큼에 따라 프로젝트 경영과 예산 관리는 매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NASA

3)

우 도전적인 일이다. 예를 들면, 당초 허블망원경은

2

억 달러로 총 예산을 계획했으나, 실제 12억 달러가 소
요됐으며, 개발기간도 7년이 연장되었다.
Science Laboratory)

의 항공우주프로젝트 일정 예산 변동

NASA

2. NASA의 프로젝트 경영 프로세스

MSL(Mars

프로젝트는 당초예산 대비

83%

의 프로젝트는 두 단계로 대분되는데 입안단

NASA

의 예산 초과, 일정은 2년이 연장되었다. 최근 완성단

계(formulation

계에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은 계획된 예산대비 약

이다. 입안단계는 개념연구, 개념 및 기술개발, 예비설

배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NASA

2

프로젝트의 예산, 일

2)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3) NASA는 2016년 회계연도에 193억 달러의 예산을 집
행했다.

와 실행단계(execution

phase)

phase)

계 및 기술완성 단계로 세분되고, 실행단계는 최종설
계, 시스템조립, 종합, 시험 및 발사, 운영, 종료 단계로
4) 42 U.S.C. §16613(d)
5) NASA authorization ac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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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된다. 다음 세부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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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SA 프로젝트 평가 및 효율적

고경력 연구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림 1은

프로젝트 경영을 위한 노력

의 우주프로젝트 순환주기를 나타낸다.

NASA

미 의회 정부감사원이 2009년부터 총예산 2억 5,000
억 달러 이상의 NASA 대형 프로젝트, 프로그램, 활동
등에 대해서 프로젝트 현황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
는 바, 이 중 초기에 수행한 2009년도 NASA 프로젝트
그림1. NASA의 우주프로젝트 순환주기

그림 1에서 보듯이,

에 대한 평가를 소개한 후, 일정지연에 대한 NASA의

는 입안단계에서 프로젝

NASA

트의 요구사항, 예산, 일정 견적, 시스템 설계 등을 수
행한다. 입안단계 동안 작성하는 입안약정에는 프로젝
트 일정, 예산, 신기술과 개발계획, 기존기술의 사용,
위험경감 계획, 시험 계획 등이 담긴다. 입안단계가 끝

자체 원인 분석 및 개선노력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수
행된

NASA

본부 차원의 기준

프로젝트 평가결과에 나타난

NASA

프로젝트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소개하겠다.

3.1 2009년 NASA 프로젝트의 경영 평가

나면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프로젝트의 예산과
일정의 기준선을 정하는데,

년

2016

NASA

년

2009

NASA

대형 프로젝트는

개로 4개는 입안

19

단계에 있으며 15개는 실행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이나

선은 프로젝트가 100% 성공할 수 있는 신뢰도를 갖는

5

총 예산의 70%로 정하고, 이중 20%는 NASA 본부에

규 프로젝트이다. 미의회 정부감사원의 조사결과, 신규

서 예비비로 축적하고, 본부와 프로젝트 매니저는 총

프로젝트를 제외한 10개 실행단계의 프로젝트 10개 모

비용의

두가 기준 예산선보다 예산이 증액되었고, 일정도 지연

로 프로젝트 예산을 약정한다(그림

50%

2).

이

개는

년 실행단계로 진입한지 얼마 되지않은 신

2009

렇게 결정된 예산은 기준선으로부터 30% 비용증가가

되었다.

예상시, 의회는 프로젝트의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하

2,110

개 프로젝트의 평균 예산 중액은 18.7%(1억

10

억 달러), 평균 지연은 15개월로 조사되었다.

고, 승인되면 기준선은 증액예산으로 대체된다.
표 1. 2009년도 NASA 대형 프로젝트의 예산․일정 변화
기준
연도

프로젝트

그림2. NASA 프로젝트의 기준선 책정(자료: NASA
대형 프로젝트의 평가, 의회 정부감사원)

개발비 증액
단위: 백만불)

(

기준연도 대비
예산증액 비율

발사
연장

개월

Aquaris

2008

$ 15.9

8.5%

10

Glory

2009

$ 37.0

14.3%

16

Herschel

2007

$

9.7

8.3%

21

Kepler

2007

$ 77.5

24.8%

9

LRO

2008

$ 52.3

12.4%

8

MSL

2008

$662.4

68.4%

25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NPP

2007

$132.1

22.3%

33

SDO

2007

$ 58.9

9.4%

18

SOFIA

2007

$162.3

17.7%

12

WISE

2008

$

2.8

1.5%

1

평균

$121.2

18.7%

15

총 비용
증액

$1,210.9

자료:

NASA

개월
개월

개월
개월

대형 프로젝트의 평가, 의회 정부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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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감사원은

프로젝트의 예산 초과 및

NASA

3.1.1

일정지연이 일어나는 주요원인을 6개 인자, 즉 기술성
숙도, 설계 안정도, 계약자, 개발 파트너, 예산획득, 발
사목록으로 분석하였다.
NASA

개의 주요 인자에 의해

6

프로젝트의 예산이 초과되고 일정이 지연되므

로, 이들 6개의 인자를 잘 관리한다면 프로젝트 경영은
성공적일 것이다. 표 2는

년

2009

개

19

NASA

대형 프

로젝트의 일정지연 및 예산증액을 초래한 6개 인자들
의 분포를 나타낸다.

․

프로젝트 관리 중 기술성

NASA

숙도 인자가 일정 예산 변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의 프로젝트 중

19

개가

15

기술성숙도가 미흡했으며, 나머지 기술적인 요소인 설
계 안정도를 합치면 19개 중 17개 프로젝트가 기술적

․

문제로 일정 예산이 변동되었다. 용역업체, 개발파트
너, 예산불안정, 발사일정 등 비 기술적 요소에 의한 일

·

정 예산 변동은 19개 프로젝트 중 15개에서 나타났다.
표 2. 2009년도 NASA 대형 프로젝트의 예산․일정
변화 요인

프로젝트

기술적 요인
기술성숙도
설계
핵심 기존
기술
기술 안정도
성숙도 복잡도

비기술적요소
용역

Glory

×

GRAIL
Herschel

×

Juno
JWST
Kepler
LRO

×
×
×
×
×
×

×
×

×

×
×

×
×
×

×

×

NPP

×
×

RBSP
SDO
SOFIA

×
×

×
×

×
×

×

WISE

×

GPM
LDCM
Orion

자료:

NASA

×
×

중 4개가 핵심 신 기술이 기술완성도

개 프로젝트

14
6

에 못미쳤고,

개가 기존 기술을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충분한 완

10

성도를 얻지 못한 채 실행단계로 넘어갔다. MSL 프로
젝트의 경우, 상세설계시 2개의 핵심기술이 완성되지
못한 채 실행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25개월이 지연, 6억
6,000

달러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GRAIL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반작용휠을 그대로 가져왔
으나,

의 시스템 요구에 맞도록 반작용휠을 적

GRAIL

용시키지 못한 채 실행단계에 접어들며 시스템을 제작
함으로써 일정지연이 초래되었다. 기존기술을 새 시스
템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NASA 대형 프로젝트
경영에서 많이 간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우
주시스템에서 검증이 된 기술일지라도 새 시스템의 요
구사항에 맞게 적용이 필요하며, 우주시스템의 복잡성
이 크므로, 기존기술의 새 요구조건에 대한 성숙도를

3.1.2

설계 안정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정한 설계는 설계변경으로
비용 및 일정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량적으로, 상세
안정됐다고 할 수 있다. 14개 실행단계 프로젝트 중

8

개 프로젝트가 상세설계회의에서 전체 도면의 40%에
해당하는 도면을 제시했다.

×
×
×

×

×
×

때 개발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 이르렀을

66)

설계검토 회의시 90%이상의 도면이 완성되면 설계가

×
×

×
×
×

×

입안 중
Ares I

가

Readiness Level)

프로젝트의 상세설계점검 회의시 설계의 안정도를

×
×

MMS
MSL

우주시스템 개발에 들어갈 때 모든 기술의 기술완
성도(Technology

높이는 연구의 중요성이 크다.

개발
예산 발사
파트너 불안정 일정

실행 중
Aquaris

기술 성숙도

×

×

×
×
×

대형 프로젝트의 평가, 의회 정부감사원

3.1.3

용역기업의 성과

․ ․

는 일 년 예산의 85%가 용역기업 학교 연

NASA

구소로 배분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는 용역

NASA

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크다. 따라서 기업 인력의 순환,
6) 기술완성도는 기술의 성숙도를 9개 단계로 나타낸
다. 기술완성도 6은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의 모델
또는 원형이 적절한 환경에서 기술시현이 이루어진
단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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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인력의 퇴사, 기업의 폐업 등으로 납기일이 늦어

연, 예산증액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의전 현

지거나 계약 자체가 폐기되면 전체 프로젝트의 일정이

직 청장, 센터장, 프로젝트 매니저 등 85명에 대해 인터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뷰 실시하였으며, 일정지연, 예산증액의 원인을 다음 4

NASA

가지로 크게 분류하였다.

3.1.4

개발 파트너의 성과
는 해외 기관과 협력사업이 많아 해외기관이

NASA

담당한 부분의 개발지연으로 전체 프로젝트가 지연되
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2009년 10개의 본격적인 실
행단계의 프로젝트 중 6개 프로젝트가 해외 파트너와
공동개발 중이었으며 이들은 평균 18개월의 지연되었
으나, 해외 파트너 없이

NASA

단독으로 진행 중인

4

개 프로젝트의 평균 지연은 11개월로 나타나, 해외 파
트너와 공동으로 프로젝트 수행 시 프로젝트의 지연이

NASA
NASA

의 기술적 자부심에 기인한 낙관적 문
연구원들의 자신감 또는 기술 중심적

사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프로젝트에 도전하며 프
로젝트를 성공에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프로젝
트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임무성공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여 예산 및 일정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NASA

감사부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기술적 요구
조건은 상세히 작성되어 있으나, 일정 및 예산 경영 성
과에 대한 요구조건은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
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경영진과 고경력 연구자들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5

첫째,
화이다.

기술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어진 일정과 예산
범위 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실성이

예산 불안정

떨어지는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

실행단계 중인 10개 프로젝트 중 6개가 예산획득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Kepler 프로젝트는
년 일 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3,500만 달러의

2005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는

20

다. 예로 화성탐사로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고경력 연구진이 그대로 신규 프로젝트인

을담

MSL

당하게 되었는데, MSL 프로젝트의 일정 및 예산을 낙
관적으로 계획하여, 결국 일정이 2년 연장되었고, 9억

개월이 늘어났고, 1억 6,9900만 달어의 추가 예산이 소

달러의 예산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NASA 연구자들은

요됐다.

과거 예산과 일정을 못 맞추었던 프로젝트의 경우, 일

3.1.6

정이 조정되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었던 경험에 바탕
발사 일정

해,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일정 및 예산 관리의 중

개 실행단계 프로젝트 중 4개가 발사 서비스 연기

10

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둘째,

를 경험하였다. SDO(Solar Dynamics Observatory) 프

기술복잡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다.

프로젝트는 기존에 없는 신기술을 개발해야하

로젝트는 시험 스케줄 및 부품 문제로 발사 일정을 못

NASA

맞춰 2008년 8월 발사 일정을 놓침에 따라 기존 예약되

는 경우가 많고, 임무 달성을 위해 상호의존적인 각 기

어 있는 타 발사 일정 뒤로 발사일정이 재조정됨에 따

술들을 통합해야 하며, 우주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라 18개월 발사 지연과 5,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소

타 분야에 비해 많은 시험을 요한다. 또한 대량생산의

요되었다.

이점을 얻을 수 없는 분야이고, 용역회사로부터 구매
하는 부품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3.2 프로젝트의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NASA의 노력

어

NASA

프로젝트는 기술적 복잡성이 크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기술의 복잡성을 과소 평가하고, 몇몇 프
로젝트는 기술들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단계
로 진입하였다.

NASA,

우주프로젝트의 일정지연, 예산증액이 빈

번히 일어남에 따라

년

2012

NASA

감사부는 일정지

셋째, 예산 불안정성은 비효율적 프로젝트 경영을
이끈다. 예산을 계획보다 적게 받거나 혹은 많이 받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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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도, 기존 기획된 계획과 달리 예산이 분배되어야

표 3. 2009년도 NASA 대형 프로젝트의 예산․일정 변화 요인

하므로, 비효율적인 일정 및 예산의 경영을 초래한다.

비용증가 원인

넷째, 프로젝트 경영자를 배출하기 위한 기회가 한
정적이다. 프로젝트 경영자의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경험과 훈련인데,

의 프로젝트가 대형

NASA

화되고 대형 프로젝트 수가 많아짐에 따라 소형 프로
젝트 수가 줄어들어 소형 프로젝트를 경영해 쌓을 수
있는 프로젝트 경영자로써의 경험 기회가 줄어들었다.
또한

의 프로젝트 개발에서 외부 용역 비중이

NASA

커지고 내부에서 개발하는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 대
부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기업이 개발하고,
NASA

연구원은 용역을 점검하는 일을 담당함으로써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설계, 제작 및 시스템 종합 분

예산결정 전 요구조건등의 정의
의 부적절성
낙관적 예산 책정
초기 일정 기준선의 실행 불가
부적절한 위험도 평가
예상보다 더 큰 기술의 복잡성
설계, 내용 등 개발 범위의 변화
예산확보의 불안정성
내부 기술 전문성 감퇴
계획대비 용역 요구의 관리 미흡
발사체
확률적 예측 부족
예산을 주는 만큼 개발한다는 접근
핵심 기술, 일정, 가정을 기록하
기 위한 공식적 문서의 부족

자료

년대 1980년대

년대 2000년대

1970

19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ASA Advisory Council Meeting, 2009

야 진로를 택하고자 하는 최근 대학 졸업자나 경험 많
은 기술자들은 NASA보다는 민간 산업체를 더 선호하
대형 프로젝트의 비용과 일정 증가의 세부

원인과 시대별 원인의 변화는 표 3과 같다.

년대

1970

이후 2000년대까지 NASA의 기술적 자부심 및 기술의
복잡성이

NASA

프로젝트의 비용 및 일정 증가에 지

속해서 영향을 미친 반면, 예산확보의 불안정성은
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정 및 비용 증가의 원인

1980

요소가 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 외부 용역 비중
이 커짐에 따라 용역관리의 미흡과

감사부 및 미 의회 정부감사원는 일정지연

및 예산증액의 원인분석에 따라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NASA

NASA

NASA

내부 기술

전문성 감퇴가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한 2000년대 들어서며 우주왕복선이 퇴역하며 뒤를 이
은 오리온 유인선과 AresI 발사체 계획에 대한 예산투
자가 미흡함에 따라 NASA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만
개발한다는 수동적인 접근방법을 취함에 따라 일정 및
비용의 증가를 초래했다. 핵심 기술, 일정, 비용 관리를
기록하는 공식적 문서의 부족도 일정 및 비용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는 프로젝트

NASA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는데, 일연의 노력들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 2장에서 소개한 확률적 비용 및 일정 분석법
의 도입이다. 프로젝트의 비용 및 일정 예측을 현실적
으로 하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 전 프로젝트 성공확률
에서 프로젝트 일정 및 예산 기준선을 우주청과 프

50%

로젝트 매니저간 약정하고, 성공확률 70%에서 우주청
이 프로젝트의 기준선을 정하는 공통 비용 및 일정 신
뢰선을 도입하였다. NASA 본부와 프로젝트 매니저간
약정에 기반한 예산 및 일정 기준선을 설정하여 프로젝
트 매니저는 기술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일정 및 예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NASA

본부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갖게 되었
다. 또한 프로젝트 입안단계에서 프로젝트 일정, 예산,
신기술과 개발계획, 기존기술의 사용, 위험경감 계획,
시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함으로써 개발
초기에 잘 정의된 요구조건 및 성숙한 기술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는 새로운 프로젝트 경영정책을 도입하였다.

NASA

즉 프로젝트가 다음 세부단계로 진행하기 전 각 주요 의
사결정 시점에 달성해야하는 성과에 대한 기준선과 최
소 한계선을 프로젝트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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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계선을 넘지 못할 경우, 과제 종료 검토를 고려할

또한 예비설계검토회의에서 기술완성도가 기준선

수 있게끔 하였다. 더불어 프로젝트 계획은 어떻게 일정

에 못 미치는 프로젝트의 비중도 2010년 70%에서 2016

및 예산집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인지, 계획된

년 11%로 감소하여 최근 세부 기술이 성숙한 후에 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위험 경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로젝트를 착수하는 경향이 커졌다(그림

담도록 규정하였다. NASA는 또한 각 센터의 고경력 연

NASA

구원 및 프로젝트 관리자들의 프로젝트 관리의 경험을

설계회의 시 신규 핵심기술 및 기존 기술 모두가 기술

모으고, 프로젝트 관리와 단계별 요구조건 등을 정리한

완성도 6 에 이르렀다.

우주비행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경영 핸드북을

NASA

제공하여 프로젝트 경영을 돕고 있다.

3).

년

2016

의 11개 대형 프로젝트 중 9개 프로젝트는 예비

또한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 엔지니어링 설계도면
의 배포율도 2010년 31%에서 2016년 72%로 개선되었

이외에도, 대통령, 의회, NASA 경영진의 일관된 리

다(그림 4). 미 의회 정부감사원에 따르면 최상의 프로

더쉽을 발휘하여 예산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프로젝트

젝트 경영사례는 상세설계검토 단계에서 최소 90%의

경영자 교육, 경험 및 지식 공유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설계도면이 배포되는 것이다.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경영을 위해 노력

프로젝트 경영 사례의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지속적인

중이다.

프로젝트 경영의 개선으로 일정 및 예산 증가에 영향

년 평가시 최상의

2016

을 미치는 요인의 위험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3.3 2016년 NASA 프로젝트의 경영 평가

수 있다.

년 미 의회 정부감사원의 NASA의 대형 프로젝

2016

트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일정 및 예산
증가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정 및 예산의 증가
가 과도하게 컷던 제임스웹 망원경 프로젝트를 제외하
면, 평균 프로젝트 비용 증가는

년 기준선으로부

2010

터 13% 증가하고 일정은 약 50개월 증가한 반면, 2016
년 비용은 11% 증가, 일정은 30% 증가로 증가율이 감
소하였다. 그러나, 프로젝트 비용 기준선을

30%

넘겨

의회가 프로젝트 수행 계속 여부를 검토하고 기준선을
30%

증액하여 다시 설정한 프로젝트는

년간

9

년) 8년에 걸쳐 나타났다(표 4).

(2007~2015

표 4.

연도

기준선
재설정
프로젝트
예산 증가액
(백만 달러)
연도

기준선
재설정
프로젝트
예산 증가액
(백만 달러)

자료

년 간 비용 기준선이 재설정 된 프로젝트

2007~2015

: NASA

‘07

1’08

‘09

‘10

SOFIA

NPP

Glory

NSL

그림3. 예비설계검토회의시 기술성숙도가 미흡한
프로젝트 비중 및 수(자료: NASA 대형 프로젝트의

742.9

252.2

170.6

799.9

평가, 의회 정부감사원)

‘11

JWST

3,607.7

‘12

OCO2

71.3

‘13

-

-

대형프로젝트의 평가,

‘14

‘15

ICES

SGS

at-2L

S

204.8

308.7

2016

54

최남미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1 (2017) pp. 47~54

일정, 소요 인력 및 예산 계획을 마련할 수 있으며, 사
업 수행시 위험도도 이 모델을 활용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우주사업 경영에 대한 표준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 우주사업 관리 과정이 표준화 되어
있어야하는데, 사업단 마다 사업 책임자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다르고, 사업관리 경험은 도제식으로 전수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주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과제
책임자들, 고경력 연구자들이 모여 그간의 경험과 노
하우를 모아 매뉴얼을 만든다면, 그리고 신규 우주사
업 책임자는 그 매뉴얼을 활용한다면, 지식 공유를 통
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우주사업의 예산 및 일
그림4. 상세설계검토회의시 기설계도면 배포
비중(자료: NASA 대형 프로젝트의 평가, 의회
정부감사원)

4. 결 론

정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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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궤도선 자세제어계 설계기술 동향
권재욱*, 백광열*, 정다운*, 안한웅*, 박영웅*1)

Trends in Lunar Orbiter AOCS Design
Jae-Wook Kwon*, Kwangyul Baek*, Jung, Dawoon*, Han Woong Ahn*, Young-Woong Park*

ABSTRACT
Since the mid-1990s, technologically advanced states have been competing for preoccupancy
rights to the moon with the goal of securing natural resources. This has ushered in the
so-called “Moon Rush” age. The lunar orbiter has been being developed for the lunar
exploration in Korea. This paper cites about the main provisions for the AOCS’s design for
lunar orbiters that have been recently developed and launched, such as SELENE in Japan,
Chandryaan in India, LRO in the U.S. and Chang’e in China. The control modes and
requirements for the AOCS part of Korea lunar orbiter is dealt with in this paper.

초 록
1990년 중반 이후로 달과학에 대한 연구와 달자원의 확보의 목적과 심우주탐사에 대한 전초기
지 발판으로 달탐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소위 Moon rush시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도 달탐사선 개발에 착수하였다. 본 논문은 해외 달궤도선의 임무에 대한 자세제어계 설계내용
을 다루고 있다. 일본의 SELENE, 인도의 Chandryaan, 미국의 LRO와 중국의 Chang’e의 임무에
대한 자세제어계 요구조건과 이를 위한 제어모드 및 하드웨어 구성이 정리 되어있다. 또한, 우리
나라 최초 달탐사선인 시험용 달 궤도선의 자세제어계 개발을 위한 제어모드와 모드별 요구조건
을 언급하고 있다.

Key Words :

Lunar orbiter(달궤도선), AOCS(자세제어), KPLO(시험용 달 궤도선),
AOCS Control mode(자세제어 모드), Lunar Exploration (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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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 기술의 동향을 분석한다. 해외 4기의

1. 서 론

달궤도선으로
세계적으로 달과학에 대한 연구와 심우주탐

LRO

미국의

(Lunar

Reconnaissance Orbiter), 중국의 Chang’e-2, 인
Chandrayaan,

SELENE

사에 대한 전초기지 발판으로 달탐사에 대한

도의

일본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달착륙선

(Selenological and Engineering Explorer)를 포

개발에 앞서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고 있

함한다.

다. 모든 인공위성 개발에서 보듯 인공위성의
주어진 임무에 따른 시스템 설계 및 각 부분체

2. 최근 해외 달 궤도선별 주요사양

설계 요구조건이 할당되어 진다. 달탐사선 개
발에도 주 임무수행을 위한 여러 가지 운영조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최근 2000년대에 발사

건과 이를 위한 핵심설계요구조건이 고려되어

된 4기의 해외 달 탐사선의 임무 및 주요 사양

진다. 현재 개발 중인 시험용 달 궤도선의 임

은 표 1과 같다.

무 탑재체로는 착륙지 선정을 위한 광학카메라
및 달 자기장 측정기 등 총 6기의 과학탑재체

2.1 SELENE 자세제어계 설계

가 탑재되고 탑재체가 요구하는 임무환경을 지
원하기 위해 자세제어계에서는 시스템에서 할

SELENE는 일본의 달 탐사선으로 14개 임무

당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설계/검증을 수행

장비를 탑재하여 달의 기원, 진화과정과 관련

하게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사된 해외
달궤도선의 주요 임무와 이에 따른 자세제어계

된 과학 데이터를 획득하고, 미래 달 탐사를
위한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2007년

표 1 해외 달 궤도선 주요사양 [1]
국가

일본

인도

미국

중국

가구야(SELENE)

찬드라얀 1호

LRO

창어 2호

달 탐사선

주관기관

JAXA

ISRO

NASA

CAST

발사일

2007.9.14

2007.10.24

2009.6.18

2010.10.1

H-IIA

발사체

임무

§
§

달의 기원연구
달 탐사기술 개발

PSLV-XL
§
§
§

달 원격탐사
3차원지도제작
달 화학성분 조사

Atlas V 401
§
§
§
§

달 거주지 모색
자원위치추적
달 복사환경연구
신기술 실현

LM 3C
§

§

Change'E-3
착륙지점에 대한
정밀이미지 촬영
신기술 시연

소요예산

320억엔

90백만달러

460백만달러

134백만달러

궤도 종류

극궤도

극궤도

극궤도

극궤도

고도

100km

100km

50km

100km

임무수명

12개월

24개월

12개월

30개월

총중량

3000kg

1304kg

1800kg

2480kg

위성제원

2.1m(D)x4.8m(H)

1.5m(D)x1.5m(H)

2.6m(D)x3.9m(H)

2.2m(D)x2.2m(H)

탑재체수

10

1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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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일본 자국의 H-IIA 발사체를 통해

2.1.2 SELENE

발사되어 달 간접전이궤도방식 (phasing loop

lunar transfer orbit)으로 진입하였다. 2007년
10월 4일 달 궤도에 진입하였으며, 2007년 10
월 18일 정상적으로 100km고도의 달 임무궤도
에 진입하였다. 2008년 10월 말까지 예정된 관
측임무를 수행하고 단계적으로 고도를 낮추어,

2009년 6월 11월 달 남서부 길 크레이터 부근
에 ‘제어낙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SELENE는 하나의 주궤도선과 2개의 서브
위성 RSTAR와 VSTAR로 구성되었다. 주 궤도
선의 주 임무는 달 극궤도에서 달 표면의 고해
상도 영상촬영 및 매핑이다. 두 서브위성은 달
궤도 진입기동 시에 순차적으로 주 궤도선과
분리되었다. RSTAR는 근월점 고도 100km, 원
월점 고도 2400km의 타원 극궤도, VSTAR는
근월점 고도 100km, 원월점고도 800km의 타원
극궤도를 돌며 달 중력장을 측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RSTAR는 데이터 중계기 역할을 한
다. 두 서브위성은 스핀안정화를 통해 자세제
어를 한다. 아래에서는 SELENE 주궤도선의 자
세제어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1.1 SELENE

자세제어계 하드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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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제어계 모드

SELENE 자세제어계 모드는 아래와 같이 7
개 모드로 구성된다.
·

NO operation : 자세제어 명령을 생성하지

않는 대기모드이다.
·

Stand-by : 발사 후 위성 분리신호를 감지하

거나 시스템 재구성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자세제어계 초기화를 수행한다.
·

Initial Sun Acquisition : 발사체로부터 분리

된 후의 모드로, 태양 방향을 찾아 태양센서의
방향과 정렬이 되도록 자세를 유지한다. 태양
과 정렬이 유지되면, 태양전지판을 전개한 후
태양과 정렬된 축으로 궤도선을 회전시킨다.
·

Sun Acqusition : 일부 장비의 이상으로 궤도

선이 자세를 잃어버린 경우에 진입하며, 태양
전지판 전개를 제외하고 Initial Sun Acquisiton
모드와 동일하다.
·

Inertial-Frame-Pointing attitude control : 관

성좌표계에 대해 궤도선의 3축을 제어하는 모
드로 20N/1N 추력기 또는 반작용 휠을 사용
한다. 달 천이궤도 단계, 달궤도 진입 단계 시
의 자세제어 모드이다.
·

Orbital Maneuver : 500N 주추력기 또는

SELENE의 자세제어계를 구성하는 센서는

20N추력기를 통해 궤도 기동을 할 때의 자세

별추적기, 자이로, 가속도계, 태양센서이며, 구

제어 모드이다. 500N 주추력기는 달 천이궤도

동기는 500N 주추력기, 20N 추력기, 1N 추력

기동, 달 진입궤도 기동 시에 사용되며, 속도

기, 반작용휠로 구성된다. SELENE의 자세결정

증분이 10m/s 이하의 궤도 기동에 대해서는 4

은 자세제어계 모드에 따라 별추적기, 자이로

개의 20N 추력기를 사용한다. 500N 주추력기

를 통합하여 확장형 칼만필터를 통해 이루어지

의 고장에 대비하여 12개의 20N 추력기를 동

거나, 자이로 측정치만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시에 사용할 수 있다. 궤도 천이 시에 가속도

가속도계는 궤도 기동시 발생한 속도 증감을

계를 통해 속도 증분을 측정하여 목표 속도증

측정한다. 500N 주추력기는 달 천이궤도 기동,

분에 도달하면 기동을 멈추도록 설계되었다.

달 진입궤도 기동 시에 사용되며, 20N 추력기

이 모드에서는 추력기를 통해 자세제어를 하

는 속도 증분이 작은 궤도 기동와 요축, 피치

며, 별추적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이로만을 사

축 자세제어에 사용된다. 또한 20N 추력기는

용하여 자세결정을 한다.

500N 주추력기 고장 시에 백업으로 사용될 수

·

있다. 1N 추력기는 롤축 자세제어에 사용한다.

임무궤도 상에서 달 관측임무를 수행할 때의

반작용 휠은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제어계 모드이다. 이 때 일주일에 2번 지

Lunar-Centric-pointing attitude control :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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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세제어계 모드 천이도 [2-4]

상에서 업로드 되는 궤도요소를 통한 궤도 전

로 반작용휠을 사용하며, 반작용휠의 모멘텀

파와 별추적기/자이로를 통한 자세결정을 통해

덤핑을 위해 20N/1N 추력기를 사용한다.

궤도선의 요축(+z축)이 달 중심을 보도록 자세
제어를 한다. 이 모드에서는 자세제어 구동기

SELENE 자세제어계 모드 천이도는 그림1과
같고, 각 모드에서의 주요성능은 표 2와 같다.

표 2 SELENE 자세제어계 모드 주요 성능 [2-4]
AOCS Mode

Submode
Sun Search

Initial Sun Acquisition,
Sun Acquisition

Inertial Frame
Pointing Attitude
Control
Orbital Maneuver
Lunar-Centric-Pointing
Attitude Control

Sun Acquisition
Sun Pointing
Cruising
Inertial-Frame
-pointing
Attitude
Maneuver

주요 성능
회전축: 0.5±0.1deg/s
그 외 : 0.0±0.1 deg/s
태양센서 기준 : 태양방향 ±8deg
태양센서 기준 : 태양방향 ±8deg
Cruising rate : 0.4±0.1deg/s
자세제어: 0.3deg (3축)
자세안정: 0.1deg/s (3축)
최대속도: ±0.4deg/s (회전축)
자세제어 : 0.1deg (3축)
VICO: ±2.0%(500N), ±8.0%(20N)
자세제어: 0.1deg (3축)
자세안정: 0.003 deg/s (3축)
자세결정: 0.025deg (3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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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handrayaan 자세제어계 설계
Chandrayaan-1호는

Wheel Control mode는 IRS mission의 설계
로직을 활용하였다. Chandrayaan의 mission을

인도의

달탐사선으로

2008년 10월22일 오전 6시경에 인도 발사체

위한 operation control mode는 아래와 같다.
·Launcher

PSLV-C11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총 임무기

·Rate

간 10개월동안 수행하였고, 주요 임무는 달표

·Orbit

행상도 원격탐사와 3차원 지도, 자원 지도제작

Engine Burn (LEB) mode

maintenance (OM)

·Normal

을 위한 여러 가지 탐사의 목적을 두고 있다.

·Safe

PSLV-C11은 ISRO에서 PSLV를 개량한 것으로

mode (lunar pointing)

mode

·Suspended

고체연료 부스터 6개를 1단 로켓옆에 장착한

mode

2.2.2 Chandrayaan

발사체 이다.

을 이용한 zero-momentum 시스템의 3축 안정
화와 추력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모멘텀 덤
핑은 다른 달궤도선과 같이 달에서의 매우 약
한 자기장으로 인해 추력기를 활용하고 있다.
발사 후, 지구-달궤도 전이궤도에서 Apogee
위해

자세제어계 사양

Chandrayaan의

자세제어계 제어모드

Chandrayaan-1은 Imaging을 위한 반작용휠

높이기

attitude control (IAC)

·Liquid

과 뒷면의 가시광선, 적외선, X선을 이용한 고

를

(+Roll) sun pointing mode

·Inertial

하는 것과 달의 극궤도를 공전하면서 달 앞면

Phase

damp mode

·CASS

면의 얼음, 헬륨-3를 포함한 달의 자원을 조사

2.2.1 Chandray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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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gee에서 440N Liquid

AOCS

Specification은

GEOSAT과 IRS의 Pointing과 위성체 Stability
의

같다.

사양과

각

모드별로

구성되

Specification은 다음과 같다. On-Orbit mode에
서 Imaging operation을 위한 운영조건으로 아
래 사항이 있다.
·Dual

Gimbal Antenna (DGA) - No motion

·SADA

Engine을 이용하여 약 24,000km의 고도로 올

– No slewing
표 3 Chandrayaan Mode별 사양

려준다. Perigee burn 구간동안 Arc 손실을 최
소화하기 위해 Velocity Steering을 수행한다.

Mode

Axis

Attitude
(each axis)

Rate
(each axis)

Liquid Engine Burn (LEB)은 타이머와 가속도

On-Orbit

Y/R/P

±0.05°

±3.0e-4°/s

계센서를 이용하여 제어하며, 위성체의 자세와

LEB

Y/R/P

±0.5°

-

각속도 측정을 위해 Fiber Optic Gyroscope를

OM

Y/R/P

±0.5°

-

DGA

Az/El

±0.5°

-

활용한다. 또한, 모든 임무단계에서 절대적인
자세 기준을 위해 별추적기를 활용하고 있다.
기울임각을 갖는 Single Solar Array를 통해 전
력충전을 하고 있으며, Solar Array의 Normal

vector을 Sun vector에 맞추어 전력량을 최대
로 하기 위해 6개월에 1번씩 180도 Yaw flip을
수행하게 된다. Chandrayaan의 AOCS mode의

logic과 control scheme은 GEOSAT과 IRS의
heritage를
mode는

혼합하여

GEOSAT

구성되었다.

mission에서

Thruster

파생되었고,

Chandrayaan

자세제어계

설계에서는

On-Orbit Mode에서의 Error Budget과 LEB
Mode에서의 Error Budget을 각 error source
에 대해 분류하여 사양을 정리 하였다.

On-Orbit Mode에서의 Error Budget은 탑재
체의 Boresight Pointing error에 대해 Error

source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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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craft

Alignments

Redundant motor를 갖는 Solar Array Drive

·Thermal

Distortion

·Attitude

Drift

·Attitude

Control Errors

·Star

Mechanism 1개가 구성되어있다 [5].

2.3 LRO 자세제어계 설계

Sensor Accuracy

On-Orbit Mode에서의 총 RSS값은 각 축에
대해

0.0237°를

갖는다.

위의

항목들

중,

Attitude Drift는 Gyro residual drift와 star

NASA가 개발한 LRO (달정찰궤도위성)는
달 지형과 광물지도 작성 및 환경관측임무와
더불어 LCROSS (달 분화구 원격관측/탐지위

Sensor를 15분간 사용하지않는 것에서 야기되는

성)가 달 남극소재 카베우스 분화구에 충돌하

오류로 0.00375°가 되며, Attitude Control Error

는 임무관측을 통한 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는 기존 위성 IRS의 값과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IRS의 residual wheel friction torque와 gyro
noise value의 값으로 0.02°로 할당되었다.
LEB Mode에서의 Pointing Error Budget은
Residual drift rate과 온도에 따른 scale factor
선형화

작업에

의한

것으로

총

0.51°의

Pointing Error를 갖는다.

2009년 6월 18일 발사되었다 [6].

2.3.1 LRO

자세제어계 제어모드

LRO는 자세제어계를 AOCS가 아닌 GNC
(Guidance,

Navigation

and

Control

subsystem)으로 업무정의를 하고 있다. LRO의
GNC 부분을 AOCS의 자세제어계 속성으로 보

LE Burn동안에 예측하는 Disturbance Torque

면, AOCS Top-level Data Flow는 그림.2와 같

정리하였다.

다. 달궤도선의 Ephemeris data를 지상국을 통

Nozzle의 Center line에서 Thrust vector에 대

해 Onboard에 업로드 받으면 Sensor Data값을

한 오차각을 0.1°로 하고 위성체 기계적 중심축

이용하여 자세결정을 하고, 제어명령을 생성한

과의 정열오차 또한 0.1°로 가정하였다. LE 자

다. Onboard의 Ephemeris값은 태양과 지상국

체의 균형적 불확실성에서 오는 값까지 고려하

의 위치를 정의하고 이를 통한 계산으로 High

여 Disturbance Torque로 고려해야 할 모멘트

Gain Antenna와 Solar Array의 지향명령을 생

암을 정리하였다. 더불어, Pointing Error에 대

성하게 된다.

값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한 Budget으로 Orbit Maintenance Mode에 대
한 것과 DGA Pointing Error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5].

2.2.3 Chandrayaan

자세제어계 하드웨어

Chandrayaan의

하드웨어는

Primary와

Redundant로 구성된 Bus Management Unit
(BMU)와
Analog

AOCS
Sun

Sensor로는

Sensor

6개의

(CASS)와

Coarse

2개의

Star

Sensor, Solar Panel에 장착되는 Solar Panel
Sun Sensor로 구성된다. Redundacy를 갖는
Gyro와

Accelerometer

1개가

장착되어

LE

Burn할 때의 성능을 실시간 모니터하게 된다.
Reaction Wheel 4기와 Solar Array구동을 위한

그림 2 LRO 자세제어계 Data flow [7]

LRO의 제어모드는 그림 3과 같이 크게 4가지
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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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다. 주요 성능 파라미터는 표4 와 같다.
표 4 LRO 자이로 성능 파라미터 [8]

그림 3 LRO 자세제어계 제어모드 [7]
·Sun-Safe

Fault 발생 시, “Safe”태양지향을 위한 모드
Yaw

Mode: Lunar Nadir Pointing과

Slew와

Roll

Slew를

모드이며,

위한

Inertial Pointing을 위한 모드
·Delta-H

Mode:

Wheel의

Momentum

unloading을 위한 모드
·Delta-V

Mode: Orbit Maneuver를 위한 모드

2.3.2 LRO

nadir

pointing에서

7.0e-5 arc-sec/sec3/2

Rate Random Walk

0.3 arc-sec/sec1/2

Readout Noise

1.3 arc-sec

Scale Factor Stability

100 ppm (3sigma)

Tracker 성능 파라미터

임무 시 세밀한 지향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두 개의 Galileo Avionica Autonomous Star

Trackers (ASTR)가 자세 결정에 사용되었다.
ASTR는 쿼터니안 추적기로 J2000 지구 중심
관성 (Earth Centered Inertial, ECI) 프레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출력한다. 위성체 자세의
측정 오차는 주로 바이어스 레벨과 체계적인
오류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요구되는 자세
측정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두 개의 ASTR이
필요하다. 두 별 추적기의 기준방향은 지구나

자세제어계 주요 사양

LRO의 자세제어계에서 할당받은 요구조건은
Lunar

Requirement

Angle Random Walk

·Star

Mode: 발사체 분리 후 운용모드와

·Observing

Parameter

3축

안정화에

45arc-sec의 pointing control을 갖고 30arc-sec
의 knowledge를 갖는다. Stability는 탑재체

태양에 의해 가려질 경우, 별 추적기 중 적어
도 하나가 동작 할 수 있게 60도 간격으로 정
렬된다.
표 5 LRO 별추적기 성능 파라미터 [8]

Diviner를 위한 0.128sec 구간에서 309 arc-sec
를 갖고, LAMP에 대해서는 1.0sec 구간동안

180arc-sec를 갖는다. 또한 모드별로 Delta V와

Parameter

Bias +
Systematic

Random

Transverse Error

11

36

Roll about
Boresight Error

30

120

Delta H 모드에서는 5°Pointing 요구조건과
Sun-safe 모드에서는 30분동안 15°의 Pointing
요구조건이 있다 [8].

2.3.3 LRO
·MIMU

자세제어계 주요 하드웨어
·Reaction

성능 파라미터

LRO의 자이로는 Honeywell 사의 Miniature
Inertial Measurement Unit (MIMU)로 3축 가
속계가

Requirement
Att. rate <0.3deg/s
(arc, 3σ)

없어서

관성

기준

유닛

(Inerial

Reference Unit, IRU)로 구성된다. MIMU는 위
성체의 몸체 좌표계에 맞춰져 있으며 3축으로

Wheel 성능 파라미터

LRO의 반작용 휠은 위성체의 토크를 제공하
기 위해 총 4개로 구성된다. 반작용 휠은 모멘
텀 덤핑이 2주에 한 번씩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멘템 용량이 적용되었고 위성체가 매우 조용
하고 부드럽게 자세를 변경 할 수 있게 설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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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4개의 반작용 휠은 +X 바디 축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피라미드 형상을 띄고 있다.

CE-2의 자세제어 하드웨어, 모드, 설계 등에 대
해 공개된 문서가 거의 없지만, 동일한 DFH-3A
본체를 사용하는 Beidou 항법 위성에 대한 정보

표 6 LRO 반작용휠 성능 파라미터 [8]
Parameter

Requirement

Momentum Capacity

80 Nms

Max. Torque cmd

0.16 Nm

Torque Noise

3e-4 Nm/Hz1/2

Coulomb Friction

±0.0004 Nm

Torque cmd Quantization

15bit(D/A)

2.3.4 LRO Observing Mode Controller
LRO의

Mission

Observing
Command를

phase에서

Controller는
생성하기

위해

Beidou 위성과의 차이점도 표기하였다 [12].
표 8 Beidou 자세제어계 규격
항 목

규 격

Pitch, Roll

지구 센서

센서

※CE-2: 자외선 지구 센서 및 별추적기
태양 센서 및 gyro

Yaw 센서

사용하는

반작용횔

는 표 8과 같이 공개되어 있다 [11]. 표 8에는

Torque

quaternion

feedback으로 PID Controller를 사용하고 있으
며, P gain쪽에 Limit를 걸어 Nadir Pointing과

180도 거동을 위한 Yaw Slew에도 동일한
Controller를 적용하고 있다 [8].

2.4 Chang’e-2 자세제어계 설계
Chang’e-2 (이하, CE-2)는 2010년 중국에서
두 번째로 발사한 달 탐사선이다. CE-2의 임무
는 CE-3 착륙선에 사용할 기술의 사전 검증,
착륙 후보지에 대한 광학 및 고도 관측자료 습

※CE-2: 별추적기 추가

3축 제어

50Nms 반작용휠 4개, 피라미드 장착형태

추력기

490 N, bipropellant

CE-2는 490 N 주추력기 이외에 8개의 10 N
추력기가 같은 +x 축 방향으로 장착되어 있다.

10 N 추력기는 최대 4개만 동시에 운영한다 [13].
CE-2는 150일간의 달 궤도 임무 중에 태양 전
지판 2개의 태양 입사각을 조절하기 위해 2회 자
세를 변경하였고, 궤도 수정 3회 및 식 회피 기동

1회를 하였다 [9]. 현재는 L2지점과 소행성 4179
Toutatis를 지나서 심우주로 이동하고 있다.

3. 우리나라 달 궤도선 자세제어계

득, 정밀 달 과학 자료 습득, 심우주 탐사 기술

우리나라의 달탐사관련의 계획은 우주개발중

검증이 있었다 [9]. CE-2는 기존 정지궤도 위성

장기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달착륙선 발사를

Dong Fang Hong 3A (이하, DFH-3A) 본체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앞서 현재 시험용 달 궤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10]. 주요 하드웨어 요구

도선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KPLO)

사항은 표 7과 같다 [9].

을 2016년에 개발을 착수하여 탑재체 6기의 임
무수행을 위한 시스템과 본체 요구조건에 맞는

표 7 CE-2 자세제어계 요구사항

자세제어계에 제어모드별로 사양이 분류되어있

항 목

요구사항

다. System Mode는 크게 5가지로 정의하여 운

광학 탑재체

스테레오 push-broom,
GSD < 10 m @ 100 x 100 km
GSD < 1.5 @ 100 x 15 km

고도계

공간 해상도 1 m

제어모드인 ODV Submode와 자세제어 추력기

자세제어 Accuracy

≤±1°(3σ)

제어모드인 ACT (Attitude Control Thruster)

자세제어 Stability

≤0.005°/s

기반의

영개념과 일치하도록 하였고, AOCS Submode
는 Thruster기반의 Safe-Hold Mode인 TSH

submode, Orbit Maintenance를 위한 주추력기

Del-V

(ADV),

그리고,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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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ing을 위한 GP Submode로 구성하였다.
더불어, Wheel의 Momentum Dumping을 위한

Wheel Off-Loading (WOL)을 포함한다.
표 9 KPLO 자세제어계 제어 모드
System
Mode
Sun Safe
Orbit
Maneuver
Station
Keeping

AOCS
submode
TSH
ODV
GP
ADV
GP

Normal
Operation

GP

Momentum
Management

WOL

목적
Sun pointing
Del-V
Inertial Pointing
Del-V
Inertial Pointing
1.Nadir Pointing
- Mission on the Moon
2.Offset pointing
- Att. Maneuver (Moon)
3.Inertial Pointing
- Sun Pointing (Cis-lunar)
- Del-V maneuver
Wheel Momentum Dumping

표 10 KPLO 자세제어계 지향 요구사항
Mode

Pointing Requirement

TSH
ODV
ADV
GP

≤15° (3σ)
≤5° (3σ)
≤5° (3σ)
≤0.1° (3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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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f landing missions of space 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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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theme of space explorations which are performed at each nations is a race of
technologies on the unlimited areas and without boundaries. Especially landing mission on a planet
beyond the Earth is being considered as unique choice to demonstrate one nation’s space technology
to neighbors. KARI is performing the feasibility study and conceptual design for a lunar lander and
a rover with a target of launch later 2020. So we think this case study of surveying of landing
missions which have been done or planned by nations has significant meaning for basic analysis
data with respect to planning new and prominent lunar landing mission by our own thanks to
make the information a background data for mission planning and development. In this paper we
present a survey results to the exploration histories of space explorers by major space development
nations on Mars, Mercury and Moon as a valuable references to planning of further space
exploration study, and hope this result makes major contribution for further reference on space
development and is useful to check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space exploration.
초 록
현재 세계 각국 우주 탐사의 테마는 끝없는 기술 경쟁이다. 특히 착륙 임무 수행은 자국의 우
주 기술을 세계 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주개
발 계획에 따라 2020년 이후 발사를 염두에 두고 달 착륙선 및 로버 선행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각국이 수행하였거나 추진 중인 우주 탐사 착륙 임무 사례를 조사하
는 것은 그 흐름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달 착륙 임무를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가
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달 이외에도 화성, 금성 등에서 주요 우주 개발 선진국들
이 수행했던 우주 탐사 경험을 향후 우주탐사 임무 기획을 위한 소중한 잣대로서 짚어보고, 이
자료가 향후 우주 개발 및 탐사의 국제 공동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분석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Key Words : Moon(달), lunar(달), lander(착륙선), rover(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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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착륙 우주 탐사 사례

인류가 최초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미지의

2.1 달(Moon)

우주 영역을 탐구한 이래 인류는 끊임없이 우
주 탐사 기술을 진보시켜 왔으며 점차 그 한계
를 넓혀가고 있다. 원격 탐사 기술의 발달에

달은 지구의 가장 가까운 행성이며 제일 큰
지구의 위성이기도 하다. 지구와는 약

380,000

따라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다양한 과학 데이

km

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달을 포

낮에

함한 태양계 천체는 직접 착륙해야만 얻을 수

약

있는 정보로 가득하다.

이 바뀌며 위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낮의 기

또한 태양계 천체에 착륙하는 착륙선은 천체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는 달은 대기가 한

10-7 pa 정도로 희박하고 중력은 지구의
1/6 정도이다. 달은 약 2주 주기로 낮과 밤
130℃,

온은

밤에는 –170℃로서 낮과 밤의 극명

주위를 선회하는 궤도선과 기술적으로 다른 부

한 온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 햇빛이 없는 밤

분이 많기 때문에 우주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을

우주 개발 기술을 과시하고 홍보하기 위해 착

버의 임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밤기간

륙 임무를 착수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점

생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선결 숙제가 되고

이다.

착륙선은 수~수십

를 착륙 직전에 수

km/s에 달하는 비행 속도
m/s 수준으로 감속해야 하

기 때문에 추진계통이 전체 착륙선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며, 착륙 시점에서 착륙선

2주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착륙선 또는 로

있다.

<표 1>에

지금까지의 달 착륙 미션을 정리하

였는데 현재까지 달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러시
아, 미국, 중국 세 나라이며 유인 착륙에 성공
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의 운동 특성은 궤도 운동 중심의 인공위성(또
는 궤도선)과 크게 다르다. 착륙 시스템 설계의
특징은 대상 천체의 대기 밀도, 방사선, 중력
등에 따라 크게 결정되어 진다. 그리고 착륙

표 1. 달 착륙 미션
국가/비고

무인

(1966)
(1970)
(1972)
(1973)
(1976)

무인

(1966) Surveyor-1
(1967) Surveyor-2, -5, -6
(1968) Surveyor-7

유인

(1969) Apollo 11, 12
(1971) Apollo 14, 15
(1972) Apollo 16, 17

무인

(2013) Chang’e 3

성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
용되고 있는데 한 예로 화성에 착륙한 착륙선

러시아

들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착륙을 시도하였었
다. 지금까지 지구외의 태양계 천체에 유인 착
륙을 한 것은 아폴로 달탐사가 유일하지만 가
까운 장래에 화성에 유인 착륙, 심지어 인류

미국

이주를 기획하고 있는 민간 업체도 있다.

지구 밖 태양계 천체에 착륙하는 임무는 매
우 독특하고 도전적인 기술적 해법들을 요구한
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한국의 성공적인 우주

중국

프로그램
Luna-9, -13
Luna-16, -17
Luna-20
Luna-21
Luna-24

* 성공한 미션만 나열

탐사를 위한 태양계 천체 착륙 임무 설정 및
개발에 참고하기 위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인

달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태양계 천체이기

류가 시도해온 착륙 임무들을 조사해 보고 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우주탐사 주요 목표가 되

술적인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어 왔고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
선진국에서는 아직도 기술 검증의 장으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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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및 달 탐사를 활용하고 있다.

륙선/로버를 한 번에 보내는 찬드라얀-2를 개

중국은 아폴로 미션 이후 중단되었던 달 착
륙 경쟁을 거의

40년

만에

2013년

달에 창어-3

호를 착륙시킴으로서 재점화 시켰다. 착륙선인
창어

3호는

하였었는데

3

달 탐사 로버 위투(옥토끼)를 탑재

<그림 1>은

69

발 중에 있다.

<그림 3>에는

찬드라얀-2 궤도

선, 착륙선, 로버 개별 형상 및 통합 형상도를
보여주고 있다.

위투에서 포착한 창어

착륙선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b) 궤도선

(c) 착륙선

(a) 통합 형상도

(d) 로버

그림 1. 중국 CNSA 달 착륙선 창어-3

그림 3. 인도 ISRO 찬드라얀-2

(출처: 중국 CNSA)

(출처: 인도 ISRO)

일본은 최근 달 궤도선/착륙선/로버를 한꺼
번에 달에 보내려던

SELENE-2

계획을 취소하

JAXA 주관으로 달 착륙 기능 검증만을 위
한 무게 590 kg (건조 질량 : 120 kg)의 달 착
륙선인 SLIM (Smart Lander for Investigating
Moon)을 2019년 발사를 목표로 현재 개발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1]. <그림 2>는 SLIM의 착
륙 상상도를 보여주고 있다.
고

미국

NASA

에임즈 연구센터(ARC)는 달 극

in-situ
resource utilization) 연구를 위한 RP(Resource
Prospector) 로버 미션을 추진 중이며 2020년
이후에 발사할 예정으로 있다. <그림 4>는
NASA ARC에서 개발중인 RP 로버의 실험 모
델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

자원

탐사

및

활용(ISRU,

그림 2. 일본 JAXA SLIM 달 착륙선 상상도
(출처: 일본 JAXA)

2008년 찬드라얀-1(달 궤도선)을 달에
이후에 2018년 발사 목표로 달궤도선/착

인도는
보낸

그림 4. 미국 NASA ARC의 RP 로버 실험 모델
(출처 : NASA ARC)

70

구철회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1 (2017) pp. 67~76

근래에는 정부 주도로 수행되었던 우주탐사
영역에 민간 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이 특
징인데

다국적

구글(Google)은

미국의 금성 탐사선은 모두 궤도선 내지

fly-by

상금

로 금성 대기를 스쳐가서 관측하는 미션이었

360억원)을 걸고 달착륙 로버 개
경진대회(구글 X Prize)를 열고 있으며 경진

다. 러시아는 착륙선 개량을 통해 금성 표면에

대회 참여자들이 개발한 달 착륙 로버들은

느 정도 착륙 기술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특별

2017년에 발사될 예정이다[2,3]. <그림 5>은
Google X Prize에 참가중인 5개 경쟁자 중 하
나인 HAKUTO 로버의 지상 실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히 추가적인 금성 탐사 동기가 발굴되지 못했

$30M(한화
발

기업

금성의 대기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약

서의 착륙선의 생존시간을 점차 늘려갔지만 어

Venera
Venera 16을

기 때문에 러시아의 금성 탐사
트는
막을

1983년 금성
내렸다[4].

궤도선

프로젝
끝으로

표 2. 금성 착륙 미션
국가/비고

러시아

무인

프로그램
(1967)
(1969)
(1970)
(1972)
(1975)
(1978)
(1981)

Venera
Venera
Venera
Venera
Venera
Venera
Venera

4
5, 6
7
8
9, 10
11, 12
13, 14

* 미국은 무인 미션이었고 모두 fly-by 미션이었음
* 성공한 미션만 나열

그림 5. KAKUTO 형상도 (출처: KAKUTO team)

2.3 화성(Mars)

2.2 금성(Venus)
고대로부터 많은 신화와 시에서 찬송되어 왔
고 신비로움과 막연히 아름다울 것 같은 이미지
를 갖고 있었던 금성은

1960년대

러시아와 미국

탐사선에 의해서 사실은 고압과 고열의 대기 환
경을 갖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금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0.9배이기

0.82배,

받았던 화성은 붉은 빛이 도는 태양계의 행성
으로 화성만큼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은 태양계에서 찾기 힘들다. 화성은

Phobos와 Deimos라는 2개의

중력은 지구의

470도에

90배,

표면 온도는

달하는 극한 환경이다. 따라

서 금성 착륙선의 수명은

1~2

지속되지 못했다. 금성에는 약

국가/비고
무인

미국

무인

(1976) Viking 1, 2
(1997) Mars Pathfinder
(Sojourner)
(2003) Spirit, Opportunity
(2007) Phoenix
(2011) Curiosity

유럽

무인

(2003) Beagle-2 (실패)
(2016) ExoMars (실패)

러시아

이산화탄

소가 대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약간의
질소와 산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높은 밀도의
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성 착륙선은 낙
하산을 펼쳐서 금성 표면에 착륙하였다.

2>에

현재까지의 금성 착륙 임무를

<표
정리하였다.

프로그램
(1971) Mars 2, 3 (실패)
(1973) Mars 4, 5, 6, 7 (실패)
(1996) Mars 96 (실패)

시간 정도밖에

90%의

달을 가지고 있다.

표 3. 화성 착륙 미션

때문에 크기는 지구와 매우 흡사

하지만 대기압은 지구의 약
평균 섭씨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전쟁의 신으로 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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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현재까지 화성 착륙 임무 현황을

정리하였는데 러시아는

7

1971년부터 Mars 2 ~

절을 맛보았다. 하지만
화성 탐사 로버를

화성 탐사선/착륙선을 보냈으나 모두 실패했

1996년에는 Mars 96을 마지막으로 보냈으
나 역시 실패하였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는
1988년과 1989년에 각각 포보스 탐사선
Phobos 1과 Phobos 2를 보냈으나 Phobos 1은
실패였고 Phobos 2는 부분 성공만을 거두었다.
또다시 러시아는 2011년 포보스에 중국 프로브
Yinghuo-1을 탑재한 탐사선 Fosbos-Grunt를
고

ESA는 ExoMars 2단계
2020년에 발사할 예정이다.

2.4 소행성(Asteroids)
혜성을 비롯한 소행성 탐사는

팩터(Impactor), 즉 천체에 충돌시켜 순간적인
데이터를 얻는 임무가 전부였다.

[5].

해한

2011년에 발사, 2012년에 화성에 착륙
한 큐리오시티(Curiosity)는 이전 화성 착륙 미
션에서 사용했던 낙하산, 풍선을 사용한 방식

ESA가 2004년

발사한 로제타는 충돌선이 아닌 궤도선과 착륙
선을 보내는 것이었으며

중 특히

ESA가 2004년

로제타(Rosetta) 탐사선을 발사하기 전까지 임

보냈으나 발사 직후 고장으로 역시 실패하였다
미국은 화성에 다수의 착륙선을 보냈는데 이

71

끝에

로제타는

10년의
마침내

긴 시간을 항

2014년 67P/

Churymov-Gerasimenko 혜성에 접근하여 필레
(Philae)라는 착륙선을 내려 보냈지만 예상 착
륙지점에 안정적으로 착륙하지 못하고 다른 곳
에 불안정하게 착륙하였기 때문에, 전력을 충

과 달리 추진 크레인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분히 확보 못하여 예상했던 임무 기간을 채우

899 kg의 로버를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시켰
다. <그림 6>은 화성에 착륙하여 활동 중인 큐
리오시티를 보여주고 있다[6].

탐사 역사에 큰 이정표를 남겼다.

지는 못했다. 하지만 로제타와 필레는 심우주

<그림 7>은

로제타와 필레의 동작 상상도를 나타내고 있다

[7].

그림 6. 화성에 착륙한 NASA Curiosity (출처: NASA)
그림 7. 소행성 탐사에 나서는 로제타와 필레의

유럽도

Beagle-2

2003년

Mars

Express와

함께

상상도(출처 : ESA)

화성 착륙선을 보냈으나 착륙당시 전

력 패널이 전개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전해

2016년에도 ExoMars 1단계 시험용
Schiaparelli가 착륙 과정에서 실패하여

3. 착륙 단계 기술 분석

진다.

착륙

선

유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인류가 시도한 지구 외

히 러시아와 유럽은 화성 착륙 과정에서 큰 좌

태양계 천체 착륙임무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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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으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착륙 임무를
살펴보고 현재 조명받고 있는 착륙 기술들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착륙선은 천체에 도달

며 고도

100m

(HDA) 제어를
된다[8].

부터는 위험 검출 및 회피
통해 목표 지점에 연착륙하게

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나 기술이 궤도선과
유사하나 착륙 과정에 돌입하고 나서는 매우
역동적이고 위험한 착륙 단계들을 거쳐야 성공
적으로 착륙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인 도전성이 매우 크다. 궤도선과 유사한 발사
와 전이 궤도(Transfer

(Orbit Insertion)

Orbit)

및 궤도 투입

단계는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

고 착륙선에 특화된 부분만 조명할 예정이다.
그림 8. 한국 달착륙선 착륙 단계 개념설계

3.1 착륙 기술의 검증
착륙(Landing)은 연착륙(Soft

착륙(Hard

landing)으로

landing)과

경

구분할 수 있는데 모

두 항공기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연착륙은 착
륙선 시스템에 문제가 없을 속도로 표면에 착
륙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경착륙은 빠른 속
도로 강하게 표면에 착륙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착륙은 랜딩 기어 파손, 태양 전지판/안테나
파손, 전자장치 고장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
문에 착륙 이후 착륙선의 임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단계(descent

Orbit Insertion)라고도

행성 탐사에서 궤도를 이탈하여 목표 천체의
중력 영항 하에서 착륙하는 단계를 동력하강
단계(powered

descent phase)라고

한다.

동력 하강은 추력을 사용하여 하강 속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여 사소한 설계
오차나 착륙 과정 중 문제점으로 인해 실패할
확률이 높은 단계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모
되는 추진 연료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착
륙선 설계가 복잡해지고 착륙선 생존 및 탐사
임무에 필요한 장비를 위한 시스템 자원(무게,

3.2 하강 단계
하강

3.3 동력 하강 단계

공간, 전력 등)의 할당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phase)는 DOI(Descent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국에서

하는데 착륙선이 본격적

하여 운용하고 있다.

인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는 단계이다. 이
단계 이전에 착륙선은 목표 천체를 공전하면서
착륙할 곳을 촬영한다거나 부가적인 과학임무
를 수행하면서 착륙 준비를 수행한다. 또는 천
체에 접근한 즉시 별도의 준비 기간 없이 곧바
로 하강 단계에 돌입할 수도 있다.

<그림 8>은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개념설계
중인 달 착륙 시나리오 개념도이다. 착륙 하강

100km에서 시작하고 15km에서
감속(breaking)을 시도하여 고도를

은 고도

본격

적으로

낮추

는 착륙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3.3.1 착륙 로직 검증 벤치
착륙 직전의 착륙선 항법 제어 알고리즘을
시험하기 위해 미국,

ESA

등에서는 시뮬레이터

ESA에
서는 HARVD(High integrity Autonomous
RendezVous and Docking control system) 시
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그림 9>는 ESA의
HARVD 구성도를 보여준다.
또는 검증 벤치를 개발해 오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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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독일 DLR의 TRON 구성도
그림 9. ESA HARVD 시뮬레이터 (출처: ESA)

미국의

또한 ESA는 VBNAT(Vision-Based Navigation
Analysis Tool)이라는 영상 기반의 항법 해석
도구를 개발했는데 Euro Moon(사업 자체는 취
소됨), Bepi-Colombo(2018년 발사 예정인 금성
탐사선), Exomars lander(2016년 화성 착륙 실
패)에서 적용되었다. <그림 10>은 ESA의
VBNAT 구성도를 보여 준다.

경우

엔지니어링

시뮬레이터로

NASA Langley Research Center (LaRC)의
POST2 (Program to Optimize Simulated
Trajectories II)를 사용하였고, 실시간 HILS 사
용을 위해 DSENDS (Dynamics Simulator for
ENtry, Descent, and Surface landing,
NASA/JPL의 Darts/Dshell Simulation Engine
기반)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12>는
DSENDS 시뮬레이터 구조도를 보여 준다.

그림 10. ESA VBNAT 구성도 (출처: ESA)

ATON
(Autonomous Terrain-based Optical Navigation)
독일

항공우주

센터(DLR)에서는

그림 12. DSENDS 시뮬레이터 구조도 (출처: NASA)

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브레멘에

TRON (Testbed for Robotic Optical Navigation)
이라는 달 표면의 실시간 이미지 데이터 생성
을 위한 연구 시설을 가지고 있다.
에 걸린 지형 모형과
로봇 팔 및

5

6

자유도

TRON은 벽
(DOF)를 가진

자유도를 가진 조명 장치를 통해

다양한 착륙 환경을 모사할 수 있다. 독일은
이 시설을 다양한 우주 착륙 임무 개발에 활용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DLR의 TRON

구성도를

<그림 11>은
보여 준다[9].

독일

그림 13. RDOTS를 이용한 동적 폐루프 테스트 개념도
(출처: 일본 J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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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SLIM

개발을 위해 새로 적용되

는 센서의 실제 모델을 연계하여 시험할 수 있

RDOTS를
있다. <그림 13>는 RDOTS
를 보여 준다.
는 시뮬레이터인

개발하여 사용하고
시뮬레이터 구조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달착륙 로직 검
증을 위한

PILS

시스템으로 영상 카메라와 영

상 전시 장치를 이용한 영상기반항법 검증 시
스템을 구상중이다.

<그림 14>는

개념설계 중

그림 14. 한국 달착륙선 영상기반항법 검증(PILS)
시스템 개념도

에 있는 영상기반항법 검증 시스템 구상도를
보여 준다. 항법 카메라(NaviCam)를 통해 달
지면의 영상을 획득하고, 이 영상 데이터를 전
용의 이미지 처리 장치로 처리하여 달 표면의
바위, 크레이터 이미지의 외륜(limb)을 식별한
다. 이 외륜 데이터를 사용하여 착륙선에 탑재
된 항법 소프트웨어는 착륙선의 위치를 추정하
게 된다.

TRN

그림 15. PANGU를 이용한 달 남극 지형 영상처리
(출처 : PANGU 홈페이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기반 항법 로직

개발에는 시뮬레이터 또는

HILS

시스템에 사

<그림
PANGU

용할 달 표면 영상 샘플이 필요한데

15>은

영국

Star-Dundee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처리한 달 남극 지형을
보여준다.

<그림 16>는 ESA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상

기반의 위험 검출 및 회피 기동의 예를 보여주
고 있다.
또한 보다 동적이고 빠른 영상 데이터 생성
을 위한 영상 시뮬레이션 및 획득 장치를 개발
계획 중이다.

(출처 : ESA ESTEC)

3.3.2 착륙 로직 실증 시험

<그림 17>은

시뮬레이터나 검증 벤치를 통해서 착륙 로직
이 어느 정도 검증된 이후에, 실제 착륙선 착
륙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GNC

알고리

즘과 실제 센서, 추력 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성
한

GTV (ground test vehicle)를

이용하여 테스

트를 수행하는데 달 착륙선 시험의 경우 대표
적으로

NASA의 Morpheus를

그림 16. 영상 기반 위험물 검출 및 회피 기동의 예

예로 들 수 있다.

NASA의 Morpheus
를 보여주고 있는데 통산 GTV 시험은 먼저 적
정 고도로 상승하는 리프트-오프(lift-off), 일정
시간 체공하는 호버링(hovering), 장애물을 피
실험중인

해서 목표지점에 착륙하는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Morpheus

(JSC)를

프로젝트에는 존슨우주센터

비롯한 제트추진연구소(JPL), 고다드우

주비행센터(GSFC), 케네디우주센터(KSC) 등 다
양한

NASA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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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수행된 달을 비롯한
지구 밖 태양계 천체의 착륙 임무 사례를 조사
한 결과를 수록하였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착
륙 기술 사례도 조명해 보았다.
착륙선의 착륙 기술은 궤도선과 동역학적 특
성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주 탐사 역량을
충분히 보유한 선진국조차 실패를 거듭한 경우
그림 17. 실험중인 NASA의 Morpheus (출처: NASA)

일반적으로 착륙선 개발 초기 단계에서

GTV

는 간단한 착륙선의 물적 특성치를 반영한 구
조체 모델에 추진 시스템만을 통합해 크레인
등의 현수 장치(테더링;

tethering)로

상공에 매

단 후 추진 시스템 성능 검증을 수행하는데 사
용되며, 이후 추진 시스템 시험이 끝나면
에 이미지 카메라, 고도 센서 등의

GNC

GTV
장치

를 추가하여 현수 및 자율 비행 방식으로 복합
적인 착륙 시스템 검증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8>는 과산화수소수를 연료로 사용하는
NASA 마샬우주센터(MSC)의 Mighty Eagle 시
험 장면을 보여준다[11]. GTV 야외 시험지에는
달 지형을 본 딴 운석공, 바위 등의 요철 등이
모사되어 있다.

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착륙 기술은 점
점 진화되고 있으며 착륙 기술의 지상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터 및

ATV

등의 다양한 검증 시

스템이 고안되고 사용되고 있다.
착륙 임무는 자국의 우주 기술을 전 세계적
으로 입증하고 과시하는 또 하나의 시험 무대
가 되고 있으며 특히 달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착륙 임무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 매우 고
무적이다. 또한 착륙선과 로버의 탐사로 인해
우주의 신비가 점점 밝혀지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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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익스펜더 제작을 위한 마그네슘 용접기술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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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sium Welding Technology for Head-expander
Im, Jong-Min*, Woo, Sung-hyun*, Eun, Hee-kwang*, Jun, Jong-hyub*, Moon, Guee-won*,
Lee, Sang-hoon*

ABSTRACT

Magnesium and its alloys, as the lightest structural material, are 40% lighter than aluminium.
Magnesium alloys have excellent specific strength, vibration damping capabilities and good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hielding. To perform the vibration test on large satellite and
developed structure, large vibration facility is established. Head-expander, as a main component of
this facility, should be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have higher stiffness and lower weight. To
meet these requirements, the structure should be made of magnesium alloy with welding
technology. In this paper, the welding technology for magnesium alloys is presented. Also, for
manufacturing the head-expander, the overall processes using magnesium welding technology are
presented.
초 록
마그네슘은 실용금속 가운데 가장 가벼운 소재로 알루미늄에 비해 40% 이상 가볍다. 또한
높은 비강도, 좋은 진동감쇠 성능과 우수한 전자파 차폐성능을 가지는 금속이다. 항공우주연구원
에서는 대형위성 및 대형 구조물의 진동환경시험을 위해 진동 가진시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시험시설의 주요 구성요소 중 시험대상체와 연결되어 진동을 부가하는 구조물인 헤드익스펜더는
높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경량화 되도록 설계 및 제작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
족시키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소재의 적용 및 제작을 위한 마그네슘 용접기법이 적용되어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마그네슘 용접기술의 현황 그리고 헤드익스펜더 제작을 위해 적용된 용접기
술 검증 및 제작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Key Words :

Large Vibration Test Facility(대형가진 시험시설), Head-expander(헤드익스펜더),
Magnesium(마그네슘), Arc welding(아크 용접), Laser welding(레이져 용접),
FSW (마찰교반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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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무게를

1. 서 론

.

최소화하도록 설계되게 되어야 한다
발사체의 발사과정에서 탑재된 위성 시스템

진동의 특성과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과 마

또는 발사체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그네슘 소재를 적용한 헤드익스펜더 제작에 대

지상에서 검증하기 위한 주요 시험시설 중 하

한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검토결과 알루미늄에

나가 진동환경시험 수행을 위한 가진시험시설

비해

이다

는 마그네슘 합금을 적용한 헤드익스펜더의 제

.

한국항공주연구원에서는 점차 대형화되는 위
성 및 개발 구조물의 진동환경시험 수행을 위

.

,
30% 이상의 무게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
.

작이 요구되었다

경량화 및 구조적 강성을 위해 설계된 헤드

(honeycomb)

해 대형 가진시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중

익스펜더는 내부가 보강된 허니콤

수직방향의 진동을 지상에서 모사하여 검증을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구조를 실현하기

수행하는 수직 가진시스템은

위해서는 마그네슘 용접기법을 통한 제작이 유

헤드익스펜더 및 콘크리트

일한 방법이다

4대의

4대의 진동가진기,
방진대로 구성된다.

,

.

진동가진기를 하나

본 논문에서는 마그네슘 소재 및 마그네슘 용

의 진동 시스템으로 연결해 주는 요소이며 위

접의 특성과 대표적인 마그네슘 용접기술에 대

성 및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어 진동시험을 가

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헤드익스펜더

능하게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제작을 위한 마그네슘 소재 검증 용접기법 선

요소이다

택 및 검증과정과 용접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헤드익스펜더는

. <그림 1>은 수직가진시스템

의 구성

및 헤드익스펜더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

.

,

.

2. 마그네슘 합금 및 용접 특성
2.1 마그네슘 합금
마그네슘의 밀도는
가운데 가장 가벼우며

1700  로


실용금속

① 마그네슘의 높은 비

강도는 구조용 소재로 적합하며 ② 우수한 전
자파 차폐성능은 전자기기의 케이스로 적합하
며 ③ 열전도도는 방열 부품으로 사용하는 경

.

우에 장점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마그네슘의 결정 구조의 특이성으로 낮은 상온
연신율은 복잡한 부품의 프레스 가공을 어렵게

,

하며 강한 산화력 및 높은 열팽창 특성은 용접
그림 1 수직 가진시스템 및 헤드익스펜더

.

공정에서 장애로 작용한다

(

순수한 마그네슘은 강도가 낮아서 인장강도

서 발생된 진동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

185 MPa) 경량소재로서 효율이 적고, 연신율이
낮아서 성형이 곤란하며, 그 외 산화성, 주조성,

며 ② 위성 등 시험대상체가 장착되었을 시 안

내식성 등의 부품 실용화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적으로 진동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마그네슘의 단점을

한 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③ 시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합금원소를 첨가

구조적으로 헤드익스펜더는 ① 진동시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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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Zn), 망간(Mn),

(Al),

하는데 대표적인 합금원소는 알루미늄
규소

(Si)이다.

아

79

630 ~ 650oC 가량으

마그네슘 합금의 융점은

알루미늄은 마

로 철강 혹은 알루미늄합금 등 다른 소재에 비

그네슘의 합금원소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

하여 낮으므로 용접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

로 강도와 경도를 증가시키고 용탕의 유동성을

은 입열량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열전도도가

향상시키고 응고 범위를 증가시켜 주조성을 개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열손실이 큰 특성을

선시킨다 첨가량은 최대

가지고 있다

,

.

10% 이내로 사용한다.

.

.

아연은 알루미늄 다음으로 효과적인 첨가원소

철강 재료와 달리 용접과정 중에 상변태를

로 상온의 강도를 증가시키며 결정립을 미세화

하지 않기 때문에 용접부는 모재에 비하여 강

하고 용탕의 유동성을 향상 시킨다

도가 저하되며 열 및 전기 전도도가 높기 때문

,

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Z계열

. 일반적으
(Al-Zn-Mg)합

금에서는 응고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연의

.

에 용접이 쉽지 않다3)

마그네슘의 기화온도는

1090oC

정도로 실용

이내로 제한 한다1). 마그네슘합금

금속 가운데 아연(907oC) 다음으로 낮으며, 아

을 표현하는 국제적 코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크용접 혹은 레이져 용접과 같은 용융 용접에

첨가량을

1%

,

ASTM에서 정의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예를 들
면 AZ31은 Mg-Al 3%-Zn 1%로 구성된 마그네
슘 합금을 의미한다2).

서는 모재의 증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

.

생한다 한편 마그네슘은 열전도도가 빠르기 때

,

문에 용접비드 폭이 증가하고 표면장력이 작기

.

때문에 비드가 하부로 쳐진다 여기에 추가로
모재가 과도하게 증발되므로 비드가 쳐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이 요구된다

.

back up bar 및 filler wire의

마그네슘의 융점이 낮기 때문에 용접부의 최
고 가열온도는 철강 혹은 스테인레스 강에 비

,

하여 상대적으로 낮지만

,

열팽창계수는 철강

.

알루미늄 합금 등에 비하여 높다 따라서 마그
네슘 합금의 용접부는 변형 혹은 구속에 따른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접부 설계시

.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4)

그림 2 마그네슘 합금의 개발 현황2

3. 마그네슘 용접

2.2 마그네슘 합금의 용접특성
마그네슘 합금은 나트륨 다음으로 이온화 경
향이 높은 금속이므로 철강 혹은 알루미늄 등
타 재료와 혼합하여 사용되는 경우 마그네슘이

.

이온화되어 발생되는 부식이 문제가 된다 용접
측면에서는 대기중에 쉽게 산화되는 마그네슘

,

의 특성에 의하여 용접 전 중 및 후의 이음부
혹은 용접부 산화에 의하여 용접부위의 품질
혹은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므로 철저한 산화

.

방지대책이 요구된다

마그네슘 용접기술은 접합면 부위를 열을 이용하
여 녹여서 진행하는 용융 용접과 비용융 용접으로 크
게 구분된다. 용융 용접에는 아크 용접기술과 레이죠
용접기술이 있다. 비용융 용접에는 저항용접과 마찰
교반 용접기술이 있다.

3.1 아크용접기술
전기회로에

2개의

금속 또는 탄소단자를 서

로 접촉시키고 이것을 당겨 간극이 생기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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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아크가 발생하면서 고열이 생긴다 이 열을

.

이용한 용접이 아크용접법이다 이때 발생된 고
열로 인하여 단자의 일부가 기화되고 전기의

.

통로가 되어 전류는 계속 흐르게 된다 이때 발

.

생하는 열로써 금속을 용융시킬 수 있다
아크용접 기술은

.

MIG

용접과

TIG

용접으로

구분되어진다

MIG(Metal Inert Gas) 용접은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법으로, 용접봉인 전극 와이어를

그림 3 MIG 용접의 구성

연속적으로 보내어 아크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

다 자동차 등의 구조부재 용접에 가장 널리 사

.

용되고 있다 마그네슘 합금에 대한

MIG

용접

은 소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산화층으로 인하

,

여 아크의 집중이 어렵고 빠른 열전도도와 낮
은 증발 온도를 갖는 소재 고유의 특성으로 인

.
TIG(Tungsten Inert Gas) 용접은 1930년대에
개발된 용접기술로써, Russell Meredith가 마그
하여 용접이 매우 어렵다

네슘을 용해시키기 위해 텅스텐 전극과 헬륨가

. TIG 용
,

스를 사용하는 용접절차를 개발하였다

,

,

접기술은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

소재의 용접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용접과정

(non-consumable) 텅스텐 전극을 이용
아크를 발생 및 유지시키고, 이때 발생된

은 불용성
하여

열을 이용하여 결합부위의 소재를 용융시켜 결

.

합시키는 아크용접법이다

아크가 발생되는 영

역은 용접시 사용되는 비활성 가스에 의해 보호
되며 이로 인하여 텅스텐 전극 및 용융된 소재

그림 4 TIG 용접의 구성

3.2 레이져 용접기술
레이져 용접은 광학적으로 단일 파장에 가까
운 전자기파를 소재의 제한된 면적에 집속하는
동시에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은 빛을 이용하
여 재료를 용융시켜 접합하는 방식이다. 레이
져 용접에서 재료가 빛을 흡수하는 효율은 소
재 고유의 전기 비 저항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

,

려져 있는데 마그네슘 합금의 레이져 용접은

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 용접부의 청결

.

도가 높게 되는 장점이 있다 용접 과정은 결합
소재 사이에 채워주는 물질이 없이 수행될 수

(

있으며 또는 용접봉과 같이 채워주는 물질 용가

, filler)을 적용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TIG용접은 ① 고품질 용접으로 성능이 높고
낮은 변형의 아크용접 ② Spatter 현상이 적음
③ 필러 와이어 유/무에 상관없이 가능 ④ 용
접 열에 대한 제어가 가능 ⑤ MIG 용접에 비
해 오염물질이 적음 ⑥ MIG 용접에 비해 숙련
된 용접기술이 필요한 특성을 가진다2).

.

알루미늄에 비하여 매우 유리하다고 한다

제

그림 5 레이져 용접의 구성

임종민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1 (2017) pp. 77~87

레이져 용접에 사용되는 광원에 따라 크게

2

CO2(carbon dioxide) 용접
과와
Nd:YAG(neodymium-doped yttrium
aluminium garnet)이다. CO2 레이져는 10.6
㎛, Nd:YAG는 1.06 ㎛의 파장의 특성을 가진
다. CO2 레이져는 높은 출력, 높은 효율 그리
고 검증된 신뢰성과 안전성을 지니고 있으나,
가지로 분류 되는데

81

이 용접법의 장점은 ① 아크 용접법에 비해

.

빠른 용접속도를 얻을 수 있다 ② 낮은 입열
량을 적용하기 때문에 용접부의 특성이 개선된

.

다 ③ 비교적 낮은 출력의 레이져를 사용하여
투자비 절감이 가능하다 ④ 이음부의 여유도가

.

커서 관리가 용이하다 ⑤ 자동화가 쉽다

<그림 7>은 MIG,

레이져 용접 및 하이브리

마그네슘에 대한 용접성의 경우 짧은 파장의

드 용접부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하이브리

특성을 지닌

드 용접에서 용접 갭의 여유도가 큰 용접부를

Nd:YAG 레이져 용접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레이져 용접은 TIG 용접에 비해 용접부의
결정 조직이 매우 미세하다. 이것은 레이져 용

.

높은 속도로 구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접에서 에너지 집중도가 높고 냉각속도가 빠르

.

기 때문이다 특히 레이져 용접은 낮고 정교한

,

,

,

입열량 작은 열영향부 깊고 좁은 용융부 낮
은 잔류응력과 용접변형 및 빠른 용접속도 등

.

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5)

레이져 용접은 장비가 고가이고 필렛 이음부

,

등에 적용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으나 마그네
슘 합금에 대한 용접방법 가운데 용접부 성능

,

그림 7 Laser-MIG hybrid 용접의 특성

이 가장 우수하며 소재의 종류에 따른 용접조
건 변화가 적기 때문에 작업성 또한 가장 우수

.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레이져 용접과 아크 용접이 갖는 각각의 단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용접기법

-

이 레이져 아크 하이브리드 용접이다

.

. <그림 6>

은 이 용접법의 구성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레이져 용접을 수행하는 장치에 아크용접용 토

.

치를 부가적으로 장착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레이져 아크 하이브리드 용접은 사용되는 아
크 용접법에 따라

TIG

용접을 적용한 레이져

-GTWA와 MIG 용접을 적용하는 레이져
-GMWA 하이브리드 용접으로 구분된다.
레이져-GTWA 하이브리드 용접은 우수한 품
질, 높은 효율, 빠른 용접속도가 장점으로 마그
네슘의 용접에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접합

.

법이다

-GMAW

레이져

하이브리드 용접은 두꺼운

,

마그네슘 합금판에 대하여 충분한 용융깊이

,

빠른 용접속도 작은 변형 등의 접합기술을 확

.

보하고 있다5)

3.3 마찰교반 용접기술

(FSW, Friction Stir Welding)은
고상용접방법으로서 1991년 영국의 TWI (The
Welding Institute of UK)에서 개발된 용접법
마찰교반용접

그림 6 레이져-아크용접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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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소재와 툴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

이용하여 소재를 가열하고 회전하는 핀에 의
한 재료의 소성유동에 의하여 접합부를 형성하

.

는 용접법이다 초기에는 알루미늄합금과 같은

,

저융점의 소재에 주로 적용되었으나 현재에는

,

,

이종의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및 일반 강재
등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

마찰교반용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 소

(tool)

모성이고 마멸에 강한 회전을 하는 공구

.

그림 9 마찰교반용접 공구

이다 이 공구가 용접하고자 하는 두 접촉면에

.

,

설치되고 진행함에 따라 용접이 수행된다

마찰교반용접 과정에서 용접부의 소재는 높
은 온도에서 집중적인 소성변형의 과정을 거치

.
(fined
equiaxed grain)의 특성을 갖는 미세 구조를 가
게 된다 이로 인하여 미세 등축결정입자

지게 되어 기계적 특성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 <그림 10>은 AZ91

있다

마그네슘 소재를 적

용한 마찰교반용접에서 용접부의 미세구조를

,

분석한 것으로 모재의

150㎛

크기를 가지는데

10㎛의 미세한 구조를 가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해 용접부에서는
그림 8 FSW 용접 기법의 구성

(shoulder)와 핀(pin)으로

공구는 크게 쇼울더

,

구성되는데 ① 쇼우더 부는 마찰열을 생성시

.

키고 연화된 재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핀 부는 소재의 물질 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

다 마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집중된 열에 의해
연화된 핀 주위에 분포된 소재가 공구의 회전
과 이송에 이해 핀 부의 앞부분에서 후단부로

.

이동하게 된다 핀부의 후단부로 이동된 소재
는 공구의 쇼울더에 의해 단조되어 용접부를

.

형성하게 된다

<그림 9>는

마찰교반 용접에 사용되는 공구

,

그림 10 마찰교반 용접부 구조

예를 나타내며 공구의 형상에 따라 용접과정
에서 핀 주위에서 소재의 흐름이 다양하게 나

.

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용접의 요소이다

마찰교반 용접의 특성은 ① 에너지 소비율이
레이져 용접의

.

2.5%로

에너지 절약형 기술이

다 ② 보호가스 및 필러 소재가 필요 없으며

.

용접부의 인장 및 피로의 특성이 양호하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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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의 열팽창률에 영향이 중요하지 않으며

.

이종 소재의 용접이 가능하다 ④ 용융이 일어
나지 않는 고상기법으로 용융 용접기법에 비해

.

결함의 발생 확률이 낮다 ⑤ 용접과정에서 상
대적으로 낮은 열에 노출되기 때문에 변형이

.

적다5)

4. 헤드익스펜더 제작을 위한 용접
그림 12 주요 용접부 형상

4.1 마그네슘 용접방식 선정
용접진행의 기준이 되는 상판의
앞에서 논의된 용접기술을 바탕으로 진동시
험용 헤드익스펜더 제작을 위해 적용될 용접기

.
는 헤드익스펜더는 3.25m x 3.25m x 1m의 형
상을 가지는 마그네슘 용접 구조물이다. 45t의
두께를 가지는 상판 뒷면에 두께 7t의 작은 소
법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 제작하고자 하

재의 판재들을 용접하여 작은 셀을 구성하고

.

이를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조물 자체의 무게는 최소화하고
강성은 최대화하여 진동특성을 최대화하고자

. <그림 11>은
형상을 나타낸다.
하였다

설계된 헤드익스펜더의

45t의

경우

생산되는 소재의 크기 제한으로 인하여 두 장

.

의 소재를 용접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먼저 용
접 방법으로는 국내에서 알루미늄 용접에 일반

TIG용접 방식을 검토하였다.
45t의 두께로 인하여 소재의 결합을 위해서는
총 45번의 용접패스를 거쳐야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용접과정에서의 상판에서의 판재
적으로 사용되는

구조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명의 용접사
가 동시에 앞·뒤에서 용접을 진행해야 하는 방

.

식이 제안되었다

헤드익스펜더 상면에는 위성 시스템이 장착
되고 측면에

200bar로

작동하는

유압베어링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16개의 대형
한다. 따라서

헤드익스펜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으로 최종
단계에서는 매우 정밀한 기계 가공의 오차가

.

요구된다 따라서 용접단계에서 변형을 최소화

. 45단계의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복잡한 용접

과정과 이로 인하여 반복적인 열변형 및 응력
의 단계를 거치는

TIG

용접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찰교반 용접방식에 적용 가능성에

.

대해 검토를 수행하였다

상면 뒷부분의 셀구조는

그림 11 설계된 헤드익스펜더 형상

,

<그림 13>과

며 용접형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용접사가 자

TIG 용접기법
을 통하여 제작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유롭게 위치를 변화할 수 있는

용접방식의 선택을 위해 헤드익스펜더 제작
을 욕되는 용접형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

, <그림 12>와

며

같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 형

.

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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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셀구조 형상
그림 15 TIG 용접시편 검사 과정

4.2 마그네슘 소재 및 용접절차 검증

, AZ31B

용접부 인장 시험 결과
먼저 헤드익펜더 제작에 사용되는 마그네슘

.

용접봉을 사

용한 시편은 인장강도 시험결과 용접부의 인장

70%

, AZ61A

소재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마그네슘 소

강도는 모재의

재의 요구조건은

을 사용한 시편은 인장강도 시험결과 용접부의

AZ31B (ASTM B90/ 90M)로

120 MPa의
설계되었다.
최소한

항복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수준이며

80% 이상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6).
인장강도는 모재의

용접봉

수준을 가지고

적용된 소재에 대한 인장시험결과 항복강도

150 MPa,

는

인장강도는

252 MPa의
.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6)

특성을

TIG 용접의 경우, 사용되는 용접봉(filler
material)의 특성이 용접부위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모재와 동일한

그림 16 TIG용접 용접부 경도 분포

소재로 구성된 용접봉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 TIG

나

용접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모재와 동

일한 조성을 가진
는

AZ61A

AZ31B과

다른 조성을 가지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부 특성을

.

평가하는 시편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17 TIG 용접부 미세 조직(500배 확대)

따라서

AZ61A

용접봉을 사용한 시편이 우

수한 것으로 판단됨에 헤드익스펜더의
접 방식은

AZ31B

.

와

AZ61A

TIG

용

용접봉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5t

상판 소재를 대상으로 마찰교반방식을

.

적용하여 시편 시험을 수행하였다 용접부 결

, 인장시편 검사결과
80%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

함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림 14 마그네슘 소재 검증절차

모재 강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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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접부는 기계적인 영향

정에서는 형상 및 크기 문제로 인하여 상판의

에 의해 내부 조직이 조밀하게 형성되었다 이

마찰교반 용접부에 대해서만 방사선투과 검사

는 공구와 용접하고자 하는 재료의 접촉에 의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 외 용접부에 대

한 마찰열과 소성변형이 동반하여 동적 재결정

해서는 액체침투탐상 검사방식을 적용하여 용

이 일어났기 때문이며 모재의 경도 보다 우수

접부위에 대한 전수 검사를 수행하였다

,

<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9>6).

.

.

그림 21 Macrography 검사 절차
그림 18 마찰교반방식 시편 제작과정

그림 19 마찰교반방식 용접부 경도분포

그림 22 액체침투탐상 검사 절차

4.3 헤드익스펜더 용접 및 제작

45t

상판소재에 대해서는 마찰교반방식을 적

.

용하여 용접을 수행하였다 용접부에 대한 방사
선투과 검사를 수행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

,

하였으며 용접부에 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
그림 20 용접부 미세 조직(500배 확대)

. <그림 24>와

처리를 수행하였다

같이 용접 후

변형의 정도를 체크하기 위해 평탄도 검사를 수
용접부에 대한 검사 절차는 시편을 이용한
용접특성 평가 및 용접 절차서 작성을 위해서
는

Macrography 검사 및 방사선투과(X-ray) 검
.

사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헤드익스펜더 제작과

,

행 하였으며 검사결과

1.6mm

이내로 용접에

.

의한 변형이 매우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헤드익스펜더는

3.25m x 3.25m x 1m의 대형

구조물이므로 후면의 셀 구조에 대해 용접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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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가 용접수행 및 이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다 또한 용접과정에서의 기술지원 및 용접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롭게 상·하 운동

검사⦁평가를 위해

.

및 회전이 가능한 포지셔너를 적용하여 작업성

.

을 높였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
원)에서 상주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하였다.
후면의 셀 부위에 대한 용접과정은 총 6개월
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완성된 헤드익스펜더는
<그림 26>과 같다.

그림 23 헤드익스펜더 상판 FSW 용접

그림 26 헤드익스펜더 용접과정

,

용접작업이 완료된 후 용접과정에서 헤드익

그림 24 헤드익스펜더 상판부 평탄도 검사

스펜더에 작용하는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해

,

열처리를 수행하였으며 정밀한 치수 요구조건
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계 가공을 수행 중에

.

있다 기계가공 과정에서 기계가공 툴과 헤드
익스펜더에 의해 발생되는 열에 의한 구조적
변형의 최소화를 위해 황상⦁중상⦁정삭의 절

.

차로 정밀 기계가공을 수행하였다

그림 25 용접을 위한 포지셔너 적용

,

용접과정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편 테스트를 수행하여 통과한

2명의

용접작

업자에 한하여 용접을 수행하도록 관리를 하였

그림 27 열처리 및 기계가공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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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그네슘을 적용한 대형구조물의 제
작을 위하여 마그네슘 소재의 특성 및 마그네슘 용접

.

기술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구축중인 진동시험시설에 사
용되는 헤드익스펜더의 경량화를 위하여 마그네슘 소

.

재를 적용하였다 국내에서는 마그네슘을 적용한 대형
구조물 제작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헤드익스펜더 제작

, TIG 용접기술 · 마찰교반
용접기술에 대한 검증 및 용접 절차를 수립하였다. 이
을 위해 마그네슘 소재 검증

를 기반으로 대형가진시험시설에 적용될 마그네슘 헤

,

드익스펜더 제작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정을

.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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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착륙선 데이터 처리시스템 연구
석병석*

1)

,,

A study on the on-board data handling system for
lunar lander
Suk, Byong-Suk*

ABSTRACT

The 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project was started in the beginning of 2016 and
it was the first phase of national lunar exploration plan. Sooner or later, the second phase lunar
exploration project will be started with lunar landing mission. In this paper, the on-board data
handling(OBDH) system of lunar lander was analyzed based on the several case studies. Each
OBDH system architectures for pin-point landing was shown and major design considerations are
summarized. The major difference of OBDH system between earth observation satellite and lunar
lander is main computer architecture. To increase reliable and powerful processing than earth
observation satellite, it is trending for lunar lander to adopt distributed computer architecture to
provide fail safe redundancy and required throughput.
초 록
현재 우리나라는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을 시작으로 달 탐사 1단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조만간

달 탐사 2단계 사업에서는 달착륙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본 논문은 향후 개발될 달착륙선의 온 보

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데이터 처리 시스템 설계를 위한 주요 요
구조건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지구 저궤도 위성의 경우 대부분 중앙 집중 방식의 단일 프로
세스를 가지는 온보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설계가 일반적인 반면 달 착륙선의 경우 착륙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중 프로세스 구조의 온보드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중
프로세스 구조는 착륙을 위한 영상항법에 필요한 프포세스 연산 속도를 높이고 프로세스 고장 발생
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적합한 구조이다.

Key Words : 달 착륙선(Lunar Lander), 데이터 처리 시스템(On-Board Data Handling)

* 석병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본부 달탐사선행임무팀
byongss@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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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89

성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첫째 인간이 제어루프에 포함되는 경우

1단계로 시험용 달 궤도
선 개발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하였다. 조만
간 2단계 사업으로 달착륙선 개발 사업이 시작
될 예정이다. 본 논문은 달착륙선 온보드 데이

(아폴로 임무), 둘째 에어백을 이용한 착륙, 세

터 처리 시스템의 주요 요구조건들을 분석하기

안전한 착륙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특히 저비용

위해 해외 달착륙선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사

으로 빠르게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례를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전략이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1]. 또

우리나라는 달 탐사

번째 레이더 고도계를 이용한 반자동 착륙 방
식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하면서

최근 선진국들은 달 탐사에 다시 관심을 가

한 과거에는 중앙 집중 형태의 데이터 처리 시

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달의 특정 지역에 착륙

스템으로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었지만

pin-point landing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
고 있다[1]. 원하는 지점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최근에는

하는

ExoMars 및 창어1호와 같이 분산 구

조형태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추세

착륙하기 위해서는 온보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이다[1]. 만약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회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특히 카

피하면서

메라 및 레이더 등을 사용하는 착륙 하강 단계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에서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더욱 중요한 역

요구조건을

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구저궤도

pin-pointing 착륙이 요구된다면 이를

<표 1>에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
착륙선 개념설계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위성의 경우 중앙 집중 형태의 단일 프로세스
구조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달

표 1. Overall processing power & memory
requirements for pin-pointing landing

착륙선의 경우 영상항법을 위한 빠른 연산 속
도가 요구되며 또한 착륙과정에서 프로세서 오
류 발생에 대한 대처를 위해 프로세서 이중화
구조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Task
Operating
System

2. 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조

Mass
Memory
LIDAR

본 논문에서는 달 뿐만 아니라 화성 착륙선

Code

Data

Memory

Memory

-

4M

8M

-

-

64M

3-5 MIPS

1-1.5 MB

16 MB

0.5-1 MB

16 MB

988 KB

600 KB

05 MB

2 MB

0.5 MB

2 MB

Throughput

Descent

1.5-2.5

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도 포함하여 사례연구를

Camera

MIPS

수행하였다. 화성 착륙선과 달착륙선 설계에는

Other

많은 유사점이 있으며 다만 화성은 대기가 존

tasks

재하지만 달은 대기가 없으므로 달 착륙이 화

Autonomy

성 착륙에 비해 더 도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

2.1 설계 고려사항
초기 행성 착륙 임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한 목표는 구조물의 안정성과 기능적인 운용

5-6 MIPS
0.5-1
MIPS

Hazard
detection

0.5-1

&

MIPS

avoidance

Total

Approx.
15.5 MIPS

7.5 MB

108 MB

rounded to 8

rounded to

MB

12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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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선 데이터 처리 시스템 설계에서 또 하

버스를 통해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중화 버스

나 중요한 고려 사항은 에러 발생에 대한 안전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만 프로세서의 고장에 대

성 확보와 이중화(fail-safe/fail-operation) 이다.

해서는 대안이 없는

특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착륙 하강 단계에

성이 있으며 만약 이러한 고장의 경우 임무 전

서 만약 프로세스 에러가 발생할 경우 임무 실

체 실패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single point failure 가능

패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primary 컴퓨터에서 오류가 발생
할 경우 redundant 컴퓨터가 수행 중인 모든
task를 중단이나 지연 없이 곧바로 연속하여 수
행할 수 있는 기능이 달 착륙선에는 요구된다.
2.2 해외 착륙선 사례

2.2.1 Viking Lander
Viking은 화성탐사 프로젝트로 1975년 7월에
화성에 착륙한 바 있다. <그림 1>의 Viking
lander의 컴퓨터 아키텍쳐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 집중(centralized) 구조이며 항법제어
(Guidance & Control)부분과 데이터 처리
(DAPU: Data Acquisition & Processing Unit)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Viking 프로젝트를 통하여 밝혀진 중요한 사실
은 착륙을 위한 완벽한 제어루프 수행을 위해

2.2.3 ExoMars
<그림 3>은 ExoMars(Exobiology on Mars)
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에서처럼 분산처리(distributed) 구조로 두 개의
CDMU(Control & Data Management Unit), 탑
재체 RTU(Remote Terminal Unit), engineering
RTU, Attitude Information Unit(AIU)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고장 복구가
가능한 fail-safe 이중화 구조이긴 하지만 데이
터 버스 속도가 500kbps로 느리고 메모리 엑세
스가 1553B 버스로 이루어져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착륙미션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1].

2.2.4 창어-1
창어1호는 중국의 첫 번째 달 궤도선으로

20ms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며 이 사
실은 이후 pin-point landing을 위한 착륙선 컴
퓨터 시스템 설계에 참고하고 있다[1].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터 처리 시
스템은 분산처리(distributed) 구조이며, 1553B
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이다.

2.2.2 Mars Pathfinder

하여 설계하였다. 창어

서는

Mars pathfinder는 화성의 대기 기후 지질
등을 탐사하기 위해 1997년 7월 발사되었다.
<그림 2>는 mars pathfinder의 데이터 처리 시
스템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AIM (Attitude and
Information Management)을 중심으로 하는 중
앙 집중 구조로 설계되었다. 모든 유닛들은
1553B 및 VME 버스를 통하여 연결되는 구조
이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설계한 이유
는 고속의 데이터 처리는 VME 버스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속의 데이터 처리는 155B

고장 발생을 대비하여 각각의 모듈을 이중화

1호 임무는 착륙선이

아닌 궤도선의 경우로 착륙 하강단계와 같은
아주 중요한 데이터 처리 기능은 필요 없기 때
문에

1553B 버스로만 구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2.2.5 기술 동향
앞서

나타낸

것처럼

초기

행성

탐사인

viking 과 mars pathfinder의 경우 데이터 처
리 시스템의 구조는 중앙 집중 식(centralized)
구조로 설계가 되었으나 점차로 기술이 발전하
여 이후에 등장하는

ExoMars와 창어-1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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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분산처리(distributed) 구조로 가고 있으며

은 임무 실패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

또한 오류에 대비한 프로세서 이중화 구조로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이중화 설계가 필

설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적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컴퓨터 및 반도체 집적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매우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며
단일 프로세서로 주어진 임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만약 메인 프로세서에
서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
여 프로세서 이중화 설계가 최근 추세이다. 이
러한 프로세스 이중화 요구와 더불어 착륙선의
자세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컴퓨터와 카메
라 영상항법 처리 컴퓨터를 분리하는 추세이다.

3. 결 론
달착륙선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행성탐사 초기 착
륙 임무 수행을 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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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집중 형태의 구조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
근에는 실시간 정밀 영상항법 및 정밀 착륙을
위해 분산 구조로 설계하고 있다. 또한 사례에
서도 보듯이 착륙 하강 단계에서의 고장 발생

그림 1. Functional Block Diagram of the Viking lander computer syste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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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ars Pathfinder Attitude and Information Management Unit[1]

석병석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1 (2017) pp. 88~93

그림 3. Block Diagram of the ExoMars09 on-board data handling system[1]

그림 4. Chang’s E-1 on-board data handling syste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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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ercury exploration, because the Mercury is very close to the Sun, it was difficult to
travel to the Mercury, and overcoming the severe thermal environment around the Merc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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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수성탐사에서는 수성이 태양에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성까지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
고, 태양 가까이 수성 주위에서의 혹독한 온도환경을 이겨 내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다. 지금까지
수성탐사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에 의하여 마리너

10과

메신저 우주선으로

2회

수행된 바 있

다. 유럽에서는 유럽 최초의 수성탐사 프로젝트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 수성탐사 프로젝트인 베
피콜롬보가

1993년

제안되어

2018년 10월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의 수성

탐사 관련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베피콜롬보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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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성탐사의 역사

수성은 태양계에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

2.1 수성의 개요

으로서, 지구, 금성, 화성과 같이 주로 규산염
암석(silicate
형 행성

rocks)이나

금속으로 구성된 지구

수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태양에 가장

중의 하나이다. 수

가까운 궤도를 도는 행성이다. 수성은 반경이

(terrestrial planet)

성탐사는 수성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구

2440km로서

에서의 관측만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태양계

면의 온도는 낮에는 섭씨

및 지구의 생성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밤에는 대기가 없어서 섭씨 영하

수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생각했었다.

려간다. 이러한 극한 온도 환경은 우주선의 설

그러나, 수성이 태양에 매우 가까이 있기 때

위를

수성 주위에서의 혹독한 온도환경을 이겨 내는

공전주기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다.

기)는
2회

0.383배이다.
430도까지

수성 표

올라가고,

180도까지

내

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 수성은 태양의 주

문에 수성까지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까지 우주선을 이용한 수성 탐사는

지구 직경의

2번

공전하는 동안
87.97일이고,

58.64일인데,

3번

자전한다. 수성의

수성의 항성일(자전주

수성의 하루(수성의 표면에

서 본 태양의 자오선 통과 간격)는

176일이다.

수성은 대기 대신에 태양풍에 의해서 수성표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1974-1975년

면에서 터져 나와 미소유성체에 부딪히는 원자

수성을 근접비행하면서 관측한 바 있고, 두 번

로 구성된 외기권(Exosphere)을 갖고 있다. 수

째는

메신저

성의 자기장의 세기는

수성을

정도이다.

마리너

10 (Mariner 10)

우주선이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MESSENGER)

우주선이

근접비행하면서 관측한 후

2008-2009년
2011-2015년

성된 많은 분화구를 갖고 있어, 달의 표면과 흡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유럽 최초의 수성탐사
안되었고,

2000년

1993년

1퍼센트

수성의 표면은 혹성 및 혜성과의 충돌로 생

수성궤

도를 선회하면서 관측을 수행한 바 있다.
프로젝트인 베피콜롬보 프로젝트는

지구 자기장의

제

유럽우주기구(ESA)에 의하여

사하다.

칼로리스(Caloris)와

(Rachmaninoff)

이

라흐마니노프

분화구는 매우 커서 각각 직경

1550km, 306km에

달한다. 넓은 평탄한 지대

승인되어 진행되어 왔었다. 베피콜롬보 프로젝

도 있지만, 길이가 수백에 달하고 높이가

트는 유럽과 일본의 공동 프로젝트로서, 일본우

에 달하는 가파른 경사면이나 절벽들도 있다.

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Magnetospheric

Orbitor)를

MMO

(Mercury

개발하여 제공하고

2km

수성은 지구 다음으로 밀도가 높은 행성으로
서, 수성의 반경의

80%에

달하는 반경

2000km

수성의 자기권을 관측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고,

까지는 금속으로 된 핵(core)이다. 이 금속 핵은

그 이외의 모든 부분은 유럽이 담당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녹아서 액체상태로 있다. 수성의 바

베피콜롬보는 그동안 여러 번의 설계변경과

깥쪽 껍질은 두께가

400km밖에

되지 않는다.

시험과정에서의 문제점 발견 및 해결을 거쳐
2018년 10월

아리안5 발사체를 이용하여 발사

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베피콜롬보 발사를 앞두고, 수
성탐사의 역사 및 베피콜롬보 프로젝트의 현황
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2.2 마리너 10 (Mariner 10)
마리너

10은 1973년 11월 3일

케이프케나베

럴에서 발사되었다. 이것은 한 번에 두 개의
행성(금성과 수성)을 방문하는 첫 번째 비행임
무였고, 다른 행성에 가기 위해서 한 행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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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을 이용하는 첫 번째 우주선이었다[1].
역사적인 금성의 중력 이용은 마리너
금성으로부터

5768km

1974년 2월 5일

한

12번째

지점을

지나갈

10이

때인

일어났다. 이것은 금성에 도달

우주선이었고, 금성의 환경 및 대기

등의 관측 데이터를 전송한

8번째

우주선이었

으며, 금성 촬영 영상을 전송한 첫 번째 우주
선이었다[2].
비록

1974년

3월

수성에 가장 가까이

29일

수성의 밤쪽 면에서

703km

거리까지 접근했지
그림 1. 마리너 10 우주선 형상

만, 점점 멀어지면서 비행하는 동안 태양이 비
친 다른 부분의 영상을 보내왔다.
관측 자료로부터 플라즈마와 입자 자료가
비록 그 강도는 약하지만 지구와 유사한 자기
장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과학자들이 놀랐다.
두 번째 관측은
데,

이루어졌는

고도에서 태양이 비치는 수성 반

48,069km

구의

1974년 9월 21일

75%에

해당하는 면적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1975년
327km

3월

16일에는

수성의 거의 북극을

고도에서 세 번째로 근접통과 하였는데,

이때는 수성의 자기권과 이것의 태양풍과의 상
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기
및 입자 측정에 집중하였다.
마리너

10은 1975년 3월 24일

3-20km/pixel

해상도의 영상

140m

해상도

의 영상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수성의

45%의

소수의

세 째는 수성에 아주 희박한 대기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에서 기체 원자는 지속적으로 충
돌을 일으키는데, 수성의 기체 원자는 거의 충
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알맞는 용어는 외
기권(exosphere)이다). 표면 압력은
안되어 지구 해수면 대기압의

영역이 촬영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본 임무에서 발견한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1].
화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평탄한 지역, 분화

정도

2.3 메신저 (Messenger)
메신저는

2004년 8월 3일

(GMT-Greenwich

Mean

운 궤도에 진입하였다.
월, 그리고

발사되어
2011년

Time)

79억km

3월

18일

극궤도에 가까

2008년 1월, 2008년 10

2009년 9월의

수성 근접 비행은 궤

도진입 기동 전에 우주선의 속도를 수성의 속
도에 맞추어 주었다. 이 근접비행동안 우주선
은 수성의 거의 전역을 촬영하여
였다[1]

1년에

달하는

고도

칼로리스(Caloris)라고 이름 지어진 혹성의 충

은 위도

달하는 거

대한 분지였다.
둘 째로는 길이가 수백km에 달하는 가파른
절벽이었는데, 이는 아마도 수성이 냉각되면서

[3].

메신저의 궤도는 근지점고도

구 사이의 평야로 나뉘어져 있다. 큰 특징은
1550km에

1조분의 1

궤도비행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

첫 째, 수성의 표면은 달의 표면과 같이 분

돌에 의해 생성된, 직경이

피코바도

1

이다.

에 달하는 거리를 비행하여
연료가 소진되

어 비행임무가 종료되었으며,
2300장과

전구적인 압축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5,193km,
60도에

200km,

원지점

82.5도였고,

근지점

24시간에 2회

수성을

궤도경사각
있었다.

선회하였고, 이 기간의

3분의 1은

자료를 지구

로 보내기 위한 방향으로 향했다.
엑스선, 감마선 및 가시광-적외선 분광기는
표면에 있는 암석들의 광물적 조성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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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쓰였다. 중성자분광기는 수소 – 극지방 분화

사 프로젝트로서 유럽우주기구(ESA)와 일본우

구 내의 물로된 얼음의 증거 – 의 양을 예측하

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협력 하에 진행

는데 쓰였다.

되고 있다. 에어버스디에스(Airbus

레이저 고도계는 수성의 형상과 표면 지형을

DS)사가

계약자로서 유럽우주기구(ESA)를 대신하여 프

측정했다. 다른 장비는 자기장과 수성의 빈약

로젝트

한 대기를 연구했다.

(Mercury Magnetospheric Orbiter)를

메신저 임무는

2015년 4월 30일

연료가 소진

되어 수성으로 추락할 때까지 연장되었다. 가
장 두드러진 점은 이때까지 화산 활동으로 고

주

전체를

총괄하고,

일본은

MMO

제작하여

제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럽의 각국에서 제
공된다.
프로젝트의 명칭은 마리너

10의

비행 궤적을

위도 지역에 새로운 거대한 화산지대가 나타난

제안하고, 수성의 자전과 공전의 주기가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한 이탈리아의 과학자 줴세페

다른 새로운 발견도 있었다. 수성의 자기장
은 자전축을 따라서 북쪽으로
경의

20%)

484km (수성

직

어긋나 있었다. 내부 자기장 세기는

지구에 비해서

100분의

1로

태양풍으로부터의

보호를 거의 제공하지 못했다.
메신저는 또한 수성의 극지방에 물의 얼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다.
수성의 핵이 밀도가 높은 철이라는 가설에도
불구하고, 표면에는 철이 별로 없고, 유황, 나
트륨, 염소를 포함하는 휘발성 요소가 풍부하

콜롬보(Guiseppe

“Bepi”

Colombo,

2:3

이

1929-1984)

의 이름에서 따왔다.
우주선과 서브시스템의 설계는 수성근처에서
의 혹독한 온도환경을 극복하는 것과

4개의

모

듈이 한 몸체로 발사되어 하나하나씩 분리되어
나가서, 최종적으로 두 개의 우주선만 남아 수
성궤도를 선회하도록 하는 것에 맞추어 설계되
었다.
베피콜롬보 프로젝트의 과학적 목표는 아래
와 같다.

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 태양에 가까운 행성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연구
∙ 행성 자체로서 수성에 대한 연구
∙ 수성외기권의 구조 및 동력학
∙ 수성 자기권의 구조 및 동력학
∙ 수성 자기장의 기원
∙ 극지역 퇴적물의 성분 및 기원
∙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실험

3.2 베피콜롬보 우주선의 구성 및 특징
그림 2. 메신저 우주선 형상

베피콜롬보의 우주선은
Orbitor)와

3. 베피콜롬보
3.1 베피콜롬보 프로젝트의 개요
베피콜롬보 프로젝트는 유럽 최초의 수성탐

Orbitor)의

MMO

MPO (Mercury Planetary

(Mercury

Magnetospheric

두 개의 우주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우주선을 수성까지 운반하는데
(Mercury Transfer Module)이

가는 비행 중

MMO로

MMO를 MPO에

MTM

사용되고, 수성으로

들어오는 태양열을 차단하고

접속시키기 위하여

MOSIF( M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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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eld and Interface Structure)가
4개가

합쳐진 형상을

Spacecraft)
MOSIF는

라고

사용된다. 이

MCS (Mercury Composite

부른다.

이들

중

MTM과

수성에 갈 때까지 임무를 완료하면 떨

어져 나가고, 최종적으로

MPO와 MMO가

궤도를 돌면서 임무을 수행한다.
표면과 내부구성을 연구하고,

MPO는

MMO는

수성

수성의

수성 자기

장의 영향을 받는 수성 주변의 공간 지역인 자기
권을 연구한다.
우주선을 수성까지 운반하는 임무를 완수한
MTM은

고,

수성궤도 진입 직전에

MMO가

MMO의

MPO가 MMO에

그림
1은

3 ~

분리되

궤도에 진입하여 일본우주항공연구

기구(JAXA)가

표

MCS에서

관제를 인도받을 때까지
그림 5 MCS의 단면 형상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5는 MCS의

전체 질량버짓을, 표

형상을 보여주고,
표 1. 베피콜롬보 질량버짓[4]

2는 MPO와 MMO

의 특징을 보여준다. 발사 중량은

4121kg이다.

질량버짓

건조질량 화학추진제

제논

합계

MMO

285

MOSIF

127

MPO

1169

669

1838

MCSA

1580

669

2249

MTM

1134

157

581

1872

발사형상

2714

826

581

4121

285
127

*MCSA(MMO+MOSIF+MPO): Mercury Aproach 형상

표 2. MPO와 MMO의 특징
MPO
그림 3. 베피콜롬보 MCS의 비행 형상

50 kbps

5 kbps

직경 1.0m
steerable
1년 이상

직경 0.8m
phased array
1년 이상

3축

우주선 방향

수성방향 지향

궤도
탑재체 무게
탑재체 전력
TM 밴드
데이터전송량
상당 평균 전
송속도
안테나
그림 4. 베피콜롬보 MCS의 구성 요소.

극궤도
2.3시간 주기
480x1500 km
80kg
100-150W
X, Ka 밴드
1550
Gbits/year

MMO
회전 (15rpm)
회전 축이 태양
과 90도
극궤도
9.3 시간 주기
590x11,640 km
45kg
90W
X 밴드
160
Gbits/year

자세제어

운용 수명

이호형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1 (2017) pp. 94~105

3.3 베피콜롬보의 비행 여정

센터(UDSC,

Usuda Deep Space Center)의 64m

안테나를 통하여
베피콜롬보는
안 비행하여

2018년 10월

2025년 12월에

발사되어

7.2년

동

수성궤도에 진입할

99

JAXA/ISAS

영센터(Sagamihara

Space

사가미하라 우주운

Operations

Center)와

교신한다.

예정이다. 수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태양전기추진
(SEP,

Propulsion)을

Solar-Electric

이용하고, 수

표 3. 비행 일정 계획

성궤도에 진입하는 데는 화학추진을 사용한다.
수성으로 비행하는 동안 9번의 행성의 중력을 이
용하여 비행 속도와 방향을 변경하게 되는데, 지
구의 중력을 한 번, 금성의 중력을 두 번, 수성의
중력을 6번 이용한다.
우주선은 발사된지

1년

반 후에 지구로 돌아

와서 중력지원 기동을 하여 금성으로 향한다. 두
번의 금성 근접비행은 추진력 없이도 우주선의
태양중심 원지점고도를 수성의 공전궤도로 낮춘
다.

6번에

걸친 수성 근접비행은 상대속도를

1.76~1.84km/s로

낮춘다. 네 번의 마지막 태양전

기추진은 상대속도를 더욱 낮추어 궤도진입 기동
없이도

2025년 12월 5일

2018년
2020년
2020년
2021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2025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일자
10월
4월 10일
10월 15일
8월 11일
10월 2일
6월 23일
6월 20일
9월 5일
12월 2일
1월 9일
12월 5일
3월 14일
5월 1일
5월 1일

항목
발사
지구 근접비행
1차 금성 근접비행
2차 금성 근접비행
1차 수성 근접비행
2차 수성 근접비행
3차 수성 근접비행
4차 수성 근접비행
5차 수성 근접비행
6차 수성 근접비행
수성궤도 진입
MPO 마지막 관측
정상임무 종료
연장임무 종료

수성이 우주선을 약하게

붙잡을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
MTM

태양전기추진

(Mercury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복합체

이후

Transfer

(MCSA형상)는

2개월

Module)이

동안에
분리되어

MPO/MMO/MOSIF

의

수성의 영향권에서 떠돌

면서 약간의 추진력으로

674 x 178,000km의

초

기 궤도에 들어간다.
그 다음

MPO

궤도에 진입하여
그 다음
경하여

추진시스템을 가동하여
MMO를

MPO는

MOSIF를

MMO

분리시킨다.

두 번의 기동으로 궤도를 변

분리하고, 최종적으로

MPO궤

도로 이동한다.
MPO가

그림 6. MPO와 MMO의 수성 궤도

최종 궤도에 도달한 이후 한 달 동안

궤도상 시험을 수행한다. 모든

MPO

데이터는

저장장치에 저장되었다가 스페인에 있는 유럽우
주기구의 세브레로스(Cebreros) 지상국을 지날
때 지구로 전송한다. 궤도의 절반 동안은 방열판
이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도록 우주선이 수성 방
향의 반대 방향을 향해야 한다.
MMO는

일본의 나가노에 있는 우수다심우주

3.4 베피콜롬보 우주선의 주요 특징

3.4.1 MPO
MPO는

형상

다층단열재(MLI,

MultiLayer Insulator)

를 통해서 우주선 내부로 들어오는 열을 최소
화하여 방열판의 열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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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가능한 한 작게 하였다. 방열판은 최대
1500W를

재체

방출할 수 있는데, 이중

및

300W는

컴포넌트로부터

1200W는

발생되는

탑

열이고,

우주선 외부에서 스며들어오는 열이

다. 컴포넌트들이 장착된 판넬의 히트파이프는
방열판으로 열을 이동시키고, 방열판의 히트파
이프는 열을 골고루 분산시킨다.
내부의 ‘ㅍ’자 모양 구조물의 양 옆 두 개의
알루미늄 샌드위치 판넬에 컴포넌트 장착과 히
트파이프가 집중되어 있다. ‘ㅍ’자 모양의 주구
조물의

4

개의 교차점은

MTM과

MOSIF와의

접속점으로 이용된다.

그림 7. MPO 컴포넌트 장착 형상

대부분의 탑재체는 수성궤도에서 수성을 향
하도록 되어 있다. 엄격한 지향 요구조건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이들 탑재체와

3개의

별추적

기 및 관성측정장치(IMU)는 탄소섬유 복합재
료(CFRP) 샌드위치 광학벤치에 장착되어 있다.
조향가능한
Gain

중이득안테나(MGA-Medium

Antenna)와

직경

1.0m의

(HGA-High Gain Antenna)는

고이득안테나

우주선의 몸체에

대해서 어느 방향에서든지 지구의 위치를 포착
하면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중이득안테나는
긴 붐에 장착되어 있는데, 붐의 장착 지점은
물론 붐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어
몸체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은 물론
상에서

MTM과 MOSIF로

그림 8. MPO의 전개 형상

MPO

MCS

형

가려지는 부분을 넘

태양전지와 광학태양반사경(OSR,
Reflector)이

학태양반사경만

장착 조립체는

40cm

을 제공하나,

MPO

제한된 시야각

몸체에 대해서는 큰 시야각

을 제공하는 2축 회전 능력을 갖고 있다.
MPO의
3.6m

방열판은 높이가

1.7m이고,

부착되어

있다.

탑재체들은

떨어져 있는 윗면과 아래면에 설치되어 있

다. 고이득안테나는 직경

0.8m의

헬리컬어레이

안테나이다. 고이득안테나는 안테나 역회전 모터
폭이

이다.

(ADM, Antenna Despun Motor)와

안테나 지향

기구에 의해서 지구를 향한다. 두 개의 반사판을

3.4.2 MMO
MMO는

Solar

반반씩 부착되어 있고, 아래쪽은 광

어서 시야각을 제공할 수 있다. 고이득안테나
MCS형상에서는

Optical

갖고 있는
형상

신기

회전안정화방식의 우주선이다. 회전축

은 수성의 궤도면에 거의 직각이다.
체는 팔각형기둥 모양으로서 직경
어가고, 높이는

1.06m이다.

MMO의

1.8m

몸

안에 들

옆면의 위쪽 부분은

(bi-reflector type)의

(MGA RX)는

중이득안테나 수

길이를 늘일 수 있는 기구에

달려서 밑면에 장착되어 있다. 플라즈마 파동 측
정장치를 위한 두 쌍의 안테나와 자기측정기를
위한 한 쌍의 붐은 밑면의 바깥 쪽 벽에 장착되
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과학 측정장비는 밑면
의 안쪽에 장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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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MOSIF

형상

MOSIF(MMO
Structure)는

101

Sunshield

and

Interface

이름 자체가 이것의 기능을 설명하

고 있다.
어댑터는 중앙에
지지대들은

4

MMO와의

개로 된

접속을 제공하고,

MPO와의

접속 지점을 제

공하면서 태양 차폐막을 부착할 수 있게 해준다.
태양 차폐 구조는 다층단열재(MLI)를 지지한다.

3.4.5 MEPS(MTM

전기추진시스템)

MEPS(MTM Electric Propulsion System)은 4

개의 전기추진 추력기, 전력제어장치, 추력기 지
향기구 및 제논 저장 및 공급시스템으로 구성된
다. 추력기는 카우프만(Kaufmann) 추력기로서
영국 퀴네티큐(QuinetiQ) 연구소의 직류방전형식
(Direct Current Discharge)인 T6

시스템은 비행 기간 동안
하고, 1회 최장

그림 9. MMO의 형상

167일

25회,

추력기이다. 이

총

880일간

작동

동안 작동한다. 보통 한 번

에 두 개의 추력기가 작동된다.

3.4.3 MTM

MTM(Mercury
MMO를

추력기는 추력벡터가

형상
Transfer

Module)은

MPO와

수성까지 운반하는 데 사용된다. 전기추

진 단계에서

MCS의

추력기는 비행 방향으로 향

해 있어 감속 기능과 자세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관성비행(Coast) 단계에서

MCS는

태양벡터를

중심으로 회전하여 화학추진제의 사용을 최소화
한다.

MTM은

전기추진시스템과 화학추진시스템

을 모두 가지고 있다.
MTM의
(MEPS)에

형상은 주로

전기추진시스템

의해서 결정되었다. 한 개의 전기추력

기를 작동하는데
2개의

MTM

5kW의

전기가 필요한데, 보통

추력기를 이용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총 4개의 전기 추력기를 장착하고 있다. 두 개의
전기추력기 및 여러 컴포넌트에서 필요로 하는
13kW의

소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두 개의

커다란 태양전지판을 갖고 있다. 4개의 전기추력
기는 발사체 접속 링의 안쪽에 배치되어 있다.

MCS의

무게중심을 지나

도록 각각의 조향기구에 장착되어 있다. 추력벡
터를 무게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반작용휠의 모
멘텀 덜어내기(momentum
도 한다. 제논시스템은
있고,
표

5400m/s의
4는

dumping)에

580kg의

제논을 실을 수

ΔV를 제공할 수 있다.

추력기의 성능 및 제원을, 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보여준다.
진시스템은
290mN,

사용되기

2

MTM

5는 T6

전기추

개의 추력기가 쌍으로 작동할 때

한 개가 작동할 때 145mN 이상의 성능

을 보장한다.
표 4. T6 추력기의 성능 및 제원

성능
-5kw급 추력기
-추력범위: 30~230mN
-비추력: 4000초 이상
-총추력: 13MN 이상
제원
- 빔직경: 22cm
-크기: Φ30x32 cm
-무게: 8.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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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표 5. T6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669kg의

추진제를 탑재하고 있고,

1000m/s의

ΔV 및 자세제어를 제공한다.
MTM

화학추진시스템은 하이드라진(MMH)과

산화질소(MON)을 사용하는

12개의 10N

진제추력기를 채용하고 있다.
스템은 순항비행(cruize

및 자세제어 능력도 있다.
T6 시스템 및 추력기
QuinetiQ, 영국

Flow Controller
Moog Bradford
네덜란드

MTM

navigation)을

화학추진시
위한 추력

157 kg으로 68 m/s의

ΔV 및 자세제어를 제공한다.

3.4.7

전력시스템

MPO는 28V의

행(cruize

정격 전압을 제공하고, 순항비

navigation)

를 제공한다.

동안에는

MPO는 96Ah의

MMO에도

Pointing Mechanism
RUAG
오스트리아

190℃

유지하기 위해서 광학태양반사경(OSR,
Solar Reflector)과

전기

리튬이온 배터리

를 장착하고 있다. 태양전지판을
Power Supply
Airbus Crisa(스페인),
with Airbus(독일)

이원추

이하로
Optical

태양입사각 제어를 모두 채용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수성년 동안 태양전
지판은 전력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온도 상승를
제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전한다. 태양전지
판은 수성년 중 일정 기간에는 태양이 회전축
방향에 있어 전력이 생산되지 않도록 장착되어
있다(artificial

자연식(natural

eclipse).

이나 인공식(artificial

eclipse)

동안에는

eclipse)
MPO에

있는 배터리가 전기를 제공한다.
MTM은

면적이 총

전지판을 갖고 있고,

40m

에 달하는 큰 태양

2

13kw의

수성까지 비행하는 동안에는

그림 10. MTM의 전기추진시스템(MEPS)의 형상

전력을 생산한다.
MCS가

MTM의

태양전지판으로부터 전력을 제공받고,

MTM이

분리된 후에는

MPO의

태양전지판으로부터 전

력을 제공받는다. 태양으로터의 거리가

3.4.6

가 되기 전까지는

화학추진시스템

MPO

화학추진시스템은

15회의

기동 및 자세제어를 위해서
5N

22N

추력기 4기를 갖추고 있다.

수성궤도진입
추력기

22N

4기와

추력기는 하

이드라진(MMH)과 산화질소(MON)를 사용하는
이원추진제추력기(bi-propellant
에

5N

thruster)인

반면

추력기는 하이드라진(MMH)를 사용하는

일원추제진추력기(mono-propellant

thruster)이다.

MTM

0.62AU

태양전지판은 온도 제

한 없이 태양에 직접 향해도 된다. 이 거리보
다 작게 되면,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
태양 방향을 피해야 한다.

3.4.8

자세제어시스템

MPO

자세제어계는

3개의

별추적기, 두 개

의 관성측정기, 두 개의 정밀태양센서, 네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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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작용휠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 임무 중에는 최소한 두 개의 별추적기
가 사용된다. 중대한 이상으로 자세제어를 상
실할 경우 자체 내의 셔터가 작동되어 태양 빛
이 들어와서 별추적기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
한다.
는

MPO의

MPO가

과학 운영을 위해서 자세제어계

정확성과 안정성 요구조건을 만족

하면서 계속해서 수성방향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림 11. MPO 다층단열재(MLI)의 단면 형상

해야 한다. 자세제어계는 또한 열적으로 중요
한 태양전지판의 지향을 제어하고, 수성 진입
을 위한

3.4.9

22N

추력기도 제어한다.

층의

Nextel로

MTM

열제어계는 탑재체와

들로부터 발생되는
스며들어오는

다층단열재(MLI)의 가장 바깥쪽은
되어 있고, 그 아래는

1200W의

300W의

열제어계는 컴포넌트들의 온도를 제어

하고, 히트파이프를 이용하여 방열판에서 온도

열과 외부로부터

를 균등히 분배하고, 컴포넌트들로부터 발생되

열을 방출하고, 컴포넌

적외선 복사를 차단하도록 되어 있다.

는

2000W의

300W의

열과

부터 발생되는 열을 방열판으로 이동시키고,

보호하도록 되어있다.
모듈과 모듈 사이도 철저하게 방열 처리가 되
어 있다.

의 히트파이프는 3차원의 형상을 갖고 있다.

로 접속되었던 부위에

방열판 앞에는 루버가 설치되어 있어 방열판
이 우주를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적외선 복사열
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
Multi-Layer Insulator)

380℃까지

미늄 증착

Upilex가

4개의

Nextel

26

뭉치들은

개의 직경
4

140mm의

개의 직경

MTM과

분리된 후 다층단열재(MLI) 판을 갖고

있는 전개형 열카바(DTC,
Cover)

Deployable

Thermal

로 막아진다. 아래 그림은 전개형 열카바

의 형상을 보여준다.

천

10층

들어간다.

kapton

rosette로

분리

되어 있고, 각 뭉치 내의 층들 사이에는 유리
섬유 및
된

AAerofoam이

MLI는

두께가

65cm

들어간다.

MPO에

이고, 무게가

장착

94kg이다.

구

170mm

의 구멍이 발생되는데, 이들 구멍은

층의 알루

들어가고, 그 다음은

Mylar가

8

분리되면, 기계적으

11층의

Nextel ceramic

견딘다. 그 다음은

의 알루미늄 증착
이들

층의

천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은

2

MTM과 MOSIF가

멍과 커넥터가 연결되었던
MOSIF가

전 몸체는 베피콜롬보를 위해서 개발

로 감싸져 있다. 가장 바깥 쪽은

스며들어오는

열을 방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층단

방열판내의 온도를 골고루 분산시킨다. 몇 개

된 고온 다층단열재(MLI,

외부에서

열재(MLI)를 이용하여 외부의 열로부터 몸체를

히트파이프를 이용하여 탑재체나 컴포넌트로

ceramic

7개의의

컴포넌트

MPO

트들의 온도를 제어하고, 방열판으로 들어오는

MPO의

1

보조개 자국이 난 타이타늄 층으로 되어 있다.

열제어시스템

MPO

MOSIF

그림 12. 전개형 열카바(DTC)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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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베피콜롬보의 탑재체

컨소시움에 의해서 제공된다[5].

3.5.1 MPO
MPO는

라들의 세계적인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커다란

탑재체
카메라, 분광기(spectrometer), 복사

계(radiometer), 레이저 고도계, 자기계, 입자분
석기 및 가속도계의
이들 중

10개는

제공되고,

1개는

11개

3.6 주요 진행 경과 및 현황

탑재체를 탑재한다.

유럽의 수성탐사임무는

1993년

제안된 이래

유럽우주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설계 변경 및 시험 과정 중 문제발견 및 해결

러시아로부터 제공된다.

로 인한 여러 번 발사 예정일이 연기되는 우여

MPO

에 탑재되는 탑재체는 다음과 같다.

곡절을 거쳐

2018년 10월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진행 경과 및 현황을 요약하면 아
∙ BELA: BepiColombo Laser Altimeter

래와 같다.

∙ ISA: Italian Spring Accelerometer
∙ MPOMAG: MPO Magnetometer

∙

1993년 5월:

∙ MERTIS: Mercury Thermal Infrared Spectrometer

∙

2000년 10월:

∙ MGNS: Mercury γ-Ray and Neutron Spectrometer

∙

2007년: Astrium GmbH(현재 Airbus Defence

∙ MIXS: Mercury Imaging X-ray Spectrometer
∙ MORE: Mercury Orbiter Radio science
Experiment
∙ PHEBUS: Probing of Hermean Exosphere by
Ultraviolet Spectroscopy
∙ SERENA: Search for Exosphere Refilling and

베피콜롬보 프로젝트 승인

and Space)를

∙

2008년:

주계약자로 선정

무게 증가로 발사체가 소유즈에서

아리안 5로 변경
∙

2009년 11월:

∙

2010년 9월:

위하여

Emitted Neutral Abundances

재설계되어 변경 승인됨

수성에서의 극한 온도환경 시험을

ESTEC의 LSS(Large Space Simulator)를

개조하고,

∙ SYMBIO-SYS: Spectrometers and Imagers for

MMO

∙

2015년

3월

열모델을

시험한

이후

조합의 시험 수행

MOSIF+MMO

MPO BepiColombo Integrated Observatory System
∙ SIXS: Solar Intensity X-ray Spectrometer

유럽의 수성탐사임무 제안

25일:

베피콜롬보 상세설계검토

회의 완료

3.5.2 MMO
MMO는

탑재체
자기계, 이온 분광기(spectrometer),

전자에너지분석기, 플라즈마 탐색기, 플라즈마
파동분석기, 영상기의 5개 탑재체를 탑재한다.
∙ MERMAG-M/MGF: Mercury Magnetometer
∙ MPPE: Mercury Plasma Particle Experiment
∙ PWI: Mercury Plasma Wave Instrument
∙ MSASI: Mercury Sodium Atmospheric Imager
∙ MDM: Mercury Dust Monitor

∙

2016년

말:

개의 이온추력기 장착 완료

MTM

시험 중 중대한 전기적 결

함 발견으로 발사 예정일을
10월로

2018년 4월에서

연기

4. 결 론
이상과 같이 이전의 수성탐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2018년 10월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베
피콜롬보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다.
베피콜롬보는 전기추진은 물론 총 9회의 행성 중

서브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력 지원 비행 (지구 1번, 금성 2번, 수성 6번)을 이용

탑재체는 일본, 유럽, 그리고 다른 나

하면서, 태양의 인력으로 인한 우주선의 속도 증가

또한

MMO의

2016년 9월: 4

서브 센서로 구성되어 있고,

MPPE는 7개의
PWI

∙

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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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억제하고 궤도 변경을 수행하면서, 7.2년을 비행

goals,” Planetary Space Science, Vol 58, 2000,

하여 2025년 수성에 도달하여, 화학 추진을 이용하

pp. 2-20.

여 수성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

6. T. Mukai, H. Yamakawa, et al,, “Present

베피콜롬보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기술적 어려

status of the BepiColombo/Mercury

움은 수성 근처에서의 높은 온도 환경을 극복하는

amgnetoshperic orbiter,” Advances in Space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고온 태양전지판, 고온 안테

Research ( a COSPAR publication) 38 (2006),

나, 특수 다층단열재(MLI) 등이 개발되었고, 수성

pp. 578-582.

근처 열환경 모사 시험을 위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유럽우주기구의 시험 기관인

ESTEC에

있는 열환

경 시험장비 LSS(Large Space Simulator)의 대대적
인 개조도 수행되었다. 수성궤도선(MPO)에 사용
되는 다층단열재의 두께는 무려 65cm에 달하고, 무
게는 94kg 이나 된다.
베피콜롬보는 각 부분체별 시험 및 조립이 완료
되어 전체 시스템의 시험을 수행 중에 있다. 베피
콜롬보는 발사예정일 6개월 전에 발사장으로 운송
되어 발사준비

(launch campaign)에

들어가므로,

모든 시험이 원만히 수행되면 2018년 4월부터 발사
준비가 시작될 것이다.
베피콜롬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기술적 발전
이 있었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
면 수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태양계의 생성과 진화
에 대해서 한층 더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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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추진제 로켓엔진 터빈구동용 가스발생기 설계기술 동향
하성업*, 문일윤*, 문인상*,이수용*,정은환*1)

Design Technology Trends of Gas Generators for Driving
Turbines of Liquid Propellant Rocket Engines
HA, Seong-up*, MOON, Ilyoon*, MOON, Insang*, LEE, Soo-yong*, JEONG, Eunhwan*

ABSTRACT

Gas generators for driving turbines of turbo-pumps are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liquid-propellant
rocket engines, but in spite of their importance in engines the technology of gas generators are not
relatively well known compared with main combustion chambers. Mono-propellant gas generators with
hydrogen peroxide, decomposed by catalysts, had been firstly introduced, then fuel-rich bi-propellant gas
generators were developed for open-cycle rocket engines. Two-zone combustors were applied to improve
combustion stability and preburners with jet-swirl injectors for large engines had been developed.
Recently, the technology to use fuel-rich and oxidizer-rich preburners together for full-flow staged
combustion rocket engines, and alternative technology to replace turbine parts with electrical motors for
small launch vehicles are investigated.
초 록
터보펌프 터빈구동을 위한 가스발생기는 액체추진제 로켓엔진을 구성하는 주요 품목 중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가스발생기 설계기술은 주연소기 설계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가스발생기는 과산화수소를 촉매 분해하여 사용하는 단일추진제 가스발생기가 처음 나온 이래, 개방형

사이클을 위한 연료과잉 이원추진제 가스발생기가 개발되었고, 연소 안정화를 위한 2단 연소기와 대형엔진
을 위한 젯-스월 분사기형 예연소기가 개발되었다. 현재는 전유동 다단연소사이클이 연구되면서 하나의 엔진

에 연료과잉과 산화제과잉 예연소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방안이 개발중이며 소형 발사체의 경우 터빈구동부
를 전동모터로 대체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Key Words : Gas Generator(가스발생기), Preburner (예연소기), Fuel-rich (연료과잉), Oxidizer-rich (산화
제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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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스발생기는 그 이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
체 혹은 액체 추진제를 촉매에 의한 분해, 혹은 이종
화학물의 화학반응을 통해 기체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이러한 장치는 일반 산업분야로부터 항공우
주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다. 자동차의 에어백, 여객기 좌석의 비상 산소 공급
장치 등도 이 범주에 속하며, 이들 장치가 간단히 압축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가스 발생기를 사용하는 이유
는 평소에는 소형 경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
한 순간에만 다량의 가스를 발생시키도록 하기 위함
이다. 단순히 고압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체를 오
랜 기간 고압인 상태로 보관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상
대적으로 큰 공간과 무게를 지니기 때문에 많은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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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 외에는 일반 대중은 물론 로켓엔진 전문 연구자
들의 관심도 주로 주연소기 분야에 몰려있으며, 그나
마 가스발생기에 대해 출판되거나 공개된 자료 역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가스발생기 기술은 급변하는 기술은 아니다. 로켓

엔진 초기로부터 당시 시대적 환경에 맞춰 여러 형태
의 가스발생기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개발은

기술의 진보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과거로부터 알고 있었던 많은 문제
를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 개발된 대표적인 가스발생기의
형태와 기술적 의미를 되짚어 보고, 현재 사용되는 터
빈구동용 가스발생기의 형태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분야에서는 소형 경량화한 화학반응식 가스발생기가
설치되고 있다.
액체추진제 로켓엔진에서는 엔진 시동을 위한 파이
로 스타터, 각종 파이로 밸브류, 탱크가압을 위한 가스

발생기, 터빈구동을 위한 가스발생기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엔진시동을 위한 파이로 스타터는 고체추진
제를 사용한 연소장치로서 짧은 시간동안 고압의 기체
를 생성하여 터빈을 구동함으로서 로켓엔진을 시동시
키는 장치를 말하고, 파이로 밸브 역시 순간적으로 강
한 압력을 발생시켜 밸브를 구동한다는 입장에서 본다
면 유사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탱크가압을 위한 가

2. 본 문
2.1 단일추진제 가스발생기
터빈구동을 위한 가스발생기는 기본적으로 연소기
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추진제 측면에서는 촉매반응
을 사용하는 단일추진제 가스발생기와 산화제 연료의
화학반응을 사용하는 이원추진제 가스발생기로 나눌
수 있다.

스발생기는 장시간 운용되는 형태로 대형발사체에서

로켓엔진 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종종 사용하는데 기체헬륨의 소모량이 지나치게 큰 것

단일추진제 가스발생기는 과산화수소를 촉매분해하

을 보완하기 위하여 탱크 내의 추진제를 가스발생기에
서 생성된 기체를 사용하여 가압한다. 이 때 산화제는
산화제과잉 가스를 만들어 가압하며, 연료는 연료과잉
가스를 만들어 가압한다.

터빈구동을 위한 가스발생기는 본 보고서에서 집중
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하는 분야다. 이 분야는 액체로

켓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이고, 또 연소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연소기에 비해 결코 쉽다고는 말할
수 없는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발생기에 대
한 자료와 연구결과는 주연소기에 비해 매우 접근하기
어려운 편이다. 가스발생기를 직접 개발하는 일부 개

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최초의 실용발사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V-2를 개발하면서부터 사용한 이 방식은
훗날 미국의 레드스톤(Redstone), 주피터(Jupiter), 센

토(Centaur), 바이킹(Viking) 등 미국의 초기 탄도미사
일과 우주발사체에 널리 사용되었다. 미국의 로켓개발
이 독일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특히

V-2를 개발한

폰 브라운이 망명하면서 미국 발사체 개발의 초기를
이끌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이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원추진제 가스발생기가 빠
르게 개발됨으로서 단일추진제 가스발생기는 미국에
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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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이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영국의 우주

발사체 블랙나이트(Black

Knight), 블랙애로우(Black

Arrow)등의 엔진은 아예 과산화수소를 산화제로 사용
했으며, 터보펌프의 터빈 구동 역시 이 산화제를 촉매
분해하여 사용하였다.
2차세계대전후 독일로부터 많은 현물과 개발인력

원추진제 가스발생기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주된 화학
반응이 촉매반응이기 때문이다. 즉 과산화수소수의 분
해에 의한 에너지가 공급될 뿐이며 과망간산염 수용액
은 단지 촉매로서의 역할만을 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미 V-2 때부터 추력제

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과산화수소수와 과망

을 확보한 러시아도 단일추진제 가스발생기부터 개발

간산염 수용액 탱크로 공급되는 기체의 압력을 제어함

을 시작했다. 특히 이 방식을 사용하는

으로서 엔진의 추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

R-7 발사체는

대륙간탄도탄으로 시작하여 최초의 유인우주인을 우
주로 보내는 데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는 우주정거장에

였다.

우주인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발사체이기도 하다. 발

사체의 초기 개발단계를 벗어나면서 러시아 역시 이원
추진제 가스발생기 개발로 넘어갔지만 소유즈로 대표

R-7에서는 여전히 단일추진제 가스발생기의 사
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되는

Fig. 2 R-7 Gas Generator

이후

V-2의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러시아 등에서

발사체 개발이 이어지면서 과산화수소 사용의 전통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V-2 이후로는 더 이상 액체수용

액 형태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체 촉매대를 통
Fig. 1 V-2 Gas Generator

단일추진제 가스발생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먼저 V-2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필

요가 있다. V-2는 80% 농도의 과산화수소수를 과망간

산염 수용액을 촉매로 사용하여 가스를 발생시켰다.
과산화수소 분해가스가 공기와 수증기로 이루어졌다
하여 증기발생기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

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과산화수소가 금속 혹
은 촉매 펠릿을 통과하면서 과산화수소수 농도에 따
라 700~1250 K의 고온가스를 발생시켰으며, 과산화수

소의 공급유량, 즉 공급탱크의 가압을 조절함으로서
추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추력제어를 수행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단일추진제 가스발생기는 아무래도 이원추
진제 가스발생기에 비하여 추진제를 한 가지를 더 다

V-2는 결국 4개의 액체 탱크가 존재하는 구조를 가
진다. 주추진제로 사용하는 75% 알코올과 액체산소 외

루어야 하고, 부가적인 탱크, 밸브 등 유공압 부품이 소

에도 터빈구동을 위한 과산화수소수와 이를 분해하기

에서 본다면 시스템이 주공급 라인과 독립적으로 설치

위한 과망간산염 수용액 탱크가 있기 때문이다. 주연

소실로는 알코올과 액체산소가 공급되고, 가스발생기

로는 과산화수소수와 과망간산염 수용액이 공급된다.
가스발생기로 2개의 유체가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이

요된다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제어 측면
되어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고, 재료구조 측면에서 본
다면 분해가스의 온도가 터빈의 허용온도를 절대로 넘
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후 많은 신규 엔진에서는 무게절감과 시스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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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 차원에서 이원추진제 가스발생기로 개발방향이

방형 사이클에서는 터보펌프를 구동한 가스가 그대로

변경이 되었지만, 러시아의 소유즈 계열 발사체에서는

배기덕트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가스발생기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스템 안정화를 이

로 분기되어 나가는 추진제의 양을 최소화하여야만 한

유로 이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비록 현재 단일

다. 따라서 같은 과잉 조건이라 하더라도 효율을 높은

추진제 가스발생기의 사용이 소유즈 발사체에만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단일추진제 가스발생기를
구식이라고 간단히 무시할만한 것은 아니다. 소유즈를
포함한 R-7 계열의 발사체는 지금까지 1,600 여회 발사
되었으며, 이 숫자는 전 세계 우주발사의 약

1/3이 정
도가 될 뿐 아니라, 통산 약 97.5%, 최근은 거의 100%
에 육박하는 발사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현재

쪽을 선택하여야만 했다. 부가적인 이유로는 산화제

과잉 조건에 대한 운용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이원추
진제 가스발생기가 개발되던 초기에는 산화제과잉 연
소, 즉 고농도의 고온 산소 환경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부족했던 시기였다.

이원추진제 방식이 단일추진제 방식에 비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터빈재질의 온도한계를 넘지 않기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는 유일한 유인발사체라는 점

위해서는 가스발생기의 연소 온도를 낮춰야 하지만,

은 이 발사체가 가지는 신뢰도를 확실히 증명하는 부

반대로 버려지는 추진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터빈 효율

분이기도 하다. 비록 과산화수소 분해에 의한 터빈구

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소온도를 높여야만 한다. 이러

동 기술은 분명 로켓엔진 초창기의 기술이지만 아직까

한 이유로 가스발생기 연소가스의 온도를 재질 한계에

지 우주발사체 시장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

가까운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가스발생기로

는 주요한 기술임에는 틀림이 없다.[1~8]

들어가는 추진제 유량을 보다 정밀히 유지할 필요가

2.2 연료과잉 이원추진제 가스발생기

연소온도가 높아져 터빈이 상하게 되고, 반대로 비율

단일추진제 가스발생기 개발 시대를 보낸 후 산화
제와 연료 일부(총 추진제의 3~10 %)를 분기하여 가스
발생기를 구동시키는 기술이 도입되었다. 별도의 추진
제를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탱크의 숫자를 줄일 수
있고, 펌프 후단에서 분기함에 따라 가압시스템도 단

있다. 이 때 산화제와 연료의 비율이 조금만 높아지면
이 낮아지면 터빈효율이 떨어진다. 특히 비율이 높아
져 연소온도가 높아질 때는 엔진이 손상되는 매우 위
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연료과잉 상태에서는
산화제 과잉에 비해서 O/F 비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
가 민감하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단일추진제 가스발생기는 주추진 계통과 완전한 별

순화 할 수 있었다. 열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도 촉매분

도의 시스템이지만 이원추진제 가스발생기는 펌프에

해 보다는 연소에 의한 화학반응이 발열량이 크기 때

서 가압된 추진제를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문에 이원추진제 방식이 유리하다. 이에 따라 오늘날
대부분의 로켓엔진에서는 이원추진제 방식을 채용하
고 있고, 한국형발사체 로켓엔진에서도 주추진제인 케
로신과 액체산소를 분기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가스발생기는 연소온도가 터빈 재질의 허용온도를

적으로는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된다. 이로 인해 수력
학적 저항과 가스발생기 연소기 내의 연소 지연 등이
서로 맞물려 불안정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1~8]

2.3 산화제과잉 이원추진제 가스발생기

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당량비 부근
에서 연소하지 않고 연료과잉 또는 산화제과잉 조건에
서 허용온도 이하로 연소하여야 한다. 특히 개방형 사
이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료과잉 조건의 가스발생기
를 사용한다. 단위추진제 질량당 발생하는 에너지 측
변에서 볼 때 연료과잉이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개

로켓엔진 사이클은 개방형 사이클(가스발생기 사이

클)에서 폐쇄형 사이클(다단연소 사이클)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국면을 맞이했다. 다단연소 사이클은 터빈
을 구동한 가스를 버리지 않고 다시 주연소기로 보내
재연소하는 사이클을 말한다. 버려지는 추진제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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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가스발생기 연소가스 온도를 터빈의 재질 온

니다. 러시아에서 산화제과잉 가스발생기 기술을 이용

도 한계까지 끌어올리면서 엔진을 운영할 필요까지는

한 로켓엔진이 출현했다는 소식을 접한 미국은 이를

없다. 일반적으로 산화제 혹은 연료 한 가지 전체를 가

러시아가 서방에 혼란을 주기위한 거짓 정보라고 생각

스발생기로 보내기 때문에 터빈 효율이 다소 떨어지
더라도 충분한 양의 가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했을 정도다. 특히 극저온의 액체산소에 소량의 케로
신을 넣어 연소를 시킨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

다단연소 사이클의 가스발생기는 통상 서방권에선 예

지만 고온산소 환경에서 금속 벽면 자체가 발화하여

연소기(preburner)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이는

연소하는 위험성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하는 것도 의

가스발생기가 주연소기 앞에서 먼저 연소하는 장치이
기 때문이다.

체산소 로켓엔진의 실체가 공개된 후에야 미국의 개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은 연료과잉과 산화제과잉 예
연소기의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 대표적인 연료과잉
다단연소 사이클은 미국의 우주왕복선의

문의 대상이었다. 결국 러시아가 개방되어 케로신/액

SSME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연료과잉 가스발생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단지 연소압력을 높이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
이다.

발자들은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산화제 과잉 가스발생기의 출구온도는

670 K 정도

로 낮은 편이다. 이런 낮은 온도에서 연소를 안정시키
는 방법으로는 2단 연소기(2-zone
이 대표적이다.

combustor)의 사용

러시아에서도 저장성 추진제 등의 조합에 대해서는
연료과잉 예연소기를 사용했으나, 케로신/액체산소

엔진을 위해서 산화제과잉 가스발생기가 개발되었다.
산화제과잉 가스발생기가 출현한 것은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먼저 발사체에 탑재된 산화제의 양이 연료
의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가스발생기에서 산화제과
잉 연소가스를 연료과잉 가스에 비해 월등히 많이 만
들 수 있다. 이는 펌프의 토출압을 더욱 높일 수 있어
엔진의 효율향상과 경량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케로신이라는 연

료 때문이다. 가스발생기 사이클에서는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연료과잉을 선택했지만 이로 인한 연소 불안정
문제를 제쳐 두고라도 무거운 탄화수소계 연료의 특성
상 다량의 검댕(soot)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검댕의 유로 벽면 침착이 생기고, 엔진 추진

은 물론 열교환기 성능의 불규칙한 변화 등이 야기되
었다. 게다가 다단연소에서는 이미 검댕을 다량 포함

Fig. 3 2-zone Combustor

케로신/액체산소 예연소기의 1차 연소구역에서는
O/F 비 15 정도를 유지하며 연소온도를 2000 K 이상
이 되도록 해 연소를 안정시키며, 2차 연소 구역에서는
나머지 산소를 공급하여 연소온도를 떨어뜨린다. 이
방법은 연료과잉 가스발생기에서도 선택적으로 적용
되는 방법이지만 산화제과잉 연소기에서는 필수적으
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도 이 방식은 중소형 로켓엔진
에서는 널리 적용되어 사용되는 기술이다.[3,6,9,10,11]

한 이 가스가 주연소기로 흘러 들어가 재연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연소기에서의 연소 측면에서 보더라도
케로신/액체산소에서 연료과잉은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결국 케로신/액체산소 다단연소 사이클을

위해서는 산화제과잉 가스발생기가 개발되게 되었고,
이후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산화제과잉 연소라는 것은 그리 간단한 기술이 아

Fig. 4 2-zone Combustor (KARI Te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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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삼중분사기의 등장

2단 연소기는 연소 안정화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방식이기는 했으나 대형엔진을 위해서는 가스발생기
중간부분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가스발생기 직경이 증가함에 따

라 2차 연소영역에서의 고른 혼합을 구현하기도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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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사기는 각각의 분사기 내에 1차 연소 구역과 2
차 연소 구역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의 연소는 분사기
내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결국 모

든 분사기가 개별적인 2단 연소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
에 가스발생기의 직경이 커지더라도 고른 온도분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케로신/액체산소 엔진의 경우

통상 O/F비 60 으로 설계된 삼중분사기의 가연한계는
설계값의 10배인 O/F 비 600에 달할 정도로 크기 때문
에 넓은 범위의 추력제어(deep throttling)를 보다 쉽게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Fig. 5 RD-253 Gas Generator

1960년대에 개발된 RD-253 엔진(프로톤 발사체,
UDMH/N2O4)의 경우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임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단 연소기 형태를 가지고 있었
지만 1980년대 개발된 RD-170 엔진(Kerosene/LOx)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독특한 형태의 분사기가 개발되었
다. 국내에서는 이 분사기를 통상 삼중분사기(triple

injector)라고 부르며, 러시아권에서 부르는 정식명칭
은 젯-스월 인젝터(Jet-swirl Injector)라고 한다.

Fig. 7 RD-170 Gas Generators and TPU Assembly
이 분사기의 설계는 전통적인 방식의 분사기 설계
기술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기존의 선회 분사기(Swirl

Injector)는 비점성 선회유동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이
론을 근거로 설계된다. 기체와 액체의 경계가 명확한
저압에서 동작하는 엔진에서는 추진제가 분무, 증발,
혼합, 연소하는 과정이 확실히 구분되어 이 이론에 의
한 설계가 의미가 있지만 사실 고압엔진에서는 추진제
의 상태가 아임계, 초임계 영역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
에 기체상과 액체상의 구분이 없는 상태가 되어 이 이
론에 의한 분사기 설계는 사실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제작된 분사기는 고압에서도 좋은 성

능을 보였고, 이후에도 고압엔진의 선회분사기는 우선
Fig. 6 RD-170 Gas Generator
and Jet-Swirl Injector

이러한 비점성 이론을 근거로 한 설계로부터 시작해
왔다.
하지만 삼중분사기의 설계는 그 출발점부터 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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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분사기는 처음부터 초임계 연소를 염두해 두

는 반드시 산소과잉 가스발생기 기술확보가 필요하다.

같은 전통적 주요 설계 인자는 더 이상 이 분사기에서

터(Raptor) 엔진은 액체메탄/액체산소를 사용하는 엔

고 설계된 분사기다. 즉 미립화, 액적의 크기, 분무각
는 의미가 없다. 추진제는 고압상태에서 아임계 상태
로 존재하며 증발과정 없이 바로 확산하며, 확산된 두

추진제는 혼합되면서 바로 연소한다. 그리고 각각의

현재 미국의 스페이스엑스(SpaceX)사가 개발중인 랩

진으로 전유동 다단연소 사이클로 구성할 예정이다.
참고로 케로신/액체산소의 경우는 전술한 검댕 형성
등의 이유로 전유동 다단연소 사이클은 바람직하지 않

분사기 내에서 O/F 비 15인 1차 영역과 O/F 비 60인 2

다.[9,10,11]

루어지며 연소기 공간은 저주파 섭동을 억제하고 연소

2.5 연소불안정

차 영역이 존재한다. 즉 모든 연소는 분사기 내에서 이
가스를 균일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할 뿐이다.

분사기 차압에 있어서도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통

상 연소기는 연소 안정화를 위하여 높은 분사기 차압

연소불안정은 로켓엔진에서 피하기 어려운, 그러나

피해야만 하는 난제 중 하나다. 통상 주연소기의 경우

서 연소실 압력대비 4~5 % 수준으로 설계하며, 추력제

mode)가 주로 발생하고 종
종 반경방향 모드(radial mode)의 음향 불안정을 동반
하는 경우가 많다. 길이방향 모드(longitudinal mode)

며, 이 때에도 정상적으로 연소가 이루어진다.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

이 바람직하며 연소실 압력의

5~20 % 수준으로 설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분사기는 정격점에
어에 의해 최대한 떨어질 경우에는 차압이 1 %대가 되

삼중분사기를 사용한 가스발생기 설계기술은 현재
는 물론 향후에도 러시아권 다단연소 사이클 중대형
엔진의 기본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이 분사기를 사용한 가스발생기를 만들
어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5종의 분사기에 대한 가스
발생기가 설계되었으며, 젯-스월 분사기의 특성과 성
능을 파악하는 연소시험이 진행되었다.

접선방향 모드(tangential

는 주연소기가 기본적으로 한쪽이 개방된 원통의 형태
스발생기에서의 연소불안정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나
타낸다. 일반적으로 가스발생기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접선방향과 반경방향의 공명 주파수가 높게 설정됨에
따라 잘 발생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가스발생기에서
터빈으로 이어지는 긴 유로가 형성됨에 따라 길이방향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
불안정 연소의 억제를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연소기
와 분사기의 재설계가 요구되지만 배플(baffle)과 같은
수동기구를 도입함으로서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
다. 가스발생기 연소기 혹은 가스 유로의 원통 벽면 중
길이방향 섭동의 노드 점에 해당하는 곳에 원주방향으
로 배플을 설치하면 압력파가 소산하여 불안정은 억제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배플은 난류혼합링(turbulence

Fig. 8 Jet-Swirl Injector Oxidizer-Rich Preburner
(KARI Test Model)

ring)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난류혼합링은
유동의 난류성분을 증대시켜 보다 보다 균일한 온도분
포를 갖는 유동을 만들어 주는 장치로 많은 가스발생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산화제 과잉 가스발생기는

기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단순히 노드에서의 압력

현재의 다단연소 사이클 다음 단계인 전유동 다단연소

파 분쇄와 난류혼합이라는 측면만 생각하면 큰 배플의

사이클(full-flow

설치가 유리하겠지만 큰 배플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

이클은 산소과잉 가스발생기와 연료과잉 가스발생기

의 효율을 감소시키며, 또한 큰 크기의 배플이 새로운

가 모두 존재해야하기 때문에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

반사면을 제공함으로서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길이 방

staged combustion cycle)을 위해서
는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점이다. 전유동 다단연소 사

다. 큰 크기의 배플은 압력손실을 야기해 가스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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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불안정 섭동이 새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모터와 배터리 기술이 발전했고, 이미 소형 발사체

포괄하는 배플 크기에 대한 교과서적인 규칙은 없기

에 대한 적용이 시도중이지만 현 기술수준에서 전동모

때문에 이 역시 시험을 통해 검증해 나아가야 할 수 밖

터 방식은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에는 없다.

중대형 발사체를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고출력의 모

압력파에 대한 난반사를 증진하여 억제하는 방법도

터를 필요로 한다. 현재 산업현장에서 많은 유공압 구

실제 적용되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동 부분이 모터 구동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지만 고

정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1,2,7]

출력 부분은 아직까진 모터 보다는 유공압 구동방식이

2.6 전동모터 구동방식

인 단점이 된다. 발사체 입장에서는 발사체의 종단 무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나지만 일부 로켓엔진의 경우
터빈구동을 위한 가스발생기를 아예 배제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펌프의 구동원으로 전기모터를 사용함으

로서 터빈부를 근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구성이 간편하고 제어가 용이하기 때문
에 엔진 개발 초기부터 논의되어 온 방법이다. 그러나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기능적인 구현은 간단하
지만 펌프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의 무게와 필요한 에
너지를 축적하고 높은 방전율을 가지는 배터리의 무게
가 너무 무겁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
라서 일부 연구용으로는 등장을 했지만 실제 비행용으
로는 사용되지 않았었다.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배터리의 무게는 가장 치명적
게(final mass)가 속도증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
소인데, 배터리 무게를 마지막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
게 되는 것은 비행체 입장에서는 매우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고출력에 따른 모터와 배선, 배터리의 발열 해
결 또한 쉽지 않은 부분이다.

전동모터 구동방식은 모터와 배터리 신기술 개발
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빠른 발전을 기대하기는 다
소 어려운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를 밝게
보는 것은 향후 모터와 배터리 기술 부분이 계속 발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로켓엔진에
있어 전동모터 구동방식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향후 계
속 기대되는 부분임에는 틀림없다.[12]

이러한 전동모터 구동방식은 최근 배터리 기술과
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소형발사체
분야에서 첫 등장을 하게 되었다. 뉴질랜드를 기반으
로 하고 있는 미국 회사인 로켓랩(Rocket Lab)은 이륙

추력 16.2 톤 급인 소형 우주발사체 엘렉트론(Electron)
을 전동모터를 사용하는 엔진을 사용하여 시험비행을

3. 결 론
터보펌프를 구동하기 위한 가스발생기의 개발과정
을 살펴보았다. 단일추진제 촉매분해로부터 시작한 가

하고 있다. 러더포드(Rutherford)라고 불리는 이 엔진

스발생기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원추진제 화학반응

2.2톤, 지상 약 1.8톤을 낸다.

로부터 시작한 이원추진제 가스발생기는 이후 케로신

은 2개의 전동펌프로 구동되며 엔진당 추력은 진공 약

을 통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연료과잉 가스발생기

/산소 다단연소 사이클이 등장하면서 산화제 과잉 가
스발생기도 등장하였다.
가스발생기 연소기는 연소안정성이 높은 2단 연소
기가 개발되었으며, 이후 각각의 분사기 내에서 연소
가 이루어지는 삼중분사기 기술까지 발전하였다.
현재는 연료과잉 가스발생기와 산화제과잉 가스발
생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전유동 다단연소사이클과 가
스발생기를 배재하고 모터로 펌프를 구동하는 전동모

Fig. 9 Rutherford engine and Electron LV

터 구동방식에 대한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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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many countries have developed a space launcher using space rocket for commercial or military
purposes. The increase in worldwide space launch will increase the safety risk and concern. As we know,
space launch vehicle are loaded with a highly flammable and explosive material. These hazards are
needed to identify and reduce in advance. System Safety is the application of system engineering and
techniques to reduce hazard throughout all phases of the system life cycle. In this paper, introduction of
foreign safety assurance organization and process of system safety for space launch vehicles are
presented.
초 록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우주발사체를 개발하여 상용 혹은 군용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주발
사가 증가할수록 안전에 대한 리스크와 문제점은 증가되고 있다. 우주발사체는 특성상 인화성과 폭발성이 높
은 물질을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식별하여 제거 혹은 감소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체
계안전성 분석은 전 시스템 운용 사이클 단계 동안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시스템엔지니어링의 공학적 기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해외 안전보증 조직 체계와 체계안전성 절차를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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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야 하는 특성상 많은 실패의 위험을 안고

1. 서 론

있다. 특히 폭발 위험이 높은 추진제와 고온의

우주발사체는 산화제 및 연료(케로신)와 같이

화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을 최우

인화성이 강하고 폭발의 위험이 높은 물질이 탑

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

재된 시스템으로 개발시 특히 안전을 고려하지

에서 추진시스템 및 엔진 구성품들의 시험을 수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형 복합 시스템의 개발추
세로 체계가 복잡해지고 적용기술이 고도화되면
서 보다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최상

행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규로 독자
개발하는 우주발사체의 경우 위험성은 더욱 높
아져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 수준의 시스템에서 부체계 시스템으로 하향

본 논문에서는 우주발사체 안전보증 현황과

되면서 최신 기술들이 용합되어짐에 따라 복잡

체계의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개발현실을 고려한

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스

한국형발사체의 안전보증 현황 및 활동을 제시

템을 개발하는데 있어 시스템엔지니어링의 중요

하였다. 또한 나로호(KSLV-I)의 일부 경험과 해

도가 더욱 높아짐과 동시에 시스템의 안전에 대

외의 사례 및 지침서들을 비교 평가하여 우주발

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 산업분
야는 날로 발전하여 최첨단 및 고도화된 기술산
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사체 개발에 적합한 체계안전성(System

Safety)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위험요소들을 식별하기 위
한 분석방법과 기법들을 소개하였다.

기의 원인불명의 고장에 의한 추락 사고나 우주
발사체의 발사 실패, 공중 폭발의 사고에 대한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다.
년과

2. 우주발사체의 안전보증

NASA의 경우 1986

2003년도에 발생한 미 우주왕복선 챌린저

2.1 해외 우주발사체 안전보증 현황

호와 콜롬비아호의 폭발사고를 계기로 안전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

우주발사체 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의 경우

시스템공학의 일환인 안전공학(Safety
Engineering)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스템 개발시 안전공학은 개념
설계부터 기본설계, 상세설계, 시험평가 및 폐기
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

안전과 관련된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개발부터

에서

우주발사체는 반세기에 걸쳐 초창기부터 수많
은 실패를 딛고 신뢰도 및 발사 성공률을 비약
적으로 증가시켜왔다.

2015년 발사통계를 보면
러시아는 총29회 발사되었고 1회 실패와 부분적
결함 2회가 있었고 미국의 경우 19회를 발사하
였고 이중 2회의 실패가 있었다. 이외 중국 19
회, 유럽 9회 발사되었으며 실패는 없었던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1] 이미 해외의 경우 발사 성
공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높아져있다. 이는 기술
적 수준뿐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도 동등한 수
준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우주발사체는 발사 환경이 극한 상황에서 운

발사준비 및 비행까지의 전 사이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Aerospace사의 경우 광범위의 임무보증
(Mission Assurance; MA) 조직 체계하에 체계
안전성 보증(System Safety Assurance; SSA)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임무보증은 핵심 임무보
증(Core Mission Assurance Process; CMP)과
보조 임무보증(Supporting Mission Assurance
Discipline; SMD)으로 구분되며 SMD 하부에
리스크
평가·관리,
신뢰성,
형상관리,
PMP(Part, Material & Process)관리, 제품보증,
안전보증, 소프트웨어 보증의 조직으로 되어있
다. NASA는 OSMA(Office of Safety and
Mission Assurance)로 본부 및 10개의 연구센
터의 안전과 임무보증을 관장하고 있다. 본부
의 OSMA는 그림 1과 같이 안전, 신뢰성, 정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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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제품보증의 정책과 절차를 제시하며 연

안전보증 분야가 요구되며 국내 개발현실과 효

구센터에서는 이러한 가이드를 적용하고 관리·

율성을 감안하여 안전보증 체계를 갖추어야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에서
는 제품보증 조직의 하부 체계로 안전보증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제
품보증 조직에는 신뢰성, 안전 및 품질보증 업무
가 할당되어있으며 그 중 안전보증 분야에서는
체계안전성과 시험안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
어있다.

그림 1. NASA OSMA 체계 [2]

JAXA도 안전&신뢰성 임무보증부
(Safety & Mission Assurance Dept.)가 있으며
일본의

산하에 안전임무 혹은 품질보증의 조직을 갖추
고 있다.

JAXA의 경우 임무보증과 업무는 유
사하지만 체계를 달리하고 있고 신뢰성, 안전,

그림 2. 안전보증(Safety Assurance) 체계

품질보증에 집중하는 체계로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SA(European Space Agency)는 제
품보증 및 안전 (Product Assurance and
Safety)의 체계로 되어있으며 미국의 SMA
(Safety & Mission Assurance)와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나로호 개
발 사업의 사례로 볼 때 한러 공동 신뢰성, 안
전, 품질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4]
유럽의

체계안전성은 발사체 및 발사대의 설계와 운
용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3장

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주발사체 개발에서 설계를 검증하고 신뢰성
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성 높은 많은 시험
들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게 된다.

발사체 시

스템 설계의 요구된 성능,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들을 수행하여 그 중 화재, 폭발
및 인명피해의 위험도가 높은 시험들을 식별하

이러한 해외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 보았을

여 안전보증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때 조직의 명칭과 구성 및 규모는 각국의 상황

한국형발사체에 적용되는 위험물질로는 케로

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안전과 관련된

신과 화약류가 포함되며 산화제의 경우 잠재된

조직과 업무 수행이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데

발화원에 의한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이 있다. 특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히 추진기관과 관련된 시험설비에는 고압가스

2.2 한국형발사체 안전보증 체계

(산화제, 질소, 헬륨등) 및 케로신(연료)이 다량
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유해 및 위험물질을 취급
하거나 저장하는 공정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

한국형발사체를 개발하는데 있어 이와 유사한

로 국내법규를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해당 사업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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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이하 PSM) 시스템을 적용하고 관
리·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에서는 규정된 21개의 위험물질중 인화성

3.2 체계안전성 프로세스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발사체에 적합한 체계
안전성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타 사례를

액체인 케로신 최대 취급량이 초과되어 적용대

연구하였다. 먼저 항공분야의 경우 군용항공기

상에 포함되었다.

는

PSM을 포함하여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에서
는 안전보증의 일환으로 자체감사, 사고조사위
원회, 시험 안전 모니터링 및 감사 범위의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MIL-STD-882를 적용하며 민간 항공기는
ARP 4761 체계안전성 평가 프로세스를 따르
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우주발사체의 경우
NASA의 System Safety Handbook과 미연방항
공청(FAA)의 AC.431.35-2A에 근거한 프로세스
를 제시하고 있다. NASA 프로세스의 경우 위

3. 우주발사체의 체계안전성 분석

에서 언급한 군용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체계
안전성의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아닌 경험을 바
탕으로 한 확률적 리스크 평가 혹은 분석

3.1 체계안전성 개요

템 개발 시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엔지니어링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or Analysis;
PRA)관리 형태의 독특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6] 이는 그동안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System Engineering)의 한 영역으로 위험요소

축적된 신뢰성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체계안전성은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시스

를 식별하고 분석을 통해 위험도를 낮추는 공

방식으로 사업초기부터 일정, 비용분석, 설계

학적 기법중 하나이다. 이 개념은 역학적 조사

및 운용에 이르는 리스크 발생 확률을 통해 의

나 과거의 사고 사례에 근거하여 사고의 원인

사결정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축적된 경험

이나 조건을 통해하는 전통적인 안전성 분석과

과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형발사체

는 차이가 있다.[5] 용어의 경우

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

Vehicle의 운

Safety Assessment)로 통칭되어

FAA의 AC에 제시된 프로세스의 경우
MIL-STD-882와 매우 유사하고 발사체에 적용

인증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안전성 평가의 개념

가능한 근거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

으로 판단되며 군용기의 경우 체계안전성 분석

다. 아래 그림

(System Safety Analysis)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민간항공기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평

있지만 프로세스와 실제 수행되는 내용은 동일

가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로 개발주기에 따라

하며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시기와

체계안전성 평가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기관의 차이로 판단된다. 우주발사체의 경우

대해 보여주고 있다.

영목적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경우 체계안전성
평가(System

다.

3. 에서는 ARP 4761에서 제시된

FAA의 규정, 지침 및 가이드에 명시된 프로세
스 형태는 MIL-STD의 프로세스와 유사하기 때

FAA의 14 CFR 431.35(Acceptable reusable
Launch Vehicle Mission Risk)의 (c), (d)에 위

문에 체계안전성 분석이란 용어로 한국형발사

험요소들과 이에 따른 리스크들을 식별하기 위

체 개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해 체계안전성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을 명시하
고 있고 식별 요구조건이 나열되어있으며 하기
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Ÿ

[7]

안전-중요(Safety-Critical) 시스템 정의 및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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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안전-중요 고장모드와 영향 정의 및 식별

Ÿ

안전-중요 이벤트 식별 및 일정 제시

(System Safety Program Plan; SSPP)로 작성되

Ÿ

리스크 감소 혹은 최소화 관리 지표 식별

어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한국형발사체 개발

Ÿ

체계안전성 분석 확인 및 검증 근거 제시

사업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안전보증계획서

상기의 내용은 체계안전성 프로그램 계획서

(Safety Assurance Plan; SAP)로 작성되어 관리
되고 있다. 하기의 그림 4.에서는 FAA의 핸드
북에 명시된 체계안전성 활동의 개괄적인 프로
세스로 위험요소(Hazard) 식별에서부터 리스크
를 정의하여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
정을 보여주고 있다.

3.3. 우주발사체 체계안전성 분석

FAA의
14 CFR Part 431 “Launch and Reentry of a
Reusable Launch Vehicle (RLV)"의 Subpart C
(Safety Review and Approval for Launch and
Reentry of a Reusable Launch Vehicle)
431.35(c) 항의 내용이 일부 명시되어있으나 한
우주발사체의 체계안전성 요구조건은

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의 안전보증계획에 의거하
여 수립된 체계안전성 요구조건을 기반으로 정
그림 3. System Safety Assessment Process of ARP
4761 [8]

의되었다. 요구조건에 따른 체계안전성 프로세
스는

AC 431.35-2A[7]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립

하였다. 최상위 안전 요구조건이 정의되면 이
에 따라 체계안전성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후 사전 위험분석을 통해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설계가 구체화됨에 따라 서브시스템 위험요소
및 시스템 수준의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관리하
고 리스크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분석도구로서 고장모드
및 영향성 분석, 결함나무 분석, 이벤트 분석,
기능분석과 사고사례, 가이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리스크
요인인 위험요소들을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서 제거 방안을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최
종 설계단계까지 추적, 관리하는 활동을 수행
하여야 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시험 및 평가를
통해 확인(Validation)과 검증(Verification)으로

그림 4. System Safety Process Flow of FAA [9]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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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센스
유사한 설비나 시스템을 검사 분석
시스템 규격. 법령, 코드등을 검토
해당 시스템의 담당자와 인터뷰

일반적으로 주요한 위험요소는 화재, 폭발,
위험물의 누설, 소음, 부식 등 결과적으로 사
망, 부상 등 인명사고와 시스템 손실 등을 일
으킬 수 있는 현상들이다.

[10]

그림 5. Activity and Tools for System Safety Process [7]

하기 그림

6에서는 개발단계별 개념설계부터

시험평가까지 수행해야 되는 체계안전성 활동
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WBS Classification of KSLV-II for SSA

한국형발사체의 사전위험분석은 위험요소들
에 관련된 주요시스템에 대해 수행되었고 분석
보고서로 정리되어있다. 수행된 주요 시스템은

그림 6. System Safety Activities on Development
Phase

3.3.1

사전위험분석

후 먼저 수행하는 것이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것이다. 위험요소의 정의는 위해나 손상의 위
험이 있는 행동이나 상태를 뜻하며 식별된 위
사전위험분석(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을 통해 기본설계 단계에서 수
행되어야 한다. 위험요소들을 식별하는 방법
으로는 아래와 같이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도
출할 수 있다.

인과 영향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위험요소 평
가를 통해 위험도 낮음, 보통, 높음 및 매우 높

(PHA)

체계안전성 프로세스에서 요구조건이 정의된

험요소는

WBS 분류 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하향식으로
나열하여 구조(페이로드 페어링, 고압탱크), 추
진, 엔진, 추력벡터제어장치 및 분리시스템에
대하여 화재, 폭발, 발사체 손실을 초래하는 원

음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하기는 수행된 한국형발사체의 사전위험분석
결과의 요약으로 엔진 시스템에 산화제와 연료
의 공급 및 배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위험
요소의 요소가

60%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추진시스템의 경우 엔진으로 공급 및 배출되는
배관과 밸브류의 누설에 따른 위험요소가 있고
화약류가 장착된 분리시스템의 요소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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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필수적인 요소를 권고하고 위험요소를 제
거하여 리스크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행된
다. 이 분석 결과는 하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Ÿ

[10]

위험요소 제거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서브시스템

요구조건

적합성

(Compliance) 확인

그림 8. Status of Hazard for Space Launch Vehicle [11]

Ÿ

서브시스템 설계시 잠재적 위험요소 식별

Ÿ

상기 결과에 대해 설계 반영 실행

상기의 내용이 포함된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게 되며 하기

사전위험분석이 완료된 이후 시스템 및 시설
에 대한 현재 혹은 앞으로의 위험요소 목록을

와 같은 항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Ÿ

시스템 설명: 전체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및 기능적 설명 요약, 시스템 혹은 서브

생성할 수 있고 리스크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

시스템 리스트, 서브시스템의 상세 설명,

나 사전위험분석 수행으로 모든 위험요소 식별
공통원인(Common

분석 범위 등을 서브시스템 관련 규격서,

Cause)을 찾아내는 것은 제한적이고 공존하는
고장의 복합된 영향의 평가는 어렵다. 그래서

상세설계 검토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

이

어렵고

모든

고장의

Ÿ

위험요소 분석방법 및 기법: 사용된 질적

이후 서브시스템과 시스템 수준에서의 기능에

및 양적 데이터들을 포함한 분석관련 설

대한 고장조건을 식별하여 영향을 조사하는 과

명

정이

필요하다.

기능위험평가(Functional

Hazard Assessment; FHA)의 경우 기능분석을
통해 위험요소들을 식별하기 때문에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FMEA)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차이

Ÿ

위험요소 분석 결과

시스템위험분석(System Hazard Analysis;
SHA) 방법 및 포함내용은 서브시스템위험분석

를 가지고 있다.

과 유사하며 시스템 수준의 위험요소와 운용

3.3.2

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및 지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분야도 분석 범

& 시스템 위험분석
(SSHA & SHA)
서브시스템

가지 기법을 활용하게 되며 체계안전성 프로세
스와 분석 도구들은 하기와 같으며 시스템의

사전위험분석을 통해 식별된 위험요소는 상
세설계(CDR) 단계에서 설계가 구체화되고 관
련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확정되어감에 따라 서
브시스템과 시스템에 대한 설계적인 위험요소
를 구체적으로 식별하여 분석결과가 설계에 반
영되어야 한다.
서브시스템위험분석(Sub-System

Hazard

Analysis; SSHA)은 서브시스템 설계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 리스크에

형태, 운용목적에 따라 프로세스와 분석도구를
테일러링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9 에서는
체계안전성 프로세스와 분석도구 전체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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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FMEA 양식 (Example)

나. 고장나무 분석
그림 9. Process and Analysis Tool of System
Safety[12]
PHA (Preliminary Hazard Analysis; 사전위험분석)
SSHA (Sub-System Hazard Analysis: 서브시스템 위험분석)
SHA (System Hazard Analysis: 시스템 위험분석)
OHHA (Operating and Support Hazard Analysis; 운용 및 지원 위
험분석)
FHA (Functional Hazard Assessment; 기능위험평가)
AFHA (Aircraft Functional Hazard Assessment: 항공기 기능위험
평가)
SFHA (System Functional Hazard Assessment: 시스템수준 기능위
험평가)
PSSA (Preliminary System Safety Assessment: 시스템안전성예비
평가)
CCA (Cause Consequence Analysis; 원인-결과 분석)
SSA (System Safety Assessment: 체계안전성 평가)
FMEA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고장모드 영향분석)
FTA (Fault Tree Analysis: 결함나무 분석)
ETA (Event Tree Analysis: 이벤트나무 분석)
PRA(Particular Risk Analysis; 특정위험 분석)
ZSA(Zonal Safety Analysis: 구역안전 분석)

고장모드 및 영향성분석과 마찬가지로 고장
조건 발생 확률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수행
하는 것으로 고장모드 및 영향성분석 결과를
통해 고장조건에 대한 위험수준을 카테고리화
하여 고장나무 분석으로 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고장나무 분석은 잠재되거나 발생된 고장의
원인을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 이벤트별로 논
리기호를 사용하여 발생경과를 거슬러 나무처
럼 전개되는 기법이다
대형 시스템일 경우 전 시스템의 고장나무
분석을 수행할 경우 그 데이터양이 방대하여
위험수준 분류를 선별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
적이다. 또한 시스템 고장이나 비정상 작동시
고장나무 분석을 수행함으로서 고장원인을 조

가. 고장모드 및 영향성분석

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고장모드 및 영향성분석(FMEA) 기법은 기능
분석을 통한 단일 모드의 고장 품목과 영향성

Item
by Item들의 분석은 가능하지만 복합적이고 시
스템 전체에 대한 식별은 불가능하다. 하기와
같은 분석표의 형태를 통해 수행된다. 한국형
발사체의 경우 시스템을 WBS로 분류하여 고장
을 분석하여 고장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모드 및 영향성분석 시스템 분류 기준으로 적
용하였다. 이외 해당 시스템에 대한 기능분석,
고장 모드(ID,

Title 포함), 고장원인, 고장발생

단계, 단계별 고장 영향성과 고장탐지 방법을
고장 심각도, 빈도, 및 탐지수준으로 점수를 산
정하여 카테고리를 부여하게 된다.

그림 11. Fault Tree Analysis Examp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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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확인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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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미국 우주발사시스템(SLS)의 첫 시험비행인 EM-1에 탑재되는 달탐사 초소형위성들에 대해 기술
하였다. SLS는 2019년에 주 탑재체로 오리온 우주선을,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13개의 초소형위성을 부탑재체로 발사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중에서 달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는 9개의 초소형위성들에 대해 임무와 운영개념, 하드웨어 구성품들을 나타내었다.
SLS의 역사적인 첫 비행에서 초소형위성들로 달 근처의 우주 영역으로 가는 것은 매우 흥미
로운 기회이다. 이제 혁신적 우주전자기술의 발전으로 10kg급 초소형위성의 달탐사가 가능하게 되
어, 소규모 예산으로 우주탐사를 하는 시대가 되었고, 민간인에 의한 달탐사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초소형위성에 이와 유사한 우주탐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행이 앞으로 더욱 많
아질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산업계, 학계, 그리고 개인조차도 우주탐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고 저렴한 우주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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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탐사선을 발사하게 된다. 우주발사시스템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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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ggs

개의 초소형위성을 부탑재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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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한다[5]. 이중에서 달과 관련한 임무를 수
행하는
한다.

9

개의 초소형위성들에 대해 기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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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적인 첫 비행에서 이 초소형

위성으로 달 근처의 우주 영역으로 가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기회이다.

폼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목표는 대학
원

학생들이

(Sputnik)

최초의

우주선인

스푸트니크

2. 달탐사 초소형위성 개발 동향

와 비슷한 성능을 갖춘 우주선을 설

계, 제작, 테스트 및 궤도에서 운영 할 수 있도

EM-1

의 오리온 우주선의 임무궤적과 부탑재

록 하는 것이었다. 큐브샛의 개발은 정부, 업계

체 전개의 임무궤적이

및 학계가 끊임없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으며, 여기에서 기술하는 달 임무를 수행하는

협력함으로써 자체 산업까지 진출했다. 현재

초소형위성의 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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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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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군집위성 시스템의

고등 임무개념을 위한 저비용 효율적인 플랫폼
을 제공하고 있다. 큐브샛의 특징은 단순한 표
준 모듈형 디자인과 오픈소스라는 점과 전자제
품 및 구조물에 상업용 기성품(COTS) 부품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큐브샛은 대학 및 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및 정부 기관에서
도 개발되어지고 있다[1,2,3].
우주탐사 큐브샛은 지구 저궤도(LEO)를 떠
나 비교적 작은 비용으로 태양계 탐사 임무수
행를 가능하게 한다. 우주탐사 큐브샛은 기존
그림 1. EM-1 임무궤적[5]

의 지구 궤도용 큐브샛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다. 목표 우주선 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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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도 수행한다.

Lunar

IceCube

미션의 첫 번

인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지구-달

궤도에서

째 목표는 고체, 액체 및 증기 형태의 물을 찾

120W

의 전력을 생성 가능한 고출력 전력계,

는 것이며, 또한 달의 여러 휘발성 물질을 측정

고기능 및 소형화 된

하는 것이다. 과학관측은 광대역적외선 소형 고

어) 시스템인

해상도 탐사분광기(BIRCHES)로 고경사각, 낮은

XACT

근월점의 타원형의 달 궤도에서 수행된다.

성되어져 있으며, 달의 초소형위성 임무를 위

BCT

GNC

(Blue

유도, 항행 및 제

(

Canyon

Technologies)

자세 측정 및 제어 서브시스템으로 구

해

JPL

에 의해 설계된

리

X-

시스템인 고속처

COTS

밴드 통신시스템을 포함하여 도플러 레인

징 등 여러 옵션이 통신을 위해 고려되어,
2.1

로 알려진

JPL

X

Iris

밴드 통합형 트랜스폰더의

통신기가 선택되었다.
6U
2U

Lunar

CXBN

(Cosmic

임무와

Satellite)

버스는

IceCube

X-ray

1U

의 성공한

MSU

Background

KySat-2

Nano

임무에서 근본적

으로 파생되었다. 또한 서브시스템들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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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헤리티지를 가진 시스템을 활용하며, 새

6U

자세 결정 및 제어 서브시스템)

ADCS(

제어는 통합형

-

명령 및 데이터 처리계)

C&DH(

IceCube

의

에 채택된

Proton

C&DH

는

Space

:

Lunar

Micro

P400K-SGMII-2-PCI104S-SD

Inc.

우주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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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이다.

Proton400K

컴퓨팅 플랫폼은 우

TM

만에

목적지에

주환경에서 고장 없이 작동하는 고성능, 저전

Lunar

력 내방사능 성능을 가진 솔루션이다. 이 제품

다.

은

나타나 있다.

Freescale

프로세서와

의 고급

45nm

Space Micro

듀얼코어 마이크로

의 특허 출원중인 방사

선 저감 기술을 결합하여 개발 되었다.
-

RF

드

통신계:

JPL

Lunar

<

그림

4>

에

의 임무전이 궤적이 나타나 있

에

5>

IceCube

의 운영개념이

Lunar

IceCube

의 비행은 발사체에서 분리후

밴

을 사용하는 복잡한 궤로를 따라 우주선을 가

아이리스 트랜스폰더 및 이중 패치안테

속시키면서, 요오드 추진체로 구동되는 세계

가 되는

21m

128

64kbit/s
-

그림

도달시킨다[7].

시작되며, 지상국에서 태양, 지구 및 달의 중력

와의 통신은

Lunar

IceCube

나에 의해 작동된다.
에서

<

IceCube

127

MSU

에는

안테나가 있다.
kbit/s,

MSU

DSN

DSN

망의 일부

비행

소프트웨어는

GNAT

Pro

및

:

SPARK

Lunar

버몬트

의 소형 전기

Busek

안테나

추력기를 사용한다. 추력기는 소량의 추진체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지구와

가 예상 데이터 처리 속도이다.

비행 소프트웨어계

최초의 소형 추진시스템인

안테나에서

34m

21m

X

달의 중력 가속도를 이용하는 궤도 선택이 매
에 대한

우 중요하다. 이 접근비행법은 행성 간 고속도

기술대학에서

로-중력 다양체를 사용하는 저에너지 궤적방식

IceCube

툴 세트를 사용하여 개

을 이용하게 된다.

발되고 있다[6].
표 1. Lunar Icecube의 주요 성능[6]
항목
발사 중량
탑재체 중량, 부피
지향정확도
궤도 knowledge
기동률
탑재체 전력
생성전력
공급전압

이온추진계 성능

EM-1

을

SLS

사양
~14kg
3.0kg, 2U
±0.007º(1σ)
10m, 0.15m/s
3o/s
17.78 W
120 W
28V, 12V, 5V, 3.3V
소비전력: 70W (최대 80W)
추력:1.0mN
Isp(neutralizer포함):2130s
최대 ΔV 용량: 2.9 km/s @
최대 전력
총 임펄스 용량: 38,800Ns

을 위해 채택된 초소형위성들은

Orion

의 상부 스테이지에 연결하는 어댑터 내

부에 설치되게 된다. 일단 로켓이 달에 가는
도중에 특정 위치(지구에서

26,700km

거리)에

그림 4. Lunar IceCube 임무전이 궤적[7]

주 탑재체인
Compact,

BIRCHES

(Broadband

High-resolution

Spectrometer,

InfraRed

Exploration

광대역 적외선 소형 고해상도 탐

사분광기)는 광대역(1~4μm) 측정을 위한 컴팩

도달하면, 지상 컨트롤러는 페이로드를 분리하

트한 크라이오크 냉각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페이로드는 달 근처

갖춘 컴팩트형(1.5U,

10~15W

저온 냉각

최종 목적지까지의 궤도를 따라가게 된다.

기) 점 분광기로 충분한

SNR(>400),

분광 분해

능(물,

CH4,

Busek

의

RF

Ion

BIT-3

추력기와

GFSC

의 최

H2S,

NH3,

HgCdTe

2.5kg,

CO2,

초점면 배열을

OH,

유기물) 및

첨단 궤도설계 소프트웨어로 정밀하게 설계된

광물 밴드를 특성화하고 구별하기 위해 선형가

궤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필터(Linear

IceCube

를 약

개월

3

Variable

Filter)

를 사용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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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에는 조정 가능한

면 조리개를 사용하여

4

와 상관없이

10km

의 트랙 궤적,

250km

이상의

FOV

를

100km

Hydrogen

Mapper)

유연하게 고도 변화에 관계없이 동일한 스팟

교차 방향에서 더 큰

크기를 유지하거나(최대

• 달 표면의 나이퀴스트 샘플링

5

배) 또는 특정 고도

에서 스팟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 장비의

통신 다운링크 대역폭이 사용 가능할 때, 저속

•

모드에서 장비를 지원하도록 쉽게 재구성할 수

까지 유지해야 한다.

있는 소형계측기 전자장치 및

H1RG

는

footprint

o

FOV

100mrad (6 )

AFS(Adjustable

Field

는

Stop)

초점 평

2.2 LunarH-Map

면배열 제품들도 개발되고 있다.
열설계는 계측기에 매우 중요하다. 작고 효율
적인
120K

극저온 냉각기는 검출기 온도를

Ricor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광학시스템을

220K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특

수 라디에이터는광학장치 전용이다. 정상 온도
환경을 유지케하는 위성 전자장치 전용 소형
라디에이터는 따로 장착되어있다.
버치 관측기의 크기는
력 요구는
에는
러 및

3W

10~15W

5~10W

BIRCHES

• 달 고도

이다. 전

이며, 하위 시스템 요구사항
1.5W

AFS

컨트롤

관측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에서

100km

의

10km

연구하고 영구적으로 태양이 비추이지 않는 지
역의 분포도와 넓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기본

LunaH-Map

footprint,

Devices

고도

과학탑재물은
(Watertown,

조나 주립대학교에서 개발한
(Miniature
EM-1

Neutron

에 발사되는

바깥인 지구에서

저온 냉각기가 포함된다.

Polar

의 임무는 달의 남극에 매장된 수소량에 대해

Monitoring

10x10x15mm

감지기 전자장치,

LunaH-Map(Lunar

Radiation

MA)

및 아리

Miniature

이다.

Spectrometer)

NS
SLS

은 방사능 벨트

LunaH-Map

64,000km

거리에서 분리된 후

저 추력, 이온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여 달 궤
도로 가는데

그림 5. Lunar IceCube 운영개념[7]

일이 걸린다. 달에 포획 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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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극위의

129

의 근월궤도

량중심과의 오프셋은 이온추력기가 회전력을

고도를 가진 최종 타원형 과학궤도를 이루게

발생시키고, 반작용휠에 쌓인 모멘텀을 제거할

된다. 과학임무는 약

수 있게 한다.

LunaH-Map

며, 그동안

10~15km

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

2

는 남극 위의 고온 중성자

Mini-NS

의 계수율을 측정할 것이다.

LunaH-

Map

임

무는 계획된 남극 분화구로 충돌시킴으로 끝날
것이다.

<

개념도가
LunaH

그림

6>

에

나타나있다.

-Map

의 임무 운영

LunarH-Map
6U

큐브샛으로써,

초소형위성은 극도로 크기와 무

게, 전력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우주선은 불
안정한 달의 중력 환경에서 낮은 근월궤도를
달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위성 시스템엔지니어
링과 임무설계를 조화 시키려면 특히 추진계,
자세 제어계 및 운영 분야에 혁신적인 솔루션
이 필요하다. 임무설계의 요구사항과 결합된
6U

큐브샛 폼팩터의 부피 제한 때문에 초소형

위성의 추진시스템은 저추력, 짐벌식 이온추력
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전용 자세제어 추
력기가 없으면 우주선은 자세제어를 위한 반작
용휠 세트와 모멘텀 관리를 위한 단일 이온추
력기를 사용해야 한다. 추력벡터와 위성체 질

의 달전이궤도에는

여개의 비

LunaH-Map

700

연속 저추력 아크가 존재한다. 추적 및 통신
패스의 수와 지속시간에 대한 제한조건들이 우
주선 기능에 고도의 자율성(autonomy)을 요구
한다. 다중 저추력 아크는 지상 실시간명령 없
이 연속 실행을 위해 업링크되어 저장된다. 현
시점에서 과학궤도 설계는 정상상태의 과학임
무에서 유지기동이 필요 없는 준동결
frozen)

(quasi-

궤도이고, 보다 일관되고 낮은 근월점

고도를 제공하기 위한 소수의 유지기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고수익 임무는

ASU

의 고위험 및

LunaH-Map

에서 제공하는 자원들과 상

업용 소형위성 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하여 달과학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하는 것이다.
NASA

JPL/Cal

Tech

와

센터,

Ames

Busek

사,

미국 가톨릭대학교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지원하고 있다.

그림 6. LunarH-Map 운영개념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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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MA

사

전력을 생성하고,

Tyvak

보드를 사용하고,

0.5U

Iris

사의
X-

Intrepid

30W

인

의

프로세서

밴드 트랜시버,

반작용 휠, 자세결정 및 제어용

Sinclair

의

태양전지판은

HaWK

Space

Flight

의 팀이

Center)

개발한 흥미로운 임무이다.

축

3

우주발사시스템

SLS

탐사임무-1(EM-1)으로

사

발사할 계획인 혁신적인 저비용 피기백 탑재

를 싣고 있다. 냉가스 자세제

개념은 달의 남극 위에서 휘발성 물질을 찾고,

BCT

XACT

어 추력기와

행센터(Marshall

Busek

추력기를 사용한다.

온가스
<

그림

&

7, 8>

레지스토 제트
에

LunarH-Map

큐브샛의 구성품들이 나타나있다.

친환경 추력기를 사용하고, 물얼음을 찾기 위
해

레이저

Flashlight

도로

빔을

사용하는

의 달 임무궤도는

것이다.

20x9,000km

Lunar

타원궤

시간의 주기를 가진다. 발사해서 달에

12

진입하는데 약
고 있다[11].

<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

6

표

에

2>

Lunar

시스템의 사양이 나타나 있다.

Flashlight

비행

그림

에는

<

9>

전 임무기간 동안의 운영개념도가 나타나있다.
<

그림

10>

도가 있고,

에 남극 위를 지나는 임무 운영상상
<

그림

에

11>

Lunar

Flashlight

형상

도가 나타나 있다.
표 2. Lunar Flashlight 비행시스템 사양[10]
서브
시스템

그림 7. LunarH-Map 형상도[9]

탑재체

• 4-밴드 레이저 프로젝터 (LP) @
밴드당 ~50W
• 1~2µm용 Lunar Reflectometer (LR)

구조계

• 6U 큐브샛 폼 팩터
• <14 kg 발사 중량
• 모듈라 비행시스템 개념

추진계
Avionics

그림 8. LunarH-Map 형상도[9]

손전등 초소형위성은

(Advanced
JPL(Jet

Exploration

Propulsion

의

NASA

Systems)

Laboratory)

AES

가 후원하고

및 먀샬우주비

•
•
•
•

ΔV: 290 m/s
4 x 100 mN 추력기
친환경 일원추진제 사용 LMP-103S
내방사선 LEON3-FT 구조

전력계

• UTJ GaAs cells된 2x 삼중 전개형
태양 전지판과 2x단순 전개형
태양전지판 (~51.2W EOL at 1 AU)
• 6.2Ah 배터리(3s2p 18650
리튬-이온)
• 9~12.3V unregulated,
5V regulated

통신계

• JPL Iris 2.0 X-밴드 트랜스폰더 ;
4W RF 출력 도플러 레인징, D-DOR
지원
• 2쌍의 저이득 안테나(RX/TX)

자세
제어계

• BCT XACT3 통합 ACS 유닛:
50mNm-s (x3) RWAs, 나노 별
추적기,
& 자세결정용 MEMS IMU
• 4 x 태양센서
• 친환경 추진계 제어

2.3 Lunar Flashlight
Lunar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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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Lunar Flashlight 임무 운영개념도[11]

그림 10. 루나 Flashlight 임무 운영 상상도[10]

그림 11. Lunar Flashlight 큐브샛[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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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kyFire
초소형위성은

Skyfire

미국 록히드마틴사,

14kg

MIT,

의

6U

크기이며,

콜로라도대학 팀에

의해 제작되며, 전기분무추진 방식인 초저추력
전기추진로켓 엔진기술을 시험하고, 이 추력기
로 달 저궤도에 임무궤도를 형성시켜 달 표면
의 특성을
는

IR

임무를

열화상 분광방식으로 원격탐사하
수행하게

된다.

달을

접근비행

하면서 임무 수행 후, 추력기로 지구 정

(flyby)

지궤도위성의 폐기궤도까지 간다.

<

그림

그림 13. SkyFire 형상[12]

에

12>

의 임무 운영개념도가 나타나있다.

Skyfire

록히드마틴사는
Skyfire

인

기술개발

플랫폼으로

이

큐브샛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설계중
큐브샛은

Skyfire

그림

<

처럼 태양전지

탑재컴퓨터는
CHREC

Space

Skyfire

계기반에

Dual

의
ARM

로 된

Cortex-A9

를 사용하고 있

Processor(CSP)

비행소프트웨어는
에서 개발한

NASA

개발되어지고 있다[12].

NEA(Near-Earth

13>

패널을 가진 형상이다.

다.

2.5 NEA Scout

RTEMS

운영체

를 이용하여

cFS

AES(Advanced

Asteroid)

스카우트는

Exploration

에서 선

Systems)

발된 임무로, 마샬우주비행센터(Marshall
Flight

Center)

Propulsion

및

Laboratory)

NASA

제트추진연구소

Space
(Jet

팀이 개발 중이다. 이

혁신적이고 저비용의 개념으로 소행성을 매핑
하고자 소행성에 도달하는 최초의 큐브샛이며,

그림 12. Skyfire 임무 운영 개념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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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최초 우주탐사 기술들을 시연한다. 새로

우주기술 발전에 기여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운 우주 환경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기 전에 로

• 온보드 이미지 처리 및 과학 데이터 우선 순

봇 스카우트를 보내 목적지를 조사하고 미래의

위 지정 및 추출에 대한 종단간 데모

우주인이 처할 수 있는 위험과 도전에 대해 알

들어 외태양계 탐사와 같이 타이트한 자원으로

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NEA

Scout

는 큐브샛과

:

예를

태양 돛 추진력을 사용하여 소행성 정찰 임무

•

를 수행하는데, 이는 목표물에 접근하기 위한

개발

순항 중 민첩한 항행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

위한 운영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다. 햇빛에 의해 추진된

• 자율성(Autonomy)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행을 하고,

NEA

작은 소행성(직경

Scout

은 접근비

피트 미만)을

300

은 데모용 자율항법 소프트웨어

NEA

Scout

미래의

:

CubeSat/SmallSat

고성능 컴퓨터 개발

(LEON3

임무 수행을

F7

관측하게 된다. 임무는 사진을 찍고 위치, 소행

0.2U,

<5W,

성 모양, 회전 특성, 스펙트럼 등급, 국소 분진

모리,

FT:300 krad TID

및 파편 필드, 지역

• 과학용과 항행용으로도 사용하는

관측하는 것이다.

morphology

NEA

Scout

및

regolith

를

의 관측은 소행성

라 개발

:

134MIPS

미래 미션에

x2

(Dual

능을 더할 수 있다.

된 미지의 사실들을 파악하는데 직접적으로 도

• 솔라 돛 패스파인더 시연

움이 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소행성 환경에 대

(end-to-end)

탐험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13].

그림

<

으며,

<

14>

:

:

메

8GB

0.5U

PNP(Plug and

과 행성의 작은 물체에 대한 유인 탐사와 관련

한 인간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미래의 소행성

Sphinx)

core),

카메

Play)

기

최초의 종단 간

태양 돛 개발을 입증한다.

에 임무 운영 개념도가 나타나 있

그림

15>

에 큐브샛 형상도가 있다.

그림 14. NEA Scout의 임무 운영 개념도[14]

표

<

13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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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행시스템의 사양이 기술되어 있다.
그림

<

16>

에 태양 돛을 전개한 후 비행시스

템의 형상도가 나타나 있다.

표 3. NEA Scout 비행시스템 사양[15]
서브
시스템
임무
개념
탑재체

사양

구조계
추진계
Avionics
전력계

통신계

자세
제어계

지구 근접 소행성을 저속 접근 비행중
광학기기로 특성분석
개량된 OCO-3 콘텍스트 카메라
6U 큐브샛 폼팩터
<14 kg 발사 중량
모듈러 비행시스템 개념
~86m2 알루미늄 캡톤 태양 돛
(NanoSail-D2 기반)
내방사선 LEON3-F7 구조
XTJ GaAs 쎌로 된 전개형 태양전지판
(~56W EOL at 1 AU)
6.2 Ahr 배터리 (3S2P 18650 리튬
이온 전지)
9~12.5V unregulated, 5V regulated
JPL Iris 2.1 X-밴드 트랜스폰더, 4W
RF 출력, 도플러 레인징과 D-DOR
기능, 2 쌍의 저이득 안테나 (Rx/Tx)
마이크로스트립 어레이 중이득 안테나
(Tx): ~1 kpbs to 34m DSN @ 0.75
AU
나노 별추적기, 태양센서, 자세결정용
MEMS IMU, 15 mNm-s (x4) 반작용휠
능동 질량 전이시스템
R-236fa (냉동가스) RCS 시스템

2.6 Bio-Sentinel
바이오 센티넬(BioSentinel)은
그림 15. NEA Scout 형상도[15]

예정인
(EM)

NASA

2019

년 발사

우주발사시스템(SLS) 탐사임무

의 부탑재체로써

1

터에서 개발되고 있는

NASA

6U

에임즈 연구센

(10x22x34cm;

초소형위성이다. 바이오 센티넬의
를 통하여 지구 반 앨런 벨트(Van

12

14kg)

개월 임무

Allen

Belt)

바깥 지역에서 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직접
적인 실험 데이터가 얻어 질 것이다. 바이오
센티넬은 생물체에서

의 손상 및 원상복

DNA

귀를 측정하여 탑재 방사선센서로 얻은 정보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두 가지 주요 생물학적
변이, 미세중력 및 전리방사선의 우주환경의
그림 16. 태양 돛 전개 후 비행시스템 형상[15]

상대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심우주에서의 얻
은 결과는 지구저궤도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및 지구에서 얻은 데이터와 직접 비교될 것이
다. 이 데이터 자료들은 기존의 생물학적 방사
선 손상 및 원상복귀 모델을 검증하고, 인체에
외삽법을 적용하여, 지구 저궤도를 넘어 미래
의 장기 유인탐사 임무에서 처할 위험을 완화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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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BioSentinel 지상국 시스템 구성도[16]

초소형위성 버스와 바이오센서 페이로드는
SLS

이 제공하는 달의 접근비행의 잇점을

EM-1

상임무운영 시스템(MOS)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다루어야

ConOps

이용하기 위해 발사시 분리방식 조정 및 안전

한다.

프로세스에 대한 접속등 더 많은 정의가 필요

-

하다.

기 위해 온보드 기능과 지상기능 간의 기능적
개발 환경에서 여러 엔지니어링 개발

Flatsat

유닛(EDU)이 구축되어
개발을

지원한다.

Transfer

어셈블리,

(LET)

여기에는

분광계,

Lightsey

추진시스템,

Blue

Flight

Software
Linear

BioSensor

Space

Canyon

Energy

전지 어레이 및 짐벌, 그리고

-

위성체 전력 및 열 제한이 있는 다운링크 데

이터의 필요성을 조정하는 통신패스계획 및 데
이터 버짓 결정

저온 가스

-

Technologies

축 자세센서 및 제어 구동기,

책임 할당

유체 카드

Research

3

(FSW)

위성체 버스 및 탑재장치의 운용성을 지원하

XACT

사의 태양

MMA
NASA

Ames

연

통신장비에 대한 고경합 기간 동안의 초기임

무 수립.
바이오 센티넬 통신 링크는 처음 최소
간 임무기간 동안에는
월 임무기간

포함된다. 바이오 센티넬 우주선과 페이로드

신할 예정이다.

개발이 완숙함에 따라 운영개념(ConOps)과 지

구성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500bps,
<

더 멀리 간

8kbps,

구소에서 개발한 전력계 및 스위칭 보드들이

그 이후에는

그림

17>

3

개월
개

12

로 수

250bps

에 지상국의 시스템
그림

<

18>

에 큐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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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을 구성하는 부분품들을 나타내었고,

표

<

에 각 서브시스템의 사양을 나타내었다.
초소형위성 전자부품의 방사선 환경 요구조
건은

개월 임무기간에

12

차폐시,

Al

(SEUs)
events

에

4kRad

Non-destructive
2

>

20MeV-cm ,

에

(SELs,

SEBs)

>

TID

@

single

destructive
2

37Me-Jcm

표 4. BioSetinel 비행시스템 사양[16]

4>

3mm
events

서브
시스템
탑재체
(4U)

-이스트 기반 바이오센서
-JSC LET Spectrometer
-Teledyne 기반 TID Dosimeter

구조계

-6U
-ARC Nanosat 헤리티지
-EcAMSat 기반 설계

열제어계

-냉 바이어스 시스템
-제어용 히터, 써미스터, 페인트, 반사
테이프

C&DH

-내방사선 LEON3 RT 기반
-cFS/cFE에 VxWorks OS 사용
-버스에 LADEE FSW 이용
-탑재체에 EcAMSat/SporeSat FSW
이용

통신계

-X-밴드 DSN @ 62.5~8000 bps
-LGA(6dB)와 MGA(20dB) 패치안테나
-IRIS v2 coherent 트랜스폰더
(레인징과 항행 지원)

유도,항행,
제어계

-3축 제어 GNC 시스템
-Blue Canyon XACT 통합 GN&C유닛
◦ 3 반작용휠
◦ 별 추적기
◦ 안전모드용 태양센서, IMU
-5°지향 정확도
-자동 모멘텀 관리

전력계

-32W 생성전력 EOL
-MMA사 전개형 HaWK 전지판
-파나소닉 18650 리튬이온 배터리
(3s2p, 5100mA-hr)
-ARC 설계 전력계와 스윗칭 제어기

추진계

-GT/LSR사의 3D 프린트 시스템
-Null tipoff rates와 모멘텀 관리
-7 x 냉가스 R236cf 추력기
-~60 sec Isp
-~200 grams 추진제

single

들이 요구

되어진다.

그림 18. Bio-Sentinel의 형상도[16]

2.7 EQUULEUS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동경대
(University

위해

2

of

Tokyo)

는 최초의

SLS

비행을

개의 큐브샛들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제

공하는데, 이들이

EQUULEUS & OMOTENASHI

이다.
EQUULEUS
point

6U

(EQUilibriUm

는

Spacecraft)

Lunar-Earth

과학자들이

사양

지구의

를 이미징하고 지구를 둘러싸고

plasmasphere

있는 플라즈마의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지구 주
위 공간의 방사선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
이다. 이 기회는 장거리 우주비행 중에 인간과
전자장치를 방사선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구-달 지역 내에서 다중 달 탐사선과
같은 저에너지 궤적제어 기술을 시연한다.
EQUULEUS

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및 과학

적 임무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나노 우주선에 의한 태양-지구-달

(Sun-

섭동지역의 궤도설계 및 제어기

Earth-Moon)

술 시연
(2)
(3)

지리 공간)의 방사선 환경 연구

GeoSpace(

달의 뒷면에서 충돌하는 유성의 플럭스의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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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EQUULEUS 임무 운영개념도[18]

EQUULEUS

는 지구-달

L2

지점의 딥 스페이

지구 플라즈마를 관측하는 극자외선 이미저인

스 거주지를 포함하는 미래의 유인탐사 시나리

피닉스

오를 개발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를 감지하는 카메라인

표 5. EQUULEUS 비행시스템 사양[18]

성의

MLI

으로

cis-lunar

크기

전략계

자세
제어계

추진계

통신계

무게
태양전지
배터리

36W@1AU, BOL
Li-ion, 62 Wh

구동기
센서

3x 반작용 휠,
3축 MEMS 자이로
4x 태양센서
1x 별 추적기

RCS+TCM
추진제

4+2mN CGJ, 70Isp
1.47 kg H20, 80m/s ∆v

MGA
LGA

1
2
5
1

EQUULEUS

그림

<

X-밴드
X-밴드(UL),
X-밴드(DL),
Ka-밴드(DL): TBD

우주선의 사양이
20>

<

표

내의 박막

그림

<

19>

에 큐브샛의 임

무 운영개념도가 나타나 있다.

6U, 3 x 짐발된
태양전지판의 두 날개
< 14 kg (wet)

구조계

Insulation)

초소형위

우주의 작은 물체를 탐지하는

로 구성된다.

사양

DELPHINUS,

(Multi-Layer

CLOTH

서브
시스템

와 있다.

와 달의 뒷면에 충돌 물체

(PHOENIX)

그림 20. EQUULEUS spacecraft[18]

에 나

5>

에 우주선의 형상도가 나타

나 있다. 이것은 현재 디자인이며 일부 구성
요소가 변경 될 수 있다[18]. 과학탑재체들은

2.8 OMOTENASHI
JAXA
MOon

는

OMOTENASHI

exploration

TEchnologies

(Outstanding
demonstrated

138

심은섭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1 (2017) pp. 124~141

그림 21. OMOTENASHI 임무운영 개념[19]

by

NAno

Semi-Hard

를 사용하여 저

Impactor)

에 대한 벤치마크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렴한 비용으로 매우 작은 우주선이 달 표면을

현재 이 우주선은

탐사 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나

기술은 미래의 우주탐사 임무가 작은 예산으로

운영 개요가

달 표면을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

26,700km

SLS

발사후

4.5

시간이 지

고도에서 분리될 예정이다. 임무
<

그림

에 나타나 있다.

21>

초소형우주선 형상은

그림

<

에 나타나

22>

어줄 수 있다. 이 초소형위성은 또한 달 표면

있으며, 총 무게는

14kg

이고, 쇼크 댐퍼를 포함

뿐만 아니라 달 표면 근처의 방사선 환경을 측

한 나노 착륙선은

1kg,

가스젯을 포함한 궤도

정한다[19].

선은

OMOTENASHI
(1)

의 임무 목표는 다음과 같다.

7kg,

고체 엔진 무게는

7kg

이다.

에 비행시스템의 사양이 나타나있다.

로봇이나 인간의 인공위성이나 착륙선에서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나노 착륙선의 시연
계에서 가장 작은 달 착륙선 개발 및
우주탐사혁신허브
Hub)

(Space

Exploration

:

세
의

JAXA

Innovation

가 실현하고자 하는 분산협동 나노탐사시

스템을 위한 하드웨어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소규모 착륙선은 대규모 유인탐사 시스템과 보
완적인 다지점탐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
한 민간 부문의 참여도 촉진 시킬 수 있다.
(2)

능동 방사능 측정 및 토양 전단 측정에 의

한 달표면의 복사 및 토양 환경 관측

:

달표면

에 방사선 환경 매개 변수를 측정하는 것은 우
주 비행사의 방사선 위험성 평가를 지원하고,
달의 유인 우주활동을 위한 우주 방사선 모델

그림 22. OMOTENASHI 형상도[19]

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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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OMOTENASHI 비행시스템 사양[19]
서브
시스템

사양

탑재체

•방사선 모니터 (OM and SP)
•쇼크 가속 측정기(SP)

구조계

6U, 14kg, 세 모듈로 구성:
궤도 모듈(Orbing Module),
리트로 엔진 모듈,
착륙선(Surface probe).

추진계

•고체 엔진(2500m/s,TBD)
•가스 젯 (N2, 20m/s TBD)

Avionics

•2 탑재 컴퓨터(OM, SP용)

전력계

OM(궤도 모듈)
•태양전지(몸체 부착) 30W max, 15W
스핀시
•이차 배터리 30Wh(TBD)
SP(착륙선)
•일차 배터리 30Wh(TBD)

통신계

자세
제어계

OM
•X-밴드 상향
•X-밴드 하향
•P-밴드 하향 (아마추어 라디오
주파수)
•칩 스케일 원자시계
SP
•S-밴드 하향
•P-밴드 하향
•P-밴드 상향
•태양 지향: 0.1deg(TBD)
•삼축 안정: 0.01deg(TBD)
•스핀: 300rpm(TBD)

그림 24. OMOTENASHI 비행 상상도[19]

2.9 ArgoMoon
이탈리아 회사인

은 이탈리아 우주

Argotec

국(ASI)의 승인에 따라
을 개발하고 있다.
Orion

을

보내는

ArgoMoon

ArgoMoon

초소형위성

은 달의 궤도에

중간극저온추진단(ICPS)에서

분리된 후, 가까이에서

ICPS

의 이미지를 획득

하고 다른 초소형위성들의 분리되는 장면을 보
여줄 것이다<그림25>. 그리고 초소형위성과 지
구 사이의 광통신 기능을 테스트 할 예정이다
[20].
ArgoMoon

는

6U

크기이며

상도가 나타나 있으며, 임무는

<

그림

26>

에 형

의 역사적

EM-1

인 사진을 찍는 것과 심우주에서 기술을 검증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
•

단을 기록하기 위한 사진 촬영

ICPS

ICPS

에서

분리를 확인하기 위한

CubeSats

사진 촬영
• 백그라운드에 지구 및/또는 달과 함께

ICPS

사진 촬영 (궤도가 허용하는 경우)
• 광학인식에 기초한 새로운 보조 유도 및 타
겟팅 기술의 검증
그림 23. OMOTENASHI 블록선도[19]

• 초소형위성의 크기에 적합한 전력계, 위성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새로운 유닛 개발

<

그림

23>

에

나타나 있으며,

OMOTENASHI

그림

<

의 블록선도가

는 궤도모듈과 착륙

24>

모듈이 분리되는 비행 상상도를 나타내었다.

• 기존 구성품들의

을 향상 시킴.

T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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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달 근처의 우주 영역으로 가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기회이다. 그리고 초소형위성에 이와
유사한 우주탐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행이 앞
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산업
계, 학계, 그리고 개인조차도 우주탐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고
저렴한 초소형우주선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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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중력 환경 활용 연소분야 우주실험 동향
이종원* , 이주희*, 김연규*
1)

Trend on combustion experiment for utilizing
microgravity environment
Lee, Jong-Won*, Lee, Joo-Hee*, Kim, Youn-Kyu*

ABSTRACT
For over past 10 years, scientists have been studying on combustion phenomenon to understand
complex interaction of fuel vapor & oxidizer transport, fuel vaporization, conductive/convective/
radiative heat loss and chemical kinetics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ISS). In this paper, the
overview and research trend of the combustion experiments which was conducted and is ongoing
now on ISS is introduced and reviewed. Through this survey for combustion experiment in
microgravity condition, it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scientifically combustion phenomenon and
to find considerable industrial importance.

초 록
연소과학 분야에서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활용한 우주실험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
르기까지 약 10여년의 기간동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ISS에서는 복잡
한 연소 현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실들(연료의 기화와 산화제 수송, 연료 증발, 전도/대류/복사
열 손실, 화학 반응속도 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험들에 대
한 간략한 소개로써, ISS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우주 연소실험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연구자들이 마이크로중력 환경에서의 연소과학 분야에 대
한 연구 필요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Key Words :

Microgravity Environment(마이크로중력 환경), Combustion Experiment(연소 실험),
International Space Station(ISS, 국제우주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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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43

의 기화와 산화제 수송, 연료 증발, 전도/대류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는

/복사 열 손실, 화학 반응속도 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의 발견이다. 자연에 존재하던 불을 인류가

본 논문에서는 이 실험들에 대해 간략히 소

다루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산업적 발전을 이루

개하고 ISS에서의 연소분야 우주실험 연구 동

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불

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을 다루고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 또는 연소 현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사실들이 매우 많다. 이렇게 연소에 대한

2. 마이크로중력 환경에서의 연소

이해가 어려운 이유는 현상 자체가 3차원 공간

마이크로중력 환경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상의 문제로써 다양한 열전달 현상이 결합되어

같이 중력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력

있어 운동량, 에너지, 화학종 방정식을 동시해

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화염 주위의

고려해야만 하는 비정상 상태의 현상이기 때문
이다 [1]. 또한, 지상의 중력 환경(1g)에서는 화
염 주위에 발생하는 부력으로 인해 강한 유동
이 발생하여 연소의 물리적 현상을 정확히 규
명하기가 어렵다 [2].
따라서 다양한 연소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이크로중력(microgravity) 환경을 활용한 연
구가 수행되어지고 있다. 마이크로중력 환경에
서는 화염 발생 시 중력으로 인한 부력이 발생
하지 않아 구형의 대칭 화염을 생성시키므로
물질(화학종) 및 열전달 현상이 모두 반경방향

밀도 차로 발생하는 부력의 영향으로 인한 유
속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화염의 형상은 이
러한 유속 차에 의해 변화하게 되는데 일반적
으로

화염영역

두께를

 (flame

zone

thickness)라고 하였을 때 식 (1)과 같이 화염
주위의 유속(  )과 가스의 열 확산율(   )과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3].


  


(1)

으로만 발생하게 되어 1차원의 문제로 단순 해

식 (1)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

석함으로써 연소 현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중력 환경에서 화염의 두께는 아주 작은 유속

된다.

조건에 의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림 1>은

현재 이러한 마이크로중력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시설로는 자유낙하탑(drop- tower), 무중

flight), 국제우주정거장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등이 있으며,
특히 ISS에서는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통한 다
양한 연소실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ISS에서의 연소실험
은 미국항공우주국 글렌연구센터(NASA Glenn
Research
Center,
GRC)에서
개발한
MDCA(Multi-user
Droplet
Combustion
Apparatus)와 함께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 연
력

비행기(parabolic

소 실험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
해 연소 현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실들(연료

그림 1. 중력의 변화에 따른 양초에서의 화염형상의
변환(왼쪽: 지구 중력, 오른쪽: 마이크로중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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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연소실험 [11]
연소실험
ACME

SAME

FLEX

FLEX-2

FLEX-2J
FLEX-ICEGA
BASS

BASS-II

BASS-M

SPICE

SLICE

Atomization

Group
Combustion

CFI

수행기간
2016.09~
2017.09
2017.09~
2018.02
2007.04~
2007.10
2010.03~
2010.09
2008.10~
2009.10
2010.03~
2011.09
2011.09~
2012.05
2009.10~
2016.03
2016.03~
2017.09
2015.03~
2016.03

실험모듈

예정

으로써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중력 환경에서 정
상 상태에 이른 화염은 청염의 반구형상이 형
성되며 끝부분만 약간의 오렌지색을 띠게 된
다. 이로 인해 연료와 산화제가 분자확산에 의

Destiny
모듈

존하여 연소 반응 영역에 전달되고 식 (1)로부
터 확장된 화염영역으로 인해 복사열전달을 통
한 열손실이 커지고 화염온도가 낮아져 그을음
미국

(soot)의 발생이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
나게 된다 [4-6].
이렇듯 마이크로중력 환경에서의 연소특성
연구는 1차원적 해석을 통한 모드별(diffusive

Destiny
모듈
MDCA/CIR
미국/
일본
미국/
이탈
리아

2013.03~
2014.03
2011.09~
2013.09
2013.09~
2014.09
2015.03~
2015.09
2016.03~
2017.09
2015.09~
2016.03
2008.10~
2009.10
2017.04~
2017.09
2011.03~
2012.05
2014.03~
2014.09
2015.03~
2016.03
2016.03~
2016.09
2017.04~
2017.09
2017.09~
2017.02
2015.03~
2016.03
2016.03~
2017.09

국가

중력의 변화에 따른 화염의 형상을 나타낸 것

vs. radiative) 화염소멸 현상, 점화현상, 화염전
파 현상, 그을음(soot) 생성메커니즘, 냉염(cool
flame) 등의 심화연구가 용이하고, 이러한 해석
을 적용하여 연소기의 효율 향상 및 공해물질
저감을 위한 기초 연구가 가능하다 [7,8].

3. 국제우주정거장 활용 연소실험
Destiny
모듈
Microgravity
Science
Glove box
(MSG)

ISS에서는 <표 1>과 같은 마이크로중력 환경
을 활용한 다양한 연소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각각의 실험들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
이 소개하고자 한다.

3.1 ACME(Advanced Combustion
Microgravity Experiment)

Japanese
Experiment
Module
(JEM),
Kibo

ACME(Advanced Combustion Microgravity
Experiment) 프로젝트는 ISS의 미국 모듈에 있
는 CIR(Combustion Integrated Rack)에서 수행
되는 기체 화염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일본

목적은 기체 화염에 대한 연소 수치해석모델
개선을 통해 지상에서 사용되는 연소장치의 연
료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그을음과 같은 오염물
질 생성을 감소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
다. 이뿐만 아니라 우주선 제작에서 사용되는

Destiny
모듈 예정

미국

재료의 인화성 연구를 통해 유/무인 우주선의
화재 방지에 관한 연구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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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TOMIZATION
Atomization 실험은 ISS의 일본실험모듈인
JEM(Japanese Experiment Module, Kibo)에서
수행되는 연구로써, 무화(atomization) 연소 메
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무화 연소
란, 액체연료를 미립자화하여 연료의 표면적을
넓게 함으로써 연료와 공기가 혼합이 잘 이루
어져 연소효율을 향상시키는 연소방식이다. 이
러한 연소방식은 로켓이나 제트 엔진 내부의
분무연소(spray combustion)에서 발생하게 된
다. 마이크로중력 환경에서의 무화에 관한 연
구는 분무 과정에서의 발생되는 액적연료의 미
립자화와

연소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흐름

(liquid stream)으로 획득하여 로켓이나 제트
엔진뿐만 아니라, 자동차 엔진 등의 성능 개선
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이다.

3.3 BASS(Burning and Suppression of
Solids)
BASS 실험은 마이크로중력 환경에서 다양한

그림 2. 시간에 따른 연료의 기화현상(BASS) [11]

3.4 BASS-II (Burning and Suppression
of Solids-II)
BASS-II는 BASS 실험의 연장선에 있는 연구
로써 기존의 BASS실험이 유/무인 우주선에 사
용하기 위한 재료의 소화특성에 관한 연구였다
면 BASS-II는 고체 재료의 가연성에 관한 연구
이다. 마이크로중력 환경에서 고체에서의 연소
거동을 관찰하여 우주선에서 사용되는 재료 중
가연성에 대한 최악의 사례가 무엇이며 안전하
게 사용하기 위한 재료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BASS-II의 연구 목표이다.

연료 샘플에 대한 고체의 연소 및 소화 특성을
연구한다. 이는 마이크로중력 환경에서 발생하
는 갑작스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로써
우주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화재 탐지 및 화
재 진압 시스템 설계에 사용되는 연소계산 모
델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평평한 재료, 구체, 관내의 양초

(candles within tubes) 등 크게 3가지의 연료
샘플 모델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고체 재료는 목화-유리섬유 천 혼합
물(cotton-fiberglass fabric blend)과 폴리메타크
릴산 메틸(poly-methyl methacrylate, PMMA) 등
을 이용하였다. 이 재료들을 다양한 공기의 유
동 조건에 따라 화염의 형상, 화염 전파율과

그림 3. BASS-II 실험에서 얻은 이미지 [11]

3.5 BASS-M(Burning and Suppression
of Solids-Milliken)

화염 동역학 등을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
소를 이용한 화염의 소화, 노즐의 거리, 질소배
출 속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BASS의 마지막 시리즈인 BASS-M 연구는
마이크로중력 환경에서 미국의 카페트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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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Milliken사의 난연성 면직물이 연소 반응
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에 대한 자기소화능력

3.7 FLEX(Flame Extinguishment
Experiment)

(즉, 내연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를 위해 BASS-M에서는 각기 다르게 난연
처리된 10가지의 직물에 대해 다양한 공기유동
조건(강제대류)을 적용하여 직물에서의 화염 전
파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는 실제 실험

FLEX 시리즈는 ISS에서 가장 오래된 연소실
험 중 하나로 액적(droplet) 연료의 연소 및 소
화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실험은
오랜 시간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불, 즉 연소

에 사용된 섬유를 나타내며 총 실험에 사용된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 시작되었으

섬유의 개수는 44개이다.

며 최근에도 이 시리즈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냉염 현상이 발견되었다.

FLEX 실험에서는 액체 연료를 구형으로 단
순화하여 연소현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론
및 수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액체 연료에 대한 열 및 물질 전달(heat and

그림 4. BASS-M 실험에서 사용된 섬유 [11]

mass transport) 메커니즘 등을 개발해가고 있
다. 이 연구는 지상에서의 대규모 화재 진압이
나 차세대 유인탐사선 (Crew Exploration
Vehicles, CEV)의 화재 진압제(fires suppressant)
선정을 위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다.

3.6 CFI(Cool Flames Investigation)
대부분의 연료는 초기에 매우 강한 열로 연
소되다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 연소과정이다. 그러나 최근 ISS의

FLEX-2 실험을 통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액
적 연소의 복사열이 소멸된 이후에도 매우 낮
은 온도에서 연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이러한 연소의 특
징을 지니는 있는 것을 냉염이라고 한다. 이러
한 새로운 개념의 냉염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가 바로 CFI다. 새로운 개념의 냉염에 대한 이
해를 통해 새로운 엔진 개발과 좀 더 효율적이
며 환경에도 무해한 연료개발에 기여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그림 5. FLEX-2 실험에서 관측된 새로운 냉염(cool
flame) 현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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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FLEX-2J(Flame Extinguishment
Experiment-2 JAXA)
FLEX-2J는 일본의 JAXA와 대학교, 미국
NASA 간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
젝트로써 일본 JAXA GCE(Group Combustion
Experiment)의 과학적 목표로부터 파생된 연구
이다. 주로 일본에서는 액체연료의 분무과정에
그림 6. FLEX 장비의 점화 영상 (2009) [11]

3.8 FLEX-2(Flame Extinguishment
Experiment-2)
FLEX-2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복잡한 연소 현상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ISS의 마이크로중력 환경을
활용한 연소 실험이다. FLEX-2 실험에서는 지
구상에서의 연소조건을 모방하여 이원연료(bi-

fuel)에 대한 연구와 대체연료 개발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FLEX-2 실험과
정에서 <그림 5>와 같은 새로운 현상이 발견
되어 이를 조사하기 위한 CFI(Cool Flames
Investigation) 연구가 파생되기도 하였다.
FLEX-2의 연구 목표는 우주에서의 화재 감지

서 발생하는 액적과 액적간의 그룹 연소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FLEX-2J 실험 또한 그
일환 중 하나이다. 이 실험이 FLEX-2J라고 붙
여진 이유는 NASA의 FLEX-2 장비를 활용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이 실험은 1차원적으로
액적을 배열하고 전파되는 화염의 움직임을 관
찰하고 측정한다. 이는 실제 엔진에서의 연료
분사과정을 모사한 것으로 액적연료가 점화된
이후에 발생하는 액적과 액적 간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3.10 Group Combustion
액체연료의 분무연소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는 연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
다. 분무연소(spray combustion)는 경질유나 중

연구를 통해 유인우주선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유 등을 연소시킬 때 사용하는 일반적 연소방

액체연료에 대한 대체 연료 개발 연구에 초점

법으로 연료를 분무해서 미세한 물방울로 만들

을 두고 있다.

어 연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액적은 이
미 연소하고 있는 화염 등으로 예열되어 가스
화되고, 공기와 혼합하여 그 혼합기에서 착화
연소된다. 이러한 분무 연소의 메커니즘을 마
이크로중력 환경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위한 연
구이다.

3.11 ICE-GA(Italian Combustion
Experiment for Green Air)
그림 7. FLEX-2J 실험과정에서 광섬유 교체 작업 중
촬영한 연소실험장비 [11]

현재 석유 자원의 고갈문제로 인해 재사용이
가능한 연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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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미래의 대체 연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FLEX-ICE-GA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친환
경적 대체 연료개발을 위해 이탈리아와 미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이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친환경적 연료의 연소과정에서의 거동
을 설명할 수 있는 수치 계산 모델 개발과 기
본적인 연소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대체 연료
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위해 ICE-GA 연구에서는 n-heptane/
ethanol을 50대 50으로 혼합한 연료와
n-hexanol/n-decane을 50대 50으로 혼합한 연
료에 대한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를

3.12 SAME(Smoke and Aerosol
Measurement Experiment)

그림 8. SPICE 실험에서 예측되는 화염의 형상 [11]

찰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마이크로중력 환경
에서 얻은 고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소와

SAME는 우주선이나 ISS에서의 화재 감지를
위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화재의 감지는 공

관련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향상시켜왔다.

기 중의 연기성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미세입

3.14 SPICE(Smoke Point In Co-flow

자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감지한다. 그러나

Experiment)

우주공간에서는 부력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
문에 연기의 이동 메커니즘이나 연기 분포가

SPICE는 ISS에서 최초로 수행된 연소실험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SAME는 우주선에 사

며서 최근에 다시 진행되고 연구이다. SPICE의

용되는 다양한 재료를 연소시켜 연기의 분포를

최근 연구에서는 이전의 다른 연소실험들에서

측정하고 샘플 재료에 따른 온도 및 유동, 체

그을음이 일반 중력(1g)환경이나 마이크로중력

류시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실험
의 정보는 우주선이나 ISS 내부의 연기 감지기
의 설계와 신뢰성을 향상에 기여하였다.

(~10-6g) 환경에서 화염 불꽃으로부터 방출된
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열
방출(heat emission)을 제어하기 위한 그을음의
생성 및 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13 SLICE(Structure and Liftoff In

열 방출은 효율적인 연소 시스템의 설계를 위

Combustion Experiment)

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상과 우주
선 내에서의 화염 확산을 예방하고 제트 엔진

부력의 영향으로 인해 고차원화된 연소현상을

(jet engines)이나 전기 발전 보일러(power
generation boilers)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마이크로중력 환경에서 단순화하여 화염의 구

그을음 연구를 통해 연소기의 성능 개선과 우

조 및 형상, 온도 등을 관찰하기 위한 연구이

주공간에서의 화재에서 그을음 및 열 방출을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바

예측할 수 있다.

SLICE 연구는 고전적인 연구 중 하나로써

와 같이 중력의 차이에 따른 화염의 형상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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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현상은 그 역사와 활용성에 비해서 아직
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은 미지의 영역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중
력 환경을 활용한 실험이 수반되어야 하나 국
내에서는 지상에서 마이크로중력을 생성시키기
위한 자유 낙하탑(Free fall drop tower)이나
무중력

비행기(Parabolic

flight),

과학로켓

(Sounding rocket)과 같은 특수한 설비가 부족
하기 때문에 마이크중력 환경에서의 연소분야
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다.
그림 9. 항우연에서 개발 중인 연소실험용 챔버 [10]

그러나 한국형 발사체 개발 및 우주인 배출
을 시작으로 달 탐사에 나서는 한국 또한 향후

4. 국내의 연소실험 연구동향

우주비행기, 유인탐사선 개발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연료 고갈에 따른 대체 연료 개
발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중력 환경을 활용한 연

현재 국내의 마이크로중력 환경에서의 연소실
험 연구는 시작 단계이며 2016년 한국항공우주연
구원(이하 항우연)에서는 마이크로 중력 환경을
활용한

연소실험을

목표로

무중력비행기

(Parabolic Fligt)에 탑재하기 위한 연소실험 장비
를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NASA의 연소과학 분
야 온라인 Working Groups 활동을 통해 ISS에
서 수행되는 연소실험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그림 9>는 2016년에 항우연에서 개발한 연
소실험용 챔버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며 2017년

소과학 분야의 기초 연구를 수행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우주에서의 연소현상에 대한 지식의
향상과 해외 연구자들과의 지식 교류 및 확장
에 기여하고 미래 유인 우주탐사 시대를 대비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서 국내의 연구자들이 마이크
로중력 환경에서의 연소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도에는 챔버 내부의 연소실험용 모듈을 개발하
고 2018년에는 무중력 비행기를 활용한 냉염
연구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결 론
ISS에서는 인류의 유인 화성탐사 준비 및 우
주공간 상에서의 인간의 활동영역 확대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생명과학, 재료, 연소, 기
초 물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류의 우주생활 적응과 지상에서의 산업적 활
용에 기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ISS를 활용한
연소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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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위성항법기반 정밀위치결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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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Driving and GNSS-based Precise
Positioning Technology
Im, Sunghyuck*, An, Jongseon*, Son, Eunseong*, Lee, Sangwoo*, Heo, Moonbeom*,

ABSTRACT

With the need of transport and mobilities, cities have evolved to be more and more automobile
dependent. Although such changes have made our lives more comfortable, the safety issue is now
raising new questions due to the significant increase of elderly drivers and traffic congestion. To
overcome these problems, autonomous vehicle technologies are being introduced and emphasized,
and efforts to adopt the innovative technologies in the industry and commercial sectors are also
increasing. In this paper,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and
satellite navigation technology, along with examples where the satellite navigation is applied for
autonomous vehicles.
초 록
자동차는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도구이다. 하지만 복잡한 교통으로 인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과 노령화에 따른 노인운전자의 증가는 편의와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자동차
의 효용성을 저하시키고 안전도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일부 자율주행단계는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자율주행
및 위성항법 기술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자율주행에의 위성항법 적용사례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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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표 1. 센서별 특징

현대의 복잡한 교통환경과 극심한 교통체증
에 따른 운전시간 증가는 운전자의 여가시간

,

부족 및 피로증가를 야기하고 나아가 안전성

.

,

을 저하하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노
령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운전자의 증가는 교통

.

사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

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삶의 질 향상이

센서

가격
(원)

성능
(정확도)

범위

레이
더

수백
만

수미터

300
미터

라이
다

천만
이상

초음
파

수만

수센티
미터
수센티
미터
(보상후)

100
미터
10
~20
미터

-

-

수밀리
미터-수
십미터

-

-

-

라는 목표를 이끌고자 전 세계는 지금 자율주

영상

행 기술 개발 상용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위성
항법

,

.

달려가고 있다

(DARPA) Grand
Challenge와 Urban Challenge를 시작으로 본
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자율주행 기술은 미 국방성

관성
항법

완주하는 차가 없어 먼 미래의 기술로만 여겨

,

졌지만 거듭된 대회를 통해 고도화된 기술은
도심에서의 자율주행이 현재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었

.

다

전파흡수물질에
취약,
산란으로인한
오차 발생
빛흡수물질에
취약, 고가
온도/습도에 따른
오차 증가, 분해능
낮음
조도에 따른 오차
변화 큼
극도심 성능저하
및 터널 사용
불가
시간에 따른 오차
증가

하지만 최근에 저가의 위성항법수신기를 활

.

용한 정밀위치결정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 정

cm정도로 정밀지도 기반으로 차선

확도는 수십

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며 응용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의 수천만원을 상회하는 위성

자율주행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은 주변인식

(물체인식,

)

(

위치인식 등 과 판단 인식된 정보를

)

(

항법수신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

있다

기반으로 향후 행동 결정 및 제어 인식과 판단
의 결과를 토대로 차량의 물리적 행동을 유발
와 같이 세 가지 기술로 분류될 수 있다

.

)
.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인식이다

사람의 오감과 같이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모

.

든 판단 및 행동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주변인

(radar), 라이다
(lidar), 초음파(sonar), 영상(vision), 위성항법
(GNS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관성항법(INS : 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
이 있다. 각 센서별 특징은 <표 1>과 같다.
식을

수십
만
수만
~수
천만
수천
~수
천만

단점

위한

센서로는

레이더

위성항법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법위성
의 가시성 확보 여부 및 기술의 차이에 따라

cm 정도의 정확도로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수cm의 정확도를 갖는 위성항법
최대 수

수신기는 수천만 원을 상회하는 고가의 장비이

.

므로 상용화가 요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서술한 후 위성항법 기술 및 구축

.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위성항법 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위성항법 보강시스템
에 대해 설명하고 위성항법기술의 자율주행 적

.

용 국내외 사례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지막으
로 향후 위성항법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도
로시스템이 갖추어야할 요건에 대해 서술하였

.

다

2. 자율주행 및 위성항법 동향
2.1 자율주행 동향

2.1.1

국가별 동향

미국은 국방부 산하로 자율주행자동차 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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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를 개최하여 이를 토대로 우수한 인재를
구글과 애플에 영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11

년 구글이 일반도로에서 시험운행이 필요한 시
점이 되자 네바다 주가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의 시험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

이나 제도 개선에 주력하였다

2016년 3월

이를 토대로

말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일반도로

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이

[1].

가능하다

9개

주에서

2015년 10월 발표된 ‘신 미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s)’

또한 미국 정부는
국 혁신전략

9개

의

중점 육성 분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

조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과 성

,

능 및 안전 기준 제정 시험운전을 위한 다양
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전년 대비 예산을

[1].
EU (European Union)를

2배

늘리도록 하였다
유럽에서

중심으로

2015년에 자율주행 기술개발 로드맵 보고서
‘EPoSS (European Technology Platform on
Smart System Integration)’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수
준과 사회 제도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향후 자
율주행 기술의

,

R&D

뿐만 아니라 유럽 내 도

로체계 법규나 제도 등을 다방면에서 고려한

.

기술개발이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흐름에 맞춰 각 정부 별

.

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영국 정부는

,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 간 정보 수집 도시 정

,

보 새로운 음성 인식 서비스 등 자율주행 관
련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

드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2,000만

파운

그리고 독일에서는

자율주행 기능 및 주행보조 시스템 시장을 선

(BMBF)는 5천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

점을 위해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만유로의 지원계획을

에는 독일의 자동차 완성업체인 아우디와 자동
차 부품업체인 보쉬가 참여를 하며 신기술이
탑재된 독일 자동차 생산 시스템 개발을 진행

[1].

하기로 하였다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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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동향

Ford는 2020년까지 첫 번째 자율주행차를 생
산하고, 2021년 본격적인 시험에 돌입할 계획
으로 약 8,400억 원을 투입하여 자율주행차 제
조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등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 상용화를 위해

2020년까지

약

,

투입할 예정이고 미국 애리조나

5.4조

원을

,

캘리포니아

3개 주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진행 중이
며, 2017년부터 유럽으로 확대, 시험 차량을 30
대에서 100대로 늘릴 계획이다[2].
GM (General Moters)은 Lyft(차량공유업체)
투자, Cruise Automation(자율주행기술 스타트
업) 인수 등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고 산하
의
자율주행개발팀(Autonomous
Vehicle
Development Team)이 자율주행기술 개발, 관련
업체 인수, 플랫폼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있으
며 2017년 1,400만 달러를 투자, 실리콘밸리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센터 건립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7년 말, 자사의 일부 캐딜락 모델에
자회사인 Cruise Automation의 자율주행시스
템 '슈퍼 크루즈'를 옵션으로 장착할 계획으로
2018년부터 수 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기차
볼트를 Lyft에 공급,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2].
Renault-Nissan은 2018년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 차량, 2020년 시내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각각 선보이고, 2022년 이후 완
전 자율주행차 출시를 예고하였으며 2016년 8
월 일본 최초로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미니밴 ‘세레나’를 출시하였다. 2017년
3월에는 영국에서 차세대 자율주행 프로토타입
미시간

차량의 실제 테스트 장면을 공개하여 동 테스

(ProPILOT, 단일차선
자율주행 가능)은 신형 캐시카이(Qashqai) 및
리프(LEAF)에 탑재될 예정이다[2].
Daimler는 2020년까지 시속 120㎞로 주행이
트에서 선보인 프로파일럿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 Mercedes-Benz를

있다

자회사로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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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mler는 Uber, Lyft, Didi Chuxing

등이 선

점하고 있는 앱기반 차량공유 및 차량호출 서
비스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상용차의 경우

'

,

고속도로 파일럿 시스템을 장착한 벤츠 퓨처
트럭

2025'로

,
. 2017년
상하이국제모터쇼에서, Mercedes-Benz는
자율주행을 테스트 중이며 최근

네덜란드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하였다

4월

자율주행 기술이 한 단계 진화하여 비포장도로
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더 뉴

[2].
Volkswagen 2025년부터

S-클래스를

공개하였다

5
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제시하여 2017년 자회사
Audi의 신형 A8에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탑
재할 예정이며, 2021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최고급 전기 세단을 출시할 계획이다.
2017년 1월 디트로이트모터쇼에서 자율주행 전
기 미니버스 'I.D. 버즈 컨셉트'를 선보였고 상
레벨 의 완전 자율

용화에 근접한 미래 자율주행기술을 소개하였

[2].
BMW (Bayerische Motoren Werke)는 2025

다

년 완전 자율주행차 생산을 계획으로 중국

Baidu와

2015년 12월에 자율주행차
기술을 성공적으로 시험하였고 2017년 하반기
에는 Intel‧Mobileye와 함께 미국‧유럽에서 완전
자율주행 BMW 7시리즈 차량 약 40대의 시범
운행을 계획(CES2017 발표) 중이며 2021년 후
협력하여

2015년
오토파일럿(Auto

도입하여 조기 상용화에 진입을 목표로

10월, 반 자율주행 시스템인
Pilot)을 선보였으며, 2017 년 말까지 미국 서부
LA에서 동부 뉴욕까지(4,800km) 횡단하는 자
율주행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였

.

다 또한

2017년 말까지 모델3를 포함한 전 차

종에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

[2].

웨어를 갖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Toyota는

세계에서 자율주행기술 특허를 가

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사의

‘

’

고도운전지원시스템 가디언 의 실용화를 목표

,

4

로 미국 자회사가 레벨 의 자율주행 실험차량

,
2020년까지

(2017.3)

을 개발 공개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
하였고

고속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시판하고
내

4단계

향후

10년

자율주행 자동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2].
Honda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 실
용화를 목표로 2015년 자동브레이크와 보행자
충돌 회피 등의 기능을 갖춘 ‘혼다 감지시스템’
을 차량에 탑재하고, 2016년 3월에는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기능이
적용된 약 2만 달러 가격의 자율주행차를 공개
하였으며 2016년 12월, Waymo와 손잡고 자율
주행차 공동연구를 위한 검토에 돌입하였고

Waymo의

,

자율주행 전용센서 소프트웨어 등

,

반부터 자사 모든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갖

을 자사의 차에 탑재 미국 내 일반도로에서

춘 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완전 자율주행 실증실험에 착수하였다

[2].
레벨4 자율주행차

Volvo는 2020년
출시,
2021년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이미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였다. 2020
년까지 5단계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할 계
획으로 2016년 Uber와 협력해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SUV (Sport Utility Vehicle)
XC90을 미국 피츠버그에서 시험하고 있고
2017년에는 중국, 스웨덴, 영국에서 각각 100대
의 XC90차량을 투입해 자율주행 시험에 들어
갈 예정이다[2].
Tesla는 부분 자율주행기술을 양산 차량에

그림 1. 위성항법시스템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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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성항법시스템 현황

며

155

GPS는 민간용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함으로

써 전 세계 위성항법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위성항법시스템은 크게 전지구 위성항법시스

(RNSS :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
다. GNSS는 지구 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중궤도(2만km 내외)를 선회
하는 20∼30기의 위성군으로 구성되며 미국의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러시아의
GLONA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EU의 Galileo와 중국의 Beidou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RNSS는 정지궤도 및 준천정궤
도 위성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대륙 국가)을 서
템과

지역

위성항법시스템

·

비스 대상으로 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일본의

JRNSS와 인도의 IRNS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2.1

미국의

GPS

1960년대부터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미국 국
방부와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 의해 연구를 시작하
였으며 1978년 2월 최초의 위성을 발사한 이후
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1995년 정상 운
용 (FOC : Full Operation Capability)단계에
진입하였고 1996년 미대통령 결정각서 (PDD :
President Decision Directive)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GPS 무료사용을 보장하였으며 2000
년 5월 1일 고의잡음 (SA : Selective
Availability)이 제거되었다.
GPS 우주부분에서는 고도 20,200km에 12시
간 (11시간 56분)주기로 6개의 지구 궤도를 도
는 24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1
(1575.42 MHz), L2 (1227.6 MHz) 두 개의 주
파수로 신호를 송출하며 GPS 지상부분에는 1
개의 중앙제어국 (Master Control Station)과 4
개의 감시국 (Monitor Station)으로 구성되며
위성시계오차 보정 및 작동 상태 감시, 위성
궤도 추적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GPS의 정확도는 민간용 C/A 코드를 사용할
경우 위치 오차 25m(2drms) 시각오차 500ns이

있고 위치 및 시각 정보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중요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
GPS의 성능개선 요구 및 EU의 Galileo 시스

있다

템에 대한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서 현대화 계
획을 추진 중에 있고

2010년부터

새로운 항법

L5 밴드 및 군사용 M 코드가
추가된 3세대 GPS 위성들을 발사하고 2013년
1월 17일에는 GPS 보정 신호 테스트를 위한
신호 전송 시작하였으며 2013년 2월 GPS III
핵심 비행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를 완료하였다.
2013년 6월 17일부터 GPS L2, L5 신호의
CNAV (Civilian NAVgation message format)
신호 주파수인

기능 테스트를 시작하는 등 현 시스템보다 더
정밀하며 외부 신호에 강인한 항법정보를 제공

.

하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림 2. 개발 단계별 GPS 위성

그림 3. GPS 현대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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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onitoring)을

위한 첫 번째

GLONASS

해외 지상국을 브라질의 수도에 설치했다고 발

.

표하였다

2.2.3

GALILEO

유럽의

EU는 1999년부터 전지구 위성항법시스템 구
2001년 5월 각료 이사회에
서 Galileo 계획이 승인되어 2003년 9월
GJU(Galileo Joint Undertaking)를 결성하여 사
업을 추진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12월 첫 번
째 시험위성인 GIOVE-A(Galileo In Orbit
Validation Element-A)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
다.
2006년 12월부터는 GJU에서 GSA(GNSS
Supervisory Authority)로 업무가 이관되어
Galileo가 구축되었으며 Galileo는 최초의 민간
용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총 33억 유로(약 4.3조
원)을 투자하여 총 30기(27기 주 위성, 3기 보
조위성)의 위성들을 고도 23,616 km의 궤도에
배치하여 2018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
축에 착수하였으며

그림 4. GLONASS 현대화 단계

2.2.2

러시아의

1976년부터

GLONASS

1982년 10
총 24기(21기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월 첫 번째 위성을 발사하였고

, 3기 보조위성)의 위성들을 고도
19,100km의 중궤도에 64.8˚의 궤도경사각을
주위성

가지도록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구소련 붕괴이
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하지 못하였으며
위성을 포함하여

2004년 12월에 발사 된 3기의
2007년 5월 기준으로 17기의

위성으로 불완전 운영되고 있었으나 정상운영

2011년
말에 총 24기의 위성을 가동하는 중이다.
러시아 항공우주국 (Russia Aviation and
Space Agency, Rosaviakosmos)에서 2002년에
서 2011년까지 10년간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였
으며 2007년 18기, 2010년 24기로 구성된 시스
템을 목표로 2003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GLONASS-M 타입의 신형 위성을 2013년 4월
26일에 러시아 플래세츠크 우주발사기지에서
발사하였다.
GLONASS-M 위성 이후
GLONASS-K 위성으로 교체를 계획하고 있으
을 위하여 추가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며

이를

통하여

위성의

크기와

질량이

GLONASS-M에 비교할 때 절반 수준으로 줄어
들며 수명도 1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 2의 민간 신호를 L2 주파수 대역에
포함시켜 측위 정확도를 향상이 예상되고 2013
년 2월에는 항법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SCDM (System for Differential Correction

었으나 국내외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지연되어

2020년부터 서비스의 개시가 예상된다.
Galileo는 3개의 주파수 대역에 의하여 전송
(E5A-E5B, E6, E2-L1-E1; 2개의 주파수 대역은
GPS와 겹침)되며, 3개의 반송파에는 총 10개의
신호가 전송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2. Galileo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Open Service
(OS)

-시각과 위치서비스 위주의 무료
서비스
-단일/이중 주파수 측위가 가능

Safety-of-Liv
e Service
(SoL)

-주로 항법분위 사용 목적
-정확도는 OS와 동일하나, 높은
무결성 제공(GPS L5에 대응)

Commercial
Service (CS)

-2개의 상업용 신호 (E6B, E6C)를
이용한 높은 정확도 유지

Public
Regulated
Service (PRS)

-경찰, 소방, 구급, 군 응용분야와
같은 공공 목적을 위한 서비스
-PRS접근은 EU국가들에 의해 관리

임성혁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1 (2017) pp. 151~166

2010년 발사 계획이었으나 연기되었고 2011
년 8월 이후로 계획이 조정되었으며 2011년 3
월 PDR (Preliminary Design Review)을 완료
하고
2011년 중반 CDR (Critical Design
Review)을 완료하였다.
2011년 10월 21일, 첫 번째 IOV(in-orbit
validation) 위성(2기) 발사 성공 이후 2011년
11월 3일 항법탑재체 실험을 시작하여 2012년
12월 1일 Galileo 항법위성 IOV-3 신호 전송
시작하였다.
2.2.4

중국의

중국은

Beidou

2020년까지 35기의

위성을 발사하여

전 지구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
진 중에 있으며 정확성에 있어서는 위치 오차

10m, 시각동기 오차 50ns 속도측정
0.2m/s의 성능이 예상된다.
제공하는 항법 서비스는 GPS와 같이

오차

.

공개

서비스와 군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2년 12월 27일에 test version ICD에 누락

되었던 항법위성의 궤도 정보가 기록된 항법
메시지 내용 포함한 위성항법시스템의
표하였고

2013년

항법위성시스템

ICD 발

(BDS)의

지상

시스템 개발이 승인되는 등 항법위성의 정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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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그림 5>와 같은 정지궤도 위성인 Beidou를
이용하여 70 E에서 140 E, 그리고 5 N에서
55 N의 서비스 지역을 가지는 지역위성항법시
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

°

°

°

2.2.5

QZSS

일본의

QZSS(Quasi-Zenith Satellite System)
은 GPS의 보완 및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민,
관 합작으로 20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10
년 9월 11일에 쏘아 최초의 항법위성인
“MICHIBIKI”를 궤도상에 안착시켰다.
현재 추가적으로 3개의 Quasi-Zenith 위성이
발사되어 운용될 예정이며 일본, 동북아, 호주
등에 항법신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8자 궤도
로 선회한다.
QZSS는 현재 총 4종류의 신호를 송신하고
있으며 GPS 호환 가능한 신호인 L1 C/A,
L2C, L5, L1C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
로 항법 성능 향상을 위해 L1-SAIF(Sub-metre
Accuracy and Integrity Monitoring) 신호 및
테스트 및 실험 용 신호인 L6 LEX 신호를 송
신하고 있으며 향후 2023까지 7기의 항법위성
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예정되어 있다.
일본의

를 향상시키고 있는 중이다

EU의
Galileo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 9
월 중국은 EU의 Galileo 프로젝트 참여하였다.
위성항법 관련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3. 위성항법 보정 및 자율주행 적용
3.1 위성항법 위치결정 정확도 향상
위성항법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

취약점을 갖고 있다 위성항법신호는 항법위성
에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경로에 많은 오차

.

발생 요인이 존재하게 된다

,
,

위성항법 오차의 종류에는 위성궤도 오차

,

,

위성시계 오차 위성데이터 오차 전리층 지연

,

,

대류층 지연 신호왜곡 다중경로를 포함한 난

,

. <그림
6>은 위성항법 오차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수신 신호 수신기 오차 등을 포함한다

그림 5. 중국 Beidou 개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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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위성항법 신호 오차 요인
그림 8. 보강항법시스템 종류 및 국가별 현황

3.1.1

국내 위성항법 보정정보 제공 현황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GPS는

실제

15m 잠재적인 오차가 발생하여
차로구분 수준의 위치결정에 한계가 있다.
차량의 위치와

표 3. GPS 발생요인별 오차
오차발생요인

오차는

대부분

통상오차

5.0 m

0.4 m

0.5 m

0.2 m

Ephemeris data
(위성궤도정보오차)

2.5 m

0 m

Satellite clock drift
(위성원자시계 오차)

1.5 m

0 m

0.6 m

0.6 m

0.3 m

0.3 m

~ 15 m

~ 10 m

Ionosphere (전리층
지연)
Troposphere (대류층
지연)

그림 7. 위성항법 신호 오차 제거 방법

위성항법신호의

잠재오차

DGPS
가능하다.

(Differential GPS) 기법으로 제거가
DGPS 기법은 이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기준국에서 사용자에게 보정정보(Correction
Information)를 보내고 사용자는 이를 활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림 7>은 DGPS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DGPS의 종류는 코드 측정값을 활용하는 경우

Multipath
(다중경로오차)
Measurement noise
(측정오차)
계

와 반송파 측정값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

있다

Positioning

.

<그림 8>은 DGPS를 기본원리로 무결성
(Integrity)정보까지 제공하는 보강항법시스템을
설명한 것이다.

출처: Diana Cooksey, Understanding the Global
System

(GPS),

MSU

GPS

Laboratory,

Department of Land Resources and Environmental
Sciences,

Montana

State

University-Bozeman

http://www.montana.edu/gps/understd.html
http://www.montana.edu/gps/underst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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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PS와 DGPS 개요
*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mof.go.kr/)

DGPS는 DGNSS (Differential GNSS)의 일종
으로 이러한 GPS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시스
템의 통칭으로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시스
템을 일컫는 시스템의 명칭으로 주로 사용하고

.

있다

DGPS 시스템은 전국에 17개
기준국을 세워 기존 GPS의 오차를 줄인 위치
결정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서, 선박 항해
연구 측량 등 특수 목적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DGPS 전용 수신기의 가격은 대
부분 500만 원 이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크
며, 건물 등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는 정확도가
해양수산부의

·

·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특히 가격 대비 성능

그림 10. SBAS 개요
* 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자료 (2013)

SBAS는 항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위치정확도
16m, 무결성 2x10-7 성능을 항상 보장하는바
SBAS를 육상용에 적용할 경우 전반적으로
GNSS의 위치정확도 성능은 향상되지만, 차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위해서는 추

.

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SBAS

개활지에서

기준국 장비를 활용하여

1∼3m

이 낮아 차로구분 수준의 위치결정에 실제적인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경우

활용이 어렵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내의 위치결정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

차세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
SBAS (Satellite

.

로 예상된다

보정 정보를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제공하기

,
서 차로구분을 위한 1m 내외 위치결정 정확도
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센서가 필요하다.
육상교통수단은 가로수, 고층건물, 고가도로

위한 시스템으로 주로 항공기 항법을 지원하기

등과 같이 가시성과 신호의 수신감도가 나쁜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

지역을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오차발생

며

의 가능성이 커진다

Based Augmentation System)는 정지궤도 위성
을 이용하여 수신기와 위성간의 거리오차, GPS
위성궤도 및 시계오차, 전리층 지연 등에 대한
,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

개발에 착수하였다

2014년부터

연구

육상교통 상황 특히 도심 및 준도심 상황에

<그림 11>과

.

같은 육상교통 환경에서 다중

경로 및 순간적인 신호 단절이 발생하여

SBAS

처럼 개활지에서 측정한 위치결정 정확도 획득

.

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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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및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다.
WADGPS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코드 기반
DGPS 보정정보를 생성하며, 무결성 알고리즘
은 IM 수신기가 위치 정확도를 매 초마다 계
드 및 가상 사용자 성능 평가 시범 시스템 운

산하여 자신의 위치 값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
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위치오차의 검출 기능만
을 수행하므로 육상 교통 사용자의 무결성을

.

만족하는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11. 육상교통 환경 위성항법 신호 관측 환경
* 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자료 (2013)

국토지리정보원은 2004년부터 VRS (Virtual
Reference Station) 시스템을 원내 국토공간정
보센터 GPS 중앙센터에 설치하였으며, 2006년
12월 22일자로 전국 14개 상시관측소를 이용하
여
“실시간 정밀 GNSS 측량 서비스
(http://vrs.ngii.go.kr)”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구)행정자치부의 관측소를 통합하여 전
국 50개 이상의 상시관측소를 이용한 VRS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시관측소 망내부나
망외부에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버
에 연결한 후 이동점의 위치 근처에 가상기준
점을 생성하여 수

cm의

정밀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성
그림 12. SBAS의 육상교통 활용 시 한계점
* 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자료 (2013)

SBAS 정지궤도위성의 기하학적 특성으로 인
하여 육상 교통에서 활용 시 장애물이 많은 지
역에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SBAS 위성은 지

,
변에 고도각 (Elevation Angle) 45도 이하에서
장애물이 없어야 관측 가능하다.
<그림 12>와 같이 주위 건물 때문에 위성을
바라볼 수 없는 경우 위성방송(Sky-life) 설치가
안 되는 이유와 동일하다(SBAS 위성 궤도와
위성방송 위성 궤도 동일).
구적도면에 놓여있으므로 서울을 기준으로 주

코드 기반의 보강정보 전송을 위해서 한국해

2002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
지 WADGPS (Wide Area DGPS) 기술 개발이
양연구원 주도로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의 결과로 지상테스트베

은 다음

<그림 13>과 같다.

VRS 시스템의 중앙국 서버 하드웨어는
RTKNet 서버 1대, GPStream 서버 1대로 구성
되어 있으며, Trimble VRS 소프트웨어와 홈페
이지 서비스를 위한 Apache 소프트웨어, 데이
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MS Access로 이루어진
다.
그리고 Trimble
VRS 소프트웨어는
GPSNet, DGPSNet, RTKNet으로 이루어지면
GPSNet은 수신기로부터 관측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RINEX 파일 생성, 관측자료 통계 및 무
결성 검증, 싱글베이스 RTK 보정치 생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DGPSNet은 DGPS의
보정치를 생성하며, RTKNet은 전리층 및 대류
권 오차 및 위성 궤도오차 모델링과 모델링에
따른

RTK 보정치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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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차로구분 교통인프라 실용화 과제 개요

본 연구결과를 실용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그림 13. VRS 시스템 구성

부로부터 실용화과제

VRS의 통신 구성은 중앙 제어국의 경우 KT
Kornet 256kbps 전용선과 라우터(Router),
VPN (Virtual Private Network)으로 이루어지
며 기준국은 KT ADSL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MyIP, ADSL 라우터, VPN으
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휴대폰과 GPS 수신기를
가지고 VRS 측량을 실시한다. 측지 측량용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므로 실시간성과 1대일 기반

“차로구분
”

정밀위치결정

교통인프라 기술 실용화 연구 를 수탁하여
림

14>와

같이 연구를 진행 중이며

.

<그

2018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3.2 위성항법의 자율주행 적용 동향

3.2.1

미국

미국의

DOT는

육상교통 환경 위치결정 관

보정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므로 동시사용자의

련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기

수가 제한된다

관과

.

3.1.2

위성항법 교통인프라 기술 개발

참여하였다

충돌경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

육상교통 환경에서 위성항법을 기반으로 차
로구분 수준의 위치결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
여

. 대표적인 과제로
IVBSS (Integrated Vehicle Based Safety
System)은 2005년에 시작되었으며 지능형 통합
대학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항법기반

국토교통부로부터

”

교통인프라 기술 개발

.

과제를

수탁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과제에서 육상교통 환경에서 위성항법기

<그림 15>와 같이 DAS
(Data Aquisition System)의 일부로 장착되어서
연구에 필요한 경도, 위도, 헤딩, 속도, 시각정
보를 제공한다. 이때 활용한 위치결정 기법은
DGPS가 활용되었다.
으로 위성항법장비는

반 위치정보 제공기술을 개발하여 도로주행 중

(

1.5m이하)의

에 차로구분 수준 최대허용오차

위치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

.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때 위성항법
반송파기반 다중기준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넓은 지역

(60km 이상)에서 차로구분이 가능한

수준의 위치정확도를 확보하고 육상교통환경에
서 위성항법신호의 고장검출을 수행하여 신뢰

.

도를높이는 연구수행을 완료하였다

그림 15. IVBSS의 위성항법 활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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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

.

, <그림 17>과 같이 GPS를 이용한 위
치결정을 하여 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통신을 통해 정보 제공을 한
다.
다 특히

3.2.2
그림 16. CICAS-V의 위성항법 활용 장비

유럽

유럽의 육상교통 위치결정과 관련된 사업은

3가지가 있으며 이중 COOPERS
(Co-operative Systems for Intelligent Road
Safety)는 끊임없는 무선 통신 방식을 활용하여
크게

차량과 도로 간의 상호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

.
COOPERS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는 전용
OBU (On Board Unit)를 통해 제공되고
COOPERS에 사용된 전용 OBU에는 위성항법
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오도미터 (Odometer)
축하였다

를 함께 활용하여 차량의 위치결정에 활용되었

. 2013년 이후로는 SCOOP@F, MedTIS,
Compass4D 등의 지정 구간 시범 서비스 운영
을 하는 Pilot 프로젝트가 유럽 등지에서 진행
중이며 SCOOP@F는 프랑스 내 3000대 차량
및 2000km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C-ITS
(Cooperative-ITS)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범 운
영하는 프로젝트이고 MedTIS는 지중해구간에
다

그림 17. Connected Vehicle의 위성항법 활용 장비

CICAS-V (Cooperative Intersection Collision
Avoid System for Violations) 프로젝트는 2006
년부터 2009년까지 교차로 충돌방지 및 운전자
경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주요 목적은
교차로에 접근하는 운전자에게 교통신호 위반

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

및 보행자 출연 등의 경고를 보내 운전자가 교

경지대 화물교통 및 정체구간 관리 효율화 사

차로 진입 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

업이며

와주는 것으로

Novatel

GPS

<그림 16>과 같이
사용한 DGPS 시스템

모듈을

社의 수신기를

.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Safety Pilot Model
Deployment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는 미
을 활용하였다

시간 앤아버 주변에서 개발한 차량단말을 가지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V2X
(Vehicle to Infrastructure or Vehicle)서비스
고

대규모 실도로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Connected Vehicle 대
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크게 안전/이동성/

, Compass4D 또한 유럽 7개국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프로젝트이다.
ITS 분야의 GNSS 활용에 관련한 프로젝트로
는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JUPITER 프로그
램이 있다. JUPITER는 European GNSS인
Galileo와 EGNOS (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y Service)를 활용한 어플리케
이션 개발 지원 및 사업 개발 환경을 조성 중

,

이며 기술적으로는 위성항법 도로 활용에 요
구되는 무결성을 실시간 도심 실험으로 검증하

.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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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Mazda Atenza ASV-5 통신시스템
그림 18. COOPERS의 위성항법 활용 장비

유럽은 위와 같이 유럽연합의 전폭적 지원
하에

,

ITS

,

연구개발 표준화에 노력을 하고 있

3.2.4

국내

u-Transportation

연구단은

2006년부터 2012
,

까지 한국교통연구원을 비롯한 교통 통신분야

으며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또한 병

의 총

행되고 있다

39개

였다

연구목표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시간과

3.2.3

.

.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연구를 수하

,

공간 제약 없이 제공 모든 생활영역 구분 없
일본

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 및 교통상황

일본 국토교통성의

ASV (Advanced Safety

Vehicle)는 일본의 ITS 관련 기술개발 대표 사
례로 1991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ASV 프로젝트는 자동차의 안정성 향상을 위
한 전자장비 등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사고
방지와 그 피해 절감을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

통하여 추돌 및 충돌 방지 지원 우회전시 충

,

돌 방지 지원 긴급 차량 정보 제공 지원 등의
기술을 개발하여 교통사고 방지 기술을 연구하

ASV 5단계에서 ‘Mazda
Atenza ASV-5’를 <그림 19>와 같이 개발하였
으며, 차재 센서에 GPS 위치정보를 V2V
(Vehicle to Vehicle) 통신에 이용하였고, 노면
전차와의 연계에서도 GPS 위치정보를 활용하
였다.
V2V 통신에서는 quasi-zenith satellite GPS
및 일반 GPS 센서를 이용하여 위치결정 오차
는 약 1m ~ 10m 수준이다. ‘Mazda Atenza
ASV-5’는 히로시마 시내 주행실험을 통해 시스
템 성능 검증을 하였다.
였으며 최근 종료된

에 맞는 맞춤형 최적의 교통정보 서비스를 가
능하게 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미래교통시스

.

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u-Transportation에서 위성항법 위치결정 방
법으로 DGNSS를 사용하며, 관성센서를 함께
사용하여 위성항법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지역

.

에서 위치결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은 국토해양부에서 수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에서
"SMART Highway 사업“이 VC (Value
Creator) 10으로 선정되어 추진됨에 따라 2007
년부터 착수하여 2014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세
립한

계 최고수준의 빠르고 편안한 지능형 녹색도로
를 실현하기 위하여

ITS와 자동차 기술을 융합

시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편리한 녹색
고속도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 하는 것

.

이 목표이다

위치결정 방법으로 위성항법이 사용되고 있
으며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정밀 위치결정

.

방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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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개념도

“스마트
개발”과제가 2015년

이의 후속과제로 자율주행을 위한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도 시작되어 그림과 같이 자율주행을 위한 인

.

프라 측면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본 과제의
결과물은 향후 최초의 자율주행 지원 고속도로

“

- ”

.

인 구리 세종 간 고속도로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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