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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수직이착륙 무인기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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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s Learned from the Past Tilting Aircraft
Development and
Implication to Future VTOL UAV Development
Kim, Jai Moo*

ABSTRACT
Helicopter, firstly flown only several years later than powered airplane early 1900’s, started its
production in 1942. The value of the helicopter appreciated right after they were used for various
missions in Korean war early 1950's. Although the helicopter has unique capability such as vertical
takeoff and landing(VTOL), it has limited performance in speed and range. A number of attempts
have been made to quest for the speed since 1950's. Tilting aircraft utilized the same rotor or
propeller for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s well as high speed flight by tilting them during
transition flight; this type of model can be called 'convertible rotorcraft'. The other method utilizes
additive propellers or wings on the rotor-driven helicopter, called 'compound rotorcraft'. Korea has
been building up the tilt rotor development technology since 2002. Recently programs for high speed
UAV development for production are under way. Past tilting aircraft development and flight test
experiences were surveyed and several lessons could be extracted.

* 김재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구본부, 비행체계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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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헬리콥터는 고정익기보다 약간 늦게 발명되어 2차 세계대전 중에 군용으로 양산되기 시작하였
고 1950년대 초에는 한국동란에 투입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헬리콥터는 활주로
가 없는 곳에서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고 공중에서 제자리 비행을 할 수 있어 고정익기가 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전진 속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속도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는 1950
년대부터 활발히 진행 되었다. 이러한 시도 중에 로터나 프로펠러를 수직방향에서 수평방향으로
기울이는 변환형 회전익기 방법과 헬리콥터에 추진용 프로펠러나 날개를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
시키는 복합형 회전익기가 대표적인 방법이었다. 로터를 기울여서 변환하는 시도는 헬리콥터 제
작사에서 주로 시도했고 앞으로 향해 있던 프로펠러를 위로 향하게 변환하여 수직이착륙을 하려
는 시도는 주로 고정익기 제작사에서 시도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틸트 로터 무인항공기 독자
개발에 성공하여 이를 실용화 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며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도입한 틸트 프
로펠러 무인기 기술로 국내 무인항공기 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수직이착륙 항
공기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현재까지의 주요 경험과 교훈을 재조명하여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고속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Key Words : Tilt wing, Tilt rotor, Tilt prop, Tilt duct, VTOL

1. 틸트 항공기의 탄생 및 종류
헬리콥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양산용으로 개

복합(compound)하도록 하는 방법이 시도 되었
다. 또 다른 방법은 이착륙에 사용하였던 로터
나 프로펠러를 앞으로 기울이며(tilt) 고정익 항

발되었으나 본격적으로 군의 임무수행에 투입
된 것은 1950년대 한국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

공기의 프로펠러 기능을 하도록 하는 변환형

다. 헬리콥터는 로터에 의하여 양력을 얻는 동

틸트 항공기에는 프로펠러와 날개를 동시에 기

시에 로터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 추진력을 얻

울이는 틸트 윙 항공기, 비행기의 프로펠러를

어 전진 비행을 한다. 전진비행 속도가 높아지

기울이는 틸트 프롭 항공기, 프로펠러에 덕트
를 씌워서 기울이는 틸트 덕트 항공기, 날개를

면 회전하는 로터 블레이드 중 전진하는 위치
의 블레이드 끝단의 속도가 천음속에 근접하고
후퇴하는 블레이드는 실속상태에 진입하게 되

(convertible) 항공기의 방법이 있다. 변환형의

기울이지 않고 로터만을 기울이는 틸트 로터
항공기가 있다.

어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게 되고 헬리콥터의

<로터와 프로펠러의 차이점>

최대 속도 성능이 한계에 도달한다. 수직이착

로터는 주로 헬리콥터의 주 로터와 같이 양력

륙 항공기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과 추진력을 동시에 발생시키도록 하는 장치인
데 비행체의 자세 조종을 위하여 콜렉티브 피

전진 속도 성능을 높이거나 항속 시간 및 비행
거리를 연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현재까
지 세계적으로 약 45종류의 시도가 있었던 것

치(collective

pitch)

조종과

사이클릭

피치

으로 알려져 있다.1) 대체로 항공기의 주 추력

의 수직상승, 전후 좌후 자세 조종을 할 수 있

장치와 별도로 보조 추력장치를 추가하여 고정

도록 한다. 프로펠러는 주로 비행기에서 추력

익 항공기를 수직으로 이착륙 하도록 하는 방
법과, 로터를 가진 회전익 항공기의 속도를 증

을 만들도록 사용하는데 콜렉티브 피치 또는
프로펠러 회전수를 조종하여 한 방향 추진력의

가시키기 위하여 프로펠러 등의 별도의 장치를

강약을 조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로

(cyclic pitch) 조종을 하도록 설계되어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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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조종 장치는 프로펠러 조종 장치에 비하여

록 설계된 항공기이다. 초도 비행이 1955년에

복잡하나 추진력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도록

이루진 것을 보면 개발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

설계되어 있어 수직이착륙을 위한 정밀한 비행

으로 보인다. 1호기의 파손 이후 2호기로 천이

조종을 가능하게 한다. 틸트 로터 항공기에는

비행에 도전하였는데 1958년에 로터를 90도 앞

로터가 사용되며 틸트 윙, 틸트 프롭, 틸트 덕

으로 기울이는 완전한 천이비행에 성공했다.

트 항공기에는 프로펠러가 사용된다.

항공기의 속도를 증가시킬 때 심한 플러터
(flutter) 현상이 발생하여 1호기에 썼던 3개의

2. 틸트 로터 항공기

로터 블레이드 방식을 2호기에는 2개의 블레이
드 방식으로 변경하여 성공적인 비행을 수행하
였다. 1962년까지 270회의 비행시험에 125시간
의 비행시간을 기록하였다. 1962년에 XV-3는
NASA에 인도된 뒤 대형풍동에 탑재하여 시험
을 하게 된다. 로터 동역학 연구 해석 모델을
개선시키는 데 사용되었고 후속 틸트로터 항공
기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해석 자료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림 1. 틸트 로터, Transcendental 1-G

최초의 틸트 로터 항공기로 알려진 미국의 트
랜센델탈(Transcendental) 1-G 항공기는 1954년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날개 양 끝에 로터를 달
아 로터 샤프트를 앞으로 기울이며 비행기 모
드로 변환하도록 설계 되었다. 1955년에 로터
를 70도까지 기울이는 비행을 하여 틸트 로터
항공기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2)

그림 3. 틸트 로터, Bell XV-15

1973년 벨사는 NASA와 육군의 지원으로 틸
트로터 항공기의 개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XV-15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XV-3의 개발 경
험을 바탕으로 설계된 XV-15은 이륙중량 5.9톤
급의 항공기로 최대속도 550km/h를 내도록 설
계되었다. XV-3 개발 시 플러터 문제로 줄였던
로터 블레이드 개수도 3개로 회복하였으며 많
은 지상시험과 실물 기체의 풍동시험으로 천이
그림 2. 틸트 로터, Bell XV-3

비행 시 문제되었던 공탄성 이슈를 해결할 수

미국의 벨(Bell)사는 1951년 공군과 육군과

있었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하여 많은 기성품

XV-3 틸트 로터 항공기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

의 구성품(COTS)을 채택하였다. 틸트로터 항공

결했다. 2.2톤급의 이륙 중량으로 2개의 직경

기의 비행제어를 위하여 안정성 조종성 증강

7.3m 로터를 날개 끝에 달아 고속 비행 시에는
로터을 앞으로 기울여 프로펠러의 역할을 하도

시스템(SCAS)은 채택하였으나 플라이 바이 와
이어(fly-by-wire)는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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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1호기의 제자리 비행은 1977년에
시작되었으나 나중에 NASA의 풍동에 장착하여
천이비행 조건에서 풍동시험을 수행하는 데 사
용하였다. 비행시험은 2호기로 1979년 4월에
재개되었고 7월에는 천이비행 시험이 성공적으
로 수행되었다. 1호기는 1992년까지 주로 벨사
에서 비행시험을 하여 841시간의 비행시험시간
그림 4. 틸트 윙, Boeing-Vertol VZ-2

을 누적하였고, 2호기로는 NASA에서 주로 시
험을 하였는데 나중에는 벨社에 돌아와서 추가
적인 시험을 하여 1998년까지 530시간의 비행
시험이 누적되었다. XV-15은 틸트로터 항공기
의 시연기(demonstrator)로서 개발되었으나 여

하여 비행하도록 설계 되었다. 항공기의 자세
를 조종하는데 있어서 헬리콥터 모드 비행 시
에는 방향조종을 위하여 고정익 비행에 사용되
는 에일러론과 미익부에 있는 요우 팬(yaw

러 계층의 조종사에게 조종할 기회를 주어 상

fan)을 사용하였으며, 피치 조종에는 미익부에

원의원을 포함하는 185명의 조종사가 이 항공

있는 피치용 덕트를 사용하였다. 또한 롤 조종

기를 조종하였다 한다. XV-15의 개발 및 시연

을 위하여 날개 양쪽에 위치한 프로펠러의 추

의 성공은 후속의 실용화 틸트로터 개발의 중

력차를 조절하였다. VZ-2는 1958년에 천이비행
을 성공시키며 향후 개발될 틸트 윙 항공기의

요한 자원이 되었다.3)
XV-3 및 XV-15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벨사

타당성을 증명하게 되었다. 이후 틸트윙 항공

는 보잉사와 공동으로 1983년에 V-22 오스프리

기는

Vertol-NASA

Tilt-Wing(1959년),

Hiller

(Osprey) 라는 실용화 항공기를 개발하는 사업
을 시작한다. V-22는 이륙중량 27톤급으로서

X-18(1959년), Kaman K-16(1962년) 등의 규모

해병대, 공군 및 해군이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다.2)

가 큰 틸트 윙 시연항공기의 개발로 이어져 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989년에 초
도 비행을 시작하였으나 양산이 결정되는 2005
년까지 4번의 추락 사고를 포함하는 비행시험
사고가 있었다. 사고 원인은 모두 파악되었고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어 미국의 해병대, 공
군 및 해군에 459대의 V-22를 공급하는 사업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틸트로터는 민수용 항공기로도 개발되어 2018
년에는 AW609 틸트 로터가 인증을 받아 민수
항공기 시장에 출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틸트 윙 항공기

그림 5. 틸트 윙, LTV-Hiller-Ryan XC-142

1962년에는 미군의 요청으로 3개 회사가 연합
하여 LTV-Hiller-Ryan XC-142라고 명명된 17
톤급의 대형 틸트 윙 항공기 개발에 착수한다.
1965년에는 천이비행에 성공하였고 1967년 사

보잉-버톨 VZ-2(Boeing-Vertol VZ-2)는 최초

업이 중단될 때까지 총 5대의 시험기로 420시

의 틸트윙 항공기로 알려져 있는데 1955년에

간의 비행시험을 했는데, 조종석의 소음과 진

기존의 비행기를 개조하는 개발이 시작되었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비행기 날개와 프로

동이 심하여 39명의 시험 조종사가 번갈아 가
면서 시험을 하였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펠러를 동시에 기울여서 비행기의 외형을 변환

1963년에 CANADAIR CL-84라는 5.7톤급 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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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 항공기 개발에 착수했다. 1974년까지 4대의

정돈되어 덕트 출구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었

항공기로 비행시험을 수행하며 틸트 윙 항공기

다. 미익부에는 엔진 배기 파이프 뒤에 십자가

2)

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형의 베인이 설치되어 제자리 비행 시에 항공

틸트 윙 항공기는 여러 중량급의 시연기를 개

기의 피치 및 요우 조종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발하며 주로 군용으로 실용화 하려는 시도를

1958년까지 천이비행을 포함하여 50시간의 비

하였으나 실용화에 실패하였다. 1990년대 초에
일본의 이시다 그룹(Ishida Group)이 미국의 텍

행시험을 수행하였다. 저속 비행에서는 양력이
주로 덕트 팬에서 생성되는데 이에 따른 항력

사스 주에서 30인승급 민수용 틸트윙 항공기를

이 기대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1년에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1993년도에 사업

Doak사는 폐업하게 되었고 개발 사업도 종료

을 중단했다.

되었다. 저속 및 수직이착륙 비행조종에 많은

틸트 윙 항공기는 저속에서의 조종성이 다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

항공기 기종에 비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알
려져 있고, 이륙과 착륙시에 수직의 날개가 돌
풍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조종성이 더욱 악
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틸트윙 항공기는
5종의 다른 형상으로 12대의 시연기를 개발하
여 1000시간이 넘는 비행시험을 하며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실용화에 성공하지 못한 항공
기로 기록되고 있다.6)7)

4. 틸트 덕트 항공기

그림 7. 틸트 덕트, Bell X-22

1962년에 벨사는 군용으로 활용될 8톤급의 틸
트 덕트 항공기인 Bell X-22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이 항공기는 VZ-4와 달리 4
개의 덕트를 기울이며 수직이착륙과 고속비행
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X-22는 제자리 비행
및 천이 시에 넉넉하게 중력 중심점 이동을 가
그림. 6 틸트 덕트, Doak VZ-4

미 육군의 지원으로 Doak VZ-4라는 틸트 덕
트 항공기 개발은 1956년에 시작되었다. 이 항
공기는 날개의 양쪽 끝에 덕트 팬(ducted fan)
을 설치하여 이착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덕트를 앞으로 기울여 고속비행이 가능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덕트 안의 팬은 8개의 피치
각이 고정된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덕트
안의 팬 상류에는 14개의 유리섬유로 만든 가
이드 베인(guide vane)이 설치되어 있고 베인
각도를 조절하며 추력 양을 조절하도록 설계되
었다. 9개의 스테인레스 강 재질의 스테이터
(stator) 블레이드를 팬 하류에 설치하여 공기가

능하게하고, 정밀한 조종이 가능하도록 조종력
을 증강시키며 공허중량을 줄여서 임무중량을
증가시키려는 목표로 설계의 방점을 두었다.
많은 풍동시험을 거쳐 1965년에 항공기가 완성
되었으며 1호기의 파손을 거쳐 2호기로 1967년
에 천이비행에 성공하였다. X-22는 자동조종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73회, 280시간의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필요한 비행
시험 요건을 완수하였다. X-22는 525km/h의 최
고속도를 내도록 설계 되었으나 실제 비행시험
에서는 최고속도가 370km/h에 그쳐서 임무비
행에 충분하지 않은 속도 성능을 내서 양산 계
약을 맺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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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틸트 프롭 항공기
프로펠러 주요 제조사였던 Curtiss-Wright사는
1950대 말기 제트엔진 항공기의 실용화로 프로
펠러의 수요가 급감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
그림 9. 틸트 프롭, Curtiss-Wright X-19

한 타개책으로 프로펠러를 활용하여 수직 이착
륙과 고속 비행이 가능한 틸트 프로펠러 항공
기
개발에
착수했다.
1958년부터
Curtiss-Wright X-100 개발에 착수하여 1960년
에는 제자리 비행에서 천이하는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

Curtiss-Wright사는 미국 육·해·공군의 지원
으로 X-19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틸트프
롭 항공기 개발에 착수한다. 이 항공기는 종래
2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틸트 프롭에서의 저속
비행 조종성을 개선하려고 전방 2개 후방 2개
의 프로펠러를 가진 항공기로 형상을 변경하였
다.

제자리

비행에서는

프로펠러의

스로틀

(throttle) 조종으로 고도를 조종하였으며 프로
펠러 피치각을 개별적으로 미세 조종하여 피
치, 롤, 요우의 동작을 조종하도록 설계 되었
다. 항공기 조종의 동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하
여 안정성증강장치(SCAS)를 채택하였으나 원활
한 비행시험에 돌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그림 8. 틸트 프롭, Curtiss-Wright X-100

X-100 항공기는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M-100이라는 기존의 고정익 항공기 기체를 개
조하여 사용하였는데, 날개 양 끝에 김발이 있
는 나셀 및 프로펠러를 장착하여 프로펠러를
수직방향에서 수평방향으로 기울이도록 설계하
였다. 3m 직경의 프로펠러는 서로 다른 방향으
로 회전하여 요우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저속에서의 롤 조종을 위하여 날
개 양 끝에 있는 프로펠러의 피치각을 다르게
조절하였으며, 피치 조종과 요우 조종을 위하
여 꼬리날개 뒤에 엔진 배기가스를 이용하는
제티베이터(jetivator)라는 장치를 고안 하여 사

있다. 2개의 시험기를 개발하였는데 1호기의
50번째 비행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으며 2호기는
비행시험에 진입하지 못 하고 사업을 종료하였
다고 한다. 지상시험은 130시간 지속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4시간 미만의 비행시험 시간을 기
록하였다. 이 항공기는 최대 순항속도 650km/h
로 비행을 하였으나 이 때의 유상하중이 550kg
에 그쳐서 이륙중량 6.6톤 대비 유상하중 비율
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2)

6. 틸트 항공기 개발 사례 요약 및
교훈

용하였다. 고속비행에서는 고정익과 같은 방식
으로 항공기 자세를 조종하였다. 제티베이터에

1. 헬리콥터와 같이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의한 저속 비행 조종력은 충분하지 못 하였고

비행기와 같이 고속비행을 하려는 시험개발은

롤 과 요우 운동은 상호 간섭효과가 있어서 저
속에서의 비행 조종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고 지속적으로 시도되

려졌다.

2. 수직이착륙을 위한 추력장치를 그대로 사
용하여 수평비행을 위한 추력으로 변환하는 틸

X-100 틸트프롭 항공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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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항공기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시도가 있
었는데 틸트 윙, 틸트 프롭, 틸트 덕트, 틸트
로터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틸트 윙, 틸트 프롭, 틸트 덕트 방식은 추

9

용화된 고속 수직이착륙 회전익기 기종이다.
10. 향후 진행될 신규 유무인 항공기 개발 사
업은 과거에 비행시험으로 규명된 교훈을 반영
하여야 사업실패 위험도를 저감시킬 수 있다.

력 발생을 위해 프로펠러를 사용하였으며 틸트

11. 틸트 로터 항공기보다 더욱 빠른 기종의

로터 방식은 사이클릭 피치 조종이 가능한 로
터를 사용하였다.

고속 수직이착륙 항공기 연구 개발은 미국 국
방고등기술연구소(DARPA)의 사업으로 현재도

4. 틸트 윙 방식은 가장 많은 기종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8)

시도되었으나, 이착륙 시의 조종성 불안정과
천이비행시의 날개 실속에 의해 야기되는 동체
진동 및 자세 불안정에 대한 해결이 미진하여
실용기 개발에 실패하였다.
5. 틸트 프롭이나 틸트 덕트 방식은 쌍발 프
롭일 경우에 미익부 보조 장치로 저속 비행을
하나 조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어 후속
개발은 4발 기종으로 시도되었다.
6. 4발 틸트 프롭 방식은 저속의 조종안정성
은 확보되었으나 총중량 대비 유상하중의 비율
이 부족하였으며 실용기 개발에 실패하였다.
7. 4발 틸트 덕트 방식도 저속 조종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최고속도가 제한적이었으며 실용
화 개발에 실패하였다.
8. 틸트 로터 방식은 헬리콥터와 유사한 로터
조종방식을 채택하여 안정적인 저속 및 천이비
행이 유지되어 효율적인 목표 성능을 만족하였
으며 V-22 오스프리를 통하여 실용화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9. 틸트 로터 방식은 틸트 윙 방식보다 최고
속도 성능이 다소 낮으나 저속, 천이, 고속의
조종안정성이 탁월하여 현재까지 유일하게 실

그림 10 틸트 항공기의 기종 분석 결과 및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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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보험 시장 특성 및 동향 분석
박응식*, 이상률*, 이원석**, 조정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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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Insurance Market Characteristics and Trend
Eungsik Park*, Sangryool Lee*, Wonsuk Lee**, Jungnam Cho**

ABSTRACT
The risk of satellite developing, launch and operational processes is very high. The
satellite manufacturers and operators take out satellite insurance against these risks.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type of satellite insurance, the characteristics of satellite
insurance market and procedure of making satellite insurance contract and of puting in a
claim on insurance money. Also, We introduce satellite launch and loss data in the last 10
years and show the satellite insurance market trends reflected in satellite loss.

초 록
인공위성의 개발, 발사와 운영과정에서의 위험도는 매우 높다. 이러한 사유로 많은 인공위성의
제작사와 운영자들은 이러한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해 위성보험에 가입한다. 본문에서는 위성보
험의 종류와 위성보험시장의 특성과 위성보험계약의 과정, 사고보상청구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자 한다.

또한

최근

10

년간의 위성발사 데이터와 손실발생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향후 예상되

는 보험시장 동향을 나타내고자 한다.

Key Words : Satellite Insurance(위성보험), Insurance Market(보험시장), Characteristic(특성),

Trend(동향)

* 박응식,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본부 정지궤도복합위성사업단
espark@kari.re.kr, leesr@kari.re.kr
** 이원석, 조정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경영본부 인프라관리부
wsl@kari.re.kr, jncho@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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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10

여 년간

위성체의 발사동향, 손실 발생 동향을 소개하
보험은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
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제주체가

고 이에 따른 보험시장의 동향과 보험요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모여서 통계적 기초(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따
라 산출된 보험료(Premium)를 미리 출연하여

2. 위성보험의 종류 및 시장특성

공동의 준비금을 만들어 두고, 특정한 보험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인 보험금을

2.1 위성보험의 종류

지급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려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그

위성 및 발사체를 설계하고 나면, 제작, 조

특성에 따라 손해보험, 인보험, 사회보험 등으

립, 시험, 운송, 발사준비단계가 있고, 발사 및

로 구분되는데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위성보험

발사 후에는 궤도운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은 특정 물건에 대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

대비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매 과정마다 위험수

즉 위성보험은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 운영하

준이 다르고, 보험계약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

는 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

이다. 각 위험별 위성보험은

는 보험이다.[1-4]

나누어질 수 있다.[1-4]

위성의 개발 및 발사,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

(1)

발사전보험(Pre-launch

<

그림

1>

과 같이

Insurance)

능한 위험은 매우 높으며 특히 큰 위험이 발사

위성체 제작, 조립/시험 및 운송, 발사장에서

및 발사 후 궤도진입 등과 같은 단기간에 집중

의 보관 및 시험, 발사체에 위성장착 등 위성

되어 있다. 발사과정에서는 발사체 폭발위험,

개발, 발사준비 과정에서 발사 직전까지 발생

위성의 목표궤도 미도달, 발사 시 발사체 진동

되는 모든 직간접적인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

으로 인해 위성체에 가해지는 극한의 발사환경

로 통상 위성제작자가 가입을 하게 된다. 일반

등에 노출되어 있다. 우주에서는 진공상태, 극

적으로 위성의 발사 중지가 불가능한 경우, 즉

한의 온도조건, 방사능, 태양풍 등 매우 가혹하

발사체가 점화되어 이륙되는 시점에서 보장이

고 특수한 우주환경으로 위성운영과정에서도

종료되고 피보험자가 위성제작자인 경우에는

위험이 매우 높으며, 특히 문제발생시 고장에

위성의 재산권이 제작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

대하여 수리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위성 전체를

전되는 시점에 보장이 종료될 수도 있다. 발사

손실할 수 있는 높은 전손의 위험을 가지고 있

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위성이 장착된 발사체가

다. 또한 최근에는 상업적, 군사적 우주활동의

발사장으로 떠나기 전에 보장을 복원할 수도

증대로 인해 우주파편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있는데 이를 발사중단 후 보장이라고도 한다.

궤도상의 위험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

(2)

발사보험(Launch

Insurance)

다. 이러한 위성 개발, 발사 및 운영과정에서

발사로부터 통상

6

발생 가능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많은 위

담보하는 보험으로

“

성개발/제작사 및 운용사에서 위성보험을 가입

험을 포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발사보험은

하고 있다.

발사, 궤도진입, 위성체의 궤도상시험(In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성보험의 종류와 위

Test,

IOT)

개월 혹은

년까지 기간을

1

위성발사”라는 가장 큰 위

Orbit

을 포함하여 서비스 시작 또는 발사

성보험시장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위성보험 가

후 일정기간(통상 위성발사 후 1년)까지 발생하

입절차와 사고발생시의 사고보상청구 절차를

는 위험을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발사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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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 폭발 및 발사실패, 위성의 분실, 손실,
망실, 오작동, 설계상의 하자, 원인을 알 수 없
는 경우로 인한 위성 운용능력의 상실 등 위성
체의 운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함을 담보하
도록 되어 있다. 발사 혹은 궤도진입단계 등에
서 보험에 가입된 위성체의 우주파편(Space
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의 손실도 포함

Debris)

될 수 있다. 특히 발사보험과 발사전보험이 시

그림 1. 위성보험의 종류

점상으로 바로 연결되어 보험담보 누락이 없도
록 보험 계약이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성보험의 보험가액은 초기에는 재발사비용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발사보험을 구득하

과 위성자체의 대체비용으로 구성되나 운영기

게 된다.

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가액은 점차 감소한다.

우주개발 초기에는 우주파편의 위험이 낮게

대부분의 상업위성의 경우 위성보험에 가입하

고려되었으나 최근 활발한 상업적, 군사적 우

고 있으나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및 군사위성

주개발 증대로 인해 우주파편이 증가하고 있으

의 경우에는 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위성보험에

며 이러한 이유로 보험업자들은 우주파편과의

가입하지 않고 자가보험(Self-Insurance)을 선택

충돌로 인한 손해발생가능성도 재평가하고 있

하기도 한다.

다.
궤도보험(In-Orbit

(3)

2.2 위성보험시장 특징

Insurance)

궤도보험은 통상 발사보험 이후 위성의 운용
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위성은 개발과정 뿐만 아니라 발사 및 궤도

1

년 단위로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보험계

진입단계 등에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약 갱신 시에 위성운영자는 위성의 상태와 기

지상에서 카운트다운에 이어 발사가 이루진 이

존의

위성상태보고서

후에는 고자에 대한 수리가 불가능하고 발사

를 보험사에 제출한다.

시에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폭발이나 우주에서

궤도보험은 이미 목표궤도에 진입한 이후이고

의 소실, 소멸, 실종 등 전손이 발생할 위험도

위성 대부분의 결함이 파악된 이후이므로 궤도

매우 높다. 성공적인 발사나 궤도진입 이후에

보험에서 발생되는 손실은 발사보험과 비교하

도 열악한 우주환경(방사능, 태양풍, 극한의 온

여 전손보다는 분손이 많다.

도, 진공환경, 우주쓰레기 등)으로 다양한 위험

기능장애를

(Health

Status

나타내는

Report)

기타보험

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

상기한 발사전보험, 발사보험 및 궤도보험과

를 할 수 없다. 즉, 다른 손해보험과 달리 위성

같이 위성제작자 혹은 운영자의 발사 및 궤도

보험은 위성의 발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

상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과는 별도로 발사

비해 위성사고는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및 운용실패로 인한 수입상실(Loss

사고발생시 전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of

Revenue)

을 담보하는 수입상실보험과 우주상 손해(궤도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위성보험시

상 다른 위성과 충돌 등) 등에 대한 제3자 배상

장은 상당히 제한된 시장이라는 특성을 갖는

손해 책임보험(Third

Insurance)

다. 즉 위성보험의 가액이 매우 크고 소수가

이 있으나 위성 발사보험 또는 궤도보험만큼

참여하는 관계로 다른 손해보험(의료, 건강, 자

해당 보험의 구득이 활발한 편은 아니다.

동차 등)에 비해 보험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Party

Liabilit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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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위성 사고가

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보험사와의 협상결과에

전손 사고로서 높은 위험도를 내포하는 반면

따라 결정되는 시장 구조이다. 또한 위성보험에서

보험가입 시 고도의 위험분석 기술과 위성, 발

발생되는 위험(Risk)이 개별적으로 매우 독특하

사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일반

기 때문에 평준화하고 정형화하기가 매우 어렵

보험자의 참여가 미미한 편이다.

다는 특징도 있다.[5]

두 번째로 위성보험시장은 위성에 대한 전문
적인

기술지식이

Market)
Broker)

으로

요구되는

전문화된

특수시장(Special

보험중개사(Insurance

를 통해서만 관련 시장 접근이 가능한

“Broker

이라는 점이다. 일반보험이 보

Market”

험자와 계약자가 직접 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

“Broker

Market”

은 전통적인 영국의 로이

드 보험시스템으로 위성보험공급자, 즉 투자자

그림 2. 위성보험시장의 구조

를 대리하고 있는 재보험사(Underwriter)와 보
험계약자를 대리하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을 처

2.3 위성보험 부보절차

리하는 형태로 보험중개사는 담보되는 위성에
대해 보험시장의 여러 재보험사들에게 보험설

위성보험 부보(Insuring) 절차도 장기간에 걸

명회를 개최하고 재보험사들간 경쟁유도와 협

쳐 개발되어야 하는 위성 및 발사체와 유사하

상 등을 통해 최적의 요율과 조건으로 보험을

게 복잡하고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간

가입하는 보험시장이다. 현재 전세계의 약

에 걸쳐 진행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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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개 내외의 재보험사(Underwriter)와 계약자
를 대신하는 소수의 전문 보험중개사(Insurance

터 예상되는 전반적인 위험들을 분석하고, 보

러한 보험시장의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내고 있

험시장 현황 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특히 위

다.

성체, 발사체 및 지상지원장비의 기술적 특성

<

그림

위험분석단계

발사체 및 위성체 계약서, 규격서 등으로부

에서는 이

Broker)

로 구성되어 있다.

(1)

2>

또한 위성보험시장은 다른 위성 및 발사 사

에 따른 위험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대상은 위

고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보

성성능을 나타내는 규격서, 설계도면 등이 된

험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협정요율 시

다. 보험 약관에는 위성의 요구되는 성능과 그

스템과 전손 사고발생의 희소성으로 어떠한 사

에 따른 손실 측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가 시장의 요율이나 조건에 직접적으로 큰

(2)

제출단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위성보험의 경우에는 다

재보험사들에게 위성보험 부보대상의 보험설

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요율상승과 보험조건

명회를 개최하는 단계이다. 보험설명회에서는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위성 및 발사체 제작사, 위성 프로그램의 추진

보험요율과 구득조건은 자유 시장경쟁에 의

현황과 계획, 위성체 주요 규격, 성능, 임무, 지

하여 결정되며 보험중개사와 재보험사의 협상

상지원장비, 조립시험 일정 및 계획, 발사체 및

에 의해 세부 가입조건 등이 조정된다. 보험요

발사체 신뢰도, 보험계약자의 운용능력과 경험,

율은 위성개발자의 위성제작 기술수준 및 운영기술

국제적 신뢰도 등이 설명된다. 가장 중요한 측

의 신뢰도, 사용 발사체 신뢰도 및 국제 우주보험

면은 해당 제품의 우주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시장의 추이 등에 따라 변동되고, 최종요율은 전

Heritage

여부와

Heritage

가 없거나 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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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완하는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이다
(3)

협상단계

재보험사들에게 보험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담보조건과 보험요율에 대해 협상을 하는 단계
로 사전에 치밀한 전략수립을 통해 재보험사들
간 많은 참여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가장 유
리한 담보조건과 보험요율을 이끌어내는 단계
이며 기본약관의 작성도 이루어진다.
(4)

부보단계

협상단계가 완료되면 보험계약자에게 가장

그림 3. 위성보험보상청구 절차[6]

유리한 보험 조건과 보험요율을 최종합의하고
재보험사들이 각자의 보유지분 인수를 결정하

3. 위성보험시장 동향

고 최종 약관의 작성도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계약준비가 완료되는 단계이다.

3.1 위성체 발사보험 가입 현황

위성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해외재보험사
간 직접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

2013

년 한 해에 발사된 발사체와 위성의 발

내 원수보험사를 거쳐 재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사보험가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5-6]

건의 발사가 진행되었고
가 이루어졌다. 이중
실패가 있었다.

위성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

81

건(3.7%)의 발사실패

3

건(46%)의 발사가 위성

38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이중

2.4 사고보상청구 절차

년에는

2013

건(2.6%)의 발사

1

건의 발사에서는 총

81

위성을 발사하였으며 이중

개의

209

개(46%)는 큐브위

88

약자를 대신하여 사고 보상청구(Claim) 절차를

성이고 나머지

진행한다. 보험계약자는 위성사고 발생 시에

위성이 위성보험에 가입을 하였다.

보험중개사에게 위성의 이상상태를 통보하고

준으로 저궤도 및 정지궤도 등 모든 궤도상 운

위성의 기록과 위성상태보고서(Health

영되고 있는 위성은

Status

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금 회수가 요구

인

121

개의 위성 중

개 위성이며 이중

개의 위성이 궤도보험에 가입되어

18%

되는 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중개사는 보

있다. 정지궤도 관점에서는

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시장에 통보한다. 이

영 중이며 이중

때 위성사고 발생이후 최대

험에 가입되어 있다.[7-8]

일 이내에 재보

험사들에게 보험사고가 통지되어야 한다. 이후

년 기

2013

1,167

Report)

30

개(43%)의

52

212

아래

그림

<

인

55%

는

4>

개의 위성이 운

322

개의 위성이 위성보

178

년부터

2001

년까지 연

2013

보험중개사는 재보험사와 클레임 협상을 실시

도별 위성발사체 발사 개수와 제작사의 총 발사

하고 최대

체별 현황이며 발사횟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일 이내에 손해증명(Proof

180

of

을 확정해야 한다. 이후 보험중개사는 계

Loss)

있다.

약자를 대신하여 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회

험에 가입된 정지궤도위성의 개수와 제작사의

수하고 보험계약자는 최종적으로 국내 원수보

지역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성보험 가입은

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작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일련의 사고보상청구 절차는 아래

러시아 제작 위성의 보험가입율이 증가함을 알

통해 나타내었다.[6]

그림

<

을

3>

그림

<

수 있다.

5>,

그림

<

은 동일기간에 위성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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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위성체 손실발생 현황
절과

2.1

2.2

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위성발

사 및 궤도상시험(IOT) 초기에 위성손실의 위
험이 집중됨을 언급하였다.

<

그림

과 같이

7>

년 이래로 위성체 손실은 발사 시 발생이

2000

약

45%,

이 약

발사 후 첫

달까지 궤도상에서 손실

2

에 달하며 그 이후는

42%

에 불과하

그림 4. 위성발사현황(연도별/발사체별)[7]

13%

다. 이중 발사이후 위성수명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을 전손과 분손을 분석하면 아래
8>

과<그림

와 같다.

9>

<

그림

8>

그림

<

은 보험에 가

입된 위성 손실(발사 시 손실 제외) 중 위성수
명이 지남에 따라 발생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위성의 수명이 커짐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됨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손 및 분손을 포함하
여 발사 후
높음을

<

2

개월 이내에 위성 손실률이 매우

그림8~10>에서 알 수 있다.[7-8]

그림 5. 위성보험에 가입한 정지궤도위성 현황
(제작업체별)[7]

위성의 수명에 따라 위성체 서브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이상상태(anomaly) 발생비율을 나타
내면

<

그림

11>

과 같다. 대부분의 이상상태는

전력계에서 발생됨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는
탑재체와 추진계 순으로 발생한다. 특히 궤도상
시험 초기에는 전력계을 제외하고는 탑재체 이
상상태 발생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임무수명이
지나 위성의 상태가 안정화됨에 따라 이상상태
발생비율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임무수명
말기에는 추진계의 이상상태 발생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6. 위성보험에 가입한 정지궤도위성
(제작 지역별)[7]

이러한 발사실패나 이상상태 발생을 정지궤
도위성에 특정하여 분석하면

년 이후

2000

2013

년까지 정지궤도위성의 발사 실패율은 평균 약
5.6%

이며 동일한 기간 내에 보험에 가입된 정

지궤도위성 중 궤도상에서
율은 약

년간 위성의 실패

1

이다. 이에 반해 발사 후

5.3%

후에 위성에서 발생 가능한 실패율은
불과하여 발사 시 및 발사 후

1

년 이
에

1.5%

년 이내에 발생

1

하는 실패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7-8]

그림 7. 보험시장 손실 현황(발사 및 위성운용
시기 별, 2000년 이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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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위성 보험 시장 동향
위성 보험시장은 일반 손해보험과 유사하게
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료(Premium)와 위성사
고 발생 시 계약자에게 지불되는 보험금으로
구성되며 보험시장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수입
이고 보험금이 지출이다. 사고 발생빈도 또는
사고 발생 손실이 낮아 보험금 지급이 보험료
그림 8. 위성수명에 따른 위성손실 발생빈도[7]

를 초과하지 않을 시에는 보험시장은 흑자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 빈도 또는 사고 발생 손실
이 많아 보험금이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시장은 적자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흑자가
발생되는 시기는 위성보험 시장으로 자금유입
요인이

발생하여

재보험사의

보험인수능력

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

(Capacity)

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낮아지며 이때를
이라 칭한다. 반대로 적자가 발생

“Soft

Market”

되면 보험요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때를
그림 9. 위성수명에 따른 위성손실 발생정도[7]

이라 한다. 앞서

“Hard

절에서 언급한 바와

Market”

2.2

같이 위성보험시장이 협소하고 대부분의 사고
가 대형사고인 바, 소수의 위성 사고로 보험시
장의 움직임이 단기간에 변화하여 보험요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최근

년대 후반부터

90

2013

년까지 약

위성보험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

그림

13>

과 같다.

년과

1998

<

그림

년,

15

년간

12>

와

년에

2000

2001

위성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보험요율이 큰
그림 10. 위성손실 발생정도[7](발사후 2개월)

폭으로 상승하는
으며

“Hard

임을 알 수 있

Market”

년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이후 현재

2003

까지는

꾸준히

보험요율이

낮아지는

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Market”

“Soft

년도의 위

2007

성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험요율이 상승하
였으나 이후 큰 사고없이 보험시장은
을 유지했으나

Market”

“Soft

년 이후 불확실성이

2013

커지고 있다.
위성보험 중 정지궤도위성의 발사보험 요율은
그림 11. 위성체서브시스템별 이상상태발생
비율[7]

에서

8%

22%

범위로 시장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궤도보험 요율은

에서

1%

3%

사이에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결과겠지만 위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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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패율과 궤도운영상 실패율과 유사하게 보

이 감소하고 위성보험요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험시장 요율도 발사보험요율이 궤도보험요율의

낳고 있다.[7-8]

약

배 정도의 평균요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

5

인할 수 있다. 보험요율 측면에서는

년 이후

2004

4. 위성보험 요율 결정 주요 요소

년을 제외하고는 수익확대로 인해 지속적인

2008

보험요율이 인하되었으나 최근

년 수익성

위성 보험시장에서는 유사한 위성들의 발사

악화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불안정한 상황이

와 그 성공여부가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며 추가적인 사고발생시 급격한 요율상승 및 보

있으며 그 외에도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재보

험인수 능력 축소가 예상된다.[7-8]

험사들의

2013

보험인수능력(Capacity)이

변동하는

등 위성 보험시장은 많은 불확실성과 주기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시장이다. 위성보험 계약자는
최적의 보험가입 시점에 접근하기 위해 위성보
험시장의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
요가 있다.
보험요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나누어
위성 및 사용 발사체의

Heritage,

보험시장, 계

약자의 신뢰도 등이 있다.
위성 및 발사체의
율결정에

그림 12. 위성보험시장 규모[7-8]

“Hard

가장

Heritage

중요한

는 통상적으로 요

요소가

되며

특히

에서는 요율결정에 결정적인 요

Market”

소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되는 천리안위
성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Heritage

를 갖고 있

는 해외 선진업체들의 위성모델에 비해 큰 약
점으로

작용할

heritage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가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

고 조기에 보험가입을 시도하고 재보험사들과
충분한

를 통하여 재보험사들에게 신뢰성

Q&A

을 높여 보험요율을 낮출 수 있는 부가적인 노
그림 13. 위성보험시장 보험요율[7-8]

력이 필요하다.
위성발사 보험요율이 결정될 때 두 번째로

전 세계적인 위성보험시장 보험료 규모는
<

그림

에서

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백만 불

700

백만 불의 규모를 보여 왔고

1,000

에는 약

중요한 요소는 가입시점의 보험 시장이다. 위
성보험 시장은 세계 자금시장의 변동에 따른

년

재보험사들의 보험인수능력(Capacity)의 변화,

2013

백만 불로 다른 일반 손해보험에

가입시점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변동이 극심하

비해 그 규모가 상당히 작은 시장이다. 최근

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지궤도위성

지역의 보험투자자 참여로 인해 재보험

발사일자는 사전에 거의 결정되어 있어, 시장

BRIC

750

시장이 일부 확대되었으나

년에는 다수의

경기 변동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발사일자에

백만 불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임박하여 가입 할 경우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험인수능력(Capacity)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시장은 보험가입 시기

손실로 약

8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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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반

우나 누적된 위성 및 발사 데이터 등을 토대로

적으로는 발사

년 정도 전부터 보험가입 준비

인수여부와 인수범위를 결정할 뿐 별도의 수학

를 하며, 시장에 큰 변동이 없다면 예정 발사

적, 공학적 분석기법은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

2

6

개월 전 정도에 보험가입을 결정하고 약

3

개

월 전에 국내 보험회사와 계약한 후 발사

2

개

월 전 정도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위성보험시
장에 발사

으로 알려져 있다.

5. 결론

개월 전까지 보험료를 완납하는 것

1

이 전형적인 보험가입 시기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성 시장이

“Hard

년대 우리별위성이 발사된 이후, 정지

1990

인 경우와

궤도위성으로는 무궁화위성 시리즈, 천리안위

Market”

인 경우에는 위성보험 구매 시기

성이 발사되었고 저궤도위성으로는 아리랑위성

를 보험시장에 따라 변동하여 조정할 수도 있

들과 과학위성들이 발사되었다. 특히, 무궁화위

다.

성

“Soft

Market”

“Hard

Market”

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보험

호의 발사실패(위성의 목표궤도 미도달에

1

요율의 인상은 거의 없고, 보험요율의 인하와

따른 추가 연료사용으로 임무수명 단축)로 인

조건의 완화가 기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예

하여 위성보험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한 바 있

정된 발사 일자에 최대한 접근하여 보험가입을

다. 또한 통신방송서비스와 기상, 해양, 환경관

결정하고 구매할 수 있다. 반면,

측을 위해 천리안위성

“Soft

Market”

2

호, 무궁화위성 등 정

의 경우에서는 시간을 끌 경우 요율의 인하는

지궤도위성과 함께 아리랑위성, 차세대중형위

미미한 반면 요율의 급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

성 등 저궤도위성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증

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한 보험가입을 진행하

가되는 국내 위성 수요와 이에 따른 위성 개발

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이 확대됨에 따라 위성사고에 대비한 위성보험

를 가진 경우에도 시장에 따라 요율이

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논

Heritage

심하게는

배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성보험은 다른 손

이 때에는 보험가입 시기가 요율 결정의 중요

해보험에 비해 특수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높은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2~4

그 외에 보험요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위성보험시장은 최근 매우 낮은 보험요율을

위성 운영자(혹은 제작자)의 투명성, 위성운영

유지하고 있으나 반면에 가장 불안정한 상황이

혹은 제작능력, 보험관리 능력 등으로 나타낼

며 추가적인 사고발생시 급격한 요율상승과 보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신뢰도가 있으며 위성

험인수능력 축소가 예상된다. 향후 계획되는

제작 및 운영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발표

위성의 위성보험 가입에 있어 이러한 위성보험

회 및

시장 특성을 잘 이해하고 위성보험 시장동향을

Q&A

의 성실성 등이 요율 결정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파악하여 위성보험 시장접근 전략을 수립하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은 통상적인 손해보험은 사고통계, 예상 수명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위성보험시장을 보다

등에 위험(Risk)의 발생가능성을 통계나 대수의

면밀히 이해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법칙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나 위

예상하고 더 나아가 보험요율 분석을 위해 수

성보험과 같은 개별 보험 인수기법을 적용하

학적, 공학적 분석모델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고, 가입되는 보험의 수가 매우 작아 적용이

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불가능하다. 재보험사(underwriter)에게는 위성
보험은 투자행위로서 자체적인 시장분석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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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사장 기술 동향
강선일*, 오화영*2)
1)

Technical Trend of Chinese Launch Complex
Kang, Sun-il*, Oh, Hwa-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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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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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 Chinese Launch Center(중국 발사장), Launch Complex(발사장 or 발사시설),
Launch Vehicle(발사체), KSLV-II(한국형발사체)

* 강선일, 오화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발사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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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와 유사한 문화적 토대를 갖고 있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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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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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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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중국 발사체 발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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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한해 위성 발사 목적으로 운용된 발사체 발

유사하게 중국은 양국으로부터 발사체관련 기

사 횟수는 96회로 파악된다. 이중 중국은 22회 발사를

술을 조금씩 얻어낸 후 그 기초위에 자신들만

시도 하여,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사

의 저력으로 현재 미국과 러시아를 바짝 뒤쫓

를 많이 한 나라가 되었다[4]. 2016년의 중국 발사체

는 우주 강국으로 성장하였다[1][2].

발사 운용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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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2016년 중국 발사체 발사 현황[4]
시기

Payload

15 JAN

CZ-3B

ChinaSAT 15

01 FEB

CZ-3C

Beidou 21

CZ-3A

Beidou 22

CZ-2D

SJ 10

CZ-2D

Yaogan 30

29
MAR
05 APR
15

발사시설의 경우 중국은 총 4곳의 위성 궤도

MAY
30

투입용 발사체 발사시설을 보유하고 또 운용하

MAY

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에는 남부 하이난섬

사용
발사체

CZ-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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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Y-3 02, NuSAT
1, NuSAT 2

12 JUN

CZ-3C

Beidou 23

25 JUN

CZ-7

DFFC 외 5종

29 JUN

CZ-4B

SJ 16-02

CZ-3B

Tiantong-1 01

CZ-4C

Gaofen 3

LC-9
Xichang
LC-3
Wen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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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AUG
09
AUG
15

CZ-2D

아직 그 수준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

AUG
31

CZ-4C

이다. KSLV-1 나로호의 성공과 나로우주센터의

AUG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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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EP
16
OCT

CZ-2F
CZ-2F

QSS,

L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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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at 2

Banxing 2
Shenzhou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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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ofen 10
Tiantong

SLS-2
T a i y u a 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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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Z-5

SJ 17

CZ-11

XPNAV 1 외 5종

CZ-2D

Yunhai-1 01

CZ-3C

TL 1D

CZ-3B

FY-4A

CZ-2D

TanSAT 외 3종

CZ-2D
(Partail
FAIL)

Wenchang

중국의 위성 투입용 로켓은 장정(Changzheng,

LP-101
J i u q u a n

CZ) 또는 Long March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추진

SLS-E2
J i u q u a n

양한 series를 가지고 있다(2016년 6종의 장정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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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ojing-1 01 외

T a i y u a n

2종

L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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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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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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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제로

사산화이질소(Di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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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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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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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CZ-series R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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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발사장으로

사용하고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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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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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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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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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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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CZ-7

단을 갖는 발사체이다. B형과 C형이 있으며, SSO

CZ-7은 CZ-5와 함께 중국의 차세대 발사체이

에 2.2~2.8톤의 위성 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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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를

YF-100

적용하고,

엔진

1기씩을,

4기의

booster에

그리고

2단에

각각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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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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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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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CZ-5
CZ-5는 중국의 차세대 발사체 시리즈로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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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및 면적 : 북위

40°, 동경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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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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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20,000여명의 지원인력 거주시설
¡ Launch Complex 3

2.2.4 CZ-11

Ÿ 주취안 우주센터의 첫 번째 발사시설

CZ-11은 다른 장정로켓들과는 달리 고체추진

Ÿ 2개의 발사대, 이동형 미사일 발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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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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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대(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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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cal area로 구성

CZ-11도 미사일을 개량(DF-31 Missile)한 것으로

Ÿ Pad 5020 : CZ-1 발사

2015년 첫 발사를 하였고, 2016년에 두 번째 발

Ÿ Pad 138 : CZ-2C, CZ-2D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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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er,

138)와

service

이동형

화염유도로,

북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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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국 발사장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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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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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가까운 도시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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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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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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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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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er를

포함하는

고정형

막에 위치한 반면 타이위안 센터는 청정한 고

Service Tower, 상부 크레인으로 단을

산지대에 위치하여 위성 조립 등에 유리한 환

들어올려 Service Tower에서 조립 후 회

경으로 알려져 있다. 1968년부터 운용 시작되

전/전개하여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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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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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북위 38°, 동경 111°

Ÿ CZ-6

¡ 시설 규모

Ÿ 2016년 건설되었으며 차세대 소형 발사

Ÿ 3개의 발사시설(Launch site 7, Launch

체인 CZ-6의 전용 발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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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er를

포함하는

고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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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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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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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Xichang Satellite Launch Center[13]

들어올려 Service Tower에서 조립 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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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북위 28°, 동경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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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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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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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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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C-2

21세기 중국의 새로운 우주관문을 표방하고 있

Ÿ CZ-2E, CZ-3A, 3B, 3C 발사 가능

으며, 우주정거장 건설이나 달이나 화성과 같

Ÿ 철로 이용 Mobile Service Tower와 발사

은 행성탐사 등에 대한 중국의 열망을 담고 있

체로 연결을 제공하는 Umbilical Tower

다. 약 10년간의 계획과 7년여의 건설기간을

로 구성

거쳐 2016년 6월에 첫 발사(CZ-7)를 하였으며,

¡ LC-3

구축 예산은 총 7.3억달러로 추산된다. 중국 최

Ÿ CZ-2C, CZ-3A, 3B 발사 가능
Ÿ Umbilical

Tower를

포함하는

남단의 하이난 섬에 위치하여 중국 내 어느 발
고정형

Service Tower, 상부 크레인으로 단을

사장에 비해 위성 궤도투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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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북위 19°, 동경 110°

위한 Flame Trench 적용(중국 발사장의
경우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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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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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발사통제센터 및 미션통제센터, 기

Building,

타 부속 건물

Pad, LP) 201로 구성

502와

발사대(Launch

Ÿ VAB에서 조립된 발사체는 이동형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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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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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시설
Ÿ 발사체조립건물(Vehicle
Building,

VAB)

Assembly

VAB)

501과

Assembly
발사대(La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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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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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으로 고정된 채 LP로 이동하고, LP의

웬창우주센터는 섬(하이난섬)에 위치하므로

고정형 Umbilical Tower(swing arm 이용

발사체의 비행 궤적이 바다로 향하게 된다. 따

발사체 접근)를 이용하여 발사운용

라서 낙하물 처리에 유리하며, 시창우주센터와

Ÿ 발사 시 후류로 인한 소음을 억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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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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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Wenchang Satellite Launch Cente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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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C 발사)를 활용한 유인 우주선 발사를 꾸준

발사기지 부지위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완전히

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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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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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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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국가와의 안전거리 문제 등으로 해안에

중국은 1950년대 러시아로부터의 기술도입, 60년

인접한 발사장을 구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 해외 과학자 유치 등을 통해 독자적인 발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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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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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구조물의 정밀 이동이 필요하여 고가 구
조물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으나 어떤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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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ssia's space technology has been rated at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but in the 21st
century the number of launch accident increased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 became negative
for the Russian space industry. As a result, the Russi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rocket industr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structuring results of the Russian rocket engine industry. Russian rocket
engine manufacturers were integrated into the Energomash. It is attempting to remove the
wasteful factors such as the overlapping development among the companies in the R&D of the
Russian liquid rocket engine and to bring out cooperation between them.

초 록
러시아의 우주발사체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21세기에 들어와서 발사 사
고가 증가하고, 국제정세도 러시아 우주산업에 부정적으로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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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조사하였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던 엔진 개발 및 제작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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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러시아의 우주기술은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되어 왔고, 우주발사체
시장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런
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발사 사고가 증가하고
국제정세가 러시아 우주산업에 부정적으로 진
전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로켓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효율 및 생산 신뢰도 향상
을 위하여 로켓산업구조개편을 오랜기간 진행
해왔으며, 근래에 이르러 개편작업이 최종단계
에 이르렀다.

그림 1.1960년 이후 러시아의 발사 사고 비율
변화 추이 [1]

한국-러시아간 우주분야 국제협력 가능성이
존재하고, 러시아가 국제 우주발사체 산업에서

2010년에는 로켓과 가속블록 등에서 비정상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산업구조개편

작동으로 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011년에는

은 한국의 우주개발 관계자에게도 관심을 끄는

발사 중 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물수송선과

내용이다. 본 논문은 마무리단계에 있는 러시

3개의 인공위성, 행성탐사선 Fobos-Grunt를 잃

아 로켓엔진 산업의 구조개편 현황과 로켓엔진

었다. 이후에도 발사체의 사고가 지속되었다.

연구소와 기관들의 엔진 개발 동향을 소개하고

이로써 Roscosmos는 각계로부터 비판에 직면

자 한다.

하게 되었으며, 로켓산업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2. 러시아 로켓엔진산업 구조개편
표 3. 러시아 로켓엔진 사고사례 [2]

2.1 러시아 우주산업 개편의 원인
러시아의

우주산업은

소련이

Rocket

붕괴되면서

1990년대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푸틴 정부

Engine
RD-171

Zenit

등장 이후에 정부의 지원 아래 예전과 같은 우

RD-120

주기술 맹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자 노력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에 종사했던 경
험이 많은 연구원과 기술자들의 은퇴가 지속되

Soyuz

RD-107
RD-108

고, 우주관련 기관들의 관료주의와 예산 확보
경쟁 및 부정부패 등으로 비효율적인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로켓 생산 현장에서의 문화가
점차 변질되었다. 이로써 그림 1과 같이 발사
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Proton

RD-253
RD-275

No.
Causes
1
터빈후방에 유분 유입
1
엔진구성품 제조 결함
산화제펌프에 파티클 유
1
입
산화제펌프에 부적절 재
2
질 사용
1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2
연소기 점화장치 고장
산화제 펌프에 파티클
1
유입
1
고주파 불안정
과산화수소 펌프에 파티
1
클 유입
1
연료라인에 마개 유입
1
산화제펌프 조립 실수
연료배관 플러그 연결조
1
립 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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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환경 변화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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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으로 대체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2016년
에 처음으로 러시아의 발사 횟수는 중국과 미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에서 친러
분리독립 움직임과 내전발생으로 러시아와 우

국에 추월당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 우주
산업 관계자들에게 위기감을 주고 있었다.

크라이나간의 관계는 냉각되었다. 구소련시절
에 우주기술에 있어서 상호의존적이던 두 나라

2.3 러시아 우주산업 구조개편 진행

는 관계 단절과 함께 공동 운용 중이던 Zenit
로켓(러시아제 RD-171 엔진을 1단에 사용하는

러시아우주국(Russian Space Agency)은 1992

우크라이나 Yuzhmash사에서 조립하는 발사체)

년에 소련의 일반기계산업부로부터 연구-생산

의 생산도 중단하였고, 서로 수입해 오던 로켓

기반을 이전받으며 설립되었고, 2004년 우주청

부품을 자국에서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

(Roscosmos)으로 개편되었으나 실질적인 변화

다.

는 미비했다. 그러나 계속적인 발사 실패와 국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와 미국간의 외교

제환경 변화 및 우주산업의 부정부패는 로켓산

적 문제로 발전하였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업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2014년에

제재차원에서 자국 발사체 Atlas-5에서 사용해

는 Rscosmos로부터 URSC(United Rocket and

오던 러시아제 RD-180엔진을 대체할 강력한

Space Corporation, 40여개의 연구/생산/운용관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은 국제 우

련 기관 구성됨)이 분리되는 급진적인 개혁이

주정거장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하여 러시아의

이루어졌다.

소유즈 로켓을 이용하였는데, 이 또한 미국 로

Roscosmos와 URSC의 기능과 과제는 완전히

그림 2. 러시아의 우주발사체시스템 개발 및 운영 개획 [1]

34

김철웅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2 (2017) pp. 31~40

차별화되었는데, Roscosmos는 우주분야 국가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관심 기술에
대한 발주처로서, 연례 및 장기 우주프로그램

2.4 경쟁력 제고 및 우주개발 계획

의 수립과 우주분야 발전 개념 개발업무가 주
어졌고 URSC는 로켓-우주기술관련 개발, 생산,

러시아 우주분야의 생산성은 미국에 대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Roscosmos에서

시험, 운용과 정비 업무가 맡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명확한 업무 구분에도 불구하
고 군출신인 Roscomos의 사장과 민간기업 출
신인 URSC 사장은 예산권 등에서 충돌을 일으

는 러시아 우주산업의 비효율적인 환경과 품질관리를
개선하여 발사 성공률을 높이려하고 있다.
Roscosmos는 2016년에 93.0%에 머물고 있는

끝났다.

평균발사성공률은 2020년까지 96%로, 2025년에

사장이

는 99%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Roscosmos 사장이 되어서 도리어 2017년 3월

으며, 국제 우주시장에서 4.8%를 차지하고 있

에 URSC 조직을 와해시키고 Roscosmos에 합병

는 러시아의 몫을 2020년에는 5.5%, 2025년

시켰다. 결국 2014년에 시작된 구조조정은 원

8.3%, 2030년에는 9.5%까지 향상시키고자 노력

점으로 다시 회귀하여 Roscosmos는 러연방 우

하고 있다. [1]

켰고,

결국

Roscosmos

URSC사장의
사장은

승리로

퇴임하고,

URSC

주분야의 프로그램 개발과 우주관련 과학기술

2017년에 발표한 Roscosmos의 우주발사체시스
템 개발 및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18~2025년 동안 중

기관 및 생산업체를 관리하게 되었다.
차이는

간급 차세대 발사체 소유즈-5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Roscosmos의 하부기관 관리수준이 더욱 강화

있다. 소유즈-5의 시스템설계는 2017년 10월 끝나는데,

되고, 재정독립도가 향상되는 수준이었다. [3]

총 개발비로 약 300억 루블(약6천억원)이 투입될 예정

현재 Roscosmos는 국영기업이며, 우주분야에서

이다. 소유즈-5의 개발은 ‘페닉스’개발계획으로도 불

국가 정책의 구현과 우주 기술 대상(발사체, 위

리우는데, ‘페닉스’개발계획은 Zenit로켓을 근간으로

성, 발사시설 등)에 대한 개발, 생산 및 납품의

한다.

결국,

최종적인

구조개편

전후의

발주처이다. Roscosmos는 우주분야의 국제협력

소유즈-5는 바이코눌 발사장에서의 발사프로젝트

과 우주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경제 및 사회에

‘바이테렉’에서도 사용된다. 특히 ‘바이테렉’프로

표 3. 로켓의 품질과 신뢰성 향상 방안 [1]
항목
로켓의 생산 및 운용
에 부여된 요구조건
완수
로켓의 제작과 운용
을 위한 신뢰 기반
기술 도입
현재 품질관리시스템
개선

1.
2.
3.
4.
5.
1.
2.
3.
4.
1.
2.
3.
4.

내용
검사시스템 최신화와 효율지수에 대한 개인 책임 강화
슈퍼컴퓨터기술 기반 시험설비 발전
로켓 품질에 영향을 주는 선진 생산설비 구축
정부 관할부처와 함께 수입 대체를 고려한 적절 품질의 전자제품 공급 보장
로켓의 품질과 신뢰도를 보장하는 수준의 작업자 동기 부여
컴퓨터이용 로켓의 설계 및 시험 기술
무결함 생산기술과 품질 검사기술
운용 시 로켓의 상태검사기술
조직 경영 효율/효과 및 제품 품질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기술
품질 민 신뢰성 관리에 대한 기존 요구조건 및 기술문건의 최신화
로켓의 상태와 신뢰성에 대한 정보 시스템 발전 및 전자정보&프로그램 은행 구축
공급업체 표준요구사항과 관리시스템 개발 및 업체 제품의 품질관리
과학기술연구소의 과학기술지원 개선. 프로젝트 관리기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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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에서는 소유즈-5 대신에 ‘순카르(Cynkar)’로 불

계를 증진하며, 작업효율을 높일 방안을 강구

릴 예정이다.

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로켓엔진통합업체

순카르 로켓의 1단에는 RD-171MV, 2단에는 우크라

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나에서 제작하는 RD-120대신 소유즈-2.1B의 3단에
이용되는 RD-0124M 엔진이 장착될 예정이다. [5].\ 소
유즈-5는 저궤도에 17톤의 하중을 올릴 수 있는 중간
급 로켓인데, 앙가라로켓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으로
이용되고, 초대형로켓의 기본모듈로도 사용될 예정이
다.

3. 러시아 로켓엔진업체 개발동향
그림 3.러시아 로켓엔진업체의 통합

3.1 러시아 로켓엔진업체 현황
러시아의 로켓엔진 개발 및 생산업체는 주요
전문분야를 갖고 있다. 로켓엔진업체에 있어서

3.2 로켓엔진업체 조직개편
러시아의 로켓엔진통합업체는 모스크바 근교

Energomash와 Proton-PM은 1단용 대형엔진,

Khimky에

KBKhA와 Voronezh Mechanical Plant는 2단용

(managing

엔진,

Voronezh에

그리고

Isayev

Chemical

Engineering

위치한

Energomash를

company)로
위치한

JSC

하고,

지배회사
자회사로는

“Khimautomatika

Design Bureau (KBKhM)는 우주선에 사용되는

Design

소형 엔진, EDB Fakel은 우주선용 차세대 엔진

Mechanical Plant, Kaliningrad에 위치한 FSUE

을 개발해왔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Experimental DB “Fakel”, Nizhnaya Salda에

신형엔진 개발에 입찰 방식이 도입되면서 개발

위치한 FSUE “R&D Institute of Mechanical

업체들간에 경쟁이 심화되었다.

Engineering(Niimash), 모스크바 근교 Korolyov

Bureau(KBKhA)”와

Voronezh

더불어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적신호가 켜진

시에 위치한 A.M Isayev Chemical Engineering

상태이다. Energomash의 경우 1996년 Altas 로

Design Bureau(KBKhM) 그리고 Perm시에 위치

켓을 위한 엔진 제작업체로 선정되면서 2017년

한 PJSC “Proton-Perm Motors”(Proton PM)등

10월 18에 100번째 납품용 RD-180 엔진에 대

을 자회사로 한다.

한 지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10월 15일에는 RD-180엔진을 장착한 Atlas 로
켓의 80회 연속 무사고 발사가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은 러시아산
엔진에 대한 수입금지를 추진하고 있고, 계약
상에 2018년까지 RD-180엔진을 납품하기로 되
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Aerojet Rocketdyne사
는 2019년까지 러시아산 엔진을 대체할 AR1의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6] 이러
한 여건은 러시아 우주개발계획 책임자에게 엔
진업체간의 중복기능을 없애고, 업체간 협력관

그림 4.러시아 로켓엔진통합업체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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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엔진 통합구조(Companies of Integrated
Structure)에는 러시아의 우주발사체와 우주선
에 사용되는 로켓엔진의 91%를 담당하고 있으
며, 전체 인원이 22,300명에 이른다.

그림 6.Energomash사의 주요 엔진

Energomash사에서 개발/제작한 액체로켓엔
진은 추력 제어가 가능하여, 현재 아래와 같이
대략 70톤부터 800톤까지 추력 운용 밴드를 가
진다 (1000톤급 RD175는 개발 중임). 이러한
엔진의 운용특성은 다양한 유효하중에 대응하
는 발사체의 추력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
다.

그림 5.러시아 로켓엔진 통합업체의 구성

3.3 로켓엔진업체의 개발 동향

그림 7.러시아 Energomash사 로켓엔진의
추력(tonf) 범위

Energomash사는

근래에는

폭굉연소

(detonation combustion)현상을 이용한 신개념

3.3.1 Energomash
Energomash사는1929년 설립 이래 60종 이
넘는 엔진을 개발하여 12,000기 이상의 엔진을
생산했다.

엔진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원리를 이
용한 케로신 엔진은 수소엔진과 유사한 비추력
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nergomash사가 생산한 엔진으로

2,400회가 넘는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지금도 Soyuz, Proton, Angara 로켓은 물론 미
국의 Atlas V와 Antares 로켓에 엔진을 공급하
고 있다.

그림 8.데토네이션 엔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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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AVIO사가 개발한 인젝터 헤드와 연료펌
Energomash사는 연소기의 안정적인 재시동
을 위한 레이저 점화장치를 개발하였다. 레이
저 점화장치는 크기가 작고 가벼우며, 신뢰적
이고, 재시동이 가능하며 작동을 위한 추가의
장치가

요구되지

RD-107/108엔진의

않는다.

레이저점화장치는

연소시험에

사용되었고,

RD-191의 시험에서 적정성이 입증되면 모든
엔진들에 적용할 계획이다. [5]

프를 적용하였고, 첫 연소시험은 KBKhA 시험
장에서 2008년 수행되었다.
표 3. LM-10 MIRA 엔진의 성능
LM-10MIRA (RD-0146M)
Thrust, tf
10
Isp, sec
340 ~ 360
Cycle
Expander cycle
Chamber , EA
1
Op. time, sec
600
Dry mass, kg
235

그림 9.레이저 점화기 [7]

3.3.2 KBKhA
KBKhA는 우주발사체의 주로 상단용 액체로
켓엔진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업체로서

Proton로켓, Soyuz로켓 및 Angara로켓의 상단

그림 11. LM-10 MIRA (좌)와 원형엔진
RD-0146 (우)

을 개발하였다.
KbKhA는 2016년 11월 Roscosmos로부터 차
세대 재사용 로켓을 위한 메탄엔진 개발 계약
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2016년~2018년까
지 85톤급 엔진 시제를 제작하고, 40톤급 시험
용 엔진과 7.5톤의 데모 엔진(demonstration
engine)의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계약은
러시아 로켓엔진 통합조직 구성 이후 KBKhA사
그림 10.KBKhA사의 주요 엔진

의 첫 계약이다. [8]
이와 더불어 KBKhA는 Angara-A5B의 수송능

KBKhA사는 2002부터 이탈리아의 Avio사와

력 증대를 위한 수소엔진 RD-0150의 개발과

협력하여 Vega 로켓 상단에 사용할 10톤급 메

Zenit로켓을 대체할 순카르 로켓의 2단 엔진

탄 엔진 LM-10MIRA(RD-0146M)을 개발하였다.

개발을 시작했다. 이 엔진은 케로신 엔진 중에

사이클(Expander

서 비추력이 가장 높은 14D23엔진을 이용해서

cycle)을 갖는 수소엔진 RD-0146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신형 엔진은 구조가 더욱 간

LM-10MIRA는

팽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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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제작비용이 낮아서 시장경쟁력을 가질

RD-109의 생산에 참여하였다. 전성기였던 1990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 10]

년대에는 VMP에서 2만3천명이 매년 250여기의
엔진을 생산했었다. [11]

3.3.3 Proton-Perm Motors

현재에는

5천여명이

RD-0110,

RD-0210,

RD-0211, RD-0212, 11D58M 엔진들을 생산하
우랄산맥 근처에 위치한 Perm 시에 액체로
켓엔진

생산을

위해

1958년에

고 있고, 수소엔진인 RD-0146D의 주요 구성품

설립된

생산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VMP는 액체로

Proton-PM는 Proton로켓의 1단 엔진인 RD-253

켓엔진의 생산설비와 함께 시험설비 및 과학연

계열의 엔진(Proton-P로켓의 경우 RD-275)을

구를 위한 연구실들을 갖고 있다. [12]

생산하고 있으며, RD-191엔진의 주요부품도 제
작하고 있다. 현재는 RD-191엔진의 조립을 준
비 중에 있다.

그림 12.Proton-PM사의 생산 엔진

Proton-Perm는 14개 공장에 4천3백여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림 14. VMP의 대량생산 엔진

3.3.5 Isayev Chemical Engineering 설
계국
Isayev Chemical Engineering Design Bureau
(KBKhM)는 1959년 액체로켓엔진을 연구하고
시작했고, 세계 최초로 다단연소엔진을 개발한
그림 13. RD-275 제작 공장

곳으로도 유명하다. 현재에는 로켓과 우주선에
장착되는 다양한 상온 및 극저온 추진제를 사

3.3.4 Voronezh Mechanical Plant

용하는 0.5kgf~50tonf급 액체로켓엔진을 설계,
시험, 생산하고 있다.

1928년 설립된 Voronezh Mechanical Plant(약
어로 VMP)는 1957년부터 액체로켓엔진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 1961년 유리 가가린의 첫 우
주비행을

성사시킨

Vostok로켓의

3단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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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Design Dureau(EDB) Fakel은
1955년 설립되었으며, 우주용 플라즈마 추진로
켓엔진(stationary plasma thruster)과 열촉매엔
진(thermocatalytic engine)에 특화되어 있다. 플
라즈마 엔진의 경우 80년대 초에 헤라클레스
프로그램으로 25kW급 플라즈마 엔진을 개발하
여, SPT-50, SPT-60, SPT-70의 대량생산에 들
어갔고, 현재에는 15kW급 SPT-230을 개발 중
에 있다. 열촉매 엔진의 경우 K-10을 1982년부
터 운용하였으며,

현재 K50-10.1, R50-10.5,

TK500M과 K50-10.6을 양산 중이다. [14]

그림 15. KBKhM의 제작 엔진

3.3.6

R&D

institute

of

Mechanical

표 3. EDB Fakel의 주요 생산품
양산품
model

플라즈마 엔진
СПД-140Д

열촉매 엔진
TK500M

Engineering (Niimash)
Niimash(기계제작 과학연구소)는 우주선의 비
행제어용으로 사용되는 저추력 마이크로 로켓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1958년 설립되었으

Power

4500

며, 우랄 산맥 중부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북

(W)
thrust

290 mN

쪽으로

Isp (s)

1770

durability

4500 h

(반복점화) &

mass (kg)
size (mm)

8.5
305x249x109

기타

효율 : 55%

10년
0.44
110x129x67
추진제 :

약

120km에

위치해있는

Nizhnyaya

Salda시에 위치해 있다. Niimash의 주요 생산품
은 아래 표와 같다. [13]

표 3. Niimash의 주요 생산품
우 주 선

마 이 크

용 엔진

로엔진

추 진 제

솔 레 노

및 공압

이드 밸

탱크

브

시 험 용

1-7 N
214~220 (연속)
> 170 (임펄스)
4~5만회

하이드로진

엔진

4.맺음말
러시아는 우주산업에서 품질저하와 비효율을 제
거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조직개편을 단행

3.3.7
Fakel

Experimental

Design

Bureau

하였고, 이로써 로켓엔진개발 및 제작 분야에서
Energomash,

Proton-PM,

KBKhA,

Voronezh

Mechanical Plant, KBKhM, Niimash 및 EDB
Fakel을 아우르는 22,300명의 직원을 갖는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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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합조직이 탄생하였다. 로켓엔진의 통합조
직은 Energomash사의 지휘아래 엔진업체간의
중복기능을 배제함과 동시에 협력관계를 증진
하여 러시아의 액체로켓엔진에 대한 개발 및
생산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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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in Government Space Program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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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16, world government space budget amounted to $62.2 billion. The number of countries
investing in space activities increased to 70 countries in 2016, from 47 in 2006. United States was
the by far the biggest spender in space, accounting for 58%, followed by China, who have
overtaken Russia for the first time. Five additional countries - Russia, Japan, France, Germany,
India – and EU invested over $1 billion each, and 22 more countries invested more than $100
million on government space programs in 2016. With the record high $671 million invested, South
Korea ranked 12th on the government space expenditure.

초 록
2016년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 규모는 총 622억 불을 기록하였다. 우주 분야에 투자하는
국가는 2006년 47개국에서 2016년 70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미국은 전체 58%(360억 불)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자하여 우주 분야 투자 순위 1위의 자리를 지켰으며, 49억불을 투자한 중국
은 러시아를 제치고 처음으로 2위의 자리에 올랐다. 이어서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일본의
5개국과 유럽연합(EU)이 우주분야에 각각 10억불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그 밖에 22개국이 1억불
씩 이상을 투자하였다. 2016년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규모인 6.7억 불을 투자하여, 우주개발 예
산 투자 순위 12위에 올랐다.
Key Words

:

Government Space Program(정부우주개발), Space Budget(우주예산), Human
Spaceflight(유인우주), Earth Observation(지구관측), Launch Vehicle(우주발사
체),

Space

Science

and

Explroation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Satellite

Communication (위성통신), Satellite Navigation(위성항법), Space Security(우주
안보), US(미국), China(중국), European Space Agency(유럽우주청), Russia(러
시아), Japan(일본), France(프랑스), Germany(독일), European Union(유럽연합),
India(인도),

Italy(이태리),

United

Kingdom(영국),

South

Korea(대한민국),

Canada(캐나다), UAE(아랍에밀레이트), Spain(스페인)
* 이준, 정서영, 임창호, 임종빈, 박정호, 김은정, 신상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 정책협력부 우주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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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표 2. 세계 우주개발 예산 투자 추이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2016년 총 622
억불로, 2012년 711억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연
속 감소세를 이어나갔다. 이는 주로 미국 국방
부문 의 우주사업 주기에 따른 예산 감소, 경기

연평균 세계 정부 투자 금액
연평균 성장률
세계 GDP 대비 비중
민수 : 국방
투자 국가 수

1997-2006
411억 불
5%
1.05%
54:46
51

2007-2016
658억 불
1%
0.94%
57:43
70

후퇴로 인한 러시아 우주 예산 급감, 달러 강세

2016년 분야별 우주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로 인한 다른 통화의 가치 하락 등에 의한 것

유인우주 분야가 114억 불로 가장 큰 비중을

으로 분석되며, 2017년 이후에는 미국 국방 우

차지하였다. 다만, 이 분야는 대규모 예산이 소

주사업의 재개, 러시아의 경기 회복, 중국, 인도

요되는 분야로 전 세계 6개국 및 유럽우주청

등 신흥국의 우주개발 예산 증가 등으로 다시

(ESA)의 일부 회원국만이 투자하였으며, 특히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8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대로 지구

우주분야 투자국은 2006년 47개국에서 2016

관측 분야에는 58개국이 총 109억 불을 투자하

년 70개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였다. 특히 이 분야는 신규 참여국의 증가로 지

예산을 투자한 미국은 전체 예산의 58%에 해당

난 10년간 연평균 5%씩 꾸준히 성정하였다. 발

하는 359억 불을 투자하였다. 한편 중국은 49억

사체 분야에는 유인우주 분야보다는 많은 30개

불을 투자해 처음으로 러시아를 재치고 세계 2

국이 총 60억 불이 투자하였는데, 특히 최근 들

위 우주 투자국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어 중국, 인도, 한국의 예산이 눈에 띄게 증가

러시아(31억 불), 일본(30억 불), 프랑스(27억

하였다.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에는 총 35

불), 독일(19억 불), EU(19억 불), 인도(11억

개국이 59억 불을 투자하였으며, 이 중 90%는

불)10억 불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 밖에 한국을

상위 5개국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통

포함한 22개국이 1억 불 이상을 투자하였다.

신 분야는 민간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
정부위성의 조달 및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각

표 1. 주요국의 우주개발 예산 (2016년)
2016년 예산
지난 10년
(백만 불)
연평균 증가율

국 정부의 투자액도 총 32억 불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국방 부문에 투자되었다. 위성

순위

국가명

1

미국

35,957

-1%

2

중국

4,909

15%

개발되고 있으며 총 32억 불이 투자되었다. 우

3

유럽우주청(ESA)

4,205

3%

주안보 분야는 아직까지 소수의 국가만이 투자

4

러시아

3,182

4%

하고 있으며 전체 12억 중 미국이 74%의 비중

5

일본

3,018

3%

6

프랑스*

2,792

0%

7

독일*

1,984

5%

8

유럽연합(EU)

1,929

19%

항법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6개의 시스템이

을 차지하였다.
표 3. 분야별 우주 예산 및 투자 국가 수 (2016)

9

인도

1,902

5%

분야

2016년 예산

투자 국가 수

10

이태리*

945

3%

유인우주

114억불

19

11

영국*

743

4%

지구관측

109억불

58

12

대한민국

671

12%

발사체

60억불

30

13

캐나다*

434

5%

과학/탐사

59억불

36

14

UAE

376

58%

위성통신

53억불

51

15

스페인*

293

1%

위성항법

32억불

26

우주안보

12억불

15

* ESA 분담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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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동향

43

우주정거장을 운영을 계획이다. 러시아는 국제
우주정거강의 운영이 완료되고 나면, 러시아 기
여 부분을 떼어 내 별도의 우주정거장을 운영

2.1 유인우주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다만 최근 우주
예산이 깎이면서 유인 분야도 어려움을 겪고

현재 유인우주 분야에는 ESA 회원국들을 포
함하여 총 18개국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이들 국가들의 유인우주 분야 투
자 총액은 114억 불을 기록하였다. 유인우주 분
야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
로 전체 유인우주 예산의 80%를 투자하였다.
이는 NASA 예산의 절반에 해당 한다. 두 번째
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
로, 전 세계 유인우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2005년 2%에서 2016년 11%로 성장하였다.
이어 유럽, 러시아, 일본 등이 4억 불 이하를
투자하였고, 캐나다, UAE, 인도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기는 하나 유인 분야에 투자하였다.
유인우주 분야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
업은 국제우주정거장(ISS) 사업으로,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유럽이 1,500억 불
이상을 이 사업에 투자하였다. 국제우주정거장
은 최근 건설을 마치고 운영 단계에 진입하면
서 예산 투자 규모가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국
제우주정거장의 운영이 약속되어 있는 2024년
까지는 예산 투입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우주
정거장은 2024년 이후의 활용 방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미국은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2028년까지 수명을 늘리는 한편, 일부 모
듈의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상업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또한 최근 ISS 후속 유인분야 국제협
력 사업 구상에 착수하여, 2020년대에 달과 지
구 사이의 공간(cislunar)에 달 궤도를 주회하는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Deep Space Gateway로 불리는 이 구상은 다른
나라 정부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을 파트너로 참
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와 중국은 별도의 독자

있어 현재로써는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
다. 실제 러시아는 최근 국제우주정거장에 상주
하는 러시아 우주비행사의 수를 3명에서 2명으
로 줄이고 무인 보급선의 연간 발사 횟수도 연
4회에서 3회로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반대로 유인우주 분야의 신흥 강국으
로 부상한 중국은 독자 유인 우주정거장 건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과 2016년에 실험용 우주정거장 모듈인
텐궁 1호 및 2호를 발사한데 이어, 2017년에는
텐저우 1호가 탠궁 2호에 도킹하여 연료 주입
기술을 시연하는데 성공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2019년데 20톤 중량의 우주정거장 실험 모듈
텐허 1호를 발사 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우
주정거장을 이용한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최근 유인우주 활
동의 다음 목적지로 다시 한 번 달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정권의 출범으로 기
존에 추진 중이던 소행성 유인 탐사 사업을 백
지화하고 유인 달 탐사를 재개하기로 선언하였
다. 유럽도 “Moon Village”구상을 통해 유인
달 탐사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 또한 2030년대
에 유인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러시아도 2030년대 달 유인 탐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 SpaceX는 달 주변을 비행하고 돌
아오는 우주관광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
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유인우주 발사 역량을 가진 미국,
러시아, 중국은 차세대 유인우주 발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CCDev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의 유인우
주 비행 능력 개발을 지원 중으로 이르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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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말 부터 국제우주정거장까지의 유인 수송을

한다. 향후 10년간 지구관측 예산은 2019년에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며, NASA로 하여금 2019

최고치(125억 불)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년 첫 시험발사를 목표로 심우주 유인 탐사용

투자 사이클로 인해 약간 감소하여 앞으로 10

대형발사체 SLS와 유인선 Orion을

개발토록

년간(2017-2026년) 연평균 투자액은 113억 불로

하고 있다. 중국 또한 2016년 첫 발사에 성공한

증가 속도가 완화될 전망이다(2007-2016년 연평

장정-7호를 유인급으로 개량하고 차세대 유인

균 예산액은 92억 불이였음).

선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러시아도

지난 10년간(2007-2016) 발사된 위성은 238

유인급의 앙가라 발사체를 신규 발사장인 보스

기이며 2016년 한 해 동안 32기가 발사되었다.

토츠니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아시아가 발사 대수 기준으로는 최대치를 보였

있다.

는데 중국이 68기를 발사하였기 때문이다(동 기
간 북미와 유럽은 각각 30여기 발사). 중국 발
표 4. 유인우주 분야 투자 변화 추이

사 수가 큰 이유는 북미/유럽에 비해 위성의 임
무수명이 짧기 때문으로서, 점차 자국 역량이

1997-2006

2007-2016

연평균 세계 정부
투자 금액
연평균 성장률

95억불

109억불

3%

0%

민수 : 국방

98% : 2%

95% : 7%

가(카자흐스탄, 페루 등)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

투자 국가 수

16

19

구관측 분야가 다른 우주분야에 비해 국가 우

높아짐에 따라 중국 위성발사 수는 줄어들 전
망이다.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하는 신생 우주국

주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초기 비용

2.2 지구관측

이 적은 반면 자국 우주개발 역량 향상의 가시
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2016년 세계적으로 지구관측(기상 포함) 분야
에 투자된 정부우주예산은 109억 불로서 유인우
주비행 분야에 이어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58
개국이 지구관측 부문에 투자하였으며, 다른 분
야에 비해 투자 국가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투자국 가운데 최첨단 관측위성에 주력하
고 있는 우주 선진국의 투자 비중이 높지만, 신
흥 우주진입국도 예산 증가의 주요 견인 국이며
특히 중동/아프리카 지역 예산은 지난 10년간
0.7억 불에서 4.85억 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총 투자액 109억 가운데 미국은 40%(44억
불)2), 아시아는 25%(27억 불), 유럽은 24%(27억
불)의 비중을 차지한다. 아시아는 인도, 일본,
중국이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유럽은 EU
의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 민수와 국방 부문 비중을 비교
해보면 민수가 80%(91억 불)의 큰 비중을 차지
2) 미국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에서 지출하는 예산 등 비공
개(classified) 예산은 미포함

민수 부문 정부예산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7%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군수 부문은 동기간
동안 1%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환경/기후 모
니터링은 많은 국가들에서 시급한 정책 분야로
서 NASA, ESA, CNES, JAXA의 지구관측 임무
개발에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기
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국제협력 방식을 채
택하거나 정책과 특히 관련성이 높은 임무에
초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다. 인도, 중국, 러시
아, 한국은 데이터의 독자 확보 및 다양한 수요
에 부응하기 위해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수 부문은 글로벌 안보 문제가 지속으
로 발생하면서 지구관측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나, 고해상도 및 고도의 위치정확성을
갖춘 감시정찰 위성의 개발 비용이 매우 높아
정찰 위성 개발 국가들은 민군겸용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산업체의 우주활동과 투자 증가를 지칭
하는 ‘New Space’의 한 축인 소형위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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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sat constellation) 산업이 주목 받고 있다.

기존 발사체의 성능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

미국을 주축으로 산업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기 위해 개발 중인 새로운 발사체 들이다. 유

대응하여 미 정부는 2016년 ‘Harnessing the

럽의

Small Satellite Revolution’라는 소형위성 산업

Launchers를 중심으로 발사체 산업이 재편되고

촉진 및 활용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지리

있으며, 새로운 발사체인 Ariane-6를 개발 중에

정보국(NGA)은 Planet사와 15일 주기로 전지구

있다.

경우

발사체

기업

Airbus

Safran

관측 영상을 수신하는 2천만 불 계약을 맺었으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경제적 효용성 논쟁이

며, NOAA는 2016년에 GeoOptics사 및 Spire사

여전히 남아있으나 Space X이 실질적으로 재

와 radio-occultation 데이터 구매계약을 체결하

사용 발사체를 사용하여 발사 비용을 낮추고

여 상업 기상 데이터의 활용성을 검증하는 파

있어, 주요 선진국들의 우주기관(ESA, ISRO,

일럿 프로그램(Commercial Weather Data Pilot

CASC,

program)을 시작하였다.

Engine, Blue Origin, ULA와 같은 민간 기업에

JAXA,

Roscosmos)은

물론

Reaction

서도 부분 또는 전체의 재사용 발사체 시스템
표 5. 지구관측 분야 투자 변화 추이
1997-2006

2007-2016

연구 개발에 대해 투자 중이다.
발사체 분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국의 발
사체 기술력을 강화하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연평균 세계 정부
투자 금액
연평균 성장률

48억불

92억불

11%

5%

민수 : 국방

74% : 26%

78% : 22%

(ex Atlas V의 RD-180엔진 사용)해 온 러시아

투자 국가 수

43

58

엔진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것이다. 미국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그간 활용

를 중심으로 엔진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
으며

2.3 발사체

Aerojet의

AR1,

Blue

Origin의

BE-4,

Space X의 Raptor 엔진 개발이 이를 보여준다.
각국 정부는 발사체 개발을 정치적 힘의 상

인도는 기존 러시아의 상단을 활용하던 GSLV

징, 산업경쟁력 관점, 과학기술의 성숙도 측면

발사체에

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많은 투자를 통

GSLV-MkIII를 개발 중에 있으며, 러시아는 카

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 및 성능 향상을 추진

자흐스탄 발사장 활용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하고 있다. 또한, 향후 위성 발사 수요의 증가

발사장인 보스토치니 발사장을 구축·운영 중

및 소형위성 발사 시장의 성장 등의 트랜드를

에 있다.

자체

개발한

상단을

적용한

반영하고 상용 발사시장에서의 발사율과 비용,

민간 발사서비스 기업들도 운용시스템을 보

발사할 수 있는 슬롯의 병목현상 등의 개선을

다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수행 중이며, 이를 통

목적으로 자체 발사체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

해 운용상의 문제, 발사지연, 초과비용, 발사가

구를 추진하는 국가/기관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능 시기 등 여러 풀어야 할 난제들을 극복하려

이와 함께 발사체 개발의 주요 이슈중의 하

고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성의 증가, 전기추진

나는 바로 발사비용의 저감으로 각국의 우주개

방식이나 flat-panel 안테나 기술이 정지궤도

발 당국들은 발사체의 발사비용을 낮추기 위해

위성의 크기와 중량에 영향을 주어 발사체의

재사용 엔진 개발하거나 차세대 발사체 및 엔

페어링 부분을 개량해야 하는 등의 변화와 발

진을 개발하여 우주수송시스템의 비용 절감을

사서비스 목표시장을 바꾸거나 소형위성 발사

위한

시장과 같은 세분시장(market segments)에 관

기술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Angara, 중국의 LM-5, LM-7, 일본의 H-III 등이

심을 갖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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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발사체 개발 투자를 보면, 2016년 발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주탐사

체 개발에 약 60억 불이 투자되어 10년 전인

와 우주과학의 투자는 대부분은 우주 선진국이

2007년 38억 불에 비하여 1.6배의 증가가 있었

라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일본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3년 81억 불과 비교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비중

하면 감소한 금액이나, 러시아의 발사체 시리

이 92%에 달하고 있다. 이중 미국이 전체 62%

즈를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예산 감소에 따른

로 가장 많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의 활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

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미국 민간기업

함하여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발사체

의 우주자원 소유권을 인정한 상업우주발사경

개발 예산이 증가한데 힘입어 발사체 개발에

쟁력법이 국회를 통과 (2015.11)함에 따라 민간

대한 전반적인 투자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우주탐사와 자원탐사의 길이 열려 향후 관련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NASA의 우주자

표 6. 발사체 분야 투자 변화 추이

원

1997-2006

2007-2016

연평균 세계 정부
투자 금액

22억불

59억불

연평균 성장률

20.1%

5.7%

민수 : 국방

50% : 50%

59% : 41%

투자 국가 수

22

30

활용(ISRU)을

위한

소행성궤도변경임무

(ARM) 프로그램이 이와 관련이 있다. 또한 민
간 우주자원 탐사기업인 Moon Express는 달 자
원을 개척하고자

2017년 소형 달 탐사선 발사

를 위한 미국 정부의 발사허가를 취득(2016.8)
하기도 하였다.

우주탐사, 우주과학에 대한 전

세계 예산투자는 점차 증가되어 오는 2026년까
지 약 82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주탐사, 우주과학에 대한 대부분의 투자는 주

2.4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로 달 탐사와 화성탐사에 투자될 것으로 보이
천체물리, 천문, 행성과학, 태양연구, 우주생
명체 및 물리, 행성탐사를 연구하는 우주과학
과 우주탐사 부분은 높은 기술력과 많은 투자
를 요하므로 일부 우주 선진 국가들만이 국제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우주

탐사는 Orion(유인캡슐)과 SLS(대형발사체)를 이

며 미국과 중국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협력과 예산지원이 이뤄
질 것으로 예견된다. 2025년까지 계획된 우주과
학, 우주탐사 위성과 우주비행체는 45기로 공식
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위성과 우주비행체를 합
하면 총 84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한 화성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는
찬드라얀 2호를, 일본은 가구야 2호를 계획하는

표 7.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 투자 변화 추이

등 달 탐사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우주과학, 우주탐사에 투자된 금
액을 보면, 약 59억 불이 투자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10년 전 49억 불에 비해 약간 증가
한 금액으로 이는 우주과학과 우주탐사 프로그

1997-2006

2007-2016

연평균 세계 정부
투자 금액

36억불

55억불

연평균 성장률

9%

1%

투자 국가 수

27

36

램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투자되는 성향을 갖는다.

2.5 위성통신

즉 우주과학, 우주탐사 예산은 통신위성이나 지
구관측위성과 같이 발사와 운영/유지 개념의 조

위성통신 분야의 전 세계 정부 투자는 2016

달사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개발이

년에 53억 불로 추정되었다. 이는 201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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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감소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미국 군 프로그

의 목적은 국내 요구에 맞는 위성통신시스템을

램의 조달주기 때문이다. 한편 전체 투자에서

확보하거나 국내 역량 개발, 획득 및 검증을 위

민간 펀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23%에서

한 R&D,

2016년 43%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

다양하다. 몇몇 정부는 위성통신 분야가 성숙해

한 민간 투자의 증가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

짐에 따라 투자를 축소하고 있으며, 이제는 기

적 등으로 위성통신에 투자하는 국가의 수가

업이 독립적으로 혁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2006년 29개국에서 2016년 53개로 지속적으로

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ESA 및 유럽 국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6년 총 세

들은 위성 제품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계 위성통신 분야 투자의 29%인 약 15억 불을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 하에 민간 연구개발 프

투자하였다. 미국의 투자는 주로 국방 프로그램

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 시연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 등

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 일본, 호주, 중국,

국방부문 위성통신분야 현황을 살펴보면 지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10억 불을 투자하였

난 10년간 투자가 연평균 3% 감소하여 2016년

다. 유럽은 주로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의 투자

약 30억 불이였다. 이러한 감소는 기본적으로

로 2016 년에 총 8억 9,800만 불을 투자하였다.

지난 10 년 동안 전 세계 국방 위성통신분야

러시아는 2016년 경기 침체와 환율 하락으로

투자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의

예산이 감소하여 6억 3,900만 불을 투자하였다.

예산 감소에 기인 한 것이다. 향후 2026년까지

중동/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투자액

국방부문 투자는 평균 32억 불 선에서 안정될

은 2016년에 각각 6억 600만 불, 3억 800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된 예산과 정부 지출 삭

이였으며, 총 투자금액은 낮았지만 가장 높은

감으로 미국 정부는 군위성통신 프로그램을 위

증가율을 나타냈다. 향후 10년 동안 위성통신

한 맞춤형 자금조달 및 구현 모델을 개발하였

분야 투자는 2026년까지 연간 57억 불 선으로

다. 미국 WGS (Wideband Global Satcom) 프로

안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램은 동맹국 간 위성공유를 통해 구현한 이

통신위성 발사 현황을 살펴보면 27개국 정부

러한 모델의 한 예이다. 호주는 WGS-6를 약 7

에서 민간 및 방위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6

억 불에 구입했으며, 캐나다, 덴마크, 룩셈부르

년까지 총 165기의 통신위성을 발사하였다.

크, 네덜란드 및 뉴질랜드는 WGS-9를 6억

2015년에 25기 발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2,000만 불에 구매하기로 제휴하였다.

2016년에는 급격한 감소를 보여 사상 최저 인

위성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우선

10기의 위성이 발사되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위성통신분야의 기술이전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2021년까지 125기의 통신위성이 발사될 예정이

다. 지구관측위성과 달리, 위성통신 프로그램의

어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중

기술이전은 기본적으로 지상 운영 및 제어센터

국의 위성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향후 위

의 노하우 이전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후발 국

성통신 분야의 성장은 중국이 주도할 것으로

가들은 일반적으로 주계약자와의 파트너십을

전망되고 있다.

통해 통신위성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민간부문 위성통신분야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으로 신흥 위성통신 프로그램 수요 증가가

지난 10년간 투자는 연평균 6.5%씩 증가하여

발사 위성 수에 반영 될 뿐만 아니라 상업용

2015년에 27억 불을 기록하였다가 2016년에는

통신 용량 조달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6% 감소한 23억 불을 기록하였다. 향후 2026

신흥 시장은 전 세계 시장에서 상업용 트랜스

년까지 연간 23억 불 선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폰더 임대 증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예측된다. 민간부문 위성통신에 투자하는 정부

마지막으로 지난 10년 동안 독점적인 군위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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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스템에서 정부-정부 간 협력의 사례가 증

으로 개발, 발사, 운용의 단계에 따라 서로 유

가하였다. 국제 협력은 정보 우위, 상황 인식

사한 투자주기를 따른다. 향후 미국의 GPS-3

및 궁극적으로 동맹국 간의 의사결정 향상을

추진, 러시아의 예산 회복 등으로 전 세계 위성

목표로 한다. 파트너십의 주요 사례로는 프랑스

항법 투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 약

와 이탈리아(시러큐스, 시크랄, 아테나-피 두스

37억 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정

시스템), WGS(미국, 캐나다, 덴마크, 룩셈부르

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0기의 항법

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및 호주), AEHF(미국,

위성을 발사했으며 러시아 42기, 중국 24기, EU

캐나다, 영국 및 네덜란드)를 들 수 있다. 나토

19기, 미국 17기를 발사했다. 2016년에는 15기

협약, 베네룩스 지역 협력 또는 EU 수준의 구

의 항법위성(EU 6기, 미국 1기, 러시아 2기, 인

상인 GOVSATCOM과 같은 협력도 이루어지고

도 및 중국 각각 3기)을 발사하였다. 향후 미국

있다.

은

2018~2026년

사이에

차세대

항법위성군

GPS-3를 발사할 계획이다.
표 8. 위성통신 분야 투자 변화 추이

위성항법시스템에 투자하는 정부들에 따르면
기존 항법위성군을 구성하는 위성들의 교체, 업

1997-2006

2007-2016

연평균 세계 정부
투자 금액

32억 불

69억 불

연평균 성장률

10%

0%

으로 필요하다. 이중 2017년 4월 현재 75기가

민수 : 국방

27% : 73%

28% : 62%

정부의 승인 또는 계약이 완료되었다. EU의 갈

투자 국가 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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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드, 서비스 적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약 146기의 항법위성이 추가적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에서 완전운용능

2.6 위성항법

력(Full Operational Capacity)으로 전환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세대 갈릴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으로 20여 기의 위성이 필요하며 최소 40억 불
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재까지도 이 분야의 투자는 주로 6개국(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인도, 일본)에 집중되어 있
다. 2016년 위성항법 분야 전 세계 투자는 총
32억 불이였으며, 이는 2014년 최고치인 22억
불에 비해 34% 감소한 것이다. 유럽은 갈릴레
오 개발 및 배치를 위해 극적으로 투자액을 증
가시킴으로써 2016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였
다. 미국은 GPS-2의 업그레이드 완료를 위해
2016년에 10억 불 미만의 투자를 하여 두 번째
로 많은 투자를 하였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는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와 한국 등이
위성항법 관련 프로그램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예산 삭감과 환율 하락으로 러시아
의 투자는 크게 감소하였다. 항법위성은 일반적

레오 (G2G) 위성을 발사 할 계획이다. 미국은
최근 Block 2F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으며,
GPS-3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의 일환으로 2018년
부터 추가로 24기의 위성을 발사 할 예정이다.
이중 10기가 이미 승인되었다. 러시아는 2018년
에 2세대 GLONASS-M 위성 시리즈의 마지막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이며, 같은 해에 3세대
GLONASS-K 위성 시리즈도 발사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GLONASS-KM 위성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위성항법서비스를 지역에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베이두 위성군을 35
기까지 발사할 계획이다. 2015년 일본의 새로운
우주개발 계획에 따르면 지역위성항법시스템
QZSS를 7기의 위성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인도
는 자국의 위성항법시스템 NavIC를 11기의 위
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운용 중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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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법시스템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대한 의존도가 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불안전
한 위험과 영속성의 결여에 노출되었다. 선진
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기업, 연구 기관, 대학

표 9. 주요 위성항법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GPS

Galileo

GLONASS

Beidou

국가

미국

EU

러시아

중국

범위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지역
(글로벌/
2020년)

위성/총위
성

31/30

18/30

24/27

21/35

총비용
(십억달러)

18.2*

11.7

8.7

4.3

정
확
도

일반

≤7.8m

≤2m

≤4.15~
9.57m

≤10m

정밀

≤5.9m

≤10cm

비공개

-

보잉 등

OHB

ISS
Reshetnev

CAST

제작

이 인공위성을 보유·운영하게 되었다. 위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이나 기
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더욱
우주안보는

복잡한

개념으로

우주감시추적

(SST), 우주폐기물저감, 조기경보, 전자정보수집
(ELINT), 우주상황인식(SSA), 근지구궤도 모니
터링, 우주기상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우주안보에 지출된 금액은 총 12억
불로 추산된다. 미국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년 이후 유
럽, 아시아, 러시아의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
망된다. 2016년 미국의 비중(74%)은 2026년에는

*1990년 이후 총 투자비용

58%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예
한편, 위성항법보강시스템(SBAS)과 관련해서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는 ESA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3세대 EGNOS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인도는 자국의 위성항

• 미국: 조기경보와 SBIRS(우주적외선시스템)에

법보강시스템인 GAGAN을 위해서 2020년대 중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예산 삭감과 차세대

반까지 추가로 4기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투자로 전환될 전망

일본은 QZSS의 시범 서비스를 2018년에 시작할
계획이며, 추가로 6기의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하였다.

미국은

WAAS

Phase VI의 업그레이드를 2015년에 시작하였으
며 완료까지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 중국과 일본이 우주안보에 투자를
시작
• 러시아: 2000년대 증가하였으나, 2013년 경제
문제와 화폐 재평가로 증가세 멈춤
• 유럽: 우주안보와 우주잔해물 경감에 의지가
높아 최근 우주프로그램에 반영

표 10. 위성항법 분야 투자 변화 추이
분야

1997-2006

2007-2016

연평균 세계 정부
투자 금액

8.5억불

34억불

연평균 성장률

25%

6%

민수 : 국방

30% : 70%

62% : 38%

투자 국가 수

17

26

많은 민간 우주프로그램이 우주폐기물 경감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하였고, 중국은 2021년까지 Kuafu 우주기
상 미션을 계획중이다. ESA는 우주폐기물 경감
프로그램과 우주기상 예측을 2021년까지 계획
중이다. 한편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 해군과 공
군은 ELINT와 SBIRS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으

2.7 우주안보
우주는 안전과 보장의 쟁점 영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주환경은 각국의 우주시스템에

며,

록히드마틴사는

위성파견

추적을

위한

Space Fence를 2019년 운영할 예정이다. 2015
년 상세검토설계(CDR)를 완료하여 7개국(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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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한국, 영국)과

3. 국가별 동향

정보공유협정을 맺었다. 러시아와 중국도 군용
조기경보 위성을 대체하거나 업그레이드 계획

3.1 미국

중이다.
오늘날 우주안보는 두 가지 이슈에 직면해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의회에

있다. 하나는 양자 간 우주안보에 대한 협력이

이어 행정부까지 공화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증가하지만 다자간 거버넌스는 없다는 점이다.

서 국가 우주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지

예를 들어 미국-일본간 미사일방어와 SSA정보

난 3월 2018년 정부예산안(Budget Blueprint)과

교환, 미국-호주간 우주감시협력, 미국-캐나다

의회

간 SSA 파트너십, 프랑스-독일간 지상 레이더

Authorization Act of 2017”이 발표되어 新정

감시시스템 등 양자간 (혹은 유사의견국)간 우

부의 우주정책 추진방향이 가시화되었다. 큰

주안보협력은 강화되는 추세이나 다자간 거버

변화는

넌스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UN COPUOS에

Mission)

서

장기지속가능성(Long-term

비중 증가, 정부-민간간 및 국가간 협력 강화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가이드

이다. 6월에는 2017 회계연도 정부예산이 확정

라인

내년

된 바 있다. 본 예산안은 기존 프로그램의 연

COPUOS 본회의전에 나머지 지침을 합의하여

속성 때문에 Budget Blueprint에서 드러난 트럼

다자간 우주안보 레짐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이

프 정부의 방향성에 일부 반하고 있지만, 앞서

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표된 두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미국 우주활

“우주활동의
일부(12개

지침)에

합의하였고,

다른 하나는 우주안보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합의안인

“NASA

소행성궤도변경임무(Asteroid

Transition

Redirect

재검토, 지구과학 예산 축소, 행성과학

동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11월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록히드 마틴과 호주

에

발표된

“상업우주발사경쟁력

기업 EOS는 우주폐기물추적센터를 설립하였고,

법”(Commercial

러시아 ISON은 위성 추척 기술을 상업화하였

Competitiveness Act)을 구체화하며 정부는 우

다. 또한, 민간기업과 정부가 파트너십을 구축

주 상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Space

Launch

해 정보공유와 우주운영의 안전보장을 개선하

2016년 미국 우주예산은 359억 불로서 민수

고 있다. DARPA의 SpaceView는 우주감시네트

가 58%, 군수가 42%이다. 탐사 예산은 우주왕

워크를 시민천문커뮤니티에 개방하였다. 향후

복선이 퇴역하기 이전 수준을 만회하여 민수

우주자산의 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의 44%를 차지하게 되었다. 군수 예산은

바, 우주안보도 하나의 수익창출사업이 될 것

2009년 최고 수준의 45% 수준에 불과하지만,

으로 예상된다.

발사체 예산 비중이 10%에서 20%로 상승하였
고 발사 수요와 함께 ULA, SpaceX 투자가 증

표 11. 우주안보 분야 투자 변화 추이
1997-2006

2007-2016

연평균 세계 정부
투자 금액

11억불

21억불

연평균 성장률

11%

-2%

민수 : 국방

0.5% : 99.5%

2% : 98%

투자 국가 수

5

15

가하고 있다. Budget Blueprint는 NASA의 2018
년도 예산을 현재보다 축소시키고 있으나 현
정부의 탐사 프로그램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 우주예산은 안정적 수준
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민수우주개발 부문에서 지구관측 위
성은 NASA가 개발과 발사를 담당하며, 운영에
있어서는 USGS는 Landsat 위성을, NOAA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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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상 관련 위성을 운영하고, NASA는 과학

정되어 있으나 협력 유럽 서비스 모듈 개발이

연구와

개발/운영한다.

지연되면서 2019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2021

Landsat은 7호/8호가 궤도에서 운영 중이며 9

년에 계획된 EM-2에서는 실제 우주인을 탑승

호가

시켜 달 궤도를 갈 예정이다.

시험검증용
2023년

위성을

발사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NOAA는 2016년에 GOES(환경위성), Jason-3(해

NASA의 발사체 개발 임무는 유인수송 발사

수고도계)을 발사하였고 뒤를 이어 JPSS(극궤도

체에 초점을 맞추어 ISS 유인수송 사업과 심우

기상위성)이 2017년에 발사될 예정이다. NASA

주 탐사용 SLS(Space Launch System) 개발을

는 19개의 지구과학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다. ISS 화물/유인 수송임무는 민간

2016~2023년 사이 20개 임무(ISS와 소형위성 탑

기업이

재 임무 포함)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Commercial

수행할

수

있는

Orbital

기반이

되는

Transportation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도 우주탐사는 우선순

Service(COTS)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SpaceX와

위가 높은 분야로서, 오바마 정부에서 주요 미

Orbital ATK사와 계약 하에 민간 발사체를 개

션으로

소행성궤도변경임무(Asteroid

발하였고 본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발사체를 이

Redirect Mission)를 취소하고 화성 탐사의 전초

용하여 Commercial Resupply Service 화물수송

단계인 달 탐사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을

이번 정부에 들어와 달탐사 추진에 있어 산업

SpaceX와 Boeing이

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인용으로 개발 중이다.

추진한

도모하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행성
과학

투자규모를

늘리고

추진하고

있다.

유인수송은

Atlas-V와 Falcon 9을 유

국방 우주분야 가운데 예산의 큰 비중을 차

Budget

지하던 통신위성은 2010년 국방우주예산(공개)

Blueprint 예산이 실현된다면 행성과학 예산은

가운데 40%를 차지하다 현재는 15% 수준이다.

2018년에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개발 사이클 때문이며, 현재 운영 중인

OSIRIS-REx

통신위성 프로그램으로는 Advanced Extremely

탐사선이

있는데,

위탁하여

2016년에

발사되었고

2018년 경 목표 소행성에 도달할 예정에 있다.
유인비행 임무가 추진 중인 국제우주정거장

High Frequency(AEHF), Mobile User Objective
System(MUOS), Wideband Global Satellite(WGS)

(ISS)은 오바마 정부에서 운영기간을 2024년까

가

지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정부

Block 2F 시리즈 위성이 발사되었으며, 10기로

주도의 ISS 운영을 민간 운영체제로 변경하는

구성된 후속 GPS 3 위성이 2018년부터 발사되

방안을 마련 중이다. NASA는 ISS에서 과학 실

기 시작하며 2023년 경 모두 배치될 예정이다.

험, 제조 기술 검증, 소형위성 발사 등을 추진

22기로 구성된 차세대 GPS 3은

하면서 ISS의 상업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노력

이다. 지구관측 위성은 국가정찰국(NRO)이 추

하고

Bigelow

진하는 비공개 지구관측예산까지 고려하면 국

Expandable Activity Module 테스트가 2018년에

방 우주예산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

종료되면

포트 사용권을 경쟁에 붙일 예정이

다. NRO는 DigitalGlobe와 10년간(2020년까지)

다. NASA는 ISS 유인 수송임무를 재개하기 위

영상을 보급받는 EnhancedView 계약(73억 불)

해 SpaceX와 Boeing과 개발 계약을 맺었고 첫

을 체결하여 관측 데이터를 국방 또는 비국방

비행은 2019년에 시도될 예정이다. 심우주 유

용도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창업기

인탐사

유인캡슐과

업 중심의 소형위성군이 등장하면서 영상 제공

Space Launch Vehicle 대형발사체를 개발 중이

기업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민간기업이 제

며 Exploration Mission 1(EM-1)이 2018년에 예

공하는 관측 데이터의 해상도와 정확도가 매우

있다.

ISS에서

프로그램에서는

실험

중인

Orion

있다.

위성항법시스템(GPS)은

2016년에

현재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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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짐에 따라 NGA는 Commercial Initiative

여기에 시베리아의 보스토크 발사장으로의 발

to

GEOINT

사 전환이 지연되는 관계로 기존 바이코노루

(CIBORG) storefront model을 고려하고 있다.

발사장 임차에 매년 1억 불 이상 지불해야 하

이 모델은 NGA가 다양한 요구사항을 이해 및

는 상황에 놓여 있다.

buy

Operational

Responsive

종합하는 한 기업을 선택하고 이 기업이 연계

위성개발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한 다양한 위성 운영업체가 제공하는 영상을

수 있는 통신위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2025년까

구매하는 모델이다. CIBORG는 NGA와 공동추

지 41기의 통신위성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는

진하는 신규업무로서 일괄구매계약 방식인데

현재의 32기 운용에서 9기가 증가한 수치이다.

NGA는 다양한 위성운영업체로부터 상용 영상

하지만 이러한 통신위성 발사 확대 방침에서

을 구매할 뿐 아니라 영상들을 저장 및 정부부

중요한 이슈는 최근 실패가 잦은 통신위성 발

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즈니스용으로도

사를 수행하는 Proton 발사체의 신뢰성이다. 두

공개할 계획(2017.10월 경)이다. 국방부의 발사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분야로, 현재

체 예산은 2015~2016년에 기존 규모를 유지하

8기 운용에서 2015년까지 23기의 운용으로 확

다 2017년에는 20% 상승을 보였고 앞으로 국

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 데

방부 우주예산 상승을 이끄는 분야가 될 것으

이터의 의존성을 탈피하고 기상, 자원탐사 등

로 보인다. 국방부 발사체는 ULA의 Atlas V(중

에서의 독립적인 데이터 확보를 추구하고 있

거리), Delta IV(대형)를 사용하고 있으나 2015

다. 또한, 기존 노후 한 지구관측 위성을 대체

년 이후 SpaceX의 Falcon 9이 국방부 발사서비

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군수 분야의 지구관

스 시장에 새로 진입하였다.

측은 Kondor 위성과 Bars-M 위성 시리즈를 통
해 광학관측 및 레이더관측 능력 확보에 중점

3.2 러시아

을 두고 투자 중이다.
천체물리학과 같은 우주과학 연구개발을 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지난해

한 발사가 계획되어 있으나 관련 예산확보는

“연방우주프로그램 (2016-2025)” 10개년 전략

난제로 남아 있으며 Luna-Glob, Luna-Grunt,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는데 계획 수립 초안

Luna-Resur 1, 2와 같은 달 탐사선과 착륙선

대비 약 30%가 감소한 205억 불로 향후 러시

계획은 Roscosmos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의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ESA와 함께 추진 중인 ExoMars 착륙 미션이

우주 분야 투자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현재 러시아의 가장 메인인 탐사 임무이다. 하

실정이다. 러시아의 연도별 우주개발 예산을

지만 이 임무는 2020년까지 연기된 상태이다.

보면, 2013년 97억 불에서 지난해 32억 불로

러시아는 또한 미국 NASA와 수성 탐사를 위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석유와 가스 가격의

Venera-D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있다.

하락에 따른 러시아의 루블화의 평가절하와 서

연방 우주청에서 공기업 형태인 Roscosmos

방의 제재조치로 인한 경제적 상황 악화에서

로의 변화와 발사체 산업의 조직개편으로 기존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러시아는 감소

발사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있

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사

다. 또한, 기존 발사체의 퇴역과 Angara 발사체

회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창출 할 수 있는

를 2019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에 있으며, 발사

통신위성개발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반면, ISS

장 역시 기존 2곳에서 보스토크 발사장 1곳으

의 향후 우주인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로 일원화 하여 발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하지

등 유인우주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만 보스토크 발사장의 확장이 지연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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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가능 횟수가 매년 10회로 예측되고 있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SA는

2016년

12월

각료회의(Ministerial

1980년대 군사용으로 개발된 위성항법 시스

Committee)에서 세계 여러 정부의 참여 증가,

템인 Glonass는 1999년 민군겸용으로 전환된

사적 행위자들의 출현, 상업화 중요성 증가 등

뒤 설계수명이 3년인 초기위성에서 7년 설계수

우주분야의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유럽의 하

명의 2세대 Glonass-M위성을 거쳐 정확도도 뛰

나 된 우주를 위한 우주 4.0을 향하여(Towards

어나고 우수한 운용력을 자랑하는 Glonass-K2

Space 4.0 for a United Space in Europe)”라

의 4세대 위성이 개발되어 2017년 이후 기존위

는

성들을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Digital Europe이라는 개념 내에서 더욱 성숙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럽

우주분야는

러시아의 조기경보 시스템인 Oko는 2014년

고 다른 기술 분야와의 연결이 심화되어 산업

운영이 중지한 것으로 보고됐다. Oko 시스템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

정지궤도 및 경사궤도에서 운용하는 US-K 및

다. 이화함께 2016년 각료회의에서 ESA 회원국

US-KMO 위성을 통해 미사일 활동을 모니터링

은 향후 3~8년 동안 103억 유로(110억 불)의 신

하는 시스템이었다. Oko 시스템은 향후 차세대

규 투자를 승인하였다. 통과된 예산에는 ESA의

시스템인 Tundra 시스템으로 대체될 계획이며,

핵심 이슈인 2024년까지 국제 우주 정거장에

6기의 위성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사

대한 투자와 ExoMars 탐사 임무를 위한 예산

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또한 우주감시 및 신호

이 포함되었다.

정찰 시스템인 LIANA 시스템의 구축을 국방부

ESA의 2016년 예산은 38억 유로(42억 불)로

를 통해 추진 중인데, 3기의 Lotos 위성과 3기

2015년 32억 유로보다 증가하였다. 유럽의 많

의 Pion-NKS 위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은 다른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회원국으로부
터의 예산 압박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2015

3.3 유럽 (ESA 및 EU)

년까지) ESA 예산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현재가치 30억 유로로 실질적인 성장이 없었

ESA와 EU는 지난 10여 년 동안 증가하는 우

다. 2016년에는 Ariane-6 개발의 시작으로 전체

주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왔으며, 2016년 10월

예산이 18% 증가하였다. 2016년 예산 중 가장

에는 두 기구가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발사체로 30%였

유럽 우주의 미래를 위한 공유 비전과 목표에

으며, 다음으로 내부운영 12%, 우주과학 및 탐

관한 공동 성명”에 사인하였다. 여기에서 언

사 19%, 지구관측 11%, 통신 9%, 기상 8%, 유

급된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인 우주비행 8%, 기술시연 3% 순이었다.

• 항법, 통신 및 관측 분야의 민간 및 안보 활
동 간의 시너지 강화
• 글로벌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한 연구,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지원
• 확고하고(secure) 안전한(safe) 환경 하에서의
우주 공간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있어서 유

ESA의 주요 우주분야별 활동을 살펴보면 우
선 위성통신 분야 활동은 기본적으로 ARTES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
각료회의서 다음의 새로운 두 프로그램이 추가
되었다.
•

ScyLight:

European

Data

Relay

System

럽의 자율성 확보: 사이버 위협 대응을 포함

(EDRS) 및 양자 암호화의 전 세계적 확대로

한 인프라스트럭처의 강화 및 보호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어줄 광학 기술 육성

위와 같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EU와 ESA
는 2004년 ESA/EU 기본 협약에 따라 협력을

• Lynxsat: Ka와 V밴드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
한 궤도 상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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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관측 분야 활동을 살펴보면 ESA는 다음

램으로 화성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달 탐사가

의 두 가지 임무를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고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ESA는 “Moon

• 주요 과학 과제를 해결하고 사용자 요구 데

Village”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Earth Explorer 임무:

한편, EU는 2016년 10월 새로운 우주 전략을

이와 관련해서 2022년까지 4가지 임무가 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실질적인

획되어있으며, 그중 하나 인 Biomass는 2021

사회경제적 편익과 자율성의 추구이며, 구체적

년에 최초의 P-밴드 SAR 장비 탑재 예정

인 네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지구 감시 및 운영 서비스 제공: EC가 주도
하는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과 Eumetsat을
위해 개발 된 기상 위성들로 구성되어 있음
2016 각료회의에서 ESA는 글로벌 변화 모

• EU 경제 및 사회를 위한 편익의 극대화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혁신적인 유럽 우주
분야의 육성
• 확고하고(secure) 안전한(safe) 환경에서 우주

니터링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ESA는 지

접근 및 활용을 위한 유럽의 자율성 제고

구관측에서는 처음으로 상업화를 위한 혁신적

• 글로벌 액터로서 유럽의 역할 강화 및 국제

인 임무,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InCubed를

통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구현할 계획이다.

협력 촉진
2016년 EU의 우주 예산은 17억 유로 이상으
로 2006년 2억 9,700만 유로에 비해 6배 가까

위성항법 분야에서 ESA는 2007년부터 갈릴

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EU 프로그램이 성

레오 프로그램 실행을 책임지고 있다. ESA는

숙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예산 증가율이 둔

유럽 GNSS 인프라의 향후 발전을 지원하기 위

화되었다. EU 예산은 2014년에 정점에 도달 한

해 European GNSS Evolution Program(EGEP)을

것으로 보인다.

통해 R&D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초기 서비스

EU는 역사적으로 3개의 우주 분야에서만 활

를 제공하고 있는 갈릴레오의 다음 단계로

동 해왔다. 갈릴레오 및 EGNOS 프로그램을 통

ESA는 위성항법 분야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한 위성항법,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을 통한

에서 회원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참여할 계획

지구관측, 호라이즌 2020 연구 프로그램을 통

이라고 밝혔다.

한 우주 R&D가 그것이다. EU는 2016년에 갈릴

발사체 분야에서 ESA는 현재 3 종류의 발

레오(Galileo)에 9억 8,500만 유로, 코페르니쿠스

사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20년까지

(Copernicus)에 5억 8,600만 유로, H2020 하의

두 가지 버전의 Ariane-6를 개발할 계획이다.

우주 R&D에 1억 7,200만 유로를 투입하였다.

A62는 주로 태양동기궤도에 5.5t을 발사할 수

장기적인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갈릴레오

있는 버전이고, A64는 정지궤도에 11t을 발사

는 2014 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의 다년간

할 수 있는 버전이다. 다음으로 Vega의 개량

금융 프레임 워크(MFF)에서 70억 유로, 코페르

버전인

Vega

니쿠스는 43억 유로, H2020의 748억 유로 중

C-Plus는 LEO에 2t 발사가 가능하며 2020년까

우주 R&D를 위한 14억 유로를 확보하였다. 따

지 개발완료가 목표다. ESA는 미래 발사체 준

라서

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Vega의 전기추진 상단,

2014~2020년 동안 125억 유로가 넘는다. 하지

초저가 엔진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만 EU 우주 예산이 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있기

Vega

C-Plus를

개발

중이다.

우주

활동에

대한

EU의

지출은

탐사분야에서는 2016년 각료회의에서 ESA의

때문에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탐사 프로그램인 ExoMars의 다음 단

개발 단계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에 대해서는

계 예산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ISS 후속 프로그

예산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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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갈릴레오는 18기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정부와 산업체 간의 예산과 개발 구분이 불명

있으며, 완전히 구축되면 24기의 위성으로 구

확한 특성을 지닌다. 지난 5개년의 성과의 일

성된다. 갈릴레오는 2016년 12월 15일에 초기

환으로 발간된 “중국우주백서”에 따르면, 유

운용능력(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을 제공

인 우주탐사, 달과 화성탐사, 위성항법시스템

하기

완전운영능력

베이두(北斗) 시스템 개발, 고해상도 관측위성

(Full Operational Capability) 제공을 시작할 예

시작했으며,

2020년까지

군인 Super View 등을 주요 성과로 선정하고

정이다. 또한 ESA는 2020년대 중반에 발사할 2

있으며 지난해에는 2기의 Super View 위성을

세대 갈릴레오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시작하였

발사하였으며 2022년까지 24기의 위성을 발사

다. 갈릴레오는 현재 초기 서비스로 위치 및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항법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센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해 금액이 약 49억

티미터 수준의 정밀도를 가지는 정보는 상업

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5년

서비스로 공급할 계획이다.

간 연평균 증가율이 11%에 달하는 것으로 추

EU의 코페르니쿠스는 환경 및 안보 영역 서

산되고 있다. 이중 민간부문의 투자는 약 28억

비스를 개발 및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로 이중 예산의 33%를 고해상도 지구관측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관측위성뿐만 아니라 지상

위성인 Super View에 투자된 것으로 보고되고

실시간 센서, 항공 및 해상 센서로 부터 데이

있다.

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6가지 분야에 대한

중국의 지구관측 위성은 7개 핵심 위성 시리

서비스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즈로 구성되는데 ① 해양관측의 HY(HaiYang)

현재는 토지 이용, 해양 환경, 대기 모니터링

위성시리즈, ② 재난, 환경감시의 HJ(Hunanjing)

및 비상 관리 서비스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성시리즈, ③ 자원탐사위성으로 브라질과도

있으며 기후 변화 및 보안 서비스는 개발 중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ZY(Ziyuan) 위성, ④다목적

있다. 코페르니쿠스 데이터 정책은 업계에 잠

위성인 TH 위성, ⑤ 전자기파, 플라즈마 연구를

재적인 해를 입히지 않도록 고해상도 이미지를

위한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최종 사용자에게 대부

Satellite)가 있으며, 2019년까지 3기의 추가 발사

분의 데이터에 대해 완전하고 개방 된 무료 데

가

이터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CHEOS(China High-resolution Earth Observation

CSES(China
예정되어

있는

Seismo-Electromagnetic
고해상도

위성인

⑥

System) 시리즈 그리고 ⑦ 상용고해상도(흑백

3.4 중국

0.5m, 컬러 2m)위성인 Super View가 있다. 이
밖에도 R&D 목적의 CAS 위성, 탄소량 관측을

중국의 우주개발은 국가경제개발계획과 그

위한 TanSat, 산림모니터링을 위한 Jilin 위성

틀을 같이하고 있는데 연 7.8%의 GDP성장과

등이 있다. 국방 분야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국가번영을

국가경제계획

는 유인 우주개발과 발사체 개발이 있는데 지

(2016-2020)을 수립하였으며 우주개발 계획 역

난해에 약 22억 불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고

시 그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중국은

되고 있다. 이중 유인 우주개발에 약 13억 불

우주 기술자립과 이를 통해 지정학적, 기술적,

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2022년까지는 우주정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정치적, 사회 경제적 편익

거장 프로그램에 국방예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

을 위해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당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0년 동안 중국은 우주

부분 국방 분야 즉 인민해방군(PLA)의 예산으

정거장(천궁2호)과 같은 우주인프라 시설구축과

로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과 국방,

유인우주, 우주탐사 부문에서의 국제적 리더쉽

목표로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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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

발 참여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으로 보인다. 발사체 분야에서는 지난 5개년의

범부처 차원의 우주정책 조정 등을 위해 마련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존 개발 발사체들을

된 내각부 중심의 우주개발 체계는 어느 정도

한 단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발사체 개발을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되나, 부처 간 권한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LM-7이 주력 발사체

및 역할이 불분명한 측면이 과제로 남아있는

의 역할을 하며 기존 발사체를 대체 할 것으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이며 이번 13차 경제개발 계획기간 동안에

2016년 기준 일본의 우주개발 예산은 총

LM-6A, LM-5B, LM-8, LM-9, 등 새로운 발사

3,280억 엔이며, 9개 부처가 우주개발에 투자하

체가 개발 될 계획이다.

였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문부

우주과학 분야를 살펴보면, 현재 중국은 달탐

과학성(55%)의 예산으로, 대부분이 JAXA 예산

사 프로그램(CLEP)을 진행중이며 현재 최종단

으로 할당되었다. 그 다음으로 총리실 및 총리

계에 접어들었다. 이는 유인 달탐사와 2050년

직속 부처인 내각부가 전체 예산의 28%를 차

화성탐사를 위한 것이다. 달탐사선 시리즈인
창어를 3기 발사한 바 있으며 올해 11월 창어
5호를 그리고 내년에 달의 뒷면을 탐사하게 될
창어 4호를 발사 할 계획이다. 이후 2020년 창

지하였다. 2016년 기준 민수 부문의 예산 비중
은 70%였으며, 민수 분분의 분야별 투자 비중
은 유인우주(17%), 우주과학 및 탐사(15%), 발
사체(13%), 지구관측(11%), 위성항법(9%), 기술
개발(7%)의 순서를 보였다.

어 6호를 통해 달 표본을 채취 하여 귀환할 예

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통신위성 분야에

정이다. 이 밖에도 중국과학원(CAS)은 인력파

서는 첨단기술 실증을 위한 ETS 위성 시리즈

연구를 위한 ‘아인슈타인’탐사(EP), 태양자기

로 고전송률위성(HTS)이 2021년 발사 예정이

장 연구를 위한 ASO-S,

다. 또한 정보수집위성(IGS) 확장에 따른 데이

물순환 관찰임무의

WCOM, 자기장과 전리층, 열권 관측을 위한 소
형위성군 임무인 MIT, 태양풍과 장기장, 전리
층을 연계한 연구를 위한 SMILE 프로젝트 등
다양한 우주과학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터 트레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데이
터 중계 위성이 2019년 발사를 앞두고 있다.
지구관측 부문에서는 일본은 현재 4개의 위
성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가스
관측을 위한 GOSAT, 지도 제작 ‧ 재해재난 대
응 ‧ 자원탐사를 위한 ALOS, 글로벌 지구관측

3.5 일본
일본의 우주개발은 최근 아베 정권의 안보
및 경제 강화 기조에 맞춰 안보적 측면과 산업
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월에 수정
된 우주기본계획은 미‧일 간 공조를 통한 우주
안보 역량 강화 및 10년 내 우주산업 규모 5조
억엔 달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제3자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는“우주활동법”과 고해상도 위성영상
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는
“원격탐사법”을 제정하는 등 민간의 우주개

시스템(GEOSS)에 기여하기 위한 GCOM, 저가
소형위성인 ASNARO가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도 일본은 현재 차세대 광학 및 레이더 관측위
성 시리즈와 ISS에 장착 될 초분광 센서 HISUI
등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항법 분야에서는 GPS를 보강하는 지역
항법시스템인 QZSS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
당 사업은 정치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총리 직속 부처인 내각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QZSS는 2010년 첫 번째
위성이 발사되었으며, 2018년까지 4기 체제,
2023년까지 7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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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QZSS 위성 4기는 GPS의 위치정보

에도 군 툥신위성을 추가 발사 할 계획이다.

정확도를 현재의 10m에 2m 수준으로 향상시켜

IGS 정보수집위성은 현재 7기의 위성(광학 3기,

줄 전망이다.

레이더 4기)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첫 발사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현재 다양

된 4세대 레이더 위성은 50cm급의 해상도를

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2016년 임무에 실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GS는 2021년부터는

패한 ASTRO-H 천문관측 위성의 재개발을 포

5세대 위성으로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을 뿐 아

함하여,

사업인

니라, 향후 4기의 IGS 위성, 2기의 데이터 중계

BepiColumbo 수성탐사선 개발, 일본 최초의 달

위성, 4기의 소형위성 등 총 10기의 위성으로

착륙선인 SLIM 개발 등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

구성되는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

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화성 탐사 사업인

되고 있다. 또한 220km 저궤도에 민군겸용 위

MMX 사업이 계획되어있다. 동 사업은 프랑스

성을 발사하는 방안 및 작전 수행을 위해 긴급

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성과 화성의

하게 발사 가능한 소형위성을 개발 하는 방안

위성 중 하나인 Deimos 근접 비행(fly-by), 화

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성의 위성인 Phobos의 샘플채취귀한 등의 임무

우주안보와 관련하여 일본은 2022년까지 독자

가 포함된다. 이밖에도 일본은 유럽우주청의

우주상황감시(SSA)를 위한 지상 시스템을 구축

목성

있으며,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0년에 발사 할

2014년에 발사 한 소행성탐사선 Hayabusa-2은

관측위성에는 적외선 센서를 장착하여 조기경

2018년 중순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샘플을 채취

보

유럽우주청(ESA)과의

참사

사업(JUICE)에

협력

참여하고

위성

개발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하여 2020년 지구로 귀한 할 예정이다.
일본은 그간 국제우주정거장(ISS) 사업을 통
해

3.6 인도

유인 우주 분야에 지속 참여해 왔는데, 지

난 2015년 ISS의 수명을 2024년 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 HTV 무인보급선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결정하였다. HTV-X라 불리는 신형 무
인보급선은 2021년부터 발사 될 예정이며, 기
존 HTV 대비 제작비용을 줄이고 수송 용량을
늘렸을 뿐 아니라 우주잔해 제거기술 등 기술
시험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발사체 분야에서 일본은 상업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인
H-III는 기존 발사체 대비 발사 가격을 절반으
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에
첫 시험 발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
형 고체연료 발사체인 Epsilon도 지속적으로 업
그레이드되고 있다.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는 최근 우주개발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일본은 2017년 1월 최초의
군 통신위성을 발사하였으며, 2018년과 2020년

인도는 현재 꾸준한 경제 성장과 모디 총리
의 강력한 지지 하에 안정적인 우주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제12차 5
개년 계획 기간(2012~2017년) 동안에는 총 33기
의 인공위성 발사와 25회의 발사 활동이 계획
되어 있다. 인도는 2000년 위성통신 정책, 2011
년 원격탐사 데이터 정책을 마련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우주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정책
은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탐
사선의 성공으로 우주 분야에 대한 정치적 관
심이 커지면서 2015년부터 National Space Act
에 대한 입법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검
토 절차를 밟고 있는 이 법안이 마련되고 나면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우주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도는 최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및 상업화를 촉진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우주개발 예산은 1990년대부터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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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성장하여 2016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11억

인도는 또한 2020년대 유인비행 달성을 목표

불을 기록하였다. 우주 예산의 98%는 민수 부

로 유인 우주기술 연구개발을 추진 해 오고 있

문에 투자되고 있다. 2016년 민수 부문 우주

다. 현재는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 밖

예산의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발사체 분야

에 되지 않지만 2020년대 중반에는 20% 수준

가 절반 가까이(48%)로 가장 큰 비중 차지하였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으며, 기술 개발 분야가 18%로 두 번째로 큰

지구관측 분야에서는 현재 4기의 기상위성을

비중을 차지하였다. 통신위성과 지구관측 분야

포함하여 총 16기의 다양한 지구관측 위성이

는 각각 13%의 비중을 보였는데, 이들 분야는

운영되고 있다. 인도는 제12차 5개년 계획 기

특히 지난 5년간 연평균 각 29% 및 23% 씩 증

간 동안 8기의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가하여 큰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우주과학 및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2025년까지는 13기

탐사, 위성항법 분야는 각각 4% 및 2%의 비중

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 할 계획이다.

을 차지했다.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달 착륙

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위성 통신 분야에

기술, 초고해상도 광학센서, 차세대 통신위성

서는 통신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년

플랫폼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

간 위성 통신 용량이 2배 증가되었다. 인도는

후 전기추진 위성 개발에 도전 할 계획이다.

현재

13기의

통신위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발사체 분야에서 인도는 정지궤도 발사용

2017년 한 해에만 5기의 통신위성을 발사하고

GSLV 발사체의 국산화 (GSLV-MkIII)에 성공하

2025년까지는 11기를 추가로 발사 할 계획이

였으며, 계속해서 PSLV와 GSLV 발사체를 대체

다. 여기에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위성이 포

할 ULV(Unified Launch Vehicle)와 재사용 발사

함되며 고전송률위성(HTS) 등의 신기술이 적용

체(RLV), 스크램젯 엔진 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될 전망이다.

가할 전망이다. 지구정지궤도까지 6톤의 화물

인도는 위성항법 분야에서 현재 GAGAN(정

을 발사 가능 한 ULV는 2020년대 중반까지 개

지궤도 기반 GPS 보강시스템)과 IRNSS(독자 지

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업

역위성항법시스템) 2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발사 및 유인 발사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있다. IRNSS는 지난 2016년 마지막 7번째 위성

인도는 별도의 국방 우주 프로그램은 운영하

발사에 맞춰 NavIC (Navigation with Indian

고 있지 않으나 국방본부 산하에 소규모 우주

Constellation)로 새롭게 명명되었다. NaVIC는

담당 조직을 두고 있으며 군사 안보 부문에서

인도와 주변국에 10m 오차의 위치정보를 제공

통신 ‧ 관측 ‧ 항법 위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

하고 있으며, 향후 11기의 위성 체제로 확장

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최초의 군 통신 위

될 계획이다.

성인 GSAT-7를 발사 한 이래, 2015년에는 두

그간 인도는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에서

번째 군 통신 위성인 GSAT-6을 발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눈에 띄는

2019년에는 세 번째 위성인 GSAT-6A를 발사

성과를

할 계획이다.

이뤄왔다.

인도는

2008년

달궤도선

(Chandrayaan-1), 2014년 화성궤도선 (MOM),
2015년 천체관측위성(AstroSat)을 발사 한 데

3.7 프랑스

이어 현재 달착륙선(Chandrayaan-2) 및 화성탐
사 후속선(Mangalyaan-2)을 개발 중이며, 최근
에는 태양탐사선(Aditya-L1) 및 금성탐사선 개
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프랑스 우주 예산은 2016년 25억 유로(27억
9,000만 불)였으며, 그 중 민간부문에 20억 유
로(22억 2,000만 불), 국방부문에 4억 8,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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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5억 4,100만 불)를 투입하였다. 민간 우주

화를

이해하기

위해

예산은 국가 우주 프로그램 예산 55%, ESA 기

Microcarb을 개발 중이다. CNES는 해양학 및

여금 42%, Eumetsat 예산 3%로 구성되어 있다.

고도측정에서

민군 양용 연구(2016년 1억 5,300만 유로)에 대

CS와 SWOT(프랑스 주도)에서 미국과의 협력,

한 국방부 예산은 민간부문 예산에 포함되지

식물지도 작성에서 이스라엘과의 협력(Venμs)

않는다. ESA 기여금은 2005~2010년 동안 연간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5~30cm 해상도의

6억 8,500만 유로로 동결되었다. 국방 우주 프

민군양용 위성 THR-NG에 대한 설계 작업이

로그램에 할당 된 예산은 조달주기에 따라 변

진행 중이며, 10m 이하의 해상도를 제공하는

동이 크다. 민간부문 우주 예산은 2016~2017년

하이퍼스펙트럴 미션인 HYPXIM도 고려중이다.

중국과의

Merlin(독일과
협력(CFOSat),

협력)과
Jason

의 상당한 성장 후 2021년까지 그대로 유지 되

과학 분야에서는 화성 프로그램에 깊이 참여

고,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하면서 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CNES

된다. ESA 기여금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는 NASA의 Curiosity에 탐사선 용 장비를 제공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바 있으며 현재 Insight and Mars 2020 프로

프랑스의 위성통신 분야의 활동은 본질적으

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ExoMars 지분

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의 16%를 보유하고 있으며, 로버를 위한 토양

한다. CNES는 ESA와의 협력 하에 최대 22kW

분석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감마선

의 페이로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인

폭발을 감지하는 천문 위성인 SWOM을 위해서

Alphabus의 개발을 주도했다. 현재 CNES와의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

합동 팀을 통해 ESA가 이끄는 Neopat은 차세

의 과학 프로그램은 각각 0.5~1억 유로 정도의

대 통신위성 플랫폼 개발 프로그램으로 2017년

소규모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2016년

발사예정인 유럽 최초의 완전 전기추진 위성인

에 발사된 Microscope 위성 외에 더 이상 발표

Eutelsat 172B에 적용된다. 최근 4차산업혁명

된 위성은 없다.

시대의 대두와 함께 연결성이 핵심 이슈가 되
고

있다.

이와

시작된

있어서 2020년까지 필요한 30억 유로의 52%를

THD-Sat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광대역 위성

부담하고 있으며, ESA 및 산업계와 공동으로

제품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PIA(혁신 및 경쟁

발사체를 설계하고 있다. CNES는 다음 두 가

지원을 위해 2010년에 통과된 부양책)로부터 7

지 목표를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고려중

천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Airbus 및 Thales가

이다.

참여하고

있는

관련해서

OneWeb

2011년에

발사체 분야에서 프랑스는 Ariane 6 개발에

관련해서

• 로켓 엔진 생산 비용을 1/10로 절감: CNES는

Iridium Next, O3b, Leosat, Bpifrance, France

사업과

재사용이 가능한 액체산소/액체메탄 엔진 인

public 투자 은행 등이 LEO 위성군에 필요한

Prometheus를 미래 발사체의 1단 및 2단에

장비 및 산업 프로세스의 개발에 투자하고 있

사용하기 위한 R&D 수행 중

다. 한편 R&D와 관련해서는 CNES가 C 및 Ku

• 발사체 전체 또는 1단의 재사용: 2020-2022

대역의 방송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한 탑재체 개

년경 발사를 목표로 시험 발사체 개발 중

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관측

분야에서

프랑스는

SPOT

및

Pleiades 시리즈를 사용하여 광학 시스템에서의
전문지식을 축적하였다. 기후 모니터링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CNES는 온실가스 흐름의 변

3.8 독일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안정 된 경제적, 정치
적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우주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 발표한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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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서 독일은 유럽 내 우주강국의 지위를 유

(JUICE) 사업에는 독일이 각각 4개 및 6개의

지‧발전시킬 것은 천명하였는데, 조만간 새로운

과학 탑재체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독일은

우주정책 문서가 마련 될 것으로 전망된다.

ESA의 ExoMars 화성탐사 사업에도 참여하고

독일의 우주 예산은 2007년 이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

있으며, ESA 내에서 달 탐사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인 19.8억 불을 달성하였다. 이중 민수 부문 예

독일은 그간 ESA를 통해 유럽의 유인우주

산이 90%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40%

활동을 주도해 왔는데, 최근에는 프랑스가 국

는 독자 사업에, 나머지 60%는 유럽우주청

제우주정거장(ISS) 사업 참여 비중을 낮추기로

(ESA),

결정함에 따라 유럽 내 독일의 유인 분야 참여

유럽연합(EU),

유럽기상위성기구

(Eumetsat) 등을 통한 유럽 공동 사업에 배정

지분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되었다. 2012년부터 독일은 프랑스를 재치고

독일은 ESA 사업을 통해 발사체 분야에도

ESA 기여 순위 1위 국가가 되었으나, 2016년에

참여 해 왔는데, 특히 액체추진 엔진의 챔버

는 다시 2위로 밀려났다. 2016년 독일은 유럽

기술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Ariane-5

ESA 사업에 발사체(30%), 유인우주(18%), 우주

의

과학 및 탐사(15%), 지구관측(14%) 순으로 투자

Ariane-5

하였다. 독일 우주 예산의 대부분(78%)은 경제

Ariane-5ME의 개발을 주장하며 Ariane-6의 개

에너지부(BMWi)에서

Eumetsat

발을 주장한 프랑스와 한동안 갈등을 겪었는

및 EU 우주 사업(Galileo, Copernicus) 기여금은

데, 지난 2014년 Ariane-6을 개발키로 합의하면

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에서 부담하였다. 국

서 소형 발사체인 Vega의 개발 지분을 일부

가 우주 사업 및 ESA 기여금은 모두 DLR를 통

갖게 되었다. 다만 이태리가 주도하고 있는 우

해 집행되고 있다.

주비행기 개발 사업인 Space Rider 프로그램에

부담하였으며,

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위성통신 분야에서

상단의

제작도
후속

담당하고
발사체

있다.

독일은

개발을

놓고

는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다.

는 최근 소형 정지궤도 위성에 집중적으로 투

독일은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현재 여러 기

자하였다. 특히 ESA의 차세대 통신위성기술 프

의

로그램(ARTES)의 일환으로 추진 된 소형 정지

COMSATBw (1, 2호기)은 영국의 사례를 따라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군용통신위성인

궤도위성 플랫폼(smallGEO) 개발 사업에 주도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겼으나, 위성의 소유권은

적으로 기여하여 자국 기업인 OHB사가 개발에

영국의 경우와 달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이

참여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해당 플랫폼을 활용

들 위성의 수명이 다하는 2024년에는 후속 위

한 유럽 최초의 데이터 중계 위성 개발 및 전

성이 발사될 예정이며, 현재 민간에서 개발 중

기추진 위성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

인 Heinrich Hertz HTS 위성에도 군용 탑재체

가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는 Heinrich Hertz 위성

가 실릴 예정이다. 또한 독일은 군용 지구관측

도 smallGEO 플렛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레이더 위성도 여러 기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위성은 20건의 기술 시험을 수행 할 계획이다.

5기의 소형 레이더 위성으로 구성된 SAR-Lupe

독일의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활동은 대부분

시스템을 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독일은

간에서 운영 중인 TerraSAR-X와 TamDEM-X

특히 X-ray 천문학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 군용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다. SAR-Lupe

왔으며, 현재는 ESA 과학 부문 예산에 가장 크

시스템의 후속으로는 3기의 레이더 위성으로

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ESA에서 개발 중인 수

구성된 SARah 시스템이 2020년대 말을 목표로

성탐사선

개발 중에 있으며, TerraSAR-X의 후속 위성도

(BepiColombo)

사업과

목성탐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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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용할 계획이다. 광학위성의 경우 프랑

이탈리아의 우주개발 예산은 지난 5년간 약

스와의 상호 협약을 통해 위성 영상을 제공 받

8억 유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예

고

BND도

산은 8.54억 유로로, 이중 90%인 7.67억 유로가

30cm급 해상도의 위성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

민수 분야에 투자되었으며, 0.87억 유로가 군수

로 알려졌는데, DLR 및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

분야에 투자되었다. 민수 분야 투자 금액의 약

해 2022년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다.

67%는 유럽 우주청(ESA)의 프로그램에 투입된

있다.

한편

독일의

정보기관인

금액이다.

3.9 이태리

이탈리아는 민수 분야에서는 방송통신, 지구

이탈리아의 경제는 현재 바닥을 찍고 서서히

관측, 위성항법, 과하 및 우주탐사, 유인우주비

매우 느리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 발사체 부분에 투자하고 있다. 방송통신 분

아직 경제성과, 유로화 문제, 저성장, 높은 실

야는 4 부분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률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첫 번째는 프랑스와 함께하는 Athena Fidus 프

있는 상황이다.

로그램, 두 번째는 ESA의 Alphasat 프로그램,

이탈리아는 2010년에 10년 계획인 “Strategy

세 번째는 0.5억 유로를 통한 Ku-밴드 능력 확

Vision 2010-2020”을 발표한 이후 2016년에 이

보, 네 번째는 ARTES 5&7 프로그램을 통한

탈리아

ESA 방송통신 프로그램 참여이다. 지구관측 분

우주청(ASI)은

“Strategy

Vision

2016-2025”를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우

야에서는

고해상도

SAR

위성인

주 경제를 위한 우주 기반 서비스, 활용, 기반

COSMO-SkyMed가 중심이며, 현재 2세대 위성

시스템 등의 개발, 이탈리아 과학 발전에 기여,

개발이 중요한 우선 순위로 추진 중이며, 2018

ESA, NASA 및 타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

년과 2019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항

위상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법 부분은 투자가 낮은 부분으로 유럽의 갈릴

우주 프르그램 들은 어려운 국가 경제 상황에

레오 항법시스템의 2세대 관련 기술 및 GNSS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국가 우주

활용 관련 R&D 등에 투자 중이다. 과학 및 탐

예산은 10년 기간 증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분야에서는 ESA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또 다른 문제점은 우주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

중점을 두고 투자 중이다. 이탈리아 우주청

의 심화와 각국의 우주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ASI)는 ESA의 Cosmic Vision 프로그램에 참여

정책이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럽 아리안

중인데 AURORA 프로그램을 주도(48%)하고 있

-5 발사체 및 베가 발사체의 P120C 부스터 제

다. 또한, Thales Alenia Space 사는 ESA의

작은 100% 이탈리아 기업인 AVIO에서 수행하

ExoMars 프로그램의 주관 기업으로 되어있으

였으나, 현재는 독일의 MT Aerospace 사에서

며, 이 기업의 지분 49%를 이탈리아가 가지고

일정 부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발사체

있다. 유인우주비행 분야는 이탈리아가 전통적

산업체가 Airbus Safran Launchers 사로 통합

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2011년까지

되면서 향후 AVIO 사의 역할 변화도 이슈가

NASA에 3개의 logistic module을 공급하였으며,

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가 주도적으로 추진

그 중하나는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 장착되어

하고 있는 ESA 프로그램인 베가 발사체 및

있다. 이탈리아는 ESA의 유인우주비행 프로그

ExoMars에 대한 타 ESA 멤버국가 들의 투자가

램에 세 번째로 많은 분담을을 제공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이탈리아의 우주개발 프

국가이다. 발사체 분야는 유럽의 아리안-5 발

로그램 추진 및 역할의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

사체의 고체 부스터, 1단의 터보 펌프 등에 관

하고 있다.

여하고 있으며, 베가 발사체의 주관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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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O가 있다. 이탈리아의 발사체 분야는 고체

Space gateway를 설립하고 60여 개의 우주기업

추진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는 형태이다.

을 군집시켜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기대하고 있

이탈리아는 군수 분야에서 지구관측 및 방송

다. 여기에는 유럽우주청(ESA)의 기업보육센터

통신 분야에 투자고 있다. 지구관측 분야에는

와 유럽 우주활용 및 통신센터, 위성활용 캐터

2016년

펄트(catapult)가 입주해 있다.

77

백만

유로가

투자되었으며,

COSMO-SkyMed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정부는 2016년 550만 파운드(743만 불)

3.10 영국

를 우주에 지출하였고, 그중 민간우주분야가
74%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우주분야에서는 우

2016년 영국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유럽연

주과학과 탐사에 27%, 통신 22%, 지구관측

합 탈퇴)에도 불구하고 2.2%의 성장률을 달성

14%, 기상 14%, 기술개발 12%, 발사 1%, 유인

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연속 성장세에

우주비행 1%, 항법 1% 등에 각각 투자되고 있

있다. 영국정부는 상업화에 초점을 두어 2030

다. 국방분야는 2004년이후 매년 150만 파운드

년까지 세계우주시장의 10% 점유를 목표로 우

(200만 불)가 쓰이고 있으며, Airbus DS와의

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Skynet 5 군용 위성통신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최근 영국정부는 몇 가지 정책을 수립한바
있다.

2012년

Strategy),

“민간우주전략”(Civil
2014년

Space

“국가우주안보정

영국 국방부는 차세대 Skynet 6 획득을 계획중
에 있으며 올해안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책”(National Space Security Policy)을 수립하
였고,

뒤이어

2015년

표 12. Skynet 5와 Skynet 6 비교

“국가우주정

비교

Skynet 5

Skynet 6

계약자

Airbus DS

계약방식에 따라
다름

계약일

2003-2022

계약: 2018-2019
서비스제공: 2022
이후

계약
방식

PFI*

PFI, PPP**,
정부조달 중 결정

책”(National Space Policy)을 발표하였다. 여기
에는 우주의 전략적 중요성, 우주의 안전과 안
보, 우주산업의 육성,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하
여 우주시장의 점유율 확대 전략을 다루고 있
다. 더불어, “우주혁신 및 성장전략”(Space
Innovation and Growth Strategy)을 통해 정부,
산업체, 대학의 협력체를 구성하였다.

위성
발사

일련의 우주정책들은 우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와 활용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지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이익률이 높은

비용

우주활동, 소형위성발사와 준궤도 우주비행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또한 상업 우주비행활동
의 제도적 지원를 위해 2017년 우주비행법 초
안을 발의하여 우주공항의 설립 촉진과 우주접

Skynet
Skynet
Skynet
Skynet

5A:
5B:
5C:
5D:

2007
2007
2008
0212

36억 파운드
(48억 불)

1-2기의 단기간
공백처리(gap-fill)
위성,
2020대 말까지
대체 위성
60억 파운드 이상
(80억 불)

* Private Fiance Initiative: 민간이 시설을 완성하여
정부에 임대하는 방식
** Public-private Partnership: 정부 민간 협력 방식

근의 저비용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주공항은

영국은 차기 ExoMars 프로그램(화성탐사 로

2020년까지 설립될 예정이고, 아리안 6호와

버)에 8천2백만 유로(9천8백만 불), 국제우주정

SpaceX 팰곤 9보다 저렴한 우주비행을 계획중

거장에 4백만 유로(480만 불), 심우주탐사에 3

이다.

백만 유로(360만 불) 투자를 발표하였다. 더불

또한 정부는 옥스퍼드 지역 하웰(Harwell)에

어,

영국우주청(UKSA)는

일본과

협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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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iColombo Mercury mission에 X-ray 분광기

ATRES3-4, ATRES 5, ATRES 11의 기술개발에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영국 소재 Airbus DS

투자하고 있다. 또한 Hisdesat을 통해 X대역과

추진시스템을 개발하여 2018년 발사 준비중이

Ka대역 위성통신 운영에 대한 기술개발 중이

다. 더불어, 영국은 2011년까지 발사체에 투자

다.

하지 않았지만, 2012년부터 재사용가능한 로켓
엔진 SABRE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스페인 국가 지구관측 프로그램은 PNOT를
통하여 SAR 기술과 광학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광학위성 Ingenio는 2.5미터급 해상도로 2018년

3.11 스페인

발사예정이다. 영상자료는 Hisdesat을 통해 상
업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CDTI는 Copernicus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침체에 빠져있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원관리, 기후변화와

스페인은 2016년 3.2%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자연재해 모니터링에 이용예정이고, 산업부가

높은 실업률과 정치적 불안전성에 직면해 있

1억9천 유로(약2.7억 불)를 투자하고 있다. 2017

다. 스페인 우주전략계획은 아래 표와 같이 세

년 하반기나 2018년 상반기에는 X대역 SAR 위

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 Paz를 팰콘 9로 발사할 예정이다. Airbus

• 스페인 우주기관의 역할 강화 및 사용자주도

D&S의 TerraSAR/Tandem-X 위성과 동일한 버

우주정책 수립

스로 제작하여 비용을 1.6억 유로(1억9천만 불)

• 산업체의 책임성·역량·경쟁력 강화

로 절감하였고, 영상(해상도 1미터)은 스페인

• 스페인 우주자산의 국제프로그램 참여 증진

기업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당초 러시아 발사
체로 2015년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스페인은 아직 우주청이 없지만 경제산업경
쟁력부 산하 산업기술개발센터(CDTI)가 ESA프

긴장관계로 연기되었다가 SpaceX와 계약하였
다.

로그램 관리와 우주산업 협력을 책임지고 있

스페인은 발사체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여

다. 우주청 설립과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산업

2016년에는 3.8천만 유로(4.5천만 불)로 최고에

체의 요구에 정부는 2015년 산업에너지관광부

달하였다. 아리안5와 Vega, 그리고 FLPP(The

산하에

우주위원회(Inter-ministerial

Future Launcher Preparatory Programme)에 기

Space Commission)”를 신설하였고, 2020년에

여하고 있다. 2016년 CDTI는 스타트업인 PLD

국가우주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Space과 계약을 1.56백만 유로(1.9백만 불)에

“부처간

2016년 우주예산은 2억6천만 유로(약 3억 불

맺어 TEPREL(스페인 재사용 발사체용 추진기

이며 2015년보다 19% 증액되었다. 부분별로 우

술)을 개발중이다. 액체엔진 개발을 통하여 소

주과학 및 탐사 21%, 기상 20%, 발사체 17%,

형위성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구관측 14%를 투자하고 있다. 우주과학 및

위성통신 분야는 Hisdesat과 XTAR이 군용

탐사는 ESA와 협력하여 수행중으로 스페인

통신위성을 운용중이다. 2005년부터 Hisdesat은

Airbus D&S가 CHEOPS(태양계 외행성 특성화

정부기관과 여러 국가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위성) 미션의 주관기관으로 2018년 발사 준비

Hisdesat(지분44%)과

중이다. 또한 2016년에 발사한 BepiColombo(수

Communication(지분56%)이 세운 XTAR은 X밴

성탐사) 미션의 서브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였고,

드만 서비스하며, 2기의 위성을 주문하였다.

2022년 발사예정인 MIXSor과 JUICE의 X-ray

2017년 스페인 국방부는 X, Ka, UHF 안티재밍

분광기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위성통신분야도

기술과 핵내성(nuclear harden) 시스템 개발에

ESA의 ARTE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 1.9억 유로 투자를 계획중이다.

Loral

Spa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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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우주안보와 관련하여 2016년 ESA는

RADARSAT

다음

프로그램인

민군겸용

스페인 Indra와 1.7천만 유로(2천만 불)에 저궤

RADARSAT Constellation Mission(RCM)을 추진

도 우주물체의 S3T 감시·추적시스템 배치 계

하고 있는데 RCM은 이전 프로그램과 달리 정

약을 맺었다. Indra는 감시레이더 공급과 프로

부가 운영할 예정이다. 2018년에 RCM 3개의

그램의 주관기관으로 S3T는 ESA의 우주안보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며 캐나다 영토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일 주기 관측이 가능하여 현재 정부부처의
데이터 수집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3.12 캐나다

캐나다는

이외에도

ISS

로봇장비

인프라와

Special Purpose Dexterous Manipulator(Dextre)
캐나다

정부는

2014년

“Space

Policy

Framework”를 발표한 이후 트뤼도 내각의 정

에 기여하고 있으며 ESA의 ExoMars 2020 탐사
미션에도 참여하고 있다.

책 기조에 맞추어 새로운 국가우주정책을 준비
하고 있다. 주권 확보와 안보가 점차 국가적으

3.13 UAE

로 높은 우선순위에 위치함에 따라 국가 우주
프로그램에서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UAE는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합국가로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통신

유가하락과 더불어 경제적 다양성을 이유로

과 해양 및 우주상황인식을 강조한 “DND

UAE 비전 2021을 만들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Defence Policy Review(2016)”에서도 잘 드러

국가 전략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국가 개

나고 있다. 캐나다의 우주프로그램은 투자대비

발에 교육, 보건건강, 경제, 정책․안보, 주택과

효과를

틈새기술(위성통신,

인프라시설, 정부공공서비스 등 6개 부문에 우

RADARSAT 등 SAR 위성, 로봇기술 등)에 중점

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적

투자하는 선택적 투자전략을 취해왔으나, 장기

자본 개발, 산업육성,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

적인 비전이 부재하다는 한계에 직면하여 현재

려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UAE는 중동아

캐나다 우주청(CSA)을 중심으로 우주혁신 로드

프리카 지역을 위한 범아랍 우주청(Pan-Arab

맵을 준비 중이다.

Space Agency) 설립을 제안하였지만 실패하고

중요시하여

주로

캐다의 2016년 4.34억 불이며 이 가운데 민

2014년 독자적으로 우주청을 설립하게 된다.

수부문이 3.26억 불(75%), 군수부문이 1.08억

UAE는 우주를 포함한 7개 전략 부문에서의 혁

불(25%) 이다.

신을 촉진하고자 국가혁신 전략계획을 수립하

CSA가 수행하는 민수부문 우주프로그램 가

여 추진하고 있다. 우주탐사와 위성통신 그리

운데 통신 부문은 점차 정부의 역할이 감소되

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그

고

것이다.

있다.

CSA가

운영하는

통신위성은

에미레이트

고등과학원(EIAST)의

M3MSAT(해상 모니터링 및 메세징 소형위성)로

‘2011-2013 전략계획’에서는 DubaiSat을 통

서 다중임무 기능과 해상 감시용 선박자동식별

해 위성의 설계와 제작 그리고 관련 인프라를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서비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제공한다. 지구관측 부문에서는 SAR 기반의

MBRSC(Mohammed bin Rashid Space Center)을

RADARSAT 위성 시리즈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통해 유인 우주비행, 우주관광, 우주광물자원탐

캐나다 기업 MDA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 등 미래 우주활동을 위한 우주법 초안을 마

RADARSAT-2가 운영 중으로 MDA는 상용 위

련하고 있다. 2015년 UAE 우주청이 발표한 정

성영상

책에 따르면 우주개발을 통해 국가이익을 보호

판매와

정부부처

배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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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핵심 산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

관측위성 FalconEye을 조달할 계획이다. 여기

고 있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역량은 물론 경제

에는 관제 및 위성영상수신 시설도 포함될 계

성장과

획이다.

경제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MBRSC와

Aabar

Inverstment

UAE의 우주를 향한 행보는 매우 빠르게 진행

PSJC는 2009년 Subortbital 우주관광 회사인

되고 있는데 2006년에는 EIAST를 설립하였으며

Virgin Galatic社에 2억 8천만 불을 투자하여 지

2015년에는 이를 MRBSC에 통합시켜 조직을 재

분을 획득, 우주관광 분야의 진출에도 관심을

편하였다, 이듬해에는 화성탐사 계획을 발표할

보이고 있다. 또한 기반시설인 Spaceport 건설

정도로 그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MRBSC에

을 위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한 상태이다. 무엇

서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EIAST는

보다도 가장 야심찬 계획은 건국 50주년에 맞

이를 실행하게 된다. MRBSC는 크게 우주연구,

춰 2021년 화성탐사 우주선을 발사한다는 것이

위성제작 및 시스템 개발 그리고 지구관측의

며 올 2월에는 2117년까지 유인 화성정착 프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설립된

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UAE 우주청은 우주산업과 국가경제 성장을 위
한 투자와 제도를 마련하고 MRBSC는 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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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지구관측 위성인 Dubai 위성은 우리
나라 Satrec-i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한
첫 번째 위성이다. 설계, 조립, 시험설비 구축
과정에서 에미레이트 연구진이 함께하면서 기
술을 습득하여 자체기술력으로 Dubai-3, 즉
KhalifaSat 위성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방목적의 지구관측 위성 획득을 위해서 9억3
천만 불을 투자하여 50-70cm급 해상도의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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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Ground Station and Development
of KARI/German Ground Station
Chung, Daewon*

ABSTRACT
Korean ground systems have started to be developed for mission control and payload data
processing since 1990s. Typical ground system consists of the functions of ground station,
control center and communication link. The ground station should be distributed at homeland
and abroad to operate many satellites of various mission. The control center performs the
functions of resource control, mission control, satellite operation control, and payload operation
control. Classifying the ground system as development can be a control system and a
processing system. This paper introduces the status of ground station and explains the control,
reception, and processing system.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s German ground station and
analyze and compare overseas ground station terminal installed at German ground station by KARI.

초 록
우리나라 지상시스템은 위성 관제와 탑재체 자료 처리를 위해서 199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
하였다. 전형적인 지상시스템은 지상기지, 제어센터 및 통신연결의 기능으로 구성된다. 지상기지
는 다양한 임무의 많은 위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 분포되어야 한다. 제어센터는 자원제
어, 임무제어, 위성운영제어, 탑재체운영제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상시스템을 개발물로 구분하
면 관제시스템 및 처리시스템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상기지 현황을 소개하고 제어센터의
일부분인 관제, 수신,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히, 독일 지상기지를 분석하고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이 독일 지상기지에 설치한 해외지상기지터미널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Key Words

:

Ground System(지상시스템), Ground Station(지상기지), Control Center(제어센터),
Mission Control System(관제시스템), Image Reception & Processing System(영상
수신처리시스템), Overseas Ground Station Terminal(해외지상기지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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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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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의 숫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지상기지 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어떻

위성과 지상시스템에 대한 운영개념은 기능

게 구성할 것인가는 위성의 임무와 사용자의 필

과 역할의 관점에서 지상시스템을 분석하여서

요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전 세계에 분포되

만들 수 있다. 지상시스템에 대한 설계와 시험

어야 하는 지상기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내용은 개발물 및 개발 내용의 관점에서 지상

매번 달리 개발하는 것은 개발 비용, 개발의 어

시스템을 분석하여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지상

려움, 유지보수의 어려움 때문에 좋지 않다. 따

시스템은 기능과 역할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라서 지상기지는 모듈식 표준화를 이루어서 개발

개발물과 개발 내용에 관점에서 분석되어져야

이 쉽도록 하고 운영과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한다.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우주기관의 지상시스템 운영개념

관제시스템은 재구성, 재사용, 자동화 기술을

은 다중위성 운영이다. 우주기관은 국가가 구

기반으로 하는 다중위성 관제시스템 개발이 필요

축한 지상기지, 제어센터 및 통신 연결을 사용

하다. 처리시스템은 다양한 탑재체 자료 처리 기

하여 다수의 국가위성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

술의 확보와 처리정확도 향상을 위한 검보정 기

적인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지상기지는 국가

술의 접목이 필요하다. 또한, 탑재체 자료 양의

내 및 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우주기관

증가로 인한 고속처리 기술 확보와 처리된 탑

들은 지상기지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우주에 있

재체 자료를 사용자 간에 사용하고 통합하는

는 위성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어센터

상호운영성 연구가 필요하다.

는 다중위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적으로 통

독일 지상기지의 위치는 위성의 궤도를 포함

합되어 있다. 위성의 임무 특성과 필요에 의해

한 임무를 고려해서 정해졌다. 또한, 위성 영상

서 제어센터는 임무제어센터, 위성운영제어센

의 유럽 지역 내 상용 판매 확대 등의 활용 요

터, 탑재체운영제어센터, 자원제어센터 등으로

소를 고려하였다. 독일 지상기지의 개발물은

구성되어 질 수 있다. 통신 연결은 서로 다른 위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가 효율적이고 편리하

치에 있는 지상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연결 시

도록 개발되었다.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켜 준다.

서 모듈식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여

지상기지는 위성과 통신하는데 필요한 모든

러 위성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가상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지상의 구성물이다. 지상

화 기술을 적용하고 통합 지시서 생성 기능을

기지의 위치는 운영하고자 하는 위성의 궤도를

개발하였다.

포함한 임무를 고려해서 정해진다. 구축한 지상
기지는 특정 위성의 임무가 종료되더라도 다른

2. 본 문

위성의 임무에 사용될 수 있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운영되고 유지보수 되어 진다. 지

본 논문은 지상시스템을 설명한다. 지상시스템

상기지가 설치될 위치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이

을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설명한다. 또한 지상시

루어져야 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스템을 개발물에 따라서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이 설치한 국내외에 설치한 지상기지는 위성의

는 지상기지의 세계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국

임무와 궤도를 분석하여 결정되어진 것이다. 또

내의 현황으로 항우연의 지상기지에 대해서 논의

한 위성과 지상 간에 가능한 교신 횟수는 지상기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항우연이 개발 완료한

지 숫자와 관계된다[1]. 교신 횟수 이내에서 위성

독일 지상기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독일 지상기

자료를 지상기지로 모두 전송하지 못한다면 지상

지 내에 설치된 해외지상기지터미널의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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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개념을 분석하고,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모
듈식 표준화 기술, 가상화 기술, 통합 작업지시
서 생성 기술을 간략히 설명한다.

들을 전송하고 수신한다.
네트워크제어센터(Network

Control

Center,

NCC)는 지상기지들을 제어하기 위한 중심부 역
할을 한다. 네트워크제어센터는 제어센터와 통신

2.1 지상시스템

연결로 구성된다. 네트워크제어센터는 자료를 주
고받는 통신 접속들로 각종 제어센터들과 연결된

우리는 위성 등 우주 요소를 통제하게 해 주

다. 또한, 네트워크제어센터는 제어센터들을 위

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시설들을 총

한 호스트(Host)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스트 서비

괄하여 지상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지상시스템은

스란 네트워크제어센터가 임무제어센터 등 다른

우주 공간에 있는 위성시스템이 임무를 수행하기

제어센터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도구들을 제공해 준다.

다. 서비스의 종류로는 안테나, 추적, 원격 측정

지상시스템은 지상의 운영자들이 위성시스템을

및 명령 하드웨어, 수신 장비, 처리 장비, 지상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유지보수, 시설물들, 건물 그리고 보안 등일 수

며, 위성시스템의 항로와 궤도를 통제하도록 해

있으며, 다른 제어센터들과 네트워크제어센터 간

준다. 지상시스템은 임무 계획자들에게 연료, 전

의 협의에 의해서 서비스 내용이 결정된다. 네트

력량, 메모리양 등 위성 제한사항들에 대한 정보

워크제어센터와 다른 제어센터들은 같은 조직일

를 제공하며, 위성의 우주 비행을 가능하게 해

수 있다. 만약 네트워크제어센터와 다른 제어센

준다. 그리고 지상시스템은 탑재체 자료를 수집

터가 서로 다른 조직일 경우, 다른 제어센터는

하고 처리하여 사용자들에게 전송한다.

호스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네트워크제어센터

지상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기 위하여

에게 제공한다.

<그림 1>과 같은 전형적인 지상시스템 모델을 사

임무제어센터(Mission Control Center, MCC)는

용한다. 전형적인 지상시스템 모델은 지상기지,

임무를 운영한다. 임무제어센터에서 근무하는 엔

제어센터 및 통신 연결로 구성된다[2].

지니어들 그리고 운영자들은 임무 계획을 만들
고, 위성 자원을 계획하고, 임무 목적에 부합하
는 지상 자원들을 선택한다. 그들은 위성의 궤도
와 자세를 결정하고, 예측되는 값들을 지상기지
에 보내 정확한 값으로 위성을 추적하도록 한다.
복잡한 위성시스템의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된 시
설인

위성운영제어센터(Spacecraft

Operations

Control Center, SOCC)가 위성의 서브시스템들을
제어하며 자료를 처리한다. 위성운영제어센터는
명령들을 생성하고 그것들을 지상기지에 전달한
다. 위성운영제어센터는 지상기지로부터 받은 원
그림 1. 전형적인 지상시스템 구성

격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위성의 상태를 감시한
다. 위성운영제어센터는 위성의 건강과 상태에

지상기지는 위성시스템과 통신하는데 필요한

영향을 주는 서브시스템들에서 생성된 자료들만

모든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지상의 구성물이다.

분석한다. 간단한 위성시스템의 경우 임무제어센

지상기지에 있는 안테나와 추적, 원격측정 및 명

터가 임무 계획을 수행한다. 탑재체운영제어센터

령은 위성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무선 주파수 신호

(Payload Operations Control Center, POCC)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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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자료를 분석한다. 탑재체운영제어센터는 탑재

성 요소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한 경우 통신

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임무제어센터의 임무 계획

연결은 그들 사이에서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 필

작성을 지원한다. 탑재체운영제어센터는 탑재체

요하게 된다. 최상의 통신연결 유형은 전송되는

기기 제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무제어센터 또는

정보의 유형, 어떻게 사용될지, 자료의 대역폭,

위성운영제어센터가 작성한 명령 시퀀스를 요구

전송 시간에 따라 다르다. 정보 전송에는 다음과

하게 된다. 그러나 탑재체운영제어센터는 명령

같은 몇몇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개

시퀀스를 이용하여 위성에게 명령을 전송하지 않

인

는다. 대부분의 경우 위성시스템을 보호하기 위

(Commercial Service), 위성 연결 대 지상 연결,

해서 위성운영제어센터 또는 임무제어센터에게만

교환 회선 대 전용 회선을 분석하고, 우리가 원

명령

전송

기능이

허락된다.

서비스(Private

Service)

대

상업

서비스

자원제어센터

하는 것을 파악하고 선택해야만 한다. 최고의 해

(Resource Control Center, RCC)는 네트워크에

결 방안은 음성 서비스를 요구하는가 아니면 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원들을 감시하고, 사용을

료 서비스를 요구하는가를 결정하고, 배포가 차

계획한다. 자원제어센터는 임무제어센터로부터의

례대로 되어 있는가(점 대 점인가), 또는 다분기

요청들을 수락하며, 지상기지들, 통신 수단들, 그

인가(점 대 다중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속도,

리고 일련의 장비들을 사용하기 위한 시간 양을

거리, 보안 또는 생존성이 설계 요구사항에 어떻

할당한다. 자원제어센터는 우선순위에 따라 위성

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

시스템에게 지상 자원들을 할당한다. 작은 규모

다.

의 지상시스템에서는 자원제어센터 없이, 임무제

전형적인 지상시스템 모델에서는 네트워크를

어센터가 자원들을 제어한다. 임무제어센터, 위

통하여 자원들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여러 기의

성운영제어센터, 탑재체운영제어센터 및 자원제

위성시스템들을 동시에 운영 가능하다. 전형적인

어센터는 네트워크제어센터 내에 기능적으로 포

지상시스템 모델에서는 여러 개의 지상기지들이

함되어 있는 개념이나, 각 센터들의 위치는 네트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지상기지

워크제어센터 내의 하나의 공간 또는 여러 공간

들은 다양한 궤도들과 임무 구성에 필요한 통신

내 등 다양할 수 있다. 일부의 임무에서는 탑재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체운영제어센터들은 네트워크제어센터 내의 공간

지상시스템을 기능이 아니라 개발물로 구분하

이 아닌 탑재체 사용자 기지에 위치하고 있다.

면 지상시스템은 관제시스템과 처리시스템으로

이 경우 탑재체운영제어센터는 하나일 수도 있

구성될 수 있다. 서브시스템 개념을 이해하면 관

고, 여러 곳의 여러 개일 수 있다. 임무의 복잡

제시스템 및 처리시스템과 지상시스템을 더욱 더

성, 크기 등에 따라서, 위성운영제어센터는 탑재

잘 이해할 수 있다. 서브시스템은 관제시스템 및

체운영제어센터 및 임무제어센터와 통합될 수 있

처리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이며, 서브시스템의 종

다. 운영할 위성 개수가 많거나 임무가 다양한

류로는 안테나 서브시스템, 추적, 원격 측정 및

조직의 경우에는 임무제어센터, 위성운영제어센

명령 서브시스템, 시각 동기 서브시스템, 그리고

터 및 탑재체운영제어센터가 각각 존재할 수 있

명령과 자료 처리 서브시스템 등이 있을 수 있

다. 작은 임무들은 센터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 개발할 위성의 임무 목적에 따라서 관제시스

하나의 공간 안에 통합시킬 수 있다.

템 및 처리시스템의 서브시스템 구성과 내용을

통신연결은 지상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위성 A 관제

자료 전송을 수행한다. 지상기지들과 제어센터

시스템이 위성과 직접 통신을 해야 한다면 안테

등의 모든 지상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모두 같은

나 서브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위성 B 처리시스

장소에 배치되게 할 수는 없다. 지상시스템의 구

템이 위성 B로부터 자료를 직접 수신한다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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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 서브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위성 C 처리시

역업체 직원들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

스템이 지상네트워크를 통해서 위성 C의 자료를

다. GSFC의 구성은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이 되

수신한다면 안테나 서브시스템이 필요 없다.

어 있으며 이중 ESCP(Exploration and Space
Communications

2.2 지상기지(Ground Station)

Projects)

부서에서

네트워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우주망 및 지상망의 스케
쥴링과

해외 선진 우주기관들은 초기 단계의 우주개

서비스는

GSFC의

NIMO(Networks

Integration Management Office)에서 수행하고

발을 벗어나서,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와 활용 위

심우주망의

주의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해외

Network Commitments Office에서 수행한다. 우

우주개발 선진 국가들은 더욱 활발하게 지상기지

주망, 지상망 및 심우주망은 2006년부터

들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미국의 경

으로 통합되어 100개 이상의 NASA 및 NASA 이

우 전 세계에 지상기지들을 구축함으로써, 항상

외의 우주 임무를 지원하고 있다[4].

경우에는

JPL의

Deep

Space
SCaN

위성과 교신하고, 탑재체 자료 수신이 가능하도
록 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2006년 5월 미국
NASA(National

Ast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전략경영협의회는 100여개 이상
의 미국 위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국 내의 각 우주센터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
었던 우주/지상 기반의 우주통신 및 항법 인프라
체계를 통합 운영 관리하도록 우주통신네트워크
(SCaN, Space Communication and Navigation) 부
서를 설립하였다. 이때부터, 미국은 국가 차원의

그림 2. 미국 NASA 지상기지

통합된 위성 운영 인프라를 개발, 운영, 관리하
게 되며, 우주통신네트워크 부서는 다음 세대의

표 1. 미국 NASA 지상기지 현황

미국 위성 운영 인프라 체계 구축도 담당하게 된

구분

다[3].

내용
- 7개의 TDRS(Tracking Data Relay

우주망
(Space Network)

미국 NASA 지상기지
NASA는 우주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

지상망

해서 지상과 우주를 연결하는 통신링크를 구축하

(Ground Network)

고

심우주망

있으며,

우주망(Space

Network)과 지상망

(Ground Network)은 미국 Maryland에 위치한

(Deep

Space

Network)

Satellites)로 구성
- White Sand Complex
- NEN(Near Earth Network)
- 전세계 15개소로 구성
- GSFC에서 운영 및 관리
- 120도 간격, 70m 안테나
- Goldstone/California, Madrid/Spain,
Canbera/Australlia

GSFC(Goddard Space Flight Center)에서 제어
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우주망(Deep

Space

유럽우주청 지상기지

Network)은 미국 Pasadena에 위치한 JPL(Jet

유럽우주청(ESA, European Space Agency)은

Propulsion Laboratory)에서 제어를 수행하고 있

유럽 각국에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구축

다. 또한, GSFC는 우주망과 지상망뿐만이 아니

하여 업무를 분산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유럽우

라 유인 우주선 프로그램, 지구 궤도 임무 등을

주운영센터(ESOC,

수행하고 있다. GSFC는 약 8,200명의 직원과 용

Center)는 독일 다름슈타트에 위치해 있으며, 임

European

Spac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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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제센터(Mission

Control

Center)

운영,

Centre(GFCC)에서 원격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

ESTRACK(European Space Tracking) 운영, 임무

의 유지보수/운영 팀은 LEOP 같은 주요 시점에

분석, 비행역학, 소프트웨어 개발, 지상시스템 개

는 각 지역에서 운영을 지원한다. 사이트 유지보

발 엔지니어링, 우주파편 및 주파수관리 등의 업

수/운영 인원은 정기적인 예방/장애처리 유지보

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를 수행하며, 제작사는 1년에 1회 주요 안테나

ESTRACK은 유럽우주청 및 관련 기관의 우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럽우주청에 의해서

서브시스템에 대해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또
한 3년에 1회 성능 재시험을 수행한다.

구축된 Global Ground Network이다. 유럽우주운
영센터 ESTRACK은 전 세계에 분포된 Core

일본 JAXA 지상기지

Network(10 개소), Augmented Network(5개소),
Cooperative Network(11개소)로 구성된다[5].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본
사는 도쿄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관측센터, 지구
관측연구센터, 쯔꾸바 우주센터 등 약 9개의 지
사가 일본 전역에 분산되어 있다. JAXA의 지상기
지는 ISAS(Institute of Space and Astronautical
Science)의 우주 과학 지상기지들과 NASDA(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의 지상기지들이 통합되
어 통합우주추적수신부서(CSTD, Consolidated Space
Tracking and Data Acquisition Department)가 되었
다. JAXA의 지상기지 개념은 3 부분으로 분류되
어 있다. 자국 내의 지상기지, 해외 지상기지 및
DRTS(Data Relay Test Satellite)로 구성된다. 자

그림 3. 유럽우주청 지상기지

국

내의

지상기지는

7개소(UDSC-DSN,

USC,

OTCS, KTCS, MTCS, PGT, EOC)로 구성되어 있
Core Network은 유럽우주청 소유의 지상기지
로써 7개의 국가에 분산되어 총 10개소의 지상
기지로 구성되어 있다. Core Network에 속한 지
상기지에는 대부분이 13m 이상의 대형 안테나가

다. 해외 지상기지는 4개소(Maspalomas, Santiago,
Kiruna, Perth)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기지의 운
영은 쯔구바 우주센터에 위치한 지상기지 운영센
터에서 수행한다[6].

설치되어 있으며, S/X/Ka/Ku-band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Core network은 심우주망
을 포함하고 있다. New Norica, Cebreos 및
Malargüe에
Antenna)를

각각

심우주안테나(Deep

운영하고

있다.

Space

Augmented

Network은 SSC, KSAT과 같은 상용 서비스와
계약기반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Cooperative
Network은 타 우주기관의 국제협력에 의해서 운
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이다. ESTRACK 내의 자
원할당(Resource

Allocation)은

ESOC

Scheduling Office에서 이루어진다. ESTRACK의
모든 안테나는 ESOC의 Ground Facility Control

그림 4. 일본 JAXA 지상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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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항우연 지상기지

다. 대전과 남극 간은 ADSL 망을 통하여 네트워

항우연은 1999년 12월 21일 다목적실용위성 1

크로 연결되어 있다. 남극 지상기지에는 관제용

호 발사 이후, 19년째 위성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1.5미터 소형 안테나 시설이 구축 되어 있으며,

항우연은 총 6개소의 지상기지를 운영하고 있으

소형 안테나를 통해서 S-Band 대역 신호를 사용

며 이 중 항우연 소유의 지상기지는 대전, 제주,

하여 저궤도 위성의 관제를 수행한다.

남극, 마이크로네시아 및 독일에 있다. 또한, 노

적도 부근의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웨노 섬

르웨이 스발바드에 있는 지상기지를 임차하여 운

에 위치한 지상기지는 2013년부터 저궤도위성의

영하고 있다. 지상기지에 대한 스케쥴링과 원격

관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마이크로네시아 지

운영은 대전에서 수행하고 있다. 항우연은 국내

상기지는 웨노섬(북위 7도, 동경 151도)에 위치하

외 지상기지를 구축함으로서 위성의 지속적인 감

고 있으며, 마이크로네시아 지상기지는 2013년 7

시 및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5>는 대한민

월 9일(화) 개소식을 갖고 운영이 시작되었다. 마

국 항우연의 지상기지 현황을 나타낸다.

이크로네시아 지상기지는 안테나, 통신장비, 보
안장비, 전력장비, 공조장비, 간이운영소 등으로
구성되었다. 마이크로네시아 지상기지는 대전 지
상국에 위치한 종합관제실에서 원격으로 무인 운
영되며, 1년에 1회 유지 보수 목적으로 현지 방
문한다. 독일 베를린 북쪽 노이스탈리치에 위치
한 지상기지는 2017년 1월에 개발이 완료되었으
며, 시험운영을 거친 후 2017년 4월부터 정상운
영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 지상기지는 관제, 영
상 수신 및 처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
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및 5호를 관제, 수신, 처
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5. 대한민국 항우연 지상기지

2.3 항우연/독일 지상기지(Ground Station)
대전에 위치한 지상기지는 대한민국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항우연(위도 36.379도, 경도

항우연은 2015년 7월 22일부터 2017년 1월 31

127.356도) 내에 있다. 대전 지상기지는 저궤도위

일까지 19 개월의 개발 기간으로 독일 지상기지

성과의 교신을 위한 13m와 7.3m 안테나와 정지

를 개발 완료하였다. 개발의 목적은 국가 저궤도

위성과의 교신을 위한 13m와 9m 안테나를 가지

위성(다목적실용위성 3호, 5호, 3A호)의 관제, 수

고 있다. 남극에 위치한 지상기지는 2004년부터

신, 처리를 위한 지상기지를 독일에 구축하는 것

현재까지 저궤도위성의 관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

이다. 개발의 목표는 2가지이다. 첫 번째는 독일

으며, S-Band 대역 안테나를 사용하여 위성 관제

에 지상기지를 구축하여, 국가 소유 저궤도 위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극 지상기지는 위도 62

군을 운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해외지상기지

도, 경도 58.47도에 위치한다. 남극 세종기지의

터미널을 모듈식 표준화, 가상화 기술 적용, 통

구성은 안테나, 쉘터, Cortex(모뎀장비), 주파수

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상하향 변환기, 기타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남

러한 개발 개념의 설계 기법을 완성하면, 수요자

극 지상기지는 대전에서 원격으로 무인 운영하고

의 다양하고 특별한 위성 운영 및 활용 요청에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연 1회 방문되고 있

의해서 다양한 지리 지역에 위치하는 해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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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내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해외지상기지터미널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개발
할 수 있게 된다. 항우연이 처음으로 개발한 해
외 지상기지는 남극 지상기지로써 다목적실용위
성 2호의 관제를 위해서 2004년에 개발되어 남극
에 구축되었다. 그 이후 2013년에 개발된 마이크
로네시아 지상기지는 다목적실용위성 2호 관제뿐
만이 아니라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관제도 수행
될 수 있게 개발되어야 했다. 또한, 남극의 기후
가 아니라 마이크로네시아의 기후와 환경에 맞게

그림 6. 독일우주청 노이스탈리치 센터

전력, 공조, 네트워크, 보안 시설이 개발되어야
했다. 상기와 같이, 국내 운영 위성의 숫자가 증

항우연은 모듈식 표준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가하고 활용의 영역이 넓혀질수록 해외 지상기지

수행된 해외 수신시설 예비설계 및 상세설계 내

의 해외지상기지터미널은 여러 위성의 다양한 기

용을 바탕으로, 외부 용역업체는 다목적실용위성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고, 다양한

수신 영상 저장이 가능한 직저장서브시스템(DIS,

지역에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공조, 네트

Direct Ingestion Subsystem) 및 해외지상기지터미

워크, 보안 장비가 그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맞

널의 무인 관제를 위한 원격제어감시서브시스템

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해

(RCMS, Remote Control & Monitoring Subsystem)

외지상기지터미널의 개발 목표는 설정되었다. 해

을 개발 하였다. 또한, 가상화 기술 및 통합 운

외지상기지터미널은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영 기술이 개발되었다. 항우연은 2016년 9월 30

5호를 운영할 수 있다. 이전에 개발된 해외 지상

일 용역업체로부터 해외 수신시설 설치 사업 관

기지의 시스템과는 달리 해외지상기지터미널은

련 하드웨어를 납품 받았고, 2016년 10월부터

위성의 관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위성

2016년 11월까지 항우연 다목적타워에서 시스템

영상을 해외에서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게 개발

을 설치하여 시험을 수행 하였다. 항우연은 개발

되었다. 해외지상기지터미널은 내륙 지역의 기후

한 시스템을 이용한 위성 직수신 시험을 대전에

에 맞게 인프라가 개발되어 설치되었으며, 인프

서 수행한 후 시스템을 독일 노이스탈리치로 이

라 설계가 모델식 표준화를 반영하였다.

동하였다. 항우연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독일 지상기지는 독일우주청 소속 노이스탈리

까지 독일 노이스탈리치에서 시스템을 설치하여

치 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 노이스탈리치 센터

원격으로 관제, 수신, 처리 시험을 수행하였다.

는 베를린 북쪽 노이스탈리치시에 위치하며 위도

항우연은 2017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시스템

53.3도, 동경 13.1도이다. 노이스탈리치 센터는

을 이용하여 시험운영을 실시하였다. 항우연은

11M S/X/KA 안테나 1기, 7.3M S/X 안테나 3기,

2017년 4월부터 독일 지상기지를 정상운영하고

6m S 안테나 1기, 4m S 안테나 1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말 현재 해외지상기지터미널

있으며 상주하는 독일우주청 인원은 약 70명이

을 342회 사용하고 있다.

다.

해외에 위치한 지상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해당 국가 내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전력 등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항우연은 위성이용에 대한 독일
법과 주파수 이용에 대한 국제법 및 독일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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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항우연은 독일

대역으로

변환한

지상기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독일우주청으로부터

Cortex HDR(High Data Rate Receiver) 장비에 입

부지, 공간, 전력, 안테나, 부지 내 네트워크, 보

력한다.

안, 설치 및 시험, 운영 등에 대한 국제 협력 관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QPSK 복조를 수

계를 구축하였다.

행한

Cortex

후,

후,

해외지상기지터미널 내

HDR장비에서는

직저장서브시스템

및

OQPSK(Offset
PMS(Product

항우연이 개발한 해외지상기지터미널을 독일

Management Subsystem)를 사용하여 영상 자료를

지상기지 내에 설치하였다. 해외지상기지터미널

Level 0, Level 1R, Level 1G로 변환하고 저장한

은 지상 설비 모듈, 관제 수신 모듈, 데이터 처

다.

리 모듈, 네트워크 모듈, 원격 제어 및 감시 모

독일 지상기지에서 수신된 영상은 구축된 네

듈로 구성된다. 그림 7은 해외지상기지터미널 구

트워크 환경에서 고속 전송 솔루션인 ASPERA를

성이다.

활용하여 대전으로 보안 전송될 수 있다. 또한,
원격제어감시서브시스템은 해외지상기지터미널을
모니터링하고, Cortex CRT 및 HDR의 위성별 설
정을 위성 패스 시간에 맞게 조정해 준다.

그림 7. 해외지상기지터미널 구성
대전에서 근무하는 운영자는 다목적실용위성

그림 8. 해외지상기지터미널 장비 구성

관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전 위성운영동 종합관
제실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을 사용하여, 노스탈리
치에 설치된 해외지상기지터미널의 관제/수신 모
듈인

Cortex

Telemetry)

CRT(Command

Ranging

&

장비에 접근 할 수 있다. Cortex

CRT 장비는 명령 전송 및 원격측정

수신을 위

해서 신호를 BPSK(Biphase Shift Keying)로 변조
및 복조 한다. 명령은 변조되어 중간주파수 대역
에 실린 후 독일우주청 소유의

Up-converter와

안테나를 사용하여 다목적실용위성에 명령 전송
된다. 원격측정 수신은 상기 일련의 과정을 반대
로 수행된다.
다목적실용위성 영상 수신의 경우, 무선주파수
신호를 독일우주청 소유의 안테나를 통해 수신하
여 Down Converter를 통해 720 MHz IF 주파수

그림 9. 설치된 해외지상기지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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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016, pp.239-245.
3. 정대원, “우리나라 위성 운영 종합체계 개

지상시스템의 발전 방향은 위성 운영의 안정
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발 및 운영의 필요성,” 항공우주매거진, 제
9권 제1호, 2015, pp. 84~100.
4. http://www.nasa.gov.

다중위성운영과 관련하여 관제시스템의 재구

5. http://www.esa.int.

성과 재사용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또

6. http://www.jaxa.jp.

한, 자동화는 일상적인 임무운영의 내용이 대부
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적용 범
위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처리시스템의
개발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으
나, 국내 IT 기술의 역량과 다목적실용위성 등의
개발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지속적인
처리시스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SAR, IR 센
서, 기상센서, 해양센서, Hyperspectral 센서 등
새롭게 개발되는 센서 데이터의 처리기술의 개
발, 데이터 처리의 고속화, 위성자료 및 서비스
의의 표준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우주기관의 지상기지 현황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또한, 대한민국 항우연 지상기지에 대
해서도 분석하였다. 특히, 항우연이 최근 개발한
해외지상기지터미널은 모듈식 표준화가 적용되었
고, 가상화 기술 및 통합 지시서 생성 기술이 적
용되었다.
전 지구에 분포된 지상기지를 이용하여 교신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긴급 상황 시의 신속한
대처, 궤도조정 및 코드패치 등 유지보수 등에서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탑재체 자료 수
신 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위성 활용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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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무인기 운항안전을 위한 주요국의 UTM 개발 동향
오경륜* , 구삼옥**
1)

UTM Development Trends of Major Countries for
Operational Safety of Civil UAV
Oh, Kyung-ryoon*, Koo, Sam-ok**

ABSTRACT
The announcement of Amazon's Prime Air plan with a small UAV has raised worldwide interest in
the commercial use of UAV. The United States is proceeding with NASA-led UTM development
based on the results of NextGEN program which has the purpose of modernizing the airspace. Japan
is actively developing JUTM including UAV frequency management to demonstrate the urban
delivery system using UAV during the 2018 Tokyo Olympics. For commercial use of UAS, there are
many issues to be addressed, including UAS pilot and operator qualifications, UAS certification, UAS
frequency issues, and operational safety infrastructure. In this paper, considering the domestic
environment in which the UTM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started in 2017, we analyzed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 UTM around the world and presented the additional considerations to be
reviewed in the UMM development project in the future.

초 록
소형무인기를 이용한 아마존의 프라임에어 계획 발표는 무인기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전 세계
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공역현대화 계획에 따른 NextGEN 결과를 기반으로, NASA 주
도로 저고도 무인기 교통관리시스템인 UTM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8년 도쿄 올림
픽 기간 중에 무인기를 이용한 도심택배 시스템을 선보이고자 무인기 주파수 관리를 포함하는
JUTM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무인기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선 무인기 조종사 및 운용자
자격, 무인기 기체 인증, 무인기 주파수 문제, 안전운항 인프라 확보문제 등 많은 선결문제가 존
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2017년 UTM 개발구축 사업을 시작한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전 세계 저
고도 무인기 교통관리시스템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UTM 개발구축 사업에서 추가적으
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 Words

:

UTM(저고도 무인기 교통관리시스템), civil UAV(민간용 무인기), commercial UAV(상
업 무인기), UAS(무인항공시스템), UAV urban delivery(무인기 도심택배)

* 오경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구본부 항공기획팀 bigoh@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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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있었으며, 선택된 회신들에 대한 상세 소개
와 논의가 심포지엄에서 이루어졌다.

무인기는 4차 산업혁명의 Data 생산 및 작업

본 논문에서는 2017년 4월에 UTM 체계 연구개

수행 영역의 중요 스마트 디바이스 중의 하나

발사업을 시작한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전 세계

이다. 각 국가에서는 비가시권비행, 특별 운항

저고도 무인기 교통관리시스템 개발 현황을 분석

허가제 도입 등의 규제개선, 비즈니스 모델 발

하고 향후 국내 UTM 체계 연구개발 사업에서 추

굴을 위한 실증사업, 공공수요 창출 등 혁신제

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품의 산업화 활성화 정책 추진을 통해 무인기
산업을 활성화 시켜 세계시장 선점을 추구하고

2. UTM 개발 동향

있다.
미국은 규제 밖 항목들에 대한 기술혁신을 위

2.1 무인기 및 UTM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해 Pathfinder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전용 시
험공역 6곳을 확보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

무인기 구조 및 성능 안전성 인증기술기준은

다. [1] 일본은 도심 택배 시스템 개발을 위해 치

무인기 상용화를 위한 선결과제 중 하나로, 연

바현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였으며 전용 시험

료를 제외한 기체 중량 150kg 초과 무인기에

공역(후쿠시마현 로봇테스트 필드) 확보를 추진

대한 감항인증기술기준을 포함한 각 분야별 국

중이다. [2] 국내에서도 무인기 관련 규제프리존

제표준권고안은 한국을 포함한 20개국, 13개 기

사업 추진과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 산업분야 안

관이 참여한 ICAO RPAS 패널1)에서 표준화 작

전성 검증 시범사업(전국 7개 전용 공역에서 25

업이 진행 중으로‘18년 조종자 자격에 대한

개 대표사업자 참여 [3])을 수행 중에 있다. 이외

표준권고안 발행 이후 2020년까지 나머지 분야

에도 중국, 러시아, 인도 등도 무인기 산업을 국

에 대한 표준권고안이 발행될 예정이다. [5]

가 전략목표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육성하고 있
다. [4]
기존 항공종사자들은 민간 항공분야에 새로
이 등장한 무인기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이해

기체 중량 25kg 이하의 소형 무인기를 포함한
150kg 이하 무인기에 대한 인증기술기준은 국제
표준화 비영리기구(ASTM2), ISO3) 등)를 통해 산
업체 합의 표준안 작업이 진행 중이다. [6], [7]

가 부족하고, 항공분야에 새로이 등장한 그룹

고도 150m 이하 저고도에서 운항하는 무인기

(드론 운용자 등)은 기존 항공분야에서 중점을

교통관리(UTM)시스템은 무인기의 본격적인 상

두어온 비행안전 준수의무 등에 대한 지식이

업적 활용을 위해 선 구축되어야 하는 중요 인

부족한 상태로, 소통을 통한 상호 간 이해증진

프라로 산업체를 중심으로 주요국에서 구축을

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나 본격적인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 회원국의

국제 표준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항공당국, 소형 무인기 산업체의 이해관계자들이

유럽 민간항공전자장비 표준화 기구인 EUROCAE

모여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

의 기존 WG73 (Unmanned Aircraft Systems)이 무

하였다. [5]‘17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ICAO

인기의 운항안전을 위한 표준 및 가이던스 문서를

HQ(캐나다 몬트리올 소재)에서 제2회 RPAS 심포
지엄 및 UTM 관련 심포지엄에서 무인기의 상업
적 활용을 위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교환

1) 7개 분야 WG으로 구성 : 감항기술기준 (WG 1), C2통신링크 (WG 2),
Detect & Avoid (WG 3), 조종자 자격 (WG 4), 운용 (WG 5), ATM
(WG 6), Human in the System (WG 7)

되었다. 저고도 무인기 안전운항을 위한 ICAO의

2) ASTM : 소형무인기 표준화 작업에 12개국 211명의 회원 참여 중

RFI(자료의뢰서) 요청에 전 세계에서 76개의 회

3) ISO : 무인기 표준작업 위해 ISO TC 20/SC 16 분과위원회 개설
('14.12.)하여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의 국가표준단체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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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기 위해‘16년 9월 WG 1054)로 대체됨으로

기술기준을‘19년까지 개발 예정이며, 중국은

써, EUROCAE의 WG 105은 국제항공표준개발기관

‘15년

들 중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UTM 관련 문서를 개발

U-cloud를 구축하여 운용 중이다. 일본은 UTM

하는 유일한 활동이다.

개발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17년 7월부터

2/4분기부터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국제 표준화기구들이 UTM 관련 더딘 행보를

JUTM을 개발 중이다. 국가 전체가 도심환경인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민간 부분에서는 발 빠른

싱가포르는 도심운용 UTM을 개발 중으로‘18

행보를 보이고 있다.‘17년 1월, 세계 15개국의

년 중 기술데모를 예정하고 있다.

민간단체 등의 참여로 UTM 관련 비영리 민간협

유럽에서도‘17년 6월에 UTM 개발 청사진이

회인 Global UTM Association(GUTMA)이 설립되었

발표되어, 유럽 모든 공역 내 무인기 관제를 위

다. GUTMA는 각 국가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한 U-space5) 개발이 진행 중으로‘19년에 초기

UTM의 핵심공통구성을 정의하고 각 회원의 소속

운용이 개시 될 예정이다. [9]

국가에서 이를 기반으로 자국 내 UTM 개발 구축
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UTMA는
다음 3개의 WG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8]
․ Overall Architecture WG : 산업계의 표준 UTM
구조를 정의하고 각 국의 표준 UTM 구조화 작업
․ Data Exchange WG : 저고도 무인기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 개발 작업
․ 등록/식별 WG : 국제 상호운용성 요구 파악하고 각
국 당국의 요구사항 및 관련 기술솔루션 등 정의

2.2.1 미국 UTM 개발 현황
지난 25년 간 공역 내 비행교통 효율 증진,
비행 지연 감소, 연료소모 및 배출가스 감소 등
의 연구를 수행해 온 NASA는 Ames 연구소를
중심으로 UTM 연구를 FAA와 협력하여 진행
중이다. NASA는 COA (Certificates of Waiver
or Authorization) 절차를 통해 UTM 관련 비행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NASA UTM 연구에는 아마존을 비롯한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4단계의 기술능력수준
(TCL6))으로 구분하여 기술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표준기술안이 그 결과로서‘19년
에 FAA에 제출될 예정이다. [10]
․ UTM TCL 1 : 인구 저밀집 지역에서의 농
업, 산불진화, 구조물 안전점검용 무인기
비행시험 (‘15년 8월 수행)
․ UTM TCL 2: 인구 밀도 희박 지역에서의
비가시권 비행시험 및 관련 절차 평가
(‘16년 10월 수행)

․ UTM TCL 3: 인구 중밀도 지역에서 유ㆍ무
그림 1. GUTMA 정의 UTM 시스템 일반 구성

인기 통합 운영을 위한 협력적, 비협력적
무인기 추적능력 시험 (‘18년 11월 수행 예정)

2.2 주요국 UTM 개발 및 구축 현황
미국의 NASA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UTM
4) 1. 저고도 소형 무인기 교통관리(UTM), 2. C3통신링크, 3.충돌회피, 4. 설계
및 감항표준, 5. 특별운용위험분석(SORA), 6. 무인기 자동화 등 6개 FOCUS팀

․ UTM TCL 4: 인구 고밀도 지역에서 뉴스
5) ‘16년부터 ’24년까지 유럽연합, 유로컨트롤, 기업 등이 1/3씩 출
자하여 진행되는 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 기술혁신 프
로그램으로 약 16억€가 투입
6) TCL : Technology Capabil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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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촬영, 물품배송, 우발사태 위험저감안
등에 대한 비행시험 (일정 미정)

일본 JUTM 컨소시엄에는 옵저버로서 정부부
처 관계자 및 무인기 특구로 지정된 지방정부

2.2.2 중국 UTM 구축 현황
중국은‘15년 12월에 소형드론 운행규정 제정
을 통해 세계 최초로 UTM 관련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여‘16년 2/4분기부터 이동통신망을 이용
한 U-cloud를 구축하여 운용 중으로 중국 항공기
소유자 및 조종사 협회(AOPA7))에서 관리하고 있
다. 제정된 운행규정에는 U-cloud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U-cloud
시스템 비접속 무인기는 비행 전에 유효한 감시
방법과 관리를 당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11]
• 민간 무인기 cloud 시스템 접속
․ 핵심지역과 공항에서 무인기 분류 2, 5의 무인기
는 U-cloud 시스템 접속. 또는 지상장비(GCS)가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일본 JUTM의 특징은 무인기 비행에 필수항
목인 주파수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JUTM 이용자는 무인기 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 및 송출 출력정
보를 포함한 비행계획을 JUTM을 통해 신청해
야 하는데, 상업 무인이동체용 주파수로 할당된
대역의 경우 기존 해당 주파수의 무선국 사업
자와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 경우 JUTM 내 운용조정 WG에서 주파수 혼
선 조정을 관리하게 되는데 조정이 안 될 경우
기존 무선국 사업자와 JUTM 이용자 모두 해당
지역에서 해당 주파수를 해당 일정 내에 사용
을 못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13]

U-cloud 시스템에 접속하여 최소 1회/분 보고
․ 인구밀집지역에서 운용하는 무인기 분류 3, 4,
6, 7 무인기8)는 U-cloud 시스템에 접속하여
최소 1초에 한번 보고. 비밀집지역에서 운용
하는 무인기는 최소 30초에 한번씩 보고
2.2.3 일본 UTM 개발 현황

그림 2. 일본 JUTM 컨소시엄 조직도

일본은 UTM 개발과 관련한 민간 컨소시엄
(JUTM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UTM 개
발계획을 수립하여‘17년 7월부터 산업통상성
R&D 예산을 지원 받아 3년 계획으로 JUTM 개
발을 시작하였다. 추진 일정 및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2]
․ ‘17년 : 가시권(VLOS) 운용능력 확보
․ ‘18년 : 비거주지역 및 인구 비 밀집지역
에서의 비가시권(BVLOS) 운용능력 확보
․ ‘20년 :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BVLOS 운
용능력 확보
7) AOPA : Aircraft Owners and Pilots Association
8) 중국 무인기 분류(총이륙중량 기준) : 분류 1 (1.5kg 이하), 분류 2
(1.5kg 초과 7kg 이하), 분류 3 (7kg 초과 25kg 이하), 분류 4 (25kg
초과 150kg 이하), 분류 5 (식물보호류 무인기, 농업용 등), 분류 6
(무인비행선), 분류 7 (비가시 비행 분류 1, 2 무인기)

그림 3. 주파수 운용조정 실시 흐름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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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 상업 무인이동체 할당 주파수 특성
중심
주파수
2.4 ㎓
5.7 ㎓
169 ㎒

주파수대
2483.5-2494 ㎒
5650-5755 ㎒
169.059-169.3975 ㎒
169.8075-170 ㎒

최대
출력
1w
1w

최대10 ㎒
5/10/20 ㎒

1w

300 ㎑ 이내

채널폭

그림 5. 싱가포르 도심 UTM 개념도

2.2.5 유럽의 UTM 개발 현황
유럽 내 UTM 개발에 대한 계획이‘17년 6월
청사진(U-space blueprint)으로 발표되었다. [9]
U-Space 개발을 위해‘24년까지 유럽연합, 유
로컨트롤, 기업 등이 1/3씩 출자하여 총 16억
€가 투입될 예정이며, ‘19년에 기본서비스 제
공 운용개시를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구축이 진
행 중이다.

그림 4. 일본 상업 무인이동체 주파수 할당 현황 [14]

2.2.4 싱가포르 UTM 개발 현황
국가 전체가 도심환경인 싱가포르는 도심운
용 UTM을 개발하고 있다. 싱가포르 우체국에서
Airbus 헬기팀과의 협업을 통해‘18년 중 기술
데모를 예정하고 있다.

그림 6. 유럽 U-Space 개발 계획

싱가포르 UTM은 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수평
및 고도별 수직으로 격자모델(AirMatrix)을 개발

2.2.6 기타 국가 UTM 개발 현황

하여 도심 무인기 운용 및 공역관리에 적용, 이
용자가 UTM 비행계획에 이륙하는 지점과 착륙

호주는 퀸즈랜드 지역에서 지난 5년간 무인

하는 지점을 입력하면 AirMatrix 기반의 위험도

기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 보잉사와 협력해 오

분석을 통해 경로를 설정해주게 된다. [5]

고 있으며, 비가시권 비행(50km 범위)과 고고도

‘17년 9월 22일 ICAO UTM 심포지엄에서
버전 1의 싱가포르 UTM이 소개되어 많은 주목
을 끌었다.

(5,000ft 이상) 운항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및
운용 S/W를 개발해 오고 있다. [5]
‘17년 7월부터 250g 이상의 무인기 등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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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는, 러시아 위성항

UTM 접속이 의무화 될 경우 100% 서비스 커버

법시스템(GLONASS)과 이동통신망 등을 활용한

리지 확보 문제와 2중 또는 3중 서비스 커버리지

UTM을 러시아 우주국(ROSCOSMOS)을 중심으

의 필요성 검토 및 다중 커버리지 구축 방안이

로 개발하고 있으며,‘17년 내에 개발 UTM 실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이동통신망의

용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

무인기 이용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상황을

인 일정과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고려하여 전 세계 UTM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

가 없다. [15]

의를 전제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국내 UTM 개발 추가 고려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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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ogram funded by the several organizations of Korea government, named as“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grated Unmanned Aerial Vehicle (UAV) System for Public Safety”, has
launched in 2017, which is to develop multicopter UAVs in order to improve the public safety in
various disaster and public safety environmen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necessary platforms,
communications, safety flight,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UAVs. The concept of
operations of the UAVs based on the mission scenarios discussed with the associated government
stakeholders in the feasibility and conceptual study phase are presented in this paper.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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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2017년도에 다부처 사업으로 “국민안전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을 착수하였다. 이 논문은 기획 연구 및 개념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를 중
심으로 수요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식별한 개발 대상 무인기의 운용 개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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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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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부) 육상 및 해상 재난/치안 환경에서 예
방/대응 기술 및 임무 수행을 위한 특화 임무

1.1 사업 개요
정부는 재난/치안 현장에서 운용이 가능한,

장비의 개발
[기간 및 예산]

재난/치안 임무용 멀티콥터 무인기 기체와 무

(기간) 2017. 6. 1. ~ 2020. 5. 31. (36개월)

인기 운항에 필요한 통신 수단, 안전 운항 핵

(예산) 총 사업비 472억원(정부 374억원)

심 기술, 무인기 운용 및 관리 체계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5개 부

1.2 필요성

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행정
안전부의 경찰청과 소방청, 해양수산부의 해양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 재해, 산업 재해, 방

경찰청)가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국민안

사능 유출 사고, 대형 화재, 화생방 테러, 등의

전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

국민에 대한 위험이 급증하는 추세로서 이에

용” 사업을 2017년도에 착수하였다.

대한 예방 및 대응이 시급하다. 또한, 육상 재

사업 목표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난 치안 현장의 입체적인 실시간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의 한계, 해상 재난 현장의 광범위

[사업명]

지역 실시간 정보 한계 등의 극복이 필요하다.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

아울러, 기존의 재난 및 사건 사고 관리 체계

템 구축 및 운용

와의 유기적인 연동과 더불어 재난 및 치안 환
경의 특화 임무용 무인기를 융합 활용함으로써

[목표]

재난 및 사고의 사전 예방, 조기 경보, 재발 방

재난 현장에서 운용 가능한 재난·치안 임무

지, 신속 대응 능력 구축 등이 필요하다.

용 무인기 운항에 필요한 통신수단, 안전운항

현재 유인 감시 및 신고에 의존하는 재난 재

핵심기술, 무인기 운용 및 관리체계 개발로 국

해 대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재난 유형별로 특

민안전 제고

화한 무인기를 통해 특화 임무 장비, 지상 통
신 시스템 및 융합 센서를 활용한 자동화, 무

[주요 내용]

인화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형

(1세부) 소형 무인기 체계(기체, GCS 등)와

태의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악

통신 기술, 안전 운항 기술, 운영 관리 체계,

의적인 목적의 무인기에 대한 효과적인 제압

특화 임무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통합시스

및 무력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난/사고 예

템 수준에서 구현

방 수단으로서 재난치안용 무인기를 이용한 시

(2세부) 재난/치안 현장의 극한 조건을 극복

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기체
(멀티콥터 3종), 기본 임무 장비, 지상 통제 장

1.3 임무 범위

비(GCS) 등을 개발
(3세부) 재난/치안 관서에서 편리하고 안전하
게 운용할 수 있는 무인기 데이터 링크 및 실
내 중계 기술, 안전 운항 기술 및 운영 관리
시스템(OMS) 개발

재난치안용 멀티콥터 무인기를 소방, 해양,
경찰의 임무용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업 착수
전에 수행한 기획 연구에서 수요 부처와 협의
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임무 유형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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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소방 분야

지역을 탐지하여 양상을 상황실에 전송하

① 실내 소방(탐색): 위성 항법 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을 활
용할 수 없는 건물 내 운용 상황에서 비
행체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비행하여
건물의

내부

곳곳을

촬영하고

고 지도상에 유류 확산 영역을 표기한다.
1.3.3 경찰 분야
⑦ 감시/추적: 불법 게임장 등으로 이동하는

영상을

차량을 안전하게 추적하며 촬영한 영상과

GCS) 및 OMS로 전송한다. 화재 발생 현

드론의 위치 정보를 현장 GCS 차량에 전

장이 아닌 주변 지역, 재난 발생 지역의

송한다.

실내 암전 상황, 붕괴 위험이 있는 터널
및 실내 지역에 투입한다.
② 실외 소방(화재): 화재 신고 접수 후 무인

⑧ 불법 드론 제압: 넷건(Netgun)이나 재머
(Jammer)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운용 중
인 드론을 제압한다.

기를 먼저 현장에 보내 출동 경로 교통

⑨ 교통량 확인: 특정 정체 구간의 교통량

상황, 화재 현장 상황 영상을 지상 관제

확인에 활용하며 경찰서 및 교통 상황 센

센터와 출동 대원에게 전달함으로써 효과

터로 영상을 전송한다. 필요할 경우에 고

적인 소방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1호 무

속도로 갓길 밖에서 이륙하여 버스 전용

인기는 최단 거리로 현장 도착하여 재난

차선 위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한다.

현장의 영상 및 위치 정보 확인, 방사능/

⑩ 순찰: 주요 우범 지역에 대해 무인기를

유해 가스 측정 등의 임무 복합 수행하

활용하여 자동 순찰을 수행하고 필요시,

며, 다른 2호 무인기는 차량 이동 경로

탐조등과 스피커를 활용한다.

따라 현장 도착하여 실시간 도로 상황을
전송한다.

⑪ 수색/추적: 넓은 개활지에서의 용의자 추
적에 무인기를 활용한다.

③ 유해 물질 탐지: 유해성 물질 및 산업 공
장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유해 물질의 종

1.4 운용 무인기 체계

류와 농도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지상 관
제 센터와 출동 대원들에게 전달한다. 사

재난/치안 환경에서 운용할 무인기 체계는

고 현장을 비행하면서 유해 물질을 측정

모두 3종으로서, 중/소형급 멀티콥터이며 ① 실

한다.

내 소형(MC-1), ② 실외 소형(MC-2), ③ 실외
중형(MC-3) 급으로 구분한다[그림 1. 참조].

1.3.2 해경 분야

MC-1은 상기 1.3절의 임무 유형 중 ① 실내
소방(탐색), ⑨ 교통량 확인을 주 임무로 한다.

④ 해상 수색 구조(예방 순찰): 연안의 선박

MC-2는 상기 1.3절의 임무 유형 중 ② 실외

및 인명 수색에 활용한다. 정해진 경로를

소방(관측), ③ 유해 물질 탐지, ⑤ 해상 경비,

따라 탐조등, 스피커를 활용하여 자동 수

⑥ 해양 오염 감시·방제, ⑦ 감시/추적, ⑧ 불

색하며, 필요시 구명환을 투하한다.

법 드론 제압, ⑩ 순찰, ⑪ 추적/수색을 주 임

⑤ 해상 경비: 의심 선박을 자동 탐지 후 상
황실에서 수동으로 근접하여 자세한 정보
(조업 형태, 선명, 허가 번호판 식별 등)
를 획득하여 활용한다.
⑥ 해상 오염 방제: 연안의 유류 유출 예상

무로 한다.
MC-3은 상기 1.3절의 임무 유형 중 ④해상
수색 구조를 주 임무로 한다.
<표 1>은 사업 제안 요구서에서 제시한 운용
무인기 체계 성능 지수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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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무인기 요구 성능
구

요구 성능

분

MC-1

운용 온도

MC-2

내풍성

N/A

10 m/s

방진/방수
7 kg 이하

15 kg 이하

체공시간

2. 임무 시나리오
기획 연구 단계에서 수요 부처와 협의를 통해
재난/치안 분야에서의 다양한 임무를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초기에는
모두 14종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나, 현재 개발
중인 사업과 중복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3종의 시
나리오를 제외하고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 작성
을 위한 개념 연구에서 모두 11개의 임무 시나리
오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수행하였다.
사업의 본격적인 수행과 함께 가장 먼저 운용
개념 연구를 위해, 기존의 11종 임무 시나리오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14종으로 임무
시나리오를 세분화하고, 개발 대상 재난치안용 무
인기의

운용요구서(Operational

15 m/s

IP43

최대 이륙 중량
(MTOW)

그림 1. 개념 연구 단계의 무인기 형상

MC-3

-20 ℃ ~ +50 ℃

35 kg 이하

20 min 이상

기본 자동 비행 기능

유

짐발 안정화 정밀도

±0.03°

사용자 휴대성/편의성

유

임무용 통신 링크
최대 전송률

N/A

실내 통신 거리

500 m 이상

N/A

N/A

단독 무선국-무인기
통신 거리

N/A

N/A

30 km 이상

실외 장애물 탐지 거리

N/A

7 Mbps

30 m
10 % 이내
(100 m 상공)

차량 번호판 식별 오차
소방 장비
사출(투하) 정확도

N/A

반경 1 m
이하

반경 1 m
이하

검출 가능
유해 화학 물질 수

N/A

10 종 이상

10종 이상

특화 장비
스피커 데시벨

N/A

70 dB 이상
(20±1 m 상
공에서
음성 전달)

TBD

불법 드론 제압 성공률

N/A

90 % 이상

N/A

구명환 투하 오차

N/A

N/A

무풍 시 10
% 이내

구명환 투하 정확도

N/A

N/A

반경 1 m
이하
(2 m 상공)

함상 이/착륙 또는 회
수 가능 Sea State

N/A

N/A

4 이상

동시 운용 무인기 수

4 대

최대 관리 무인기 수

100 대

Requirements

Document, ORD)를 작성하였다.
개념 연구 단계에서 재구성한 14종의 임무

표 2. 임무 시나리오
번호

임무 시나리오

01

실내 탐색

MC-1

소방

02

교통량 확인

MC-1

경찰

03

아파트 화재 [1호기]

MC-2

소방

04

아파트 화재 [2호기]

MC-2

소방

05

유해 물질 사고 [화학 기체]

MC-2

소방

06

유해 물질 사고 [방사능]

MC-2

소방

07

광역 해상 초계

MC-2

해경

08

해양 오염 탐지 [유류 유출]

MC-2

해경

09

불법 게임장 차량 감시/추적

MC-2

경찰

10

불법 드론 추적/제압 [넷건]

MC-2

경찰

11

불법 드론 추적/제압 [재머]

MC-2

경찰

② 임무의 정상적인 사건의 흐름

12

우범 지역 자동 순찰

MC-2

경찰

③ 임무의 정상적인 사건의 흐름에 대한 예

13

용의자 추적 [개활지]

MC-2

경찰

14

선박/인명 수색

MC-3

해경

시나리오를 <표 2>에 제시한다.

2.1 운용 요구사항의 생성
먼저 세분화한 14종의 임무 시나리오로부터
요구사항 생성을 위하여 모든 활동(Activity)을
식별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기술하였다.
① 임무 수행 이전의 시스템 상태를 기술

외 흐름 [비상 상황]

무인기 체계 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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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다른 임무 행위의
정보

계 규격서 및 구성 시스템 및 계통에 대한 개
발 규격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⑤ 임무 수행 완료 후에 시스템 상태의 기술
⑥ 임무 수행 중에 고려하여야 할 제한조건
(환경, 특수 상황, 등)

그림 3. 운용요구서의 구성

그림 2. IDEF0 선도

다음으로, 14종의 임무 시나리오로부터 각각
식별한 모든 활동에 대해 운용 요구사항을 체
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기능을 분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IDEF0 선도를
사용하였다.

2.2 운용요구서의 구성

3. 운용 개념
3.1 운용 요구사항
운용요구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반적인 운
용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3.1.1 임무 수행 전
[임무 시작]
OMS에서는 정의한 임무 시나리오에 따라 각

운용요구서는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의 변경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다음 <그림 3>과 같이 기
준서(운용요구서) 및 부속서(임무 시나리오별
운용 요구사항, 14종) 체계로 구성하는 것이 효
율적이다.
기준서인 운용요구서에서는 임무 시나리오의
공통적인 구성 요소와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포
함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부속서인 임무 시
나리오별 운용 요구사항은 운용개념서로서 대
응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한 운용요구서 및 임무별 운
용 요구사항(운용개념서)은 임무 정의 검토 회
의(Mission Definition Review, MDR)를 통해 기
준선(Baseline)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

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화 방안이 필
요하다.
[임무 운용 체계 선정]
OMS에서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
비를 탑재할 수 있는 무인기를 선정한다.
[임무 준비]
OMS에서는 선정한 무인기의 GCS로 임무 지
역의 임무 계획과 기상 등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임무 지시]
OMS에서는 선정한 무인기가 임무용 장비의
탑재 및 출동 준비(비행 전 점검)를 완료하면
GCS로 임무 수행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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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정상 임무
[임무 지시 접수]
GCS에서는 OMS로부터 전송 받은 임무 계획
과 임무 지시에 따라, GCS 내에 미리 준비해
둔 임무 유형을 선택하고 전송 받은 임무 지역
좌표를 확인한다.
[임무 지역으로 이동]
OMS의 임무 계획과 지시에 따라, GCS를 보
유한 지상 지원 차량이나 해상 함정은 임무 지
역 부근의 무인기 이륙 지점으로 이동한다.
[GCS를 보유한 시설에서 무인기가 출동하는
경우는 제외]
[임무 계획 설정]
GCS에서는 OMS로부터 수신한 임무 계획을
GCS의 임무 지역 지도상에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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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특화 임무 영상 전송]
무인기는 임무 지역에서 특화 임무 장비로
획득한 정보를 GCS와 OMS로 송신한다.
[무인기 후속조치]
OMS/GCS에서는 무인기 임무 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필요 유무를 판단하여 후
속 임무 수행을 지시한다.
[무인기 임무 종료 및 복귀 명령]
조종사는 부여 받은 임무와 후속조치를 완료
한 후, 임무 종료를 선언하고 복귀를 명령한다.
[무인기 복귀]
무인기는 복귀 명령에 따라 임무 시나리오에
서 설정한 복귀 지점으로 이동하여 착륙한다.
3.1.3 비상 상황

[무인기 출동 명령]

[통신 두절]

조종사는 출동 대기 무인기 및 탑재 임무 장

GCS와 무인기 사이의 통신 두절이 발생한

비의 비행 전 점검을 수행하고 GCS로 무인기

경우, 무인기는 임무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착

의 출동을 명령한다.

륙 지점으로 자동 복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무인기 이동]
무인기는 조종사의 명령에 따라 이륙하여 임
무 지역으로 최단 거리/시간으로 이동한다.

한다.
[비행 불가능 상황]
무인기가 임무 중에 비행 불가능한 상황(탑

[무인기 임무 지역 도착 및 임무 준비]

재 장비 고장, 이상 기후, 등)이 발생한 경우,

무인기는 임무 지역에 도착하면 임무 시나리

무인기는 임무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착륙 지점

오에 따른 수동 혹은 자동 비행으로 임무 고도
로 이동하여 탑재 임무 장비 운용을 준비한다.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무인기는 임무 계획에서 설정한 비행경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면서 기본 임무 장비 운용을
시작한다.

으로 자동 복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
[임무 실패]
무인기가 임무 수행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인 수단을 마련한다.
[교대 임무 발생]
무인기가 임무 수행 중에 비행체 운용 시간

[무인기 기본 임무 영상 전송]

의 부족이나 탑재 장비의 고장 및 가변적인 비

무인기는 임무 지역에서 기본 임무 장비로

상 상황 등에 따라 예비 무인기와의 교대 업무

획득한 영상 정보를 GCS와 OMS로 송신한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가 필요한 경우에 대체 무인기와의 임무 인수/
인계를 위한 수단을 마련한다.

무인기는 임무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특화 임
무에 따라 기본 임무용 영상 정보로 식별한 정
보를 기반으로 자동 혹은 수동 비행하면서 특
화 임무 장비를 운용한다.

3.1.4 동시 병행 임무
[복수의 무인기 운용]
OMS에서는 임무 지역의 상황에 따라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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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내열성]

수단을 마련한다.

무인기는 내열 조건에서 정상 운용이 가능한

[추가 임무 발생]
OMS에서는 최초 임무 외에 추가적인 동시
병행 임무 상황을 식별한 경우 추가 임무에 대
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

수단을 갖추어 운용한다.
[내풍성]
무인기는 제자리 비행으로 내풍 조건(MC-1,
N/A; MC-2, 10 m/s; MC-3, 15 m/s)에서 정상
운용이 가능한 수단을 갖추어 운용한다.

3.1.5 임무 수행 후
[비행 후 점검 및 보관]
무인기 착륙 후, 무인기에 대한 비행 후 점
검을 수행하고 보관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다.
[임무 종료 보고]
GCS에서는 무인기 임무 종료에 대한 관련
정보를 OMS로 전송한다.

[방수/방진]
무인기는 제자리 비행으로 방수 및 방진 조
건(IP43)에서 정상 운용이 가능한 수단을 갖추
어 운용한다.

3.2 시나리오별 운용 요구사항
<표 2>에서 제시한 임무 시나리오별로 정상
임무의 운용 요구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임무 수행 결과 점검 및 확인]
OMS에서는 임무 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확인

3.2.1 임무 #01: 실내 탐색

한다.
3.1.6 제한 조건
[임무 제한]
무인기는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의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 운용한다.
[운용 온도]
무인기는 운용 온도 범위(-20 ℃ ~ +50 ℃)
내에서 정상적으로 비행이 가능한 수단을 갖추
어 운용한다.
[야간 운용]
무인기는 주간 및 야간에서 정상적으로 임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 운용한다.
[내부식성]
무인기는 염분이 많은 해상에서도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한 수단을 갖추어 운용한다(MC-1
제외).
[내화학성]
무인기는 공기 중 유해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한 수단을 갖추
어 운용한다.

그림 4. 임무 #01 운용 개념도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1)] 무인기는 시설
내부 환경을 LiDAR로 스캔하고 Local Map을
생성한다.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2)] 무인기는 Local
Map 생성을 완료한 후, 복수의 이동 가능 경로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고 해당 위
치를 지정하고 이동 경로를 저장하여 출발지
복귀 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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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3)] 무인기는 이동
후 이미 생성한 Local Map과 허용치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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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위치를 GCS(지원 차량) 및 OMS(119 안전
센터)에 전송한다.

벗어나면 Local Map 보정을 수행한다.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4)] 무인기는 현 위
치가 최초 시작 위치이면 복귀 절차를 수행하
고, 현 위치가 저장한 복수 경로 시작 지점이
면 비행하지 않은 경로를 선택하여 임무를 반
복 수행한다.
3.2.2 임무 #02: 교통량 확인

그림 6. 임무 #03 운용 개념도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소화 약재 사출(투
하)] 필요시 GCS(지원 차량) 혹은 OMS(119 안
전센터)의 명령에 따라 무인기는 화재 발생 지
점으로 접근하여 무인기에 탑재한 소화 약재를
반경 1 m 이하로 사출(투하)한다.
그림 5. 임무 #02 운용 개념도

3.2.4 임무 #04: 아파트 화재 [2호기]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무인기는 기본 임
무용 영상 장비를 활용하여 정체 구간의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3.2.3 임무 #03: 아파트 화재 [1호기]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1)] 무인기는 화재
발생 시설물 상공을 일정 반경으로 순회하면서
화재 상황에 대한 영상 정보를 수집한다.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2)] 무인기는 건물
의 화재 부분의 일정 거리 지점까지 접근하여
전방을 향한 EO/LWIR 임무 카메라의 영상을

그림 7. 임무 #04 운용 개념도

전송한다(해당 범위 내에 열원이 없을 경우, 원
거리 촬영으로 열원 확인 후 재접근하여 근접
촬영).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3)] 무인기는 화재
위치 및 범위를 탐지/검출하고, 화재 현장의 정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1)] 무인기는 임무
지역까지 드론 진행 방향의 도로 교통량을 확
인할 수 있는 EO 영상 정보를 획득한다.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2)] 무인기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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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도착 하여 지정 고도로 상승한 다음,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무인기는 임무 고

Hovering하면서 화재 지역 또는 화재 시설 영

도까지 하강한 후, 자동으로 설정한 비행경로

상 정보를 획득한다.

를 따라 비행하면서 기본 임무 장비를 사용하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3)] 무인기는 화재

여 유출 사고 지역의 탐색을 수행한다.

범위가 넓은 경우 순회 비행, 카메라 회전 촬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방사능 측정] 무인

영, 관심 부분 촬영을 조종자가 선택, LWIR 영

기는 설정한 비행경로를 따라 비행하면서 방사

상을 이용하여 연기로 가려진 부분의 화재 진

능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유출 사고 지역의 탐

행 상황 파악 및 소방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색을 수행한다.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4)] 필요할 경우, 현
장의 조종사가 통제권을 넘겨받아 현장 상황에
맞게 무인기를 조종 가능하도록 한다.
3.2.5 임무 #05: 유해 물질 사고 [화학 기체]

그림 9. 임무 #06 운용 개념도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안전 지역 확인] 무
인기는 Way Points를 따라 비행하면서 방사능
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분석하여 확인한다.
그림 8. 임무 #05 운용 개념도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무인기는 임무 고

3.2.7 임무 #07: 광역 해상 초계

도까지 하강한 후, 자동으로 설정한 비행경로
를 따라 비행하면서 기본 임무 장비를 사용하
여 유출 사고 지역의 탐색을 수행한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유해 화학 기체 측
정] 무인기는 설정한 비행경로를 따라 비행하
면서 유해 화학 기체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유
출 사고 지역의 탐색을 수행한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안전 지역 확인] 무
인기는 비행경로를 따라 비행하면서 유해 화학
기체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분석하여 확인한다.
3.2.6 임무 #06: 유해 물질 사고 [방사능]

그림 10. 임무 #07 운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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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1)] 무인기는 임무

할 경우, GCS 운용자(조종사)를 통해 유류 유

고도까지 하강한 후, 자동으로 설정한 비행경

출원 지점으로 접근하여 추가적인 영상 정보를

로를 따라 기본 임무용 영상 장비를 사용하여

획득한 다음, 계획한 비행경로를 따라 임무를

임무 지역 탐색을 수행한다.

지속한다.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2)] 필요할 경우, 조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3)] 무인기는 유류

종사(GCS)가 개입하여 무인기를 탐지 선박으로

의 유출 범위에 따라 고도를 변경하여 관련 영

접근하여 추가적인 영상 정보를 획득한 다음,

상을 확보한다.

계획한 비행경로를 따라 임무를 지속한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영상 분석] 무인기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3)] GCS 운용자는

는 탑재한 초분광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임무

상황에 따라 무인기 경로를 재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유류 유출 양상 및 영역 등의 영상 정

위치로 이동하여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보를 분석하고 확인한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영상 분석] GCS 운
용자는 임무 지역의 불법 어로 및 조난 선박의
영상 정보를 분석하여 조업 형태, 선명, 허가
번호판 등을 식별하고 확인한다.
[무인기 안전 운항: 자동 비행] 무인기는 3D
공간 정보를 적용한 Path Planning(경로를 따라
비행 시 주변 구조물보다 높은 고도 유지)을
이용한 자동 비행 수단을 갖추어 운용한다.
3.2.8 임무 #08: 해양 오염 탐지 [유류 유출]

그림 11. 임무 #08 운용 개념도

3.2.9 임무 #09: 불법 게임장 차량 감시/추적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1)] 무인기는 임무
지역에 도착하여 임무 고도까지 하강한 후, 대
상 차량을 선택하기 위한 영상을 수집한다.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2)] GCS 운용자는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추적 대상 차량을 선택
하기 위해 수동으로 무인기를 전환하여 운용한
다.

그림 12. 임무 #09 운용 개념도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1)] 무인기는 임무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1)] 무인기는 정해

고도까지 하강한 후, 자동으로 설정한 비행경

진 경로를 따라 기본 임무용 영상 장비를 활용

로(Flight Path)를 따라 초분광 영상 장치 영상

하여 추적 대상 차량을 식별하여 선택한다.

처리를 통한 유류 유출 예상 지역을 탐지한다.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2)] 무인기는 필요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2)] 무인기는 정해
진 경로를 따라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일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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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유지(무인기의 소음 수준 고려)하면서 추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3)] GCS 운용자는

적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차종, 번호판, 위치,

임무 상황에 따라 무인기에 장착한 특화 임무

등)를 획득한다. [대상 차량 정지 시 조종사가

장비인 넷건에서 재머로 교체하여 불법 드론을

대상 차량의 이정 부분을 선택하여 확대할 수

제압한다.

있도록 고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3)] GCS 운용자는
상황에 따라 무인기를 운용 제한 시간 내에서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4)] GCS 운용자는
상황에 따라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비행하며 임
무를 수행한다.

반복적으로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3.2.11 임무 #11: 불법 드론 추적/제압 [재머]
3.2.10 임무 #10: 불법 드론 추적/제압 [넷건]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1)] 무인기는 임무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1)] 무인기는 임무

지역에 도착하여 임무 고도까지 접근한 후, 추

지역에 도착하여 임무 고도까지 접근한 후, 추

적 및 제압 대상 드론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적 및 제압 대상 드론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한다.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2)] GCS 운용자는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 드론의 제압을 위
해 무인기를 수동으로 전환하여 운용한다.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2)] GCS 운용자는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 드론의 제압을 위
해 수동으로 무인기를 전환하여 운용한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1)] 무인기는 정해
진 경로를 따라 기본 임무용 영상 장비를 활용
하여 추적 대상 드론을 식별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추적 대상 드론에 대한 정보(속도,
형상, 위치, 등)를 획득한다.

그림 13. 임무 #10 운용 개념도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1)] 무인기는 정해
진 경로를 따라 기본 임무용 영상 장비를 활용
하여 추적 대상 드론을 식별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추적 대상 드론에 대한 정보(속도,
형상, 위치, 등)를 획득한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2)] 무인기는 GCS
운용자의 지시에 따라 탑재한 넷건을 발사하여
불법 드론을 제압한다.

그림 14. 임무 #11 운용 개념도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2)] 무인기는 GCS
운용자의 지시에 따라 탑재한 재머를 활용하여
불법 드론을 제압한다.
- 무지향성 재머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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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귀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3)] GCS 운용자는
임무 상황에 따라 무인기에 탑재한 특화 임무
장비를 재머에서 넷건으로 교체하여 불법 드론
을 제압한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4)] GCS 운용자는
상황에 따라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비행하며 임
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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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3)] 무인기는 필요
시, 범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탑재한 탐조
등을 이용해 경고를 실시한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4)] 필요시, 무인기
는 범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탑재한 소형
스피커를 통해 경고/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5)] 상황에 따라 무
인기는 반복적으로 비행경로를 비행하며 순찰
임무를 수행한다.

3.2.12 임무 #12: 우범 지역 자동 순찰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무인기는 임무 지

3.2.13 임무 #13: 용의자 추적 [개활지]

역에 도착하여 임무 고도로 하강 후, 기본 임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무인기는 임무 지

무용 영상 장비를 활용하여 임무 지역 영상을

역에 도착하여 임무 고도까지 하강한 후, 기본

수집한다(야간, 우천 등 필요시 탐조등 사용).

임무용 영상 장비를 활용하여 임무 지역의 영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무인기는 임무 지

상을 수집한다.

역에 도착하여 임무 고도로 하강 후, 기본 임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1)] GCS 운용자는

무용 영상 장비를 활용하여 임무 지역 영상을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용의자를 발견하면 수

수집한다(야간, 우천 등 필요시 탐조등 사용).

동으로 무인기를 전환하여 용의자에게 일정 거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1)] GCS 운용자는

리를 유지하면서 접근한다.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범죄 현장을 발견하면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2)] 무인기는 일정

수동으로 무인기를 전환하여 범죄 의심 지역으

거리를 유지하면서 용의자에 대한 정보(위치,

로 접근한다.

의상, 등)를 획득한다.

그림 15. 임무 #12 운용 개념도

그림 16. 임무 #13 운용 개념도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2)] 무인기는 일정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3)] 상황에 따라 무

거리를 유지하면서 범죄 현장에 대한 정보 (위

인기는 반복적으로 비행경로를 비행하며 탐색

치, 유형, 등)를 획득한다.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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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3.2.14 임무 #14: 선박/인명 수색
[무인기 기본 임무 수행] 무인기는 임무 고
도로 하강 후, 자동 비행경로를 따라 기본 임
무용 영상 장비를 사용하여 임무 지역을 수집
한다(야간, 우천 등 필요시 탐조등 사용).

개발 대상 시스템의 운용 요구사항은 임무
정의 검토 회의(MDR)를 통해 수요 부처의 관
련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Baseline
설정)한다. MDR 이후, 운용 요구사항을 기반으
로 관련 체계 및 시스템 개발 요구조건을 도출
하고, 사업 일정에 따라 시스템 설계 검토 회
의(System Design Review, SDR)와 기본 설계
검토 회의(Preliminary Design Review, PDR)까
지 관련 체계 규격서와 시스템[계통] 개발 규격
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5. 후기
이 논문은 현재 다부처 사업으로 수행 중인
“국민 안전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그림 17. 임무 #14 운용 개념도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1)] 무인기는 필요
할 경우, GCS 운용자(조종사)를 통해 조난 선
박이나 조난자에게 접근하여 추가적인 영상 정

및 운용”사업(과제번호: 10080047)에서의 연구
결과 중 일부이다.

참고문헌

보를 획득한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2)] GCS 운용자는
영상 정보를 분석하여 조난자를 식별하고 확인
한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3)] 무인기는 조난
자 식별 위치로 이동하여 조난자에게 구명환
투하장치를 이용하여 구명환을 투하한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4)] 무인기는 필요
시, 탑재한 지향성 스피커를 통해 경고 또는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무인기 특화 임무 수행 (5)] GCS 운용자는
상황에 따라 무인기 경로를 재설정하고 해당
위치로 이동하여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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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Trend on the Status of the Dynamic
Balancing of Helicopter Main Rotor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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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ibration in a helicopter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solve this problem, advanced countries
and companies in helicopters have been monitoring vibration from the beginning of helicopter
development and operation. Since then, they have developed dynamic balancing test technique and
RTB dedicated systems.

In this paper, it is described that the dynamic balancing test of the

helicopter main rotor blade and the world-wide study trend of RTB. In Korea, research on RTB has
been started during the development of a SURION helicopter. Recently, researches on the
optimization of control variables for RTB have been on goging for the application to helicopters and
whirl tower.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of
helicopter maintenance and operation in KOREA.

초 록
헬리콥터의 진동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리콥터의 선진국과 기업에서는
헬리콥터 개발 및 운용 초기부터 진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동적 밸런싱 테스트 기
술과 RTB 전용 시스템을 개발했다. 본 논문에서는 헬리콥터 주익 로터 블레이드의 동적 밸런싱 테스트
와 RTB의 전 세계적 연구 동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에서는 RTB에 대한 연구가 SURION 헬리콥터
개발 중에 시작되었다. 최근 RTB에 대한 제어 변수 최적화에 관한 연구가 헬리콥터 및 소용돌이 타워
에 적용하기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의 헬리콥터 정비 및 운용 기술의 발전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Helicopter(헬리콥터), Rotor System(로터시스템), 동적밸런싱(Dynamic Balancing),
Track(트랙), Pitching Moment(피칭모멘트), Whirl Tower(훨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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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 헬리콥터 제작사들은 오랜 기간

1. 서 론

연구하여 각 기종별로 별도의 RTB 전용 시스
헬리콥터 주로터 시스템은 헬리콥터의 추력
및 조종력을 발생시키는 핵심구성품이다.

템을 구축하고 전용 훨타워를 사용하여 동적밸
런싱 시험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주로터 블레이드 제작에 금속재를

본 연구에서는 동적밸런싱 시험과 관련하여

대신하여 피로특성이 우수한 복합재가 많이 사

전세계적 기술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용되고 있다. 그러나 복합재 성형의 특성상 각

동적밸런싱 시험에 대해 기술한 후, 조사된 해

블레이드간 제작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외 훨타워 운용 사례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해

이러한 차이는 블레이드의 총 중량, 질량분포,

외 대형 업체별로 적용하고 있는 동적밸런싱

익형 및 플랜폼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현재

기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에

까지의 기술로는 복합재 성형기법 측면에서 외

서 수행되고 있는 RTB 관련 업무 및 연구 현

형, 질량 분포, 방향별 강성 등이 완벽히 동일

황을 정리하였다.

한 블레이드는 제작 불가능하다. 이러한 블레
이드간의 차이는 곧 회전시 진동으로 나타나며
1/rev 성분이 대부분이다. 이는 헬리콥터 기체

2. 헬리콥터 주로터 블레이드
동적밸런싱 시험

및 각 구성품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탑승자의 안락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

모든 회전체는 동적밸런싱을 반드시 수행해

한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헬리콥터 제작사들

야 하며 이는 KS-B-0612, ISO-1940 규격에 잘

은 주블레이드에 대한 동적밸런싱을 수행하게

명시되어 있다. 회전축을 기준으로 편심질량이

되며, RTB(Rotor Tracking and Balancing) 또는

존재하면, 그 질량 차이로 인한 회전시 원심력

Rotor Smoothing이라 부르기도 한다.

의 차이가 발생되게 되며, 이는 곧 회전체의 진

헬리콥터 주로터 블레이드의 밸런싱 시험은
정잭밸런싱(Static

Balancing)과

동적밸런싱

동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타이어 교체시
수행되는 휠발란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Dynamic Balanc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헬리콥터 주로터 시스템도 동적밸런싱을 수

동적밸런싱은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생산직후에

행한 후 기체에 장착가능하며, 비행가능하다.

수행하는 방법과, 기체에 장착하여 운용중 수행

헬리콥터 주로터 시스템은 허브와 블레이드로

하는 방법이 있다. 정적밸런싱은 블레이드의 시

구분된다. 허브시스템은 기계 가공으로 슬리브

위방향 무게중심을 맞추어 원심력이 동일하게

당 질량차이가 크지 않으며, 반경이 작고 공기

만드는 것이며, 동적밸런싱은 각각의 블레이드

력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미세한 편심

의 양력차이에 의한 트랙과 형상차이에 의한

질량만이 존재한다. 이는 쉽게 제거될 수 있다.

피칭모멘트를 일정한 범위 이내로 들어오도록

하지만 블레이드는 복합재성형기법으로 제작되

하여 블레이드간 제작오차를 최소화하는 작업

며, 반경이 매우 크고 공기력의 영향까지 받으

이다. 정적밸런싱의 경우 지상에서 코드방향 무

므로 동적밸런싱 시험이 필수적이다.

게중심을 측정해가며 맞추는 작업이며, 동적밸

헬리콥터 주로터 블레이드의 밸런싱 시험에

런싱은 회전하는 상태에서 블레이드의 트랙과

서 정잭밸런싱은 블레이드 생산 직후 비회전시

피칭모멘트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치링

조건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동적밸런싱은 회전

크 길이(Notch), 동적무게추(Dynamic Weight),

시험설비(훨타워)나 기체에서 로터시스템을 회

트립탭(Trim Tab) 등을 조절하여 기준범위로

전시키면서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한 상세 내

맞추는 것이다.

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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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로터 블레이드 정적밸런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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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로터 블레이드 동적밸런싱

주로터 블레이드의 정적 밸런싱은 회전시험

정적밸런싱을 수행한 블레이드는 질량 차이

이전에 지상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허브입장에

에 의한 진동이 기준범위 이내로 최소화된다.

서 블레이드 질량에 의한 원심력이 동일하게

그러나 블레이드의 미세한 외형 및 강성차이에

작용하도록 C.G.값을 오차범위 내에 들도록 조

기인하는 공기력 및 탄성 차이에 의한 진동은

정하는 것이다. 로터의 회전속도는 개별 블레이

아직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부분까지 기준블

드에 대해 동일하므로 식 (1)과 같이 원심력을

레이드의 요구도에 맞추는 작업을 블레이드 동

동일하게

적밸런싱이라 한다.

하기

위해

정적

모멘트(Static

moment)를 모든 블레이드에 대해 오차범위내에
맞추면 정적 밸런싱이 완료된다.[1]


   ×

 ×   



× 

블레이드 동적밸런싱의 최종목표는 기체의
진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블레이드

(1)

일반적으로 헬리콥터 주로터 블레이드에는
그림 1과 같이 밸런싱을 맞추는데 사용되는 동
적웨이트(Dynamic weight)용 포켓이 있다. 포켓
의 개수와 동적웨이트의 수량과 무게 단위는
기종마다 다르다.
수리온 헬리콥터의 경우 블레이드 앞전과 뒷

의 트랙과 피칭모멘트를 일정 요구도 내에 들
도록 조절하는 방법으로 블레이드 동적밸런싱
이 수행된다. 회전 조건에서 블레이드별 트랙높
이와 피칭모멘트를 측정한 후, 측정된 값으로부
터 기준블레이드와의 상대값으로 설정된 값의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피치링크 길이, 블레이드
동적무게추, 트림탭 등을 조절한다. 이에 대한
개념은 그림 2와 식 (2)~(5)에 제시하였다.

전방향으로 있는 4개는 동적밸런싱에 사용되며,
끝단 방향으로 일렬인 4개는 정적밸런싱에 사
용된다. 동적웨이트는 포켓마다 다르게 되어 있
지만, 40g, 10g 5g, 3g 단위의 무게추가 각 포
켓마다 채워져 있으며, 용도에 따라 포켓당 총
두께를 유지하며 총 질량의 위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블레이드 전체 무게
는 변하지 않지만 스팬방향 무게는 미세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스팬방향 C.G.를 변화시킬
수 있다.
(a) Track

그림 1. Blade Weight pocket

(b) Pitching Moment
그림 2. Dynamic Balancing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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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치는 나사산의 한바퀴를 수십등분하여 피

∆    ∆  ∆

(3)

치링크 길이를 미세 조절할 수 있도록 특별히

∆    

(4)

제작된 것이다. 1노치의 피치링크 길이변화는

∆    ∆  ∆

(5)

피치각 40“의 변화와 같다. 즉, 변화된 피치링
크 길이는 선형적인 관계로 블레이드 받음각을

위 수식과 같이 낮은 피치 조건(Low Pitch
Condition)에서 트랙과 피칭모멘트는 기준블레
이드와의 차이가 곧 측정값이 된다. 그러나 높
은 피치 조건(High Pitch Condition)에서의 측정
값( ∆  )은 높은 피치 조건에서의 기준블
레이드와의 차이( ∆)와 낮은 피치조건에서
의

기준블레이드와의

( ∆  ∆ )이다.

차이( ∆)의
트랙도

차

마찬가지이

다. 이는 곧 그림 2에서 보여주듯이 기준블레이
드(Reference blade)에 시험시제인 대상 블레이
드(Production Blade)의 절편과 기울기를 일정
범위 내로 맞추는 것이다.[2]
헬리콥터 주로터 블레이드 동적밸런싱시험을
위해 조절 가능한 파라미터(조절변수)는 3가지
가 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블레이드 트랙 높이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피치링크 길이이다.
그림 3은 훨타워 시험설비의 범용 허브시스템
인 URS(Universal Rotor System)에 장착된 피치
링크이며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노치(Notch)와
피칭모멘트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로드셀이
장착되어 있다.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트랙을 변화시키며 피칭
모멘트에도 미세한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조절 파라미터는 앞 절에서 언급한
동적무게추이다. 그림 4와 같이 블레이드 끝단
에 동적웨이트를 위한 포켓이 있으며 앞뒤로
위치한 1~4번 포켓의 무게추는 동적밸런싱에
사용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4 chord 라
인상의 5~8번은 정적밸런싱에 사용된다. 고피치
조건에서는 트랙과 피칭모멘트의 증가량의 차
이는 곧 그림 2(b)에서의 기울기로 설명될 수
있으며, 1, 3번과 2, 4번 포켓으로 무게추를 옮
기면 그 기울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동적무게
추의 효과는 그림 5와 같이 원심력의 변화로
설명된다. 만약 무게추를 c/4 chord line에 위치
한 1, 3번 포켓에서 뒷전 방향인 2, 4번으로 옮
겼다고 가정하면 원심력은 그림 5(b)와 같이 도
시될 수 있다. 원심력  는 스팬방향의 힘

와 블레이드 수직 아랫방향의 힘  로 다
시 분리된다. 이중  는 4/c chord(feathering
axis)와 일정 거리(  )를 갖는 아랫방향 힘으로
작용하며, 블레이드 측면에서는 비틀림 모멘트
로 pitch up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곧
피칭모멘트 상승효과와 트랙 상승효과를 야기
한다.

그림 3. Pitchlink Notch and Loadcell

그림 4. Blade Weight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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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F by dynamic weight in spanwise
그림 7. Blade Trim Tab Effect

결론적으로 주로터 블레이드의 동적밸런싱을
맞춘다는 것은 트랙과 피칭모멘트를 기준범위
내에 들도록 세가지 파라메터(조절변수)를 조절
하는 것이다. 트랙은 피리링크 노치와 트림탭으
로 옵셋을 조절하여 무게추로 기울기를 조절한
(b) CF by dynamic weight in chordwise
그림 5. Centrifugal Force by Dynamic Weight

다. 피칭모멘트는 트림탭으로 옵셋을 조절하며

세 번째 조절 파라미터는 블레이드 70~80%R

3. 동적밸런싱시험 기술 동향

무게추로 기울기를 조절한다.

지점에 위치한 트림탭이다. 아래 Fig. 2-6과 같
이 총 8개가 있으며 끝단으로부터 1~6번이 동

3.1 해외 훨타워 운용 현황

적밸런싱에 사용되며 7, 8번은 비행 운영용 튜
닝에 사용된다. 트림탭은 저피치조건과 고피치

주로터 블레이드 동적밸런싱 수행을 위해 각

조건 모두에서 트랙과 피칭모멘트에 영향을 주

업체별로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RTB를 수행하

게 된다. 트림탭에 의한 효과는 Fig. 2-7과 같

기도하고,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실기체에

이 트림탭 각도 유무에 따라 에어포일의 받음

장착하여 RTB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각에 따른 ,  곡선을 확인할 수 있다.  

헬리콥터 주로터 블레이드는 헬리콥터의 핵

은 트림탭과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기울기를

심 구성품으로 기술이전 등을 기피하는 기술분

갖는 반면,  은 트림탭이 에어포일 형상을 바

야이다. 이에 대한 개발과 양산에 있어서 훨타

꾸는 효과가 나타나서 많이 변화됨을 확인할

워 시험설비를 이용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수 있다. 트림탭의 효과는 모든 조건에서 모든

각 업체별로 철저한 보안 유지를 하는 관계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저피치조건에서

상세한 기술적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모멘트의 offset 조절에 유용하다.

어어려우며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 접근의 어려
움 등으로 인한 자료는 배제하고 확보 가능한
수준의 자료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3]
3.1.1 유로콥터 독일
유로콥터 독일은 크게 2개 사이트가 존재한
다. 하나는 헬기 생산의 중심 기지인 도나베르
트(Donauworth)사이트이고 두 번째는 연구개발
중심 기지인 오토번(Ottoburn) 사이트이다. 도나

그림 6. Blade Trim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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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트 사이트의 훨타워는 양산 중심의 시험을
수행하고 일부 연구 목적의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오토번 사이트의 훨타워는 연구목적의 시
험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8은 BO-105헬리콥터 개발을 위해 만들
어진 훨타워 시험설비로 2000년대 까지 EC135,
EC-145 헬리콥터용 블레이드의 RTB까지 운용
중에 있다.
그림 9는 Tiger 헬리콥터용 훨타워 시험설비
로 1986년에 설립된 이후, 여러번의 성능 개량
을 진행하여 Tiger, BO-105, BK-117, EC135,
EC145등의 개발과 양산에 사용되었다.

그림 11. Hindustan Whirl Tower

3.1.2 유로콥터 프랑스
유로콥터 프랑스는 크게 2개 사이트가 존재
한다. 하나는 주 로터 생산의 중심 기지인 파리
공장(Paris) 사이트이고 두 번째는 헬리콥터 조
립 공장인 마리냥(Marignane) 사이트이다. 파리
사이트의 훨타워는 양산 중심의 시험을 수행하
고 있다. 마리냥 사이트의 훨타워는 연구 목적
그림 8. BO-105 Whirl Tower

의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파리 사이트에는 2개
의 훨타워가 설치되어 운용중이며, 헬리콥터 종
류에 따라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아래 Fig.
1-8은 파리 사이트에서 운용중인 훨타워 전경
을 보여주고 있다.
3.1.3 인도 힌두스탄 항공사(Hindustan Aircraft)
인도 힌두스탄 항공사(HAL)는 ALH라는 자국

그림 9. Tiger Whirl Tower

의 군용 헬기를 개발하였으며, 이 시점에 ALH
헬리콥터용 로터 훨타워 설비를 Fig. 1-9와 같
이 구축하였다. 구동모터 동력은 1,230kW이며,
로터 높이는 6.7m, 1993년에 구축하였고 현재
양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3.1.3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된

그림 10. Eurocopter-France Whirl Tower

수리온(KUH)헬리콥터의 비행시험을 위한 R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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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으로 초도양산용 주블레이드 동적밸런
싱 시험을 2012~2014년까지 항우연 항공센터의
훨타워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이후
블레이드간 유사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마스
터 블레이드를 이용한 주블레이드 동적밸런싱
시험이 2차 양산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
행중이다.
그림 13. RTB Tuning Method

3.2 국외 기술 동향
헬리콥터 주로터 시스템의 동적밸런싱이란
기술 측면에서 많은 인원이 널리 수행하는 연
구 분야는 아니지만, 민간, 군, 학계 등 연구의
필요성은 늘 대두되기 때문에 관련 연구는 꾸
준히 수행되고 있다.
Howard J. Taitel은 “Helicopter Track and
Balance With Artificial Neural Nets”란 연구를
통해 sensitivity coefficients 가 nonlinear 구간
(높은 진동 등)에서의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
고, neural net을 이용한 RTB 연구를 진행하여
시콜스키 헬리콥터에 적용하였다.[4]
A. Rosen 등은 “Mathematical Modelling of
a

Helicopter

rotor

Theory”이란
non-uniformity와

Track

연구를
track

and
통해
and

Balance

:

blade의
balance용

sensitivity coefficient를 행렬식으로 모델링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5]

R. Ben-Ari 등은 Rosen과 함께 “Mathematical
Modelling of a Helicopter rotor Track and
Balance : Result”연구를 통해 모델링한 행렬
식에 실 예제를 대입하여 결과 고찰하였다. 특
이한 점은 트랙이 잘 맞아도 진동이 줄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 즉 air speed에 따라 트랙
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모든 조건
을 만족하는 최적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
론적으로 진동 최소화 조건이 트랙 최소화는
아님을 확인하였고, 정확한 sensitivity matrices
를 위해 더 많은 비행시험이 요구된다고 정리
하였다.[6]
Dongzhe Yang 등은 “Helicopter Track and
Balance by interval Modeling”라는 연구를 통
해 실기체용 RTB 모델 제안하고 test run별
model 생성하여 Learning Algorithm을 적용한
tuning을 제안하였다.[7]
Shengda Wang 등은 “Adaptive Method of
Helicopter Track and Balance”란 연구를 통해
Dongzhe Yang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켰으며 실
기체용 RTB를 위한 test run별 데이터를 반영한
예측값 계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8] 이 연구
의 핵심은

sensitivity coefficient를 update한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념은 그림 13과 같다.
Nathan A. Miller은 “A comparison of main
rotor smoothing adjustments using linear and
neural network algorithms“란 연구를 통해
neural network이 linear mapping 보다 확연히
그림 12 .Whirl-Tower in Goheung Aviation
center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미

작성된

RTB

프로그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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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GBS(VMEP) 기능 사용하여 결과 분석을 수
행하였다.[9]
3.2.1 EUROCOPTER
공장에서 생산되는 복합재 블레이드는 제작
시 무게, 기계적 특성, 몰드 온도, 홀로그램 검
사(Holographic Inspection) 등을 통해 최대한 동
일한 블레이드를 만든다. 그러나 각각의 블레이

그림 15. IMD HUMS RTB system

드에는 여전히 약간씩 다르며, 이는 길이방향
무게 및 시위방향 무게 분포, 에어포일 형상,
블레이드 비틀림, 앞전 및 뒷전 형상 차이 등으

3.2.2 GOODRICH AEROSPACE(UTC Aerospace systems)
Goodrich Aerospace에서는 회전익기를 포함

로 나타난다. 이는 곧 동적 거동의 차이로 나타

하는

나며, 이 차이를 일정 기준 이내로 줄여야 헬리

HUMS에 트랙과 밸런스 알고리즘을 적용한 IMD

콥터에 장착할 수 있다. 먼저 관성 모멘트를 동

HUMS(Integrated Mechanical Diagnostics HUMS)

일하게 하기 위한 정적밸런싱은 저울을 이용하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림 15는 IMD HUMS RTB

며, 동일한 원심력을 받도록 조절된다. 이후 블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11]

일반적인

항공기의

결함을

찾아내는

레이드 제작 평균으로 대별되는 마스터블레이

IMD HUMS는 Vibration model과 Track model

드(Master Blade)와 동일한 특성을 갖도록 동적

을 만들고, MV(Minimum Vibration) 알고리즘과,

밸런싱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신경망 이론 기

MA(Minimum Adjustmen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반의 STEADYCOPTER®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운용에 필요한 밸런싱 작업을 즉각적으로 수행

이 시스템에서는 로터 블레이드의 조절 파라미

가능하게 하여 항공기 운용 시간과 비용을 감

터와 1/rev 허브 하중 사이의 전달함수를 통한

소시킨다. 또한 밸런싱 최적화를 위한 시간적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다.[10]

제한이 적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또한, 신뢰성 있는 전달 함수를 도출하기 위

주 로터 허브 시스템의 정비작업을 수행할 때

해 feed- forward network 기법을 이용하였다.

에는 MV 알고리즘 적용하며, 밸런싱 이탈 범위

이 방법은 선형 모델뿐만 아니라 비선형 모델

가 작거나 시간적 제한이 있을 시에는 MA 알

등 대부분의 모델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

고리즘을 적용하여 진동저감을 위한 최적의 솔

다. 조종석에서 측정한 진동만으로도 트랙과 밸

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트렉 데이

런스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터는 측정하지 않고 진동데이터만으로 RTB를

곧 유로콥터 생산 헬리콥터에 장착될 예정이다.

수행하는 방법과 그 결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
이라는 연구에 기초한다.
이 시스템은 CH-53E, SH-60B 항공기에 적용
하여 시스템을 검증하였다.
3.2.3 미군과 보잉(BOEING)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을 중심으로 항공기의 주기검사

그림 14. Feel-forward Network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며, 1970년대에

105

송근웅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2 (2017) pp. 97~108

는 대형 여객기나 군용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

미군과 함께 보잉(Boeing)에서도 1980년대부

수 관련 문서들이 생성되었다. 이어 1980년대에

터

MIL-HDBK-266(Application

Reliability

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 개념을 도

-Centered Maintenance)과 같은 규정이 공표되

입하였다. 특히 아파치 헬리콥터(AH-64)의 경우

었다.

A모델부터 HUMS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VMEP

이에

Automation

of

미군에서는
Corporation)와

IAC

(Intelligent

협력하여

HUMS와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VMEP

를 적용하였지만, CBM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Vibration Management Enhancement Program)

MSPU(Modernized Signal Processing Unit)라는

을 진행하였다. VMEP는 헬리콥터 전기체에 대

HUMS를 개발하였고, 이 시스템에는 로터 RTB

한 자동 진동 모니터링 기능 및 장애진단 도구

를 위한 PC-GBS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다. 이러

를 포함하는 HUMS보다 상위 개념의 시스템이

한 PC-GBS에는 VMEP와 마찬가지로 Neural

다. 이 시스템은 rotor smoothing에도 사용되며

Network을 적용하여 최적 조절값을 계산하도록

2001년 이후 UH-60L, AH-64A 등의 항공기에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 Linear Model을 선택

직접 적용되고 있다.

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수동 입력 기능은

VMEP는 신경망(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RTB 수행자의 경험에 의해 조절값을 결정하는

rotor smoothing에 필요한 조절값을 계산하도록

과정으로 이 부분에서, 생산되는 모든 블레이드

프로그램되어 있으며, 또한 조절에 필요한 조정

가 동일한 공력적, 구조적 특성을 갖지 않는다

움직임 수를 최소화하는 최적화가 적용되어 있

는 것은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이다.[13]

다.[12]

보잉사의 헬리콥터 사업부는는 메사와 필라델
피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RTB 방식이 다
르다. 보잉 메사에서는 AH-64E를 주로 생산하
며 시험장치를 이용한 RTB는 수행하지 않고 있
으나, 보잉 필라델리아에서는 CH-47 등을 생산
하며, 시험장치를 이용한 RTB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보잉에서는 뒷전 탭을 별도로 블레이드
에 장착하지 않고 고무를 이용한 왯지(Wedge)
를 그림 18과 같이 뒷전에 부착하여 탭을 굽힌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14] 이는 탭을 장시간
그림 16. VMEP

활용할 경우 굽힘에 취약한 구조적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한 항공선진국의 아이디어이다.

그림 17. PC-GBS in MSPU (Boeing)

그림 18. Wedge installed on AH-6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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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기체의 RTB
를 위해 기체의 HUMS 시스템의 한 모듈로 RTB
모듈을 탑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
져 있으나, 논문 발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3.3.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에서는 2012년부터 수리온 주로터 블
레이드 동적밸런싱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
에는 그림 20(a)와 같이 shipset개념으로 수행해
왔으나 2014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하여
그림 19. 건국대 RTB 연구 과정

3.3 국내 기술 동향

마스터 블레이드를 선정한 후 그림 20(b)와 같
은 개념으로 수리온 주로터 블레이드 동적밸런
싱 시험을 수행해오고 있다. shipset단위로 수행

국내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500MD 조립생

된 RTB는 호기간 상호 교환이 불가하나, 마스

산 등을 시작하였으나, RTB와 관련해서는 운용

터 블레이드를 적용한 RTB에서는 세트간 및

중인 헬리콥터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가장 기본

호기간 상호 교체가 가능하여 헬리콥터 운영유

적인 RTB만을 수행해 왔을 뿐이다. 관련 연구

지 비용 절감 효과를 갖는다.[17] 앞절에서 언

는 수리온 헬리콥터가 개발되면서 건국대 및

급된 해외의 훨타워 사례에서 시험설비를 사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부 진행되었다.

하여 주로터 블레이드 동적밸런싱을 시험하는
경우는 마스터 블레이드를 적용한 RTB를 수행

3.3.2 건국대

하고 있다.

수리온 헬리콥터 개발 기간(2006년~2012년)
간, 건국대에서 유전자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훨
타워를 이용한 동적밸런싱에 적용할 있도록 연
구한 사례가 있다.(11) 그러나 당시에는 시험
적용 데이터베이스가 미흡하여 실제 RTB에는
적용되지 못하였다. 이후 건국대에서는 시스템
식별을 통한 선형/비선형 모델 생성 및 최적화
를 통해 기체용 RTB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
으나, 시뮬레이션까지의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a) Shipset 개념 적용한 RTB

해당 연구에서는 선형모델과 비선형 모델의 최
적화 결과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15,16]
3.3.3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2016년 자체 양산용
훨타워를 구축완료하였다. 이미 실기체의 RTB는
수리온 납품용으로 수행해오고 있었지만, 시험장
치를 이용한 주로터 블레이드의 동적밸런싱은

(b) Master Blade를 적용한 RTB
그림 20. RTB 수행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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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헬리콥터에서 진동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
를 해소하기 위해 헬리콥터 선진국 및 기업에서는
헬리콥터 개발/운영 초기부터 진동 모니터링을 해
왔고, 주로터 블레이드가 큰 진동원이라는 것을 파
악한 이후, 주로터 동적밸런싱 시험 수행 및 전용
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 이는 여러 회사별로
HUMS 및 RTB 전용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사례가
그 증이다. 본 논문에서는 헬2리콥터 주로터 동적
그림 21. EPR(Electric Pitch Rod) in WTTF

밸런싱 시험에 대해 기술한 후, 전세계적으로 운용
되는 훨타워와 RTB관련 연구를 기술하였다.
헬리콥터 주로터 블레이드 동적밸런싱 시험은
시험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와 실기체에서 기체 진동
을 최소화하는 RTB로 구분된다. 하지만, 어느 누구
도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각
기종별, 기관별 사례가 다 다르다. 특히나 블레이드
에 탭을 쓰지 않고 고무 왯지를 부착하는 형태로
피칭모멘트를 조절하는 보잉의 경우는 매우 고무적
이라 할 수 있다.
주로터 블레이드 동적밸런싱시험에서 그 개념은
간단하지만, 블레이드별 제작 후 개별 특성이 제각
각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떠한 모델과 최적화

그림 22. 혼합모델을 이용한 RTB 최적화 개념

방법으로도 정답을 구하기 어려운 랜덤오차를 포함
하는 문제이다. 이에 해외 선진국에서도 주로 신경

항우연에서는 2015년 전자식 피치로드(EPR,

망 이론, 적응 기법 등을 적용하여 관련 장비 및

Electric Pitch Rod)를 장착하여 그림 21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조절변수 최적화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수동식 길이조절방식

알고리즘이나 소스코드 등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에서 로터 회전시에도 피치링크 길이를 노치단

다. 국내에서는 수리온 헬리콥터 개발 간 RTB관련

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이로서 실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 실기체에 적용하기 위

노치 조절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였다.[18]

한 연구와 시험설비를 이용한 RTB에 적용할 조절

그림 22는 2016~2017년에 항우연에서 개발하

변수 최적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여 적용하고 있는 혼합모델과 적응기법을 사용

대한민국이 헬리콥터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

한 RTB 조절변수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혼합모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델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형모
델(다중회귀분석) 및 비선형모델(다중반응면 모
델 및 Kriging 모델)을 혼합한 것이다. 적응기법

후기

은 1차로 계산된 조절변수를 적용하여 측정될

본 논문은 한국항고우주연구원의 주요사업“신

결과로부터 선형모델의 계수를 업데이트하는

개념 수직이착륙 무인기 개념연구”의 연구 결과

방법이다.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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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presentative particle of the radiation, causing the malfunction of the electronic component
of the satellite in orbit, is a proton. To shield the electronic component from radiation/proton, the
CFRP/W/CFRP and polyethylene composite materials have been studied for the lightweight radiation
shielding structures compared with the aluminum alloy. This paper describes the shielding
effectiveness of the CFRP/W/CFRP and polyethylene composite structures for the equivalent proton
shielding effectiveness of the aluminum 150mil thick, and the considerable mass savings are
confirmed.

초 록
우주궤도 상의 위성 전자부품에 방사선 효과를 주는 대표 입자는 양성자이다. 방사선을 차폐
하기 위하여, 기존 위성의 전자장비 하우징에는 알루미늄 합금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위성의
경량화 요구가 증가하면서, 알루미늄 합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경량 방사차폐 재료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CFRP 복합재와 텅스텐을 조합한 CFRP/W/CFRP와 폴리에틸렌 소
재로

구성된

방사차폐

150mil(=3.81mm)

구조물이다.

알루미늄

합금의

본

논문에서는

양성자

차폐능을

보수적

위성

설계의

설계에

기준으로,

적용하는
이에

두께

대응되는

CFRP/W/CFRP 및 폴리에틸렌 소재로 구성된 방사차폐 구조의 국내 연구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
며, 알루미늄 합금에 비하여 상당한 경량 효과를 확인하였다.
Key Words

:

Radiation Shielding(방사차폐), Proton(양성자), Electronic Component(전자부품),
Satellite(인공위성), Aluminum(알루미늄), CFRP(탄소섬유 복합재료), W(텅스텐),
Polyethylene(폴리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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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박막을 조합한 다물질 다층 방사차폐 구

1. 서 론

조의 CFRP/W/CFRP 및 경량 탄소섬유 복합재
지자계(Earth Magnetic Field)에 붙잡힌 고에
너지 양성자 및 전자, 태양에너지입자 (SEP:

료의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된 방사차폐 구조의
국내 연구 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Solar Energetic Particles), 고 에너지 우주입자
(GCR: Galactic Cosmic Radiation)에 의한 방사

2. 양성자 빔 비정거리 분석

선으로부터 전자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차
폐 기능은 위성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앞의 보

알루미늄 두께에 따른 양성자 빔의 비정거리

완 설명으로, 총 방사선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우

(Beam Path Length, 하전입자가 물질 속에서

주입자는, 지구 자기장에 의해 잡혀 띠를 형성

그 운동에너지를 잃어버릴 때까지 진행하는 거

하고 있는 방사선 띠 (Radiation Belt) 상의 양

리)를 SRIM(The Stopping and Range of Ions in

성자 및 전자, 태양활동에 의해 비 주기적인 분

Matter)[7] 코드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포를 하는 태양 양성자, 그리고, 태양계 외부로
부터 오는 우주선 (Cosmic Ray)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양성자는 우주궤도 상의 위성 전
자부품에 방사선 효과를 주는 영향력 있는 대
표 입자이다.
현재까지 기존 위성 구조물 혹은 전자장비
하우징에는 알루미늄(AL: Aluminum) 합금이 널
리 사용되고 있으나, 위성 경량화 요구가 증가
하면서,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의미함)을
대체할 수 있는 경량 재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 방사차폐에 있어서
도 경량 재료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밀도 금속 박막
을 조합한 다물질 다층 방사차폐재 및 경량 탄
소섬유 복합재료이다. 고밀도 금속 박막을 조합
한 다물질 다층 방사차폐재로는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W(Tungsten)/CFRP의
다물질 다층 방사차폐재가 위성 경량화를 위한

그림 1. 알루미늄 내 빔 에너지 27.5MeV
양성자의 비정거리

다기능 구조체에 적용된 바 있다[1-4]. 한편, 경
량

방사차폐재로서,

폴리에틸렌(PE:

Polyethyene, CH2) 소재가 많은 연구자의 관심
을 받고 있으며, 우주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5-6].
본 논문에서는 보수적 위성 설계에 적용하는
두께 150mil(=3.81mm, 1mil: 0.001 of an Inch)
알루미늄의 양성자 차폐능을 설계의 기준으로
하였으며, 150mil 알루미늄에 대응되는 고밀도

<그림

1>은

알루미늄

매질

내에

입사된

27.5MeV (1eV: 1.60217646×10-19J, 전자 하나가
1 볼트의 전위를 거슬러 올라갈 때 드는 일) 양
성자 빔의 비정거리에 대한 분석 결과이며, <표
1>은 알루미늄 두께에 따른 투과된 이온의 비
율을 나타낸 것이다. 즉, 27.5MeV 에너지의 양
성자 빔 1,000개를 입사각 0°로 알루미늄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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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Irradiation)하였을 때, SRIM을 이용하여 양성
자 빔의 비정거리를 계산하였다. 27.5MeV 양성
자 빔을 완전히 차폐하기 위해서는 3.9mm 두께
의 알루미늄 매질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알루미늄 3.81mm 두께가 차폐할 수 있
는 양성자 에너지는 27.5MeV보다는 작음을 알
수 있으며, 역으로, 알루미늄 3.81mm 두께에
대하여 양성자 빔의 입사 에너지량을 변화해

(c) 양성자빔 에너지 27.4MeV

가면서 양성자 비정거리를 분석하였다.

그림 2. 알루미늄 내 빔 에너지
27.2/27.3/27.4MeV 양성자의 비정거리

표 1. 알루미늄 내 빔 에너지
27.5MeV 양성자의 투과 이온 비율

Thickness
3.80mm
3.81mm
3.82mm
3.83mm
3.84mm
3.85mm
3.86mm
3.87mm
3.88mm
3.89mm
3.90mm

Transmitted ions
(%)
7.40%
4.90%
4.00%
3.20%
1.60%
1.10%
0.90%
0.10%
0.10%
0.10%
0%

<그림 2>는 일정한 두께의 알루미늄 3.81mm
매질에 대한 양성자 빔의 투과 궤적을 나타낸
다. <표 2>는 빔 에너지 변화에 따른 양성자 빔
의 투과 이온 비율을 제시한 것으로, 두께
3.81mm의 알루미늄 매질이 차폐할 수 있는 양
성자 빔의 에너지는 27.2MeV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표 2. 알루미늄 내 빔 에너지 27.2/
27.3/27.4MeV 양성자의 투과 이온 비율

Beam Energy
(MeV)

Transmitted Ions (%)

27.2MeV
27.3MeV
27.4MeV

0.00%
0.70%
1.90%

추가적으로 다양한 재료에 대한 양성자 비정
거리를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8].
에너지 27.2MeV의 양성자 빔이 입사하였을 때
의 비정거리를 분석하고, 비중과 비정거리의 곱
(a) 양성자빔 에너지 27.2MeV

을 통하여, 동일 에너지의 양성자 빔을 차폐하
는데 소요되는 단위면적당 무게의 비를 살펴보
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CFRP 재료는 경량 방
사차폐에 상당히 효과적임을 알 수 있으며, 텅
스텐(Tungsten, W)이 얇은 두께(0.1mm)로 삽입
된 다물질 다층 재료의 경우에도 알루미늄 대
비 경량화 효과가 확인된다. CFRP 재료 내에
텅스텐을 삽입한 경우 텅스텐의 높은 비중으로

(b) 양성자빔 에너지 27.3MeV

인하여 CFRP 대비 경량화 효과가 감소함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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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양한 재료에 대한 양성자 빔(27.2MeV)의 비정거리 비교

Material

Density(ρ)

Stopping Distance

3

ρ×d

Weight %

g/cm

d(mm)

Aluminum

2.698

3.81

10.28

100.0%

CFRP

1.717

4.76

8.17

79.5%

Polyethylene

0.93

7.48

6.96

67.7%

CFRP

1.717

2

3.43

W(0.2mm)

19.292

0.2

3.86

CFRP

1.717

1.68

2.89

Sum

10.18

CFRP

1.717

2.2

3.78

W(0.1mm)

19.292

0.1

1.93

CFRP

1.717

2.01

3.45

Sum

9.16

over AL

99.0%

89.1%

수 있다. 그러나, 텅스텐과 같은 밀도가 높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회로의

금속은 여전히 고에너지 방사에 대한 정지 효

경우에도, 프로세서, 메모리 및 집적소자 등 방

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논문에

사능에 민감한 소자에 대해서만 방사차폐 특성

서는 텅스텐을 다층 재료에 적용하는 것을 고

을 높이는 것이 경량화에 효과적이므로, 앞서

려한다. 폴리에틸렌의 경우 경량 방사차폐재로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감 소자 장착 영역에만 국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량 방사차

부차폐를 적용하는 접근 방법을 추천한다.

폐 구조물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본 논문에서 설계된 방사차폐 구조물의 방사

다. 단, 폴리에틸렌의 열전달계수는 피치계열

차폐능은, 알루미늄 150mil(=3.81mm) 두께가 지

CFRP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방사차

닐 수 있는 양성자 차폐능과 등가하도록 설계

폐와 함께 열전달이 함께 요구되는 응용에는

한다. SRIM 코드 해석을 수행한 결과로는, 알루

단점으로 지적된다.

미늄 3.81mm 두께의 알루미늄은 약 27.2MeV의
양성자를 차폐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제작

3. CFRP/W/CFRP 방사차폐 구조

된 CFRP/W/CFRP 방사차폐 구조물은, 뒤에 기
술될, 양성자 조사시험에서 구현이 용이한 양성

다물질 다층으로 제작되는 방사차폐 구조물

자 빔 에너지 수준을 고려하여, 27.5MeV의 양

내 삽입되는 텅스텐의 경우, 물질의 밀도가 크

성자를 차폐할 수 있도록 한다. CFRP는 피치

기 때문에, 경량화를 위해서는 방사환경에 민감

(Pitch)계열 프리프레그(Prepreg)인 Tencate 사

한 전자소자 영역에만 텅스텐을 삽입하여 적용

의 YS95A/RS36가 적용된다. SRIM 코드를 이용

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텅스텐 박막을 국부영

하여 CFRP/W/CFRP 다물질 다층 구성물에 대

역에만 적용하는 국부차폐 (Spot Shielding) 기

한 양성자 비정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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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하였다.

CFRP(2.2mm)/

CFRP/W(0.1mm)/CFRP

방사차폐

구조물은

W(0.1mm)/CFRP(2.2mm)의 총 4.5mm 두께의 방

27.5MeV 양성자 빔에 대하여 약간의 방사차폐

사차폐 구조물의 적층 구성에 대하여, 27.5MeV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 양성자를 입사하였을 때, 양성자의 비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의 해석 결
과에 따르면, 입사된 27.5MeV의 양성자 빔은,
얇은 텅스텐 층을 통과하면서 높은 이온화 에
너지를 발생시키며, 4.5mm 근방에서 양성자 빔
이 모두 비정됨을 알 수 있다.

Layer
①
②
③

Material
YS95A/
RS36
YS95A/
RS36
YS95A/
RS36

Plies
#

Stacking Sequence

40

[0/90/90/0]10

2

[90/0]

22

{ [0/90/90/0]5/
0/90 }

그림 4. 다물질 다층 방사차폐 구조의 물질 적층
구성도

그림 3. CFRP/W/CFRP 내 양성자빔의
궤적 및 이온화 에너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물질

다층

(CFRP/W/CFRP) 방사차폐 구조물 제작을 위한
물질 적층 구성도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실
제 제작을 위해 설계된 총 4.64mm 두께의

그림 5. 텅스텐 박막 처리 및
프리프레그 적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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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및 <그림 6>은 방사차폐 구조물의

않고, 국부차폐 방식으로 차폐가 필요한 곳에만

제작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복합재 경화 공정

텅스텐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밀도가 상대적으

은 진공백 성형(Vacuum Bag Molding)을 적용하

로 큰 텅스텐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

였다. 제작된 방사차폐 구조물을 설계된 치수에

이다.

따라 기계 가공을 수행한 후, 텅스텐이 삽입된
국부차폐 영역을 설계 치수에 따라 표시하고,

4. 폴리에틸렌 방사차폐 구조

이리듐 동위원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통하
여 텅스텐의 삽입 상태를 검사하였다<그림 7>.

일반적으로 수소 원자는 방사선을 잘 흡수하

텅스텐의 삽입 상태는 매우 양호하고, 설계된

고 분산하는데 좋은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

치수에 맞게 정렬 배치됨을 확인하였다.

져 있고, 특히 폴리에틸렌은 수소 밀도가 높아
방사차폐 재료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아
울러 폴리에틸렌 복합재료 제조 공정의 발전으
로 폴리에틸렌 소재를 이용한 구조물의 제작이
용이해짐으로써, 우주분야로의 활용성이 증가하
고 있다.
SRIM 코드를 이용하여 폴리에틸렌 소재에 대
한 27.5MeV 양성자 빔의 비정거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그림 8> 및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두께 7.85mm의 폴리에
틸렌은 27.5MeV의 양성자를 차폐할 수 있으며,
이는 알루미늄 150mil(=3.81mm)의 양성자 차폐
능에 상응한다.

그림 6. 방사차폐 구조물의 진공백성형 경화 및
탈형

그림 7. 방사차폐 구조물의 비파괴검사

제작된 CFRP/W/CFRP 방사차폐 구조물의 무

그림 8. 폴리에틸렌 내 빔 에너지 27.5MeV

게는 150 ~ 152g 정도이며, 동일한 두께의 알루

양성자의 비정거리

미늄 구조물의 무게는 226g로, 상당한 경량화를
달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방사차폐 전체 영역
에 대해 불필요하게 텅스텐 박막을 적용하지

섬유(Fiber)와 기지(Matrix)가 모두 폴리에틸
렌

재료로

구성된

하니웰(Honeywell)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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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pectra)1214를

적용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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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성자 조사시험

[0°/90°/0°/90°]의 4플라이가 하나의 적층
롤(Roll)이 되어, 적층 및 고온 성형에 의해 구

양성자가 물질을 통과할 때 발생된 이온화

조물을 제작하였다. 가로, 세로 10×10cm의 크

에너지를 이온 챔버(Ion Chamber)를 통하여 측

기로,

되도록

정하고, 측정값으로부터 양성자의 비정 유무를

[0/90/0/90]n 형태로 SR1214 폴리에틸렌 복합재

두께가

0.5mm

~

8.0mm가

판단하는 실험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10>은

료 프리프레그를 적층한 후, 온도 127℃, 압력

양성자 조사시험의 전체적인 구성도를 나타낸

300psi 조건에서 고온 프레스에 의해 고온 경화

다. 시험에 적용된 양성자 빔 조사 시설은 원자

하여 시편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다수의 폴리

력의학원의

에틸렌 시편의 예를 <그림 9>에 제시하였다.

활용하였으며, 사이클로트론에서 발생되는 양성

MC-50

사이클로트론(Cyclotron)을

자빔의 에너지는 45MeV로 설정되었다.
표 4. 폴리에틸렌 내 빔 에너지 27.5MeV
양성자의 투과 이온 비율

Thickness
7.50mm
7.60mm
7.70mm
7.80mm
7.85mm
7.90mm
8.00mm

Transmitted Ions
45.0%
14.1%
1.5%
0.1%
0.0%
0.0%
0.0%
그림 10. 방사차폐 성능검증 시험 구성도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성된 45MeV의 양성자
빔은, 두께 2mm의 알루미늄 윈도우, 50cm의
공기층, 알루미늄 Degrader 및 50cm의 공기층
을 통과하면서 순차적으로 빔의 에너지가 감소
하게 된다. 알루미늄 Degrader는, 그 두께를 조
절함에 의해 최종적으로 시험 시편에 도달하는
그림 9. 폴리에틸렌 소재로 제작된 경량

양성자 빔의 에너지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

방사차폐 구조물

다. 27.5MeV의 양성자 빔이 시험시편에 입사되
는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SRIM 코드를 이용하

SR1214를 이용하여 제작된 시편에 대한 무게

여 해석에 의해 알루미늄 Degrader의 두께에

측정을 통하여 실제 제작된 시편의 밀도는 약

따른 시험 시편에 입사되는 양성자 빔의 에너

0.9~0.93으로 측정되었으며, <표 3>에 의하여

지를 분석하였다<표 5>. 알루미늄 Degrader의

CFRP 혹은 알루미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

두께가 2.7mm일 때, 시험 시편에 입사하는 양

수한 경량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성자빔의 에너지가 약 27.5MeV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시험 시편을 설치하고, 사이클로트론 시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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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current

5nA,

Irradiation

Time

20sec으로 설정하였다.

화 에너지는 검출되지 않는다. 이온 챔버 측정
값은 미소한 변동의 폭을 갖는데, 편의상 측정
값이 0.1nC 보다 작은 값으로 관측될 때를 양

표 5. Degrader 두께에 따라, 시험 시편에

빔이

비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CFRP/W/CFRP 방사차폐 구조물은 약 28.7MeV

입사되는 양성자 빔의 에너지

Degrader 두께(mm)
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성자

Energy(MeV)@Target
25.8261
26.2499
26.6952
27.0593
27.5108
27.8973
28.3504
28.7468
29.1175
29.5187
29.9577
30.3074
30.7037
31.0595
31.4618

의 양성자 빔을 차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
며<표 6>, 폴리에틸렌 소재를 활용할 방사차폐
구조물은 약 7.8mm의 두께가 요구됨을 확인하
였다<표 7>.
표 7. 폴리에틸렌 시편 두께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
측정값 (양성자 빔: 27.5MeV)

PE 두께

Ion Chamber Reading(unit: nC)

(mm)

조사 전

조사 후

1.0

0.006

62.488

2.1

0.008

64.733

표 6. 양성자 빔의 에너지 변화에 따른

3.1

0.006

63.636

이온화 에너지 측정값

4.1

0.000

77.836

Ion Chamber Reading

4.9

0.005

85.615

(Unit: nC)

5.9

0.009

129.362

Energy
(MeV)
@Target

조사 전

조사 후

6.4

0.020

152.949

25.8261

0.008

0.002

6.9

-0.014

201.870

26.2499

0.010

0.004

7.0

-0.009

203.934

26.6952

0.002

0.015

7.5

0.019

17.383

8.0

0.012

0.024

27.0593

0.007

0.019

27.5108

0.009

0.000

28.3504

0.016

0.011

28.7468

0.004

0.041

29.1175

0.006

0.513

알루미늄 150mil(=3.81mm)가 차폐 가능한 양

29.5187

0.002

8.108

성자의 에너지는 해석 결과에 의해 27.2MeV이

29.9577

0.011

44.798

다. 총 4.64mm 두께의 CFRP/W(0.1mm)/CFRP

30.3074

0.006

126.915

방사차폐 구조물은 28.7MeV 양성자 빔을 차폐

30.7037

0.016

240.670

할 수 있으며, 폴리에틸렌 소재의 7.8mm 두께

31.0595

0.006

250.830

는 27.5Mev의 양성자 빔을 차폐할 수 있음을

31.4618

0.019

213.790

알

6. 결론

수

있었다.

앞의

3

및

4절에

의하여

CFRP/W(국부차폐)/CFRP 및 폴리에틸렌 소재의
일반적으로 양성자 빔이 비정되면서 이온화
에너지의 값은 증가하며, 완전히 비정되면 이온

방사차폐 구조물은 알루미늄에 비하여 우수한
경량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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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P/W/CFRP 방사차폐 구조물은 텅스텐을 방

2006, “Polyethylene as a Radiation Shield-

사능에 민감함 국부 영역에만 사용하기를 추천

ing

하며, 폴리에틸렌 소재의 방사차폐 구조물은 부

Environments,” Nuclear Instruments and

피가 커짐을 감안하여야 하며, 열전도 특성이

Methods in Physics Research B, Vol. 252,

피치계열 CFRP에 비해서는 좋지 않으므로, 열

Standard

in

Simulated

Cosmic-ray

pp. 319-332.

전달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인 열전달 링크가

6. Jang, T.S., Rhee, J., Seo, J.K., Cha, W.H.,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

“Study on Proton Shielding Effectiveness

량화 효과와 더불어 경제성 효과도 검토해 볼

of Lightweight Polyethylene Composite for

필요가 있다.

Space Radiation Shielding,”Proceedings of
the 2013 KSAS Fall Conference, 2013, pp.
1172-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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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주 기후관측 위성(DSCOVR)의 특징
명환춘*

1)

Introduction to Deep Space Climate Observatory Satellite
Hwan-chun Myung*

2)

ABSTRACT
In general, the low-earth orbit(LEO) and the geostationary-earth orbit(GEO) only are used for
the meteorological satellites and only the information measured in those orbits is applied to the
weather/climate forecast. Recently, much more attention is paid to the deep space environment
beyond LEO and GEO, for the complementary observation. In 2015, DSCOVR(Deep Space
Climate Observatory) was launched into the L1 point with the three types of instruments: Earth
imager/radiometer, and space weather instruments. The paper is focused on discrimination from
the LEO/GEO meteorological satellite, so that its main features from the orbit difference as well
as the different types of instrument are explained in terms of the exclusively complementary
information.

초 록
일반적으로 기상 및 기후관측 위성은 지구의 저궤도와 정지궤도에서만 관측을 수행하는 것으
로 지금까지는 한정되어져 왔고, 관측 영상의 활용 또한 이들 제한된 궤도들에서 얻어진 자료만
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저궤도와 정지궤도를 벗어나서, 심우주용
기후관측 위성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5년에 발사되어진 DSCOVR위성
은 L1 라그랑주 지점에서 지구와 우주의 기상과 기후를 관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특히, L1 라그랑주 지점에서의 지구기상관측 영상 탑재체는 심우주에서의 지구기상관측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지구의 복사량과 우주기상을 관측하기 위한 탑재체들도
함께 장착되어 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궤도 및 정지궤도용 기상위성들과의 시너지 효
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심우주 기후관측 위성의 특성을 궤도적인 관점과 관측 탑재체의 관점에
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개발요구사항들을 소개한다.
Key Words : Lagrange point(라그랑주 지점), Climate monitoring(기후관측), payload(탑재체)

* 명환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본부 정지궤도복합위성 체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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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지구의 영상과 반사광 관측을 목적으로 하

1. 서론

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상위성들은
지구 주변의 저궤도와 정지궤도에서 관측을 수
행하도록 개발되었다. 저궤도에서는 지구 전체
의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반면에, 일정한 곳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정지
궤도에서는 지구의 자전과 동일하게 회전하면
서 지구의 일정한 곳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지구의 전체 기상을 관측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궤도로서 최근에는 L1 라그랑주 지점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L1 라그랑주 지
점은 지구와 태양간에 위치한 우주 공간으로서,
해당 궤도는 지구의 공전주기와 동일하게 태양
을 회전한다. 이러한 특징은 지구의 자전에 따
른 기상관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하루에 한
번 지구 전체의 기상관측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지궤도에서와 유사하게 일정 기간 동
안 지구의 상시관측 또한 모사할 수도 있다.
1994년에 태양풍 관측을 주목적으로 미국의
WIND 위성이 L1 라그랑주 지점으로 발사된 이
후로, 1995년에는 유럽의 SOHO 위성이 태양의
코로나를 관측하기 위하여 발사되었고, 1997년
에는 포괄적인 우주기상관측을 위하여 다양한
관측 탑재체를 장착한 미국의 ACE 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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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1998년, 미국에서는 ACE 위성의 후속
으로 최초로 L1 라그랑주 궤도용 지구관측 영상
탑재체를 장착한 Triana 위성개발에 착수하였
고, 2002년에 발사를 목표로 하였지만, 발사의
지속된 연기와 이후의 관련 관측 임무 폐지 등
으로 인하여 Triana 위성은 2008년까지 저장모
드로 관리가 유지되어 왔다. 2009년에서야 다시
위성의 이름을 DSCOVR(Deep Space Climate
Observatory)로 변경한 이후, 2015년 2월에 L1

EPIC(Earth

Camera)과
Standards

Polych-

romatic

NISTAR(National
and

Technology

Imaging

Institute
Advan-

of
ced

Radiometer), 자기장/태양풍 등의 우주기상관측
을 위한 PlasMag(Plasma Magnetometer), 우주에
서의 고에너지 입자 관측을 위한 PHA(Pulse
Height Analyzer) 등이다. 이중에서 PlasMag 탑
재체는 태양풍 관측을 위한 Faraday Cup, 자기
장 관측을 위한 fluxgate vector magnetometer,
전자분포 관측을 위한 electron electrostatic
analyzer(electron spectrometer)등 으로 구성되
었다. 탑재체들의 용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 DSCOVR 위성의 주요 임무는 L1 라그랑주
지점의 특성을 이용한 우주기상 및 지구관측이
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한 L1 지점은 지구
에 대한 태양의 영향을 측정하고, 동시에 태양
빛에 반사되는 지구의 모습을 관측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DSCOVR 위성의
개발요구 사항들을 임무관점에서 소개함으로써,
심우주 기후관측위성의 목적과 유용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둘째로 지구와 태양 주
변의 라그랑주 지점들을 설명하고 각 궤도들의
특성을 통하여 관측위성들의 다양한 활용 가능
성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모두 다섯 곳의 라그
랑주 지점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따르는

다양한 여러 궤도적 특징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다음으로 탑재체들의 주요 규격과 특징들을 제
시하여 심우주 기후관측을 위한 탑재체들의 간
략한 설계조건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구
관측 영상 자료들의 특징을 통하여 기존의 기상
위성 탑재체들과의 상호 보완적 가능성을 실제
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2. 임무 요구사항[2][3]

라그랑주 지점을 향하여 마침내 DSCOVR 위성
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DSCOVR 위성에는

그림 1은 DSCOVR 위성의 L1 라그랑주 지점

모두 네 가지 종류의 탑재체들이 장착되어 있는

과 지구 및 태양과의 거리적 특성을 보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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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심우주(L1 라그랑주 지점)에서의

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반면에,

DSCOVR 위성의 임무는 지구관측과 태양/자기

황도면에 위치할 수 있는 심우주 관측위성에서

장 등의 우주기상 관측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는 여름과 겨울을 통하여 각각 북극과 남극의

나누어질 수 있다. 먼저, 심우주에서의 지구관측

오존층 관측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은 기존의 저궤도와 정지궤도에서와는 달리 하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오존층은 자

나의 위성으로 지구 전체의 모습을 보다 더 자

외선 영역의 반사광 관측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

주 관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탑재체가 자외
선 채널을 장착하는 것이 요구된다. 오존층과
함께 에어로졸도 매우 유용한 관측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빈번한 관측을 통해서 에어로졸
의 확산과 변화를 보다 더 정밀하게 모델링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에어
로졸의 관측을 위해서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가
시영역의 채널들도 함께 요구되며, 이러한 가시
영역의 채널들은 에어로졸 분석을 통하여 추가
적으로 전지구적 화산활동에 대한 감시에도 병

그림 1. L1 라그랑주 지점[3]

행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이점도 내포하고 있
다. 기상 및 기후관측과 관련하여, 심우주에서의

물론 이러한 목적은 여러 대의 위성을 동시에

가시영역 관측은 또한 일반적인 기상위성과 마

활용하여 저궤도와 정지궤도에서 수행할 수도

찬가지로 구름과 수증기의 분포 등에 유용한 정

있겠지만, DSCOVR 위성의 임무는 이러한 목적

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영상 센서를

을 단 한 대의 위성만을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

이용하여 전지구적 구름 분포를 빈번하게 관측

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심우주에서의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존의 저궤도와 정지궤도

지구관측은 정지궤도를 벗어나 매우 먼 거리에

영상에만 의존해 왔던 기상 및 기후 예측 모델

서 지구를 관측하기 때문에, 관측의 대상은 높

에 있어서 많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수 있을

은 영상의 해상도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

것이다. 심우주에서의 지구 관측은 비단 지구뿐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우주와 지구관측이라

만 아니라, 지구를 겹쳐서 통과하는 달을 관측

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위성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달의 관측은 지구에서

의 임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구의 기상/기후

와는 반대로 항상 태양에 의해서 반사된 달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지구 전 범위에 걸

뒷면이 심우주 위성에서 관측되게 되며, 이러한

쳐서 높은 빈도수로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특징은 달표면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뿐만 아니

있다. 이러한 심우주에서의 관측대상으로서, 지

라 달의 반사광을 이용한 복사보정에도 매우 유

구 오존층이 대표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일반

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심우주 위성의 달을 이

적으로 지구 오존층의 관측 범위는 북극과 남극

용한 복사 보정 기능은 전지구적 관측 위성들에

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

공통적으로 유용한 보정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

여 주로 관측되어져 왔다. 지구의 적도면에 위

위성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하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의 경우에는 지구 양

또 다른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심우주에서의

극단의 모습을 관측하기에는 관측 시야각의 한

지구관측과 관련하여 또 다른 주요 관측 대상으

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극의 오존층 관측에 있

로서 지구의 반사광(albedo)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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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반사광의 계절적/연도별 변이에 대한 지속

폭발 감지 후 5분 이내에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

적인 관측은 반사광에 대한 관측 정확도를 높일

게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후모델과의 비

하고 있다. 다음의 규정들은 DSCOVR 위성의 우

교를 통하여 보다 더 정확한 기후모델 구축에

주기상관측 임무와 관련한 최소 임무 요구사항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근자외

들이다.

선 영역과 가시영역에서의 반사광들의 보다 더
정확한 비교는 지구 생태계 및 빙하 등에 대한
영향과 함께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유용한 지
표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에서의 지구관측과
관련된 임무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DSCOVR
위성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임무 요구사항들
을 규정하였다.

⦁ 0~100nT 범위의 행성간 자기장 벡터를
±1nT의 정확도를 가지고 측정
⦁ 200~1250km/s 범위의 태양풍 양성자 속도
를 20% 정확도를 가지고 측정
⦁ 1~100 particle/cm³ 범위의 태양풍 양성자
밀도를 20% 정확도를 가지고 측정
⦁ 40,000~2,000,000K 범위의 태양풍 양성자

⦁ 오존/에어로졸/구름 분포/식생 분포 등을 10
개의 영상 채널을 이용하여 관측 수행
⦁ 10개의 영상 채널은 RGB 채널을 포함하며,
최소 공간해상도는 12km로 규정
⦁ 영상의 관측은 적어도 매 4시간마다 수행하

온도를 20% 정확도를 가지고 측정
⦁ 자기장과 양성자 정보를 적어도 1분 이내
간격으로 측정
⦁ 관측 데이터가 적어도 5분 이내에 지구로
전송되어 데이터 후처리가 완료

여 지구로 전송
⦁ 지구 반사광의 관측을 위하여 0.2~100um

3. 라그랑주 지점과 궤도의 특성

채널 영상을 제공하고, 관측정확도는 1.5%
이내로 규정

두 물체의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각각의 물
체들이 회전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

지구관측과 함께 DSCOVR위성은 우주기상관측

운 제 3의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가 삼체문

의 임무도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있는데, 우주기

제의 특수한 사례로 널리 연구되어져 왔다. 이러

상관측을 위한 주요 대상으로는 태양풍과 관련

한 문제는 특별히 태양과 지구의 회전 운동 중

된 양성자/전자 등의 입자와 자기장 등이 고려

에서 인공위성의 궤도 연구와 매우 직접적으로

된다. 심우주 관측의 특성으로 인하여, 고정된

연관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중력에 의한 인력이

위치에서 위성을 중심으로 지구 반대편에 태양

태양과 지구에 의하여 위성에 작용하게 되고, 또

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를 동시에

한 태양과 지구의 무게중심으로부터의 회전에

임의의 시점에서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된

의한 원심력 역시 위성에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관측 목적은 측정입자들과 자기장의 3차원 속도

위성의 움직임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위성에

분포를 도출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관측 정보들

가해지는 외부의 힘들이 서로 상쇄되어 평형을

은 태양폭발 등으로 인한 우주 기상의 변화를

이루는 5개의 평행지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감지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

이러한 지점들은 라그랑주 지점으로 정의되고

다. 정지궤도 위성에 비하여 심우주 관측 위성

그림 2에서 이러한 5개의 라그랑주 지점들

은 태양에 더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L1~L5)을 확인할 수 있다.

태양폭발과 관련한 정보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실제 DSCOVR 위성은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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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이 L1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3개
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L1 지점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L1지점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되면 항상 태양에 의하여 반사되는
지구의 낮 영역만이 관측된다. 또한, L1 지점은
지구와 함께 태양과 지구의 무게 중심을 기준
으로 공전하게 되므로, 지구와 공전주기가 동
일하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반대편으로
L1 지점과 동일한 거리에 L2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은 L1과는 달리 항상 지구의 밤 영역만
을 관측 할 수 있다. 현재는 항상 동일한 방향
에서 입사되는 태양광의 일정한 엄폐효과를 이
그림 2. 회전하는 삼체계에서의

용하여 심우주를 관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주

라그랑주 지점[4]

망원경 위성 등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표

5개의 평형지점들 중에서 L1~L3 지점들은 불안

1은 L1과 L2 지점들에서의 위성활용 예를 보여

정 평형지점들이고, L2와 L4 지점들은 안정 평

준다. 한편, 위성의 관점에서 불안정한 L1~L3

형지점들이다. 따라서, L1~L3 지점들에서는 위

지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들에서

성의 궤도유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반

의 보다 더 안정적인 궤도의 이용이 궤도 유지

면에, L2와 L4에서는 자연적으로 안정적인 궤도

를 위한 비용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

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다. 그림 3의 위쪽은 이러한 라그랑주 지점들
을 중심으로 생성될 수 있는 위성의 궤도들을

표 1. L1과 L2지점에서의 위성활용[4]
위성명

발사

ISEE-3
WIND
SOHO
ACE

연도
1978
1994
1995
1997

WMAP

2001

GENSIS

2001

PLANCK

2009

HERSCHEL

2009

GAIA

2013

DSCOVR

2015

JWST

2018
(예정)

황도면을 단면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 DSCOVR 위성의 궤도인 리샤쥬 궤도를

위성궤도

목적

태양에서 L1 지점을 향하는 방향에서 확대하여

L1-Halo
L1-Halo
L1-Halo
L1-Halo
L2-Lissa
jous
L1-Halo
L2-Lissa
jous
L2-Lissa
jous
L2-Lissa
jous
L1-Lissa
jous

태양/우주환경
태양/우주환경
태양/우주환경
태양/우주환경

아래쪽에 나타내고 있다. 라그랑주 지점 주변

L2-Halo

우주망원경

으로는 황도면에 수직 혹은 수평으로

분포하

는 Lyapunov궤도와 황도면에 기울어진 채로

우주배경복사

원형에 가깝게 라그랑지 지점을 순환하는 Halo

태양/우주환경

궤도, 그리고, 가장 복잡한 형태로 궤도를 형성

우주배경복사

하는 Lissajous궤도 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Halo궤도는 주기적인 궤도라는 장점을 가지고

우주망원경
우주망원경
지구/우주환경

있기는 하지만, 그림 3에서와 같이 라그랑지
지점을 중심으로 매우 넓게(≈10⁷km) 분포한다
는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
1에서와 같이 L1 지점은 태양 관측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궤도임을 알 수 있으며, 비주기
적으로 복잡한 Lissajous궤도보다는 라그랑지

위 그림 1에서와 같이 L1 지점은 지구로부
터 약 1.5백만km 정도 거리에 위치에 있으며,

지점을 주변으로 주기적으로 회전하는

Halo

궤도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환춘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2 (2017) pp. 118~127

123

한편, L2 지점에서는 L1 지점과는 반대로 라그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4는 DSCOVR위성

랑지

과 장착된 네 가지 종류의 탑재체들을 보여주고

지점을

더

가깝게(≈10⁵km)

회전하는

Lissajous 궤도가 우주 관측을 위한 목적으로

있다.

주로 사용되고 있다. DSCOVR 위성은 L1 지점
에 위치한 다른 위성들과는 달리 Lissajous 궤
도를 이용하여 지구를 관측하는 것으로 개발되
었다. Lissajous 궤도에서 지구를 관찰하는 경우
에도, L1 지점을 중심으로 황도면에서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서 지구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
에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모습을 관측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정지궤도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림 4. DSCOVR 위성과 탑재체
(위: 지구지향, 아래: 태양지향)[7]

탑재체들의 용도에 맞게 EPIC과 NISTAR와 나머
지 탑재체들은 서로 상반된 방향들을 지향하도
록 배치되어 있으며, PlasMag는 각각 Faraday
cup, electron spectrometer, magnetometer 등으
로 기능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고, PHA는 위성체
그림 3. 라그랑주 지점에서의 위성궤도(위)와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 지구 관측 탑재체 중의

Lissajous 궤도(아래)[5][6]

하나인 EPIC은 미국의 UCSD와 LMATC에 의하
여 설계되고 제작되었으며, 지구의 오존 및 에어

4. 탑재채의 개요

로졸, 구름의 분포, 자외선 방사량 등을 관측하
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L1 궤도의 특

DSCOVR 위성은 크게 네 가지 종류의 탑재
체들을 장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EPIC과
NISTAR는 지구 관측을 위한 용도이고, 나머지
PlasMag와 PHA는 태양과 관련한 우주환경 관측

성으로 인하여 지구의 새벽부터 일몰까지의 약
165~178°사이의 태양광 반사영역을 항시 관측
할 수 있다. EPIC의 세부 설계규격은 다음의 표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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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PIC 탑재체 설계 규격[8]
채널
FOV/IFOV
검출기
냉각방식
소비전력
데이터
분해능
광학부
노출시간

10채널(317~779nm),
밴드폭: 0.8~3nm
FOV:0.61°, IFOV:1.07arcsec
(지구: 0.45~0.53°)
픽셀수: 2048x2048, 픽셀크기: 15um
Fill Factor: 100%, f-number: 9.38
동작온도: -40°C, 동작클럭: 500kHz
수동 냉각 방식
62W
12bits, 20 electron/bit
픽셀 해상도: 8km
Cassegrain 방식, 구경: 30.5cm
초점거리: 282cm
2ms~1min
이중필터휠(아래그림), 셔터휠,
초점거리 조정

그림 5. EPIC 탑재체의 구성
구동부

(위: 외관[3], 아래: 광학부[7])

DSCOVR 위성의 또 다른 지구관측 탑재체인
최소영상
관측주기
무게
SNR

NISTAR는 태양광에 의한 지구 반사량은 물론
10~20초 이하
63.2kg
250

라그랑주 궤도에서의 최초의 지구 관측 탑
재체인 EPIC은 특별히 시험 중에 망원부 내부
에서 상당한 양의 stray light의 존재가 확인되
었고, 이러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하여 필터의
코팅 변경은 물론 광학부의 재설계가 수행되었

지구 자체의 적외선 복사량을 측정함으로써, 지
구 생태적 환경의 안정성 변화를 감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NIST와 Ball Aerospace에서 탑재체 설계와 제작을 담당하였으며,
모두 4개(A,B,C,D)의 채널로 구성되었다. 이중에
서 D채널은 나머지 3채널들의 복사보정을 위한
목적으로 장착되었다. 표 3과 그림 6은 NISTAR
탑재체의 규격과 외관을 보여준다.

다. 또한, 이와 함께 여전히 내재적으로 잠재해
있는 stray light의 제거를 위하여, 별도의 영상

표 3. NISTAR 탑재체 설계 규격[8]

처리 알고리즘이 동시에 개발되었다. EPIC 탑
채널 A: 지구의 UV-IR 복사량 관측

재체는 복사보정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대상

(0.2~100um)

의 복사량을 관측하는데, 하나는 지구의 북극
과 남극에 있는 빙하의 반사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달 뒷면의 반사광이다. 이들 대상의 반
사광들은 특별히 라그랑지 지점의 Lissajous 궤
도에서의 궤도적 특성으로 인하여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5는
EPIC 탑재체의 외관과 광학부의 구조를 보여준
다.

채널 B: 지국의 UV-NIR 복사량 관측
채널

(0.2~4um)
채널 C: 지구에서 반사된 적외선
태양광 관측(0.7~4um)
채널 D: 광학보정용(0.2~1,1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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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양성자와 알파 입자의 3차원 분포를 생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0.5sec마다
반복적으로 해당 입자들을 2~20%의 정확도를
가지면서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Faraday cup 탑재체의 FOV는 120도의 넓은 영
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
게, 전자의 3차원 분포를 위하여 0.8sec마다 전
자(5eV~1keV)의 속도와 밀도 등을 관측하는
electron static analyzer도 장착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위성의 본체가 아닌 4m 길이의 boom의
복사정확도

0.12%

끝단에 위치하여 위성과의 간섭을 피하면서 주

FOV

1°

변의 전체 우주공간의 관측을 수행하도록 배치

무게

25.5kg

되었다.

그림 7. 우주환경 탑재체의 외관[8][9]
(위/왼쪽: Faraday cup,
위/오른쪽:magnetometer,
아래/왼쪽:electron static analyzer,
아래/오른쪽: PHA)

magnetometer도 또한 위성의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boom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0.004~
그림 6. NISTAR 탑재체의 외관[3][8]

65,000nT 영역의 자기장 벡터를 20msec 간격으

이외에도 DSCOVR위성은 태양과 주로 관련된

로 측정하여 생성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측정

우주환경관측을 위한 다양한 소형 탑재체들을

정확도는 0.5~0.9nT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PHA

장착하고 있는데, NASA의 GSFC와 MIT에 의하

탑재체의 목적은 위성의 전장부에 대한 고에너

여 주도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중에서 Faraday

지 입자들의 영향을 관측하는 것으로서, 고에너

cup은

밀도

지 입자들의 에너지/전하/질량 등을 관측하여

(0.22~219/㎤), 온도(3.9x10⁴~ 7.3x10⁷K)등을 측

SEU(single event unit)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

태양풍의

속도(168~1340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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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림 7은 이러한 우

을 알 수 있다. 특별히, 관측영상에서는 남아메

주환경 탑재체들의 외관을 보여준다.

리카 대륙의 경우에 새벽부터 초저녁까지 낮 시
간 동안의 전체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

5. 지국 관측 영상의 특징

다. 또 다른 지구 관측의 특징으로는 달 뒷면의
관측과 극지방 전체의 실시간 관측을 언급할 수

DSCOVR위성의 우주환경 탑재체들은 기존의

있다. 그림 9(위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

ACE와 WIND위성의 우주환경 탑재체들의 임무

이 지구의 앞을 지나가는 달의 뒷모습이 선명하

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게 관측되고 있다. 정지궤도에서도 물론 달을 관

있는 반면에, 지구 관측 탑재체 중의 하나인

측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달이 지구의 반

EPIC 탑재체의 영상은 기존의 저궤도 혹은 정지

대편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궤도에서는 관측에 제한이 있었던 지구의 다양

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달

한 영상들을 관측하여 지구로 전송하고 있다. 그

의 앞면만으로 한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영상은 그림 8에서와 같

한, EPIC 탑재체는 지구의 극지방 관측에 있어

이 지구 자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관측한 모습

서도 기존의 위성들로는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이다.

인하여 동시에 전체적인 모습을 관측할 수 없었
던 것들을 그림 9(아래)에서와 같이 보여주고 있
다.

그림 8. EPIC 탑재체의 지구 연속 관측
(위->아래, 왼쪽 -> 오른쪽)
그림 9. EPIC 탑재체의 달 뒷면(위)과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 대륙들의 이동 모습을 통
하여 지구의 자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극지방(아래/왼쪽: 남극, 아래/북쪽: 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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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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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탑재체 개발동향”, 항공우주산업기술동
향 9권 2호, 2011

기존의 저궤도 혹은 정지궤도 위성과는 달
리, DSCOVR위성은 라그랑주 지점을 중심으로
Lissajous 궤도를 움직이면서 지구를 관측할 수

2. DOC/ NOAA/ NESDIS/ NASA,‘Deep Space
Climate Observatory - Level 1 Requirement
Document’, ver1.1, 2013

있도록 개발되었다. 심우주 기후관측위성으로서

3. Fransisco P.J. Valero et al., ‘Triana - a

DSCOVR위성은 태양과 지구의 기후변화와 관련

Deep Space Earth and Solar Observatory’

된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지금도 지구로 전

submitted at National Academy of Science.

송하고 있다. DSCOVR위성의 임무는 크게 두 가

4. http://hyperphysic.phy-astr.gsu.edu/hbase/Me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태
양과 관련된 우주기상관측의 임무를 계승하는
것이고, 지구관측이 두 번째 임무에 해당한다.

chanics/lagptsolar.html
5. http://www.princeton.edu/~ekolemen/publicat
ions/kolemen-kasdin

특히, 지구관측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위성들이

6. Thomas A. Pavlak, “Trajectory Design and

제공하지 못했던 지구 자전과 달 뒷면, 극지방들

Orbit Maintenance Strategies in Multi-Body

의 실시간 모습들을 제공하고 있다. DSCOVR위

Dynamical Regimes”,dissertation of Purdue

성의 지구관측 정보는 기존 기상위성들의 관측

University, 2013

자료들과 함께 사용되어, 전지구의 구름 분포 검

7. http://www.nesdis.noaa.gov/DSCOVR/

출, 지구관측 탑재체들의 절대복사보정, 극지방

8. https://directory.eoporal.org/web/eoportal/sat

의 오존층 변화 관측 등의 정확도를 보다 더 향

ellite-missions/d/dscovr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서

9. J. Burt, “Deep Space Climate Observatory:

는 향후 2022년과 2027년에 라그랑주 궤도의 심

The DSCOVR Mission”, IEEE Aerospace

우주 기후관측 위성을 계속적으로 발사할 예정

Conference, 2012

이며, 기존의 우주기상관측 탑재체들과 함께 추

10.Yuekui Yang,“Application of DSCOVR EPC

가적으로 태양의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는 광학

O₂A & B-bands”, Remote Sensing in the

탑재체(CCOR)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우리

O₂A-band Workshop, 2016

나라는 천리안 1호의 기상위성을 정지궤도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천리안 2호 기상
위성을 발사하여 임무를 계승하도록 할 예정이
다. 기상 예측의 특성상 지구의 일정부분이 아닌
지구 전체 대기 관측의 유용성과 특별히 기상이
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극지방의 기상
관측에 있어서, 라그랑주 지점 궤도의 기후관측
위성의 개발과 활용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활용
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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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부품 시험 인프라 구축 동향
유명종*

1)

Status of Infrastructure for Space Parts & Unit Test
Yu, Myoung-jong*

ABSTRACT
Recently many countries are concerned to take resources from asteroids and solar energy from
space, and some of human beings are trying to escape from the earth and reach to their own
Utopia like Mars. It seems like to extend the space industries. With the experience of Apollo project,
the USA have comparative advantages in every field of space area than any other country. And
even the second parties like Europe, China and Japan make rapid achievement in the space field.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our own development system to chase those counties in this field, and the
infrastructure for space parts and unit test is a part of the system. In this paper, worldwide and
Korean local infrastructure will be introduced.

초 록
최근 세계 각국은 우주 공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구 환경을 풍요롭게 할 방법을 찾는 동시에
인간의 주거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구 밖으로의 탈출을 추구하는 도전적인 방식으로 우주
공간의 활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우주 분야에 관련된 산업의 확대는 불가피 한 것으
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아폴로 사업을 통하여 거의 모든 우주 관련 시스템 및 부품을 세계 어
느 나라와 견주어도 비교 우위에 있을 정도로 확보하고 있으며, 우주 분야에서의 비교적 후발
국가들인 유럽, 중국, 일본마저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가들과의 경
쟁에서 더 이상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주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
인 것으로 보이며 우주 관련 부품의 시험 시설도 그중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세계 각국의
우주 부품 시험 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의 시설구축 현황을 소개하기로 한다.

Key Words : Space parts(우주 부품), Test Facilities(시험 시설), Infrastructure(기반시설)

* 유명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본부 우주시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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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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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측되고 있다[1].

20세기가 인공위성의 개발을 통하여 국력 과
시적인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여 인적 네트워크
의 확산에 우주 공간을 활용하여 왔다면, 최근
추세는 소행성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우주
광산, 우주 태양광 발전 혹은 우주쓰레기 청소
등을 통하여 지구 환경을 풍요롭게 하려는
In-bounds 분야와 신도시 개발을 통한 인간의
주거 영역 확대처럼 화성 이주 등 지구 밖으로
의 탈출 등 Out-bounds 분야에서 우주 공간 활
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최근 선진 주요국은 우주 기술 개발과 우주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
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주 개발 경쟁이 격화되
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혁신적인 우주 탐사
와 우주 활동으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행성 및 화성 유인 탐사 계획을 발표
하고 유럽 및 러시아, 중국, 일본 등도 앞 다투
어 우주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우주 선
진국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핵심 부품을 자
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그
행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그림 1 우주시장 성장 추세 예측[1]

최근 발표한 ‘일본 우주산업비전 2030’에서
핵심부품 공급기반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민간

국내에서도 우주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부품 사용 확대 및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실
증 추진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 국내 우주관련 활동금
액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약 3.2조원에 달하

사실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2016년도 전

며 전년대비 24%가 증가한 7,856명의 인력이

세계의 우주 관련 예산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우주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2억 달러로 2015년에 비하면 2%의 마이너스

우주분야 활동 금액 중 위성체,발사체 지상장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9년 포화가 되기 시작

비를 포함한 우주기기분야의 활동 금액은 전체

하여 2012년의 정점인 711억 달러를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미국 국방 우

의 26.4%인 8,24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2%의
극적인 팽창을 하였으며 우주기기 제작이 차지

주 예산의 감소, 러시아의 경제 위기에 따른

하는 비중도 전년 17.8%를 뛰어 넘는 26.4% 성

환율 하락, 여러나라 정부의 엄격한 우주예산

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림 2>는 2016년 정

통제 시작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

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우주 분야별 활동 금

다. 하지만, 미국 국방 분야의 투자 사이클에

액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우주기

의한 성장 및 중국, 인도 등의 성장 및 새로
진입하는 국가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하여

기분야 수입은 위성체 제작에 약 3천6백억을
포함하여 거의 4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2]. 수

2017년 이후로 약 2%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출이 200억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하면

2026년에는 약 790억 달러의 예산을 초과할 것

우리나라가 우주분야에서 수출을 위하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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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수입액의 감소를

Research Center, Langley 연구소, Goddard 우

통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되어

주 비행센터 등 10개의 우주센터를 두고 있으

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며, 우주센터별로 특성화된 우주탐사 임무를 부

위성체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이 수입 금액의

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모두가 인지하고

전문 분야에 따른 시험시설도 기관별로 구축하

있는 사실이므로 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여 운영하고 있다[4].

이러한 활동 금액 및 그에 따른 수입의 증가
는 민간 참여의 확대를 통한 해결 방안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우주
급 핵심부품에 대한 원천기술 및 시험 노하우
축적 등 민간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가 우주
개발 수준 제고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2016
년부터 우주부품시험시설의 구축을 위한 과제
를 수행하고 있다[3].

미국 주요 기업들은 자체적인 부품 공급 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부품의 시험 및 검사
장비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 업무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기업이 있어 개발 기업의
시설 사용을 보완해주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의 위성 개발에 초기 기술지원을 담당했던
Northrop Grumann(구, TRW)은 자체적으로 센
서류 및 추진기관을 생산하고 있으며[5] 생산에
필요한 일부 부품은 Valvetech 등 협력 업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조달하고 있어 위성 개발을
위한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Laser응용,

Precision

Beam

Steering

Mirrors, 별 추적기 및 자세 제어 센서, 극저온
냉각 분야의 우주 부품 등을 생산하는 Ball
Aerospace & Technologies Corp.에서는 많은
그림 2 2015년도 우주 분야별 활동 금액[2]

수의 관련 시험 장비 등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
며[6], Valvetech사는 6개의 Thermal Chamber

본 논문에서는 각국 여러 나라의 우주급 부
품의 시험 기관 및 시설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주부품시험센터의 활동

를 포함하여 다수의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으
고 MGA research corporation, NTS 등에서 관
련 시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1977년에 설립된 MGA research corporation

사항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자

사는 Alabama를 포함한 8개의 독립적인 시설을

한다.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우주, 자동차 등의 개발에
필요한 시험 서비스 및 장비 공급 업무를 수행

2. 본 문

하고 있다. 주로 대형 구조물에 관련된 시험이

2.1 해외의 부품 공급 및 시험 기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내구성 시험 등을 많이 수
행하고 있다[8].
1961년에

2.1.1 미국

설립된

NTS(National

Technical

Systems)사는 주로 북미 지역의 우주부품 등 다
NASA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우주센터와 부

양한 분야 부품 개발회사에 우주 환경시험, 발

품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으로 시험시설이 이원

사 환경시험, 전자파 환경시험 외에도 안전 검

화되어 공존하는 형태이다. NASA는

사, 화학 시험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시험, 검

Ames

연구소,

Johnson

우주센터,

산하에
Glenn

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9].

이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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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tek

Laboratories,

Trace

Labs,

Wyle

품에 대한 방사선 시험은 NASA 혹은 대학 등

Laboratories 등을 인수하여 캘리포니아의 애너

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등을 이용하고 1,000종

하임 시설을 포함하여 미전역에 약 25개의 독

이상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TID 및 SEE 검증

립적인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 뮌

을 수행한다.

헨에도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NTS사는
다양한 분야의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에 따른 성분 평가 등 화학적 시험, 진동시
험, 전기적 작동 조건 검증, 환경 시험(음향, 고
고도, 열진공 등), 기능시험, 호황성 및 성능 시
험, 산업별 특화된 규격에 대한 시험, 낙뢰 시
험, 기계적 시험(마모, 접합성, 굴절), 정밀 세척
검사, 생산 안전 표준 적합성 지원, 무선 기술
제품에 대함 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다.
NTS사는

Anaheim

시험장(전신;

Microtek

Laboratories, 1986년 설립)의 시차주사 열량계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동적
기계분석기

(DMA,

Dynamic

2.1.2 유럽
스페인

세비야에

본사를

둔

Alter

Technology Group은 TÜV NORD GROUP에서
항공우주분야에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페인의 세비야 및 마드리드와 프랑스 뚤르즈
의 HIREX사가 보유한 시험시설을 이용하여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EEE 부품과 우주 및 기
타 기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기의 엔지니어링
및 시험 분야에서의 전문가이자 공급자로 그림
3과 같은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다.

Mechanical

Analysis), 에너지분산형 엑스레이 (EDS, Energy
Dispersion X-ray), Fourier 변환 분광계 (FTIR,
Fourier Transformation Spectrometer), 이온 크
로마토그래피 (IC, Ion Chromatography), 초음파
현미경 (CSAM, Scanning Acoustic Microscopy),
주사전자현미경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열분석장치(TGA, Thermal Gravity
Analyser),

열

기계적

분석기(TMA,

Thermal

Mechanical Analyser)를 포함하여 우주 항공 분
야에 소용되는 부품 및 유니트(Unit)의 시험에

그림 3 Alter Technology 조직도[11]

소요되는 거의 모든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Comtech TCS[10]는 주로 신뢰성이 검증된
EEE 부품을 전 세계의 인공위성 및 발사체 개
발 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 IC, 스위치,
퓨즈, 다이오드 등 인공위성 및 발사체에 사용
되는 기본 부품에 대한 전기시험, 환경시험과
더불어 우주 수준의 품질보증시험, obsolete/
heritage

devices에

대한

제작

및

시험,

Upscreening 및 방사선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궤도상에서의 임무 실패를 야기할 수 있
는 부품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C-SAM, PIND
시험을 통한 내부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

Alter사는 현재 다목적 실용위성에 소요되는 위
성 부품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Screening 장비
로는 PIND ( Particle Impact Noise Detection)
시험장치,

기밀시험장비(Seal

Test),

3차원

X-ray, 진동 시험기, 온습도 시험 장비, 재료
분석

장비,

외장

검사

장비,

초음파협미경

CSAM, 단자 및 용접 시험 장치, 급가속 온습도
스트레스 시험장치(HAST, Highly Accelerated
Temperature and Humidity Test), 코팅 두께 검
증장치 및 번인(Burn-in) 시험장치 등을 보유하
고 있다. 또한 전기부품의 불량 분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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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FTIR, CSAM 등 단면 및 내부 검사장비들

장[12]이므로 부품시험장비는 각 기업에서 보유

과 인장, 압축 전단 시험을 실시하는 기계적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항공우주공업

장비 및 전기 부품 기능시험 등을 수행하는 수

회는

많은 보조 장비들을 활용하고 있다. Alter사는

Aerospace Quality Group, www.sjac.or.jp/jaqg/)

스페인

를 산하에 두고 기업에 항공우주업계의 품질

국립

가속기

센터(CNA,

Centro

항공우주품질센터(JAQG,

Nacional de Aceleradores)와 공동으로 설립한

매니지먼트

RADLAB에서 Co60를 선원으로 사용하는 고준

JIS9100)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

위

있으며

며 검사의 중복을 배제하고 일본에서 인정받으

TID(Total Ionizing Dose) 시험을 자체적으로 실

면 해외의 주요 기업에게도 유효한 제도를 운

시하고

감마선

조사장치를

있다.

보유하고

SEU(Single

규격인

ISO9001(일본

Upset),

용하고 있다. 일본은 JAXA가 부품 로드맵을

SET(Single Event Transient) 등 중이온 가속기

작성하여 관리하고 보안 자료로 등록하여 해외

관련 시험은 스위스에 위치한 유럽입자물리연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 자체 국산화

구소(CERN,

la

컴포넌트 카탈로그를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

Recherche Nuclaire or European Council for

리하고 있다[12]. 일본 내의 우주 부품 개발용

Nuclear Research)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수행

보유 장비에 대하여는 공개된 자료를 획득할

하고 있다[12].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Alter사

수 없지만 JAXA와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사이에

는 대한민국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구축된 개발 시스템으로 유추해보면 우주 부품

세계 유수의 기관과 부품 공급을 포함한 협력

개발용 장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관리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onseil

Event

시스템

Japanese

Eoropeen

pour

중국의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
는 전형적인 형태로 1956년에 설립된 우주 관
련 국가 기관인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CASC,
China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Corporation)가 모든 우주 관련 개발을 부품에
서 시스템까지 총괄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약

14만명의

구성원으로

(CALT-China

Academy

Technology,

그림 4 Alter사의 국제 협력기관[11]

Solid

Propulsion

시험기

국영연구소

Launch
of

Vehicle

Aerospace

Technology,

CAST-China

Space

Technology,

of

AALPT-Academy
일본 및 중국의 우주 부품 공급 및

of

AASPT-Academy

Academy

2.1.3 동아시아

8개의

of

Aerospace

Liquid

Propulsion Technology, SAAT-Sichuan Academy

관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장비의 보유 기관 등

of

에 대한 정보는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

Academy

일본의

CATEC-China

Aerospace

(SJAC, The Society of Japanese Companies,

Corporation,

CAAA-China

www.sjac.or.jp)와의 협력으로 기업의 우주 부품

Aerospace Aerodynamics)를 두고 제휴회사인

인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품질보

중국 장성 공사(CGWIC, China Great

증시험은 기업이 실시하고 JAXA는 참관자 입

Industry Corporation)와의 협력 하에 우주관련

경우는

JAXA와

일본항공우주공업회

Aerospace
of

Technology,

SAST-Shanghai

Spaceflight

Technology,

Times

Electronics

Academy

of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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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에

확인 안 됨
www.analog.com
∙ Amplifier

자국 위성을 발사한 우주 강국으로 현재는 자
국의 고유 기술로 위성의 하드웨어 부품들의
99% 이상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하는 것으로 알

∙ A/D Converters
Analog Devices(미)

∙ Analog Devices Korea Ltd.

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2020년 사용을 목표로

∙ Analog World Co., Ltd.

우주 도킹장치를 SAST 805연구소에서 전문적

∙ Arrow Electronics-Korea

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한편 SAST는 우주환

www.anaren.com
∙ Xinger Components

경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BISEE(Beijing Institute

Anaren inc.(미)

of Spacecraft Environment Engineering)이라는
우주환경시험센터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14].

BAE systems(영)
COBHAM
Semiconductors
Solutions(미)
DPACI(미)

Data Device
Corporation(미)
Freebird
Semiconductor(미)

그림 5 CASC와 협력기관 조직도
Honeywell(미)

2.1.4 우주 부품 관련 기관
세계적으로 우주 부품에 대한 공급 및 시험
을 수행하는 기관은 제한적이지만 2017년 미국

Hopwell Designs
Inc.(미)
Infenion(이)

에서 개최된 2017 IEEE NSREC(Nuclear and
Space Radiation Effects Conference) 및 유럽
에서 개최된 Radecs 2017에 전시관을 마련하여

Intersil(미)

우주부품 관련 공급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였다.

표 1 2017년 NSREC 및 Radec 전시 기관
기관명(본사)

3D-plus(프)
Allied Scientific
Pro(미)

홈페이지
Products & Services
국내 연락처(‘17.10현재)
www.3d-plus.com
∙ 3D Microelectric products
∙ Satrec-i
alliedscientificpro.com
∙ SEE Laser Testing

133

Isocom(영)

Ixblue(프,미,싱)

JD Instruments(미)
Lawrence Berkeley

∙ Resistive Products
∙ Telecom International, Inc.
www.baesystems.com
∙ Rad-hard electronics
확인 안 됨
www.cobham.com
ams.aeroflex.com
∙ HiRel ICs
확인 안 됨
www.dpaci.com
∙ Electronic Components
확인 안 됨
www.ddc-web.com
∙ Semiconductors
∙ Single-board Computers
확인 안 됨
www.freebirdsemi.com
∙ Semiconductor
확인 안 됨
www.honeywell.com
∙ Microelectronics
한국하니웰
www.hopewelldesigns.com
확인 안 됨
www.infeneon.com
∙ MOSFET
∙ DC-DC Converter
인피니언 코리아
www.intersil.com
∙ Radiation-tolerant
plastic-package ICs
Macus
www.isocom.uk.com
∙ Optocouplers
내셔널칩스
www.ixblue.com
∙ Navigation
∙ Positioning
iXBlue Pte Ltd(싱가포르)
www.jdinstruments.net
∙ Digital & Analog Tester
확인 안 됨
cyclotron.lbl.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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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Effects
National
Laboratory(미)

∙ Heavy Ions
∙ Protons
∙ Neutrons
없음
www.microchip.com
∙ Microcontrollers
∙ Microprocessors

Microchip(미)

Communications(미)
Vorago
Technologies(미)

VPT Rad(미)

∙ Power Management
∙ Digi-Key Electronics
∙ Microchip Technology Korea

VPT Inc.(미)

∙ element14

Micropac
Industries(미)

Microsemi(미)

∙ Mouser Electronics
www.micropac.com
∙ Optoelectric Components
∙ Electric Assemblies
확인 안 됨
www.microsemi.com
∙ Semiconductor
∙ Digi-Key Electronics
www.micross.com
∙ Die & Wafer
∙ Interconnect Technology

Micross(미)

T-Micro(일)

Spels(러)

CERN(스)
TRAD Tests &
radiations(프)

∙ Packaging & Assembly
∙ Component Modification

GANIL(프,EU)

∙ Electrical Test
∙ Environment Test
∙ Nealon Ltd.
Microelectronics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미)
Modular Devices,
Inc.(미)
NASA Electronic
Parts and
Packaging(NEPP)
Program(미)

Pulscan(프)

CRANE Interpoint(미)

www.micro-rdc.com
∙ Microelctronics
확인 안 됨
www.mdipower.com
∙ Power Conversion
확인 안 됨
nepp.nasa.gov
∙ Parts
∙ Packaging
∙ Radiation
없음
www.pulscan.com
∙ Testing

∙ Failure Analysis
확인 안 됨
cyclotron.tamu.edu
Texas A&M
∙ Radiation Effects
Cyclotron Institute(미)
없음
www.ti.com
Texas Instruments(미) ∙ Space & High Reliability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Ultra
www.ultraxomm-inc.com

Cloud Testing

∙ RF & Photonic Components
확인 안 됨
www.voragotech.com
∙ Microcontrollers
∙ SRAMS
확인 안 됨
www.vptrad.com
∙ Radiation Service
없음
www.vptpower.com
∙ DC-DC Converter
∙ Power Supply
확인 안 됨
www.t-mocrotec.com
∙ 3D/25D IC
∙ 확인 안 됨
spels.ru
∙ Test of Electric Components
없음
home.cern
∙ Particle Accelerators
없음
www.trad.fr
∙ Radiation Engineering
확인 안 됨
pro.ganil-spiral2.eu
∙ Ion Beam
없음
www.interpoint.com
∙ DC-DC Converter
∙ EMI Filter
∙ LIG Nex1
www.cts-advantest.com
∙ Planning and Sales of

Services(일)

Testing Service
없음
www.e2v.com
∙ RF Power

Teledyne e2v(영)

∙ Imaging
∙ Semiconductors
확인 안 됨

2.2 국내 시험 시설 보유 현황
국내에는 현재 우주 부품 관련 전문 장비를
보유한 기관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규
격 등의 미비로 인하여 우주 부품을 생산하는
기관조차도 일부 간단한 진동 시험기 및 열진
공, 열주기 챔버 및 범용 장비 등을 제외하고
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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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유효

장비는 궤도환경시험용, 발사환경시험용 및

직경 8m급의 대형 열진공 챔버를 비롯하여 우

전자파 시험용으로 크게 분류한다. 궤도환경

주 환경 시험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인

시험용으로는 직경 9미터, 길이 14미터 급의

공위성 시스템의 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일

대형 열진공 챔버와 너비 4미터, 높이 2.6미터,

부 전자 박스의 개발에 활용되는 설비도 있지

길이 10미터인 메일박스 형상의 광학 열진공챕

만 우주 부품의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전용 장

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 장비가

비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있으며 이탈리아의 Angelantoni사로부터 1998

우주 부품이 아닌 일반 산업용 부품에 시험 및

년에 구입한 직경 3.6미터, 길이 3.0미터의 중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관련

형 열진공챔버의 경우 수형위성에서부터 위성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신뢰성평가센터가

체 안테나, 탑재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열진

전국에 분포되어 부품 개발 기업체에 대한 지

공시험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직경 0.1

원을 수행하고 있다.

미터, 길이 1.0미터의 챔버와 직경 1.0미터, 길
이 1.6미터인 챔버에서 주로 위성 전장품 유닛

2.2.1 유닛(Unit) 시험 시설 보유 현황

을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위성체 부품 내부의

우주 물체(Launch,Upper Stage, and Space
Vehicle)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표준서

MIL-STD-1540D에서는 단독으로 기능을 하며
제작 및 유지보수에 기록을 유지하는 물품(A
unit is functional item that is viewed as a
complete and separate entity for purposes of
manufacturing,

maintenance,

or

record

keeping. Examples: hydraulic actuator, valve,
battery, electrical harness, transmitter)으로 구
분을 하고 있으며 기능 시험과 더불어 서브시
스템 및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발사, 전자파 및
우주 환경시험의 수행이 요구되기도 한다. 인
공위성 개발에서의 유닛은 주로 전력 분배 장
치, 트랜스폰더 등의 전장품을 말하며 크기는
서브 미터급, 질량은 수십 킬로그램 이하이다.
차세대 중형위성의 경우에는 PCU(전력 제어

잠재된 오염물질의 방출용으로 베이크아웃챔버
가 있고 열주기 시험용 챔버 3기가 설치되어
있다. 발사환경시험장비로는 대형 음향챔버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장품 유닛에서 시험을 요구
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으며 위성시스템의 시
험에만 활용되고 있다. 질량특성 측정장비 및
충격시험기 그리고 진동시험시스템이 구축되어
국내 사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관련 시험의 수
행이 가능하다. 전자파환경시스템은 소형 전장
품 유닛을 시험할 수 있는 소형 챔버를 비롯하
여 대형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한 27 m x 20 m
x 16 m 구축 완료로 역시 모든 관련 요구사

항을 충족할 수 있는 시험 장비가 구축되어
있다.
2.2.1.2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16]

장치), PDU(전력 분배 장치) 등 수종의 유닛이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1호를 비롯

있다. 유닛에 대한 시험만을 위한 장비를 보유

하여 수종의 인공위성을 개발한 인공위성연구

하고 있는 기관은 없으며 위성시스템을 개발하

소는 1992년 설립된 이래 위성분야 핵심기술에

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KAIST 인공위성연구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위성 탑재 전

소의 대형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장품 유닛을 자체기술로 설계, 제작, 검증하고

있다.

있으며 위성체 검증을 위한 종합 조립시험실
및 환경시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적정하중이

2.2.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15]

454Kg(max.)인 진동시험 시설, 유닛시험용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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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진공 챔버(400W x 400D x 450H mm) 및 위

시험ㆍ반 사인파 충격시험을 수행하는 진동시

성체 시험용 중형 열진공 챔버(직경 2.0 x 길이

험 장비, 내열/내한성 시험ㆍ온도/온습도 사이

2.5 m)를 보유하고 있다.

클 시험ㆍ열충격시험을 수행하는 환경시험 장
비, 염수분무시험 장비, 복합내후성시험 장비,

2.2.2 부품 검사 및 시험 시설 보유 현황

오존노화시험 장비, 분진시험 장비, 음향 특성

시장 환경이 우수한 우주 분야 선진국의 공
공기관 및 기업이 많은 검사 및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는 우주부품의
전문 검사 및 시험 장비 보유기관은 없으며 현
재는 산업용 부품에 대한 시험 장비를 보유한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일부 필요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 장비, 소음 측정 시험 장비, 진동 신호 분
석 장비, 그린카 부품시험 장비, 전자파 시험장
비(EMI; 9kHz~26.5GHz, EMS; -10kHz~18GHz),
복사방사 시험, 복사내성 시험, 전도방사 시험,
전도내성 시험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
2.2.2.3 전자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19]

주 업무 분야는 국산 전자제품의 신뢰성
2.2.2.1.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17]

시험, 분석 평가로 열/에너지 분야, 자동차

주 업무 분야는 신뢰성기법 개발, 신뢰성 분

전장분야, 전력/전자/RF/EMC 분야, 시스템

석, 고장 분석, 장비 설계 및 제어시스템 및 제

신뢰성 분야 등으로 신뢰성기술개발 및 기술

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기계류 부품분야 신

지원을 통한 중소 전자,정보통신 업체의 국

뢰성 인증이며, 세계수준의 신뢰성평가(종합성

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연구

능, 수명, 내환경성 안전성) 시스템 구축 및 기

인력은 현재 17명으로 HALTㆍTemperature

술 지원을 통한 국산기계류 부품 및 메카트로

Cycle

닉스 부품의 품질 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Vibration TesterㆍPCTㆍ저기압 시험기 등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연구 인력은 약 40

신뢰성 시험 장비 86종, FIBㆍESEMㆍ3차원

명으로 수명/성능시험장비 96종, 내환경성시험

광학분석

장비 36종, 분석/계측장비 40종 등을 보유하고

AnalyzerㆍCTㆍX-ray Scopeㆍ열분포 분석기

있다

등 고장 분석

M/CㆍTemperature

ㆍImpedence
2.2.2.2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18]
주 업무 분야는 신규개발, 리콜/클레임, 양산

Humidity

M/Cㆍ

현미경ㆍWDXㆍLSMㆍThermal
장비 14종, Network Analyzer
AnalyzerㆍLCR

MeterㆍCurve

Tracer 등 측정 장비 171종, 기타 DAQ, 신뢰
성 S/W 등 22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중인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로 리콜/
클레임 부품의 고장원인 규명 및 고장 재현,
평가기간 단축을 위한 가속시험법 개발 지원,
가속수명시험(HALT;

High

Accelerated

2.2.2.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뢰성시
험센터[20]

Life

Test) 평가기술 지원, 고장인자 등의 필드 사용

주 업무 분야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기관,

환경 계측 및 분석 지원 등을 수행하며, 국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시험 기관, 의료기기 시험

자동차부품업계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육성을

및 GNP 심사기관, 품질보증업무(Q-Mark) 인증

위하여 설립되었다. 연구 인력은 미공개 상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기ㆍ

이며 보유장비로는 복합진동 시험ㆍ진동 내구

전자ㆍ정보통신ㆍ의료용구 및 기타 공산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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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안전인증, 시험ㆍ검사, 품질보증사업 등의

Solution 제공( 뢰성 및 평가, 분석 관련 위탁과

업무 수행을 통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 확보와

제 수행)이며 신뢰성 평가, 시험평가/인증, 고장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보호 및 전기ㆍ전자 산

분석, 연구개발 관련 시험 분석 등에 대한 종

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합적 해석ㆍ평가 수행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다. 연구 인력은 2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

110종의 각종 환경시험장비, 56종의 분석장비

HR-ICP-MS, XRF, OES, GC-MS 등의 화학/환경

및 83종의 특성평가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분석

인력은
장비,

XRD/XAFS
2.2.2.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뢰성기술센터[21]

70명

정도를

유지하며

GD-MS,

AESㆍXPSㆍSIMSㆍGDSㆍ방사광
등의

표ㆍ계면

분석

장비,

Cs-corrected TEM, SEM, FIB, OM, XRD 등의
미세조직/구조분석 장비, 인장시험기ㆍ충격시험

주 업무 분야는 소재부품 개발/생산/판매 전

기ㆍ경도시험기 등의 재료시험 장비, 크리프

단계에서의 시험/분석/컨설팅 지원이며 신뢰성

시험기, 피로 시험기, 부식 시험기 등의 신뢰성

컨설팅, 신뢰성 기술개발 및 분석, 신뢰성 평가

평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를 통한 성능 및 환경시험, 신뢰성 예측, 신뢰
성 인증이며

소재부품의 PQRS(Performance,

Quality, Reliability, Safety) 향상을 위한 제품

2.2.2.7 한국화학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23]

개발/생산/판매 전 단계에서의 시험/분석/컨설

주 업무 분야는 소재신뢰성 평가법 개발,평가

팅 종합 기술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연구

규격 개발 및 개선, 국내외 제품 간 비교평가

인력은 30명 내외이며 네트워크 분석기 등 53

및 분석, 내구성 평가, 불량 및 고장원인 분석,

종의 측정장비, 항온항습기 등 77종 기후적 환

개선대책 수립 등의 종합적 기술 지원이며 화

경시험장비, 진동시험기 등 5종의 기계적 환경

학소재(플라스틱, 고무, 필름, 코팅, 접착재 등)

시험장비, 고전압 내구성 시험기 등 22종의 내

의 내구수명(소재신뢰성)평가, 고장원인(소재열

구성 시험장비, 이온 마이그레이션 평가 시스

화)분석, 시험ㆍ평가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

템 등 8종의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립되었다. 전담 연구 인력은 박사급 6명과 지

산업기술시험원은 우주부품시험센터 설립 과제

원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광분석ㆍ분리분

의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석ㆍX-선 분석 등 화학적 분석 장비, 열분석ㆍ

향후 구축되는 장비와 더불어 상호 보완할 수

유변분석ㆍ온도 특성 등 열특성 분석 장비ㆍ

있는 우수 장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광학현미경ㆍ레이저공초점현미경ㆍ주사전자현미경
ㆍ투과전자현미경 등 미세조직 분석 장비, 전자현

2.2.2.6 RIST 분석평가센터[22]

미분석ㆍ원자현미경ㆍX-선 광전자 분광기 등
표면 분석 장비, 열/온도 제어ㆍ습도/온도 제어,

주 업무 분야는 재료물성 평가,특성분석 기술

광 제어ㆍ피로 제어ㆍ화학반응 제어ㆍ작동환경

개발을 통한 요소기술 개발, 국제공인 시험성

제어 등 가속열화 시험 장비, 혼합성 시험ㆍ가

적서(KOLAS) 발행 및 인증표준물질 개발, 소재

공성 시험 등 가공성 시험 장비, 기계적 강도

ㆍ부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소재ㆍ부품 신뢰

ㆍ미세 강도ㆍ경도ㆍ전기 특성ㆍ난연 특성ㆍ광

성 평가 실시 및 표준화, 피로ㆍ크리프ㆍ부식

학 특성 등 물성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등 금속소재 및 부품의 신뢰성 평가), 소재ㆍ부
품 고장분석 및 신뢰성향상 지원, 소재ㆍ부품
의 시험, 평가 및 평가 및 분석을 통한 Total

2.2.2.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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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계 최고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

수행되고 있으며 전자주사현미경(FE-SEM), 이

기술개발지원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충북테

온주사현미경(FIB), 에너지투과현미경(EF-TEM)

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충남테크노파

등 수백종의 장비를 구축 혹은 구축 중에 있으

크, 서울테크노파크 및 나노종합기술원이 참여

며 반도체를 포함한 각종 전자 부품 개발과정

한 사업이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3년 동안

에서의 시험분석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2. 우주부품시험센터와 유사 기관 간 비교[4]
구 분

우주부품시험센터

주 시험 대상물

우주 부품

유사 기관
1)

2)

3)

4)

5)

6)

7)

소재 및 실생활 밀착형 부품, 제품

일반 상용 표준

일부 적용

◯

◯

◯

◯

◯

◯

◯

주요

MIL-STD-810

◯

◯

◯

◯

X

X

X

X

적용

MIL-STD-1540

◯

X

X

X

X

X

X

X

◯

X

X

X

X

X

X

X

표준

비표준 요구 사항
(발사체 제원 차이 등)
온도 범위

최저; -70℃이하
최고; +125℃이상

최저; -54℃, 최고; +71℃

주위 상태

고진공,
Plasma

대 기

중력 범위

미세중력(궤도)
고중력(발사)

중력

주요
시험
환경

1)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2)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3)전자부품연구원 신
뢰성평가센터 4)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뢰성시험센터 5)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뢰성기술
센터 6)RIST 분석평가센터 7)한국화학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3. 국내 우주부품시험시설 현황

력 및 시험 일정 확보 측면에서 유닛 개발 시
험에 유리하지 않다. 또한 부품 관련 시험 장

3.1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 계획

비를 보유한 유사 기관의 시험 능력은 표 2.에
서 보듯이 우주부품을 시험하기에는 적절한 환

3.1.1 시험 시설 구축
산업의 규모가 큰 우주 개발 선진국과는 달
리 한국에는 일부 해외 부품의 국내 공급 역할
을 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으로 부품을
개발 혹은 시험하는 기관은 현재 없는 실정이
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인공위성연구
소의 시험 장비는 위성 시스템의 시험을 위한
장비이며 시험 공간은 시스템 시험에 일부 장
비를 유닛 개발에 활용함으로 해서 가격 경쟁

경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부 우주부품 시험
을 개발하려고 시도하는 회사조차도 실제 위성
에 사용할 부품에 대한 품질 인증은 시험 규격
선정부터 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해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여야 되며, 이로 인한 시간과
예산의 부담은 국내 우주 부품 산업 개발을 더
디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에 우주
부품 시험장비․전문인력 등을 갖춘 시설을 구축하
여 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우주부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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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를 위한 기반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피, 구조, 다른 장비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으므

건축부터 구축 예정 장비에 대한 사업이 현재 진

로 시스템 조립 후 시험 실시. Unit 단독으로 실시하

주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

는 것은 의미가 적고 기존 항우(연) 장비로 충분하다

주연구원의 지원 하에 수행되고 있다.

고 판단되어 음향시험 설비는 제외되었으며, 질량특성

위성, 발사체에 사용되는 우주부품이 진공, 극

시험 또한 시스템 단계에서 수행되며 꼭 필요한 경우

저온‧고온 등 우주에 근접하는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

항우(연)에 설치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비

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을 위하여

활용성 측면에서 제외되었다. 국내 수요기업의 의

<그림 6>에 제시한 것과 같이 진주시는 진주시 상평공

견을 반영하여 실제 활용도 높은 궤도환경, 발

2

단 부지 5,940m 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제공하였으

사환경, 전자파 환경 시험장비 위주로 구축되어

며 2017년 10월 현재 건축에 대한 상세 설계가 완료

향후 부품 개발 기업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단계에 있으며 예정보다 지연되어 2018년 말 경에 준

것으로 보인다.

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3 유닛(Unit) 시험장비
구분

구축 예정 시설/장비
열진공챔버 (3기)1)

궤도
환경

그림 6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 부지

베이크아웃챔버
열주기챔버 (2기)

발사
환경

진동시험기(2기)2)

전자파 환경

전자파시험설비

충격시험기

1) 시험공간 내경 1.2m 급 1기, 1m급 2기
2) 시험품 무게 기준 50kg, 100kg 급 각 1기

건축의 기본방향은 건축면적 2,880 m2, 연면적
4,408 m2의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지상2층
의

건물로 궤도환경시험실, 발사환경시험실,

3.1.3 EEE부품 시험장비

전자파시험실 및 EEE파트검사실로 구성되며
EEE부품 시험장비도 유닛 시험장비와 같은

실내 청정 환경은 현재 Class 100,000이다. 건축
의 완료 시점에 설치할 장비는 순차적으로 도
입을 진행하고 있다.

절차를 거쳐 국내 수요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 활용도 높은 시험장비 위주로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우주시스템용 전자소자 등에 대
한

3.1.2 유닛(Unit) 시험 장비
실수요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실효성
높은 장비위주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면 의견조
사를 기초로 1차 선정을 하였으며, 총 3차의
전문가 위원회 개최와 관련기관과 기업의 방문
을 통한 표3의 조정안을 도출하였다. 기획 단
계에서는 음향 시험 설비와 질량 특성시험 장
비도도 구축 대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위성의 외

인증

및

DPA(Destructive

선별

시험을

Physical

위하여
Analysis),

CA(Construction Analysis) 및 Screening에 가장
급하게 구축해야 할 장비를 우선하여 표 4와
같은 EEE 우주부품 전용 시험 장비가 선별되
어 구축될 예정이다.
한편, EEE 우주부품 시험 분야에서 매우 중
요하게 갖추어야 할 우주 방사선 시험관련 분
야는 그야말로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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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EE부품 시험장비
구분

3.2.1 국내 방사선 시험시설 현황

구축 예정 시설/장비

미국, 유럽 일본 등 우주 개발 선진국의 경

PIND* Tester
Leak Tester
전단시험장비
EEE
엑스선비파괴시험기
파트
초음파탐상기
검사
주사전자현미경
광학현미경
Burn-in Chamber
*PIND(Particle Impact Noise Detector)

우 우주급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방사선 시험
이 가능한 시설이 정부와 대학, 혹은 산업체
간에 긴밀하게 협조될 수 있는 시설을 다수 보
유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입자물리연구소

(CERN, Conseil Eoropeen pour la Recherche
Nuclaire or

European

Council for Nuclear

Research)에서는 과학적 발견을 위한 시험과
더불어 중이온 가속기 관련 시험을 다양한 분

3.2 방사선 시험시설 현황

야에 제공하고 있어 우주 부품의 개발에도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방

모든 반도체소자는 우주방사선 입자로부터

사선 관련 시험 시설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성능상의 영향을 받으며 우주방사선이 부품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는 감마

미치는 효과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누고 있다.

선 조사장치(Gamma Irradiator)에서는 코발트

첫째는, 전자(Electron)나 양성자(Proton)입자들

-60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1.17 alc

이 임무기간 동안 점차 쌓이면서 성능저하를

1.33 MeV 감마선으로 국내 유일하게 우주 부

야기하는

품의 TID 시험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Dose

효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TID(Total Ionized Dose) 그리고, 둘째는 에너지
레벨이 높은 양성자나 중이온(Heavy Ion) 입자
들에

의해

발생되는

순간적인

Rate와 Dose Level을 제공한다[24].
국내의 우주부품 관련 SEE 시험 시설은 그

효과인

야말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SEE(Single Event Effects)로 구분한다. SEE는

양성자 조사 실험은 한국원자력의료원 (KCCH)

효과의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표5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SEE의 종류를 현상에 따라 분류하여 보여준다.

(KOMAC)

Solar cell과 같은 광학소자에서 발생하는 효
율이

저하되는

효과인

DD(Displacement

Damage)는 별도로 분류한다.

시설을

KAIST(Satrec

및

이용하여

항우연

물리학과)에

및

의하여

SEU(Single Effect Unit) 관찰 등이 수행되었다.
한국원자력의료원의 시설은 35, 45 MeV 두 가
지 주 방사선원에 여러 조합의 알루미늄 감쇄

표 5 SEE의 분류
구분
비파괴

파괴

SEE의 분류

기를 조합하여 다양한 레벨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경주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SEU(Single Event Upset)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에서는 20, 100 MeV 두

SET(Single Event Transient)

가지 주 방사선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우주 부

SEFI(Single Event Functional Interrupt)
SEL(Single Event Latchup)

품 관련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져 있

SEB(Single Event Burn-out)

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중이온에 의한 SEE 시험이 가능할 것

SEGR(Single Event Gate rupture)

으로 기대를 가지게 하였던 한국형중이온가속

SHE(Single Hard Error)

기 RAON의 경우는 중이온 자체의 가속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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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양성자의 가속을 통하여 표적인 중이온과의

3.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280호, 2016년

충돌로 발생하는 희귀동위원소의 생성이 주목

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우주부품시험시설)

적인

신규과제 공모

가속기[25]로 우주부품에

대한 중이온

SEE 관찰은 불가능하지만 600MeV의 양성자

4. 미래창조과학부, 인하대학교, 우주 부품 시

방사선원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활용

험 인프라 시설기준 및 공신력 확보 방안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연구, 2016
5. http://www.northropgrumann.com

표 6 방사선 시험 시설 구축/이용 방안
구 분

시험 시설 구축/이용 방안

TID

국내 시험 시설 사용 가능

SEE

양성자
중이온

국내 구축 예정인 RAON에 챔
버 추가 방식으로 이용 가능
현재 구축 계획 없음

6. http://www.ballaerospace.com
7. http://www.valvetech.net
8. http://mgaresearch.com
9. http://www.nts.com
10. http://www.telecomsys.com
11. INTRODUCING

TÜV

NORD

&

ALTER

TECHNOLOGY GROUP TO KTL, KARI,
KASP & KAI
12. http://www.wpo-altertechnology.com

4.결 론

13. http://www.jaxa.jp

전 세계의 우주 부품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
현황과 국내 우주급 핵심부품에 대한 원천기술
및 시험 노하우 축적 등 민간의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구축하고 있는 우주부품시험시설에 대
한 현재의 동향을 제시하였다. 국가 우주개발
수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우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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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립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한다.

14. 유명종,

귀국보고서,

‘우주종합시험센터

중국 달환경 시험시설 조사’, 2015.9.
15. http://www.kari.re.kr
16. http://satrec.kaist.ac.kr
17. http://rac.kimm.re.kr
18. http://rac.katech.re.kr
19. http://www.keti.re.kr/reliability
20. http://www.ktc.re.kr/reliability
21. http://www.ktl.re.kr
22. http://www.rist.re.kr

참고문헌

23. http://www.krict.re.kr
24. http://www.arti.re.kr

1. Steve Bochinger, Maxime Puteaux, Sylvie
Bellin,
Brito,

Badia

Belkouchi,

Alexandre

Natalia

Najjar,

Larrea
Velichka

Sapundzhieva,

Simon

Seminari,

‘Government

Space

Programs/

Benchmarks, Profiles & Forecastes to 2026,
Euroconsultant, 2017
2.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
우주기술진흥협회, 2016 우주산업 실태조사,
조사기관:(주)메가리서치, 2016, pp.1-210

25. http:risp.ibs.re.kr/eng/pMainpage.do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권 2호 (2017) pp. 142~151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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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로 알아보는 위성비행소프트웨어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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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tellite flight software (FSW) takes a very essential role on conducting missions of a satellite.
Due to the restrictions of execution environments, FSW requires a very high level of safety and
reliability. To achieve this, various research has been performed. One of the research products is
patent which embodies new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FSW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This
paper introduces new technologies and trends of FSW with looking into 5 patents recently registered
such as Satellite Status Recorder, techniques on the verification facilities and software configuration
technology.

초 록
위성 본연의 임무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위성비행소프트웨어는 그 운용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
하여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위성비행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
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산출물 중의 하나인 특허는 위성비행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위성상태기록장치, 검증환경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구성 기술 등 5가지 최신 특허를 통해 위성비행소프트웨어의 새로운 기술과 동향에 대해 알아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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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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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위한 시험궤도선에 이르는 다양한 위성

1. 서 론

프로젝트에서 위성비행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위성비행소프트웨어(FSW:

Satellite

Flight

검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에 탑재

Software)는 위성에 탑재되어, 지상으로부터 전

되는 위성비행소프트웨어의 직접적인 개발 뿐

송된 명령을 처리하고, 위성의 상태를 지상으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소프트웨어를 위

로 전송하며, 위성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한 다양한 연구 및 검증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또한, 위성의 여러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있다. 이러한 연구의 산출물로 새로운 소프트웨

상황 발생 시 정해진 절차를 자동으로 실행하

어 아키텍처, 개발 및 검증 도구와 더불어 새로

여 위성을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운 기술에 대한 특허의 출원도 이루어 지는데,

한다.

현재까지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을 관리하거나,

이처럼 위성 본연의 임무 수행에 있어 없어

검증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등 다수의 특허가

서는 안 되는 위성비행소프트웨어는 임무 및

등록되었다. 여기서는 최근 등록된 특허 중, 위

임무 수행 환경의 특수성으로 고도의 안전성과

성의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신뢰성이 요구된다. 일단 발사가 되면, 소프트

있는 위성 상태 기록 장치, 검증환경의 구축 및

웨어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문제점을 고치는 일

활용에 사용될 수 있는 메모리 참조방안, 협업

이 매우 어렵다. 물론, 발사 이후에도 소프트웨

검증 방안, 기존 검증 시스템의 재사용 방법,

어의

On-Board

위성의 생애주기에 있어 더 이상 수행할 필요

Re-programming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가 없어진 코드를 건너뛰게 함으로써 실행 시

는 있으나, 이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수정은 매

간을 단축하고 하드웨어 오류에 의한 치명적

우 제한적이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오작동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수정 소프트웨어

위성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더더욱 철저한

구성 방법 등 5개의 최신 특허를 살펴보고, 그

검증을 수행한 후에 위성으로 명령이 전송되는

적용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기능을

수정할

수

있는

데, 6개월이 넘는 지상 시험 및 검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적용이 된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위성비행소프트웨어에는 매우 높은

3. 위성 상태 기록 장치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만큼, 위
성비행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특허 제 10-1735166호 ‘위성 상태를 기록하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

는 장치 및 방법’은 위성의 문제 발생 시, 원

기서는 최근 출원되고 등록된 위성비행소프트

인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

웨어 관련 특허를 통해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

에 대한 것이다. 위성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해

고 있는지 알아본다.

진 임무의 수행을 위한 위성비행소프트웨어는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고 해당 원인
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성의 상태 정보를 기록
하여 문제 발생 시 이를 활용한다.

2. OVERVIEW

다목적 실용위성의 경우, CODA (Contingency
실용위성

Operation Data Area)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가

및 정지궤도 복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달탐

주기적으로 위성의 주요 상태 정보를 기록하고

위성비행소프트웨어팀1)은

다목적

소프트웨어가 문제를 인지할 경우, 시스템 리셋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본부

이전에 해당 상태 정보를 기록한 후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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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한다.

정지궤도복합위성의

경우에는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CODA

또는

Context라는 이름으로 SRAM의 특정 영역을 상

Context에 소프트웨어가 적는 정보는 소프트웨

태 저장을 위해 사용한다. 다목적 실용위성에서

어가 인지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내용인 반면,

의 CODA와 마찬가지로 위성의 주요 상태 정보

Trace Buffer에 기록되는 내용은 내부 버스

를 기록하고, Reconfiguration과 같은 위성의 상

(Internal Bus)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명령 및

태 변화가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을 기록하고, 소

데이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프트웨어에 의한 자동 복구 과정에 활용하고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정 메모리에 기록된 위성
의 상태 정보는 오류가 발생되기 직전 또는 직
후에 기록된 단편적인 기록으로, 문제 발생 원
인의 파악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
위성 상태 기록 장치는 위성 시스템의 문제
발생 시,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의 일정 시간 동
안 위성 탑재 컴퓨터의 동작을 저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 분석 및 원인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그림 2. AHB BUS에서의 DSU

DSU는

위의

그림과

같이

개발

단계에서

Debug Communication Link를 이용하여 위성비
행소프트웨어의
LEON2와

같이

디버깅에
Trace

사용되는
Buffer를

것으로,
이용하여

Processor 및 Bus의 동작을 일정 부분 기록하
여 개발 및 디버깅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1. 위성 상태 기록 장치 – 전체 구성도

위성 상태 기록 장치는 위성탑재컴퓨터 내의
Internal Bus에 Processor Unit과 Trace Buffer를
포함하는 Debug Support Unit (DSU), 그리고
Trace Buffer에 기록된 내용을 저장하는 Status
Recorder가 연결된 구조로 구성된다. Processor
Unit은 위성비행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일종의
CPU로써, Debug Interface를 통해 DSU와 연결
되어 있다.

그림 3. Status Recorder 및 System Monitor

위성 상태 기록 장치는 DSU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낮은 수준의 Operation을 파악할 수

Status Recorder는 System Monitor 등의 위성

있고, 이 내용이 Trace Buffer에 일정 기간 –

시스템의 상태를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

선입선출에 의해 이전 내용이 삭제됨 – 저장될

우 시스템의 리셋 및 형상 변경을 유발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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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부터 신호를 받아, Trace Buffer 에 임시로

위성 탑재 컴퓨터 및 이를 모사하는 시뮬레이

저장되어 있는 동작 기록을 별도의 메모리 영

터 안에 내재된 일정의 블랙박스 (Black-Box)

역(Safe

추후

형태로, 위성비행소프트웨어가 생성해내는 텔레

Processor Unit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메트리(Telemetry)만을 이용하여 위성 및 위성

다. System Monitor는 위성 시스템의 상태를

비행소프트웨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Guard

Memory)에

저장하고,

모니터링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장치로, 다목적

또한, 위성으로부터 지상으로 전송되는 속도

실용위성에서는 RU (Reconfiguration Unit), 정

의 한계로 인하여, 위성비행소프트웨어 내부의

지궤도복합위성의 경우, MRE (Monitoring and

모든 내용을 텔레메트리로 할당하기 어렵다. 따

Reconfiguration Electronics) 가 이에 해당한다.

라서 위성 운영에 필수적인 내용만을 텔레메트

본 발명 구성에서 System Monitor는 위성의 상

리로 설정하며, 개발 및 지상 검증 과정에 있다

태 변화가 요구될 때, Status Recorder에게 기

하더라도 이러한 제약사항은 존재하게 된다.

록 저장 신호를 보내고, Status Recorder에서

일반적으로 위성비행소프트웨어는 지상으로

기록에 대한 저장 작업이 종료되면, 시스템 변

부터 요청받은 특정 메모리 위치의 내용을 지

경 절차를 계속 수행한다. Safe Guard Memory

상으로 내려 보내주는 메모리 덤프 (Memory

는 탑재 컴퓨터의 리셋 및 형상 변경 시에도

Dump)기능을 포함하는 데, 기존의 검증 환경에

해당 내용이 지워지지 않도록 별도의 전원을

서는 이를 이용하여 메모리 덤프를 수행하고,

공급받는

덤프 결과를 수작업으로 분석함으로써 소프트

Trace

메모리로 Status

Buffer의

복사본이

Recorder에 의해
기록되며,

I/O

Manager를 통해 기록된 내용이 Processor Unit
으로 전달되게 된다.

웨어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검증 과정에 많은 시간
과 노력을 요구하게 되며, 검증에 쓰이는 테스

위성 상태 기록 장치는 개발과정에서 디버깅

트 스크립트 작성 시, 메모리 분석 내용에 종속

의 용도로 사용되는 Trace Buffer를 위성의 실

적인 부분을 프로그래밍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

제 운용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

다. 이 발명에서 다루는 메모리 참조 방안은 이

템의 리셋 및 형상 변경 등의 이벤트 시, 별도

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위성비

의 Safe Guard Memory에 시스템의 동작을 기

행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록하게 함으로써 시스템의 문제 발생 시, 문제
파악 및 원인 분석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4. 메모리 참조 방안
특허 제 10-1541008호로 등록된 “소프트웨
어 검증 시스템 및 방법”은 위성비행소프트웨
어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시스템의 구축 시 활

그림 4. 메모리 참조 방안 – 전체 구성도

용될 수 있는 기술로, 소프트웨어 내부의 상태
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검증 및
디버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검증 환경에서 위성비행소프트웨어는

테스트 스크립트 (Test Script) 지원부는 테스
트 엔진 (Test Engine)과 테스트 스크립트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테스트 엔진은 테스트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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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트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메

는 시뮬레이터로 전송하고, 값을 획득하여 테

모리 참조 요청 (메모리 참조 요청 구문)을 인

스트 엔진으로 전송한다. 테스트 엔진으로부터

지하게 되면 메모리 참조부에 해당 요청을 전

의 메모리 참조 요청은 위성비행소프트웨어 내

송한다.

의 메모리를 특정하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데, 변수명, 참조명, 주소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참조 방법들은 위성비
행소프트웨어 메모리 구성 정보에 의해 메모리
위치 및 데이터 타입 또는 할당 크기를 판단할
수 있다.
메모리 참조 엔진은 소프트웨어 검증 환경의
형상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다. 실제 탑재컴퓨터 또는 일반 시뮬레이
터를 이용한 검증 환경은 지상 명령과 텔레메
트리만을 이용하여 검증을 진행하는 형상을 의

그림 5.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메모리 참조 비교

미한다. 이러한 형상의 경우에는 위성비행소프
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메모리 덤프를 이용한다.

그림 5의 왼쪽은 기존의 방식에서, 텔레메트

테스트 스크립트에 기록된 메모리 참조 요청은

리로 할당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상태

덤프 명령(Dump Command) 및 이에 대한 해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보여준다. 상태

과정으로 자동 변환된다. 덤프 명령을 통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확인하려는 상태 정보에

요청된 메모리 참조에 해당하는 메모리 주소와

대한 메모리 주소와 크기를 이용하여 메모리

크기에 대한 메모리 덤프를 위성비행소프트웨

덤프를 수행한다. 덤프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

어로 전송하고, 덤프 해석기 (Dump Parser)는

다린 후, 이를 수동으로 확인하고 사용자의 입

위성비행소프트웨어가 생성한 덤프 데이터를

력을 받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해석하여 그 결과를 메모리 참조 엔진에게 전

그림 5의

오른쪽에서와 같이 메모리 참조 요청 구문을

달한다.

지원하는 테스트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어 가능한 시뮬레이터는 기존의 검증 환경

는 보다 간략한 표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지

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별도의 통신 라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갖는 환경을 의미한다. 지상 명령/텔레메트리가

의 상태 정보를 테스트 스크립트에 표기한다.

위성비행소프트웨어의 동작에 관련되어 있는

테스트 엔진은 메모리 참조 엔진으로부터 해당

반면, 별도의 통신 라인은 소프트웨어가 동작

내용을 전송 받아 테스트 스크립트의 수행을

하는 환경인 시뮬레이터 자체의 동작을 제어할

계속한다. 이렇게 사용자의 개입 없이 메모리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 통신 라인을

참조가 가능해지면 메모리 내용에 따라 자동으

통해 시뮬레이터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위성비

로 분기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 판단문을 적용

행소프트웨어와의 간섭 없이 시뮬레이터 자체

할 수도 있다.

의 기능으로 위성비행소프트웨어가 동작하고

정된

방식2)으로,

메모리 참조부는 테스트 엔진으로부터 메모리

있는 메모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검증

참조에 대한 요청을 받아 이를 탑재컴퓨터 또

환경이 제어 가능한 시뮬레이터로 구성된 경
우, 메모리 참조 엔진은 시뮬레이터 제어기

2) 예제에서는 소프트웨어 변수 앞에 ‘$’를 붙이는 방
법을 사용하였다.

(Simulator Controller)를 통하여 메모리 참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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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제어 가능한 시뮬레이터로 전송하고, 이

참여자들이 함께 작업을 하며, 각자의 분야가

응답을 해석하여 메모리 참조 엔진으로 전달한

다르기 때문에 검증을 위해 관심을 갖고 보고

다.

자 하는 텔레메트리의 구성 역시 다르게 된다.

이 발명에서 다루고 있는 메모리 참조 방안은

이 발명에서는 위성비행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위성비행소프트웨어의 검증 과정에 필수적인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검증

소프트웨어 내부 상태 파악을 기존의 텔레메트

과정을 공유하며 협업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

리 기반 방식 및 메모리 덤프의 수동 방식에

고 있다.

의존하지 않고, 테스트 스크립트 내에 메모리
참조 요청 구문을 삽입하고, 이를 해석하여 탑
재 컴퓨터 및 시뮬레이터로부터 해당 내용을
획득하여, 테스트 스크립트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검증 활동
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테스트 스크립
트를 보다 간결하고 구조적으로 작성할 수 있
으며, 검증 활동에 수반되는 노력과 시간이 절
감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위성비행소프트웨어

그림 6. 협업 검증 방안 – 전체 구성도

의 검증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검증 활동에서
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협업을 위한 시스템은 그림 6에서와 같이 위
성비행소프트웨어가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인 위
성탑재컴퓨터 또는 시뮬레이터와 위성 명령 및
텔레메트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이트웨이

5. 협업 검증 방안

(Gateway),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검증 활동
을 수행할 수 있는 검증 환경으로 구성된다.

‘비행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및 이를 이용

전체 구성도에서 검증환경, 검증환경2는 동일

한 비행소프트웨어 검증 방법’은 특허 제

한 검증환경일 수 있으나, 각 검증환경에 포함

10-1568092호로, 위성비행소프트웨어의 검증 활

된 게이트웨이(게이트웨이(1), 게이트웨이(4))는

동에 있어 다자간 협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다

위성명령 및 텔레메트리를 재전송하는 역할과

루고 있다.

이를 송수신 하는 역할에 있어 차이가 있다.

위성비행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수반되는 다양

이러한 검증 환경은 기본적으로 위성탑재컴퓨

한 검증활동에는 다양한 위성 명령을 전송하고,

터 또는 시뮬레이터와의 연결을 통해 위성명령

해당 텔레메트리를 수신하며, 정상 동작 여부를

을 생성, 전송하거나 전송된 텔레메트리를 해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위성의 상태 분석은

석하고 시현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다양한 텔레메트리를 해석함으로써 가능해지며,

자체적인 텔레메트리 해석, 시현 기능을 동일

위성의 전반적인 상태, 소프트웨어의 구성, 각

하게 가지고 있는 검증환경2는 별도의 위성탑

탑재 전장품들의 세부 상태 등을 나타내는 정

재 컴퓨터 또는 시뮬레이터와의 연결이 아닌

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검증 환경은 이러한 텔

이미 위성 탑재컴퓨터 또는 시뮬레이터와 연결

레메트리를 해석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적절한

되어 있는 검증 환경의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방법으로 시현해 주어야 한다.

위성 명령의 송신 및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신

위성의 검증 과정에는 다양한 개발자, 검증

하여 이를 해석, 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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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1)은 검증환경2로부터 텔레메트리

를 중앙에서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

재전송 요청을 받게 되면, 위성탑재컴퓨터 또

다. 위성 명령의 경우, 최종적으로 위성탑재컴

는 시뮬레이터로부터 전송되는 텔레메트리를

퓨터 또는 시뮬레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검증환

검증환경2로

재전송3)한다.

또한 검증환경이 다

경이 위성 명령의 재전송 수락여부를 결정할

른 검증환경으로부터 전송된 위성명령의 재전

수 있으므로, 검증 활동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송을 허가한 경우, 해당 검증환경은 이를 위성

다수의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위성 명령을 보내

탑재컴퓨터 또는 시뮬레이터로 전달한다. 각

거나, 직접 연결된 검증환경만이 위성 명령을

검증환경은 위성 명령 및 텔레메트리의 재전송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 설정에 따른 효과

여부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적인 위성 명령 전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허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된 다른 검증환경의
재전송 요청은 수락되지 않는다. 각 검증 환경
은 다수의 검증환경으로부터의 재전송 요청을

6. 검증 환경 Wrapper

수락할 수 있으며, 그림 7과 같은 다양한 구성
이 가능해진다.

앞에서 다룬 것처럼 위성비행소프트웨어의
검증에는 위성명령을 전송하고, 전송된 텔레메
트리를 해석할 수 있는 검증 환경이 요구된다.
특허 제 10-1526468호, ‘위성비행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및 위성비행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의 운영방법’은 새로운 위성의 초기 개발 단
계에서 기존에 개발된 검증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위성 명령 및 텔레메트리의 구조는 개발되는
위성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검증 환경 역시 해당 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그림 7. 다양한 계층구조로 구성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위성 명령 및 텔레메트
리의 설계가 기존의 위성 개발 프로젝트와 다

이러한 위성 명령 및 텔레메트리의 체인 구성

를 경우, 이전에 개발된 검증 환경을 그대로 적

은 위성비행소프트웨어 및 위성의 검증 과정에

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운 위성

있어, 다수의 개발자가 하나의 검증 활동을 효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기존에 구축된 검증 환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검증환경

경을 수정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하는데, 변경

간 텔레메트리 재전송의 경우, 해석된 결과가

사항의 적용 및 이에 대한 검증에는 많은 시간

아닌 위성에서 전송되는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이 소요될 뿐 아니라, 새롭게 개발하는 경우에

그대로 재전송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

는 검증 환경의 구축이 위성 개발 일정에 큰

되는 데이터의 양이 해석된 결과를 공유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형태보다 훨씬 적으며, 각 검증 환경이 동일한

이전 위성 개발 과정을 통해 그 유효성이 확

해석, 시현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처리

인된 검증 환경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 새
로운 위성의 명령 및 텔레메트리 구조를 지원

3) 게이트웨이는 다른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으므로, 재전송 또는 전달이라는 표현
을 함께 사용한다.

할 수 있으면, 위성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보다
빠른 개발과 검증이 가능하고, 위성 명령 및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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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메트리의 설계 변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한다. 그림 11은 데

수 있다.

이터베이스 변환의 예로 기존의 위성이 텔레메
트리 리스트 내에 상태 정보 해석 방법을 담고
있던 반면, 새 위성에서는 별도의 테이블을 이
용하여 상태 정보 리스트를 관리하는 경우를
타나내고 있다.

그림 8. 검증 환경 Wrapper – 전체 구성도

기존 검증 환경을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새로
운 위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
환경 Wrapper’는 그림 8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는 기존 검증환경과 위성명령

그림 9. 위성명령 처리부에서의 변환 예시

처리부 및 텔레메트리 처리부를 연결하는 장치
로 위성 명령 및 텔레메트리의 송수신을 관리
한다. 위성명령 처리부는 기존 검증환경에서
생성된 위성 명령을 새로운 위성의 명령 구조
에 맞도록 변환하여 전송한다. 이 변환에는 위
성명령프레임 (Command Frame), 패킷 세그먼
트 (Packet Segment), 전송 프레임 (Transfer
Frame)등 위성 명령을 이루는 각 계층에 대한
분석 및 재구성이 포함된다. 그림 9는 기존 검

그림 10. 텔레메트리 처리부에서의 변환 예시

증 환경이 생성한 CLTU4) 를 새로운 위성의
CLTU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텔레메트
리 처리부는 새로운 위성의 텔레메트리를 기존
검증환경에 맞도록 변경하여 게이트웨이로 전
송한다. 이때 위성명령처리부와 마찬가지로 텔
레메트리를 이루는 각 계층 구조에 따른 분석
및 재구성이 요구된다. 그림 10은 서로 다른

그림 11. 데이터베이스 변환 예시

텔레메트리 프레임 구성을 갖는 경우의 변환
예이다. 위성명령 및 텔레메트리와 관련된 상

검증 환경 Wrapper는 위성의 개발 초기 단계

세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기

에서 검증 환경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기능의

존검증환경은 새로운 위성에 맞게 설계된 위성

미비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을 기존

명령 및 텔레메트리 데이터베이스를 인식할 수

에 개발된 검증 환경을 적은 비용으로 재사용

없으므로, 이를 기존검증환경에 맞게 변환한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 검증 환경과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상당 부분의 검증 기

4) Communications Link Transmission Unit

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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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는 조건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

7. Self-Modifying Software

나, 동일 코드 수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건 비
교가 일어나게 되며, 이는 불필요한 수행시간

위성의 임수 수행에 필수적인 위성비행소프

증가를 야기한다. 또한, 모드 판별에 사용되는

트웨어는 위성의 전 수명주기에 대해 대처할

신호의 오작동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위성이 임무 궤도에

가 나타날 수도 있다.

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특허 제 10-1733455호 ‘소프트웨어 실행 제

발사체를 통해 우주로 옮겨진 후, 태양 전지판

어 방법 및 장치’는 위성의 수명 주기에 따라

의 및 안테나의 전개, 탑재체 초기화 등의 과정

변화되는 모드에 대해 소프트웨어 코드 레벨에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정상 임무 모드로 진입하

서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한 조

게 된다.

건문 수행 등에 소요되는 수행 시간을 단축하

위성비행소프트웨어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
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탑재컴퓨터 및 위성 탑

고, 잘못된 신호에 의한 위험 동작을 사전에 예
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재 전장품에 존재하는 신호 및 장치를 이용하

소프트웨어가 정해진 주기마다 그림 12의 (a)

여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결정하고, 정해진 동작

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이 발명

을 수행하게 된다.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을 적용하지 않으면

내장형 시스템 (Embedded System)의 특성

계속해서 같은 처리를 매번 반복해서 수행하게

상, 위성비행소프트웨어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된다. 본 발명을 적용할 경우, 위성의 수명 주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위성이

기에서 Mode 1이 끝나게 되어 더 이상

정상 임무 모드에 있더라도, 초기 모드 결정 등

1을 수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 (b)와 같이 Mode

그림 12. 자가 수정 방법 적용 예시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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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대한 내용을 건너뛰고 바로 Mode 2의 여부

행되는 일련의 작업이 하드웨어 오류에 의해

를 묻는 부분부터 시작하게 한다. 이후 Mode의

오작동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보다

변경에 대해 동일한 처리가 가능하며, 더 이상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Mode에 대한 고려 없이 정상 임무 (Normal
Operation)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c)와 같이
Mode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실행하지 않

8. 결론

도록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은 위성탑재컴퓨터에 로드되어

위성 본연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수행

한 역할을 하는 위성비행소프트웨어는 그 운용

코드 (Machine Instruction)을 변경함으로써 가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우 높은 안전성과

능하다. 위와 같이 필요 없는 코드를 수행하지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위성비행소프트웨어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코드 블록의 앞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에서

부분을 해당 코드 블록이 끝나는 지점, 즉 다음

알아본 것과 같이 탑재 컴퓨터의 구성, 위성비

의 내용이 시작되는 곳으로 분기하도록 하는

행소프트웨어 내의 실행 구조, 지상 검증 환경

수행 코드로 대치한다.

등 개발 및 검증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가 우리 위성의 성공적인 개발 및 운영에 기여
함과 더불어 다른 산업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림 13. 블록 분기 테이블

이러한 동작은 자가 수정 (Self modification)

참고문헌

이 필요한 부분과 자가 수정 시 분기할 대상
위치를 저장하고 있는 그림 13과 같은 테이블
을 이용하여 손쉽게 수행될 수 있다. 특정 모드
에 대한 수행이 끝난 경우, 위성 명령을 통해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자가 수정되도
록 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도
자가 수정을 활성화 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1. 특허 제 10-1735166호, “위성 상태를 기록
하는 장치 및 방법”
2. 특허 제 10-1541008호, “소프트웨어 검증
시스템 및 방법”
3. 특허 제 10-1568092호, “비행소프트웨어 검
증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비행소프트웨어 검증
방법”

에 특정 모드가 끝나면 블록 분기 테이블의 특
정 인덱스를 이용하여 자가 수정하는 기능을
구현해 놓거나 RTCS (Relative-Timed Command
Sequence)와 같은 일련의 순차 명령 집합에 해
당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자가 수정 기능은 더 이상 수행이 불
필요한 코드 블록을 건너뛰게 함으로써, 수행
시간을 단축하고, 위성의 초기 생애 주기에 수

4. 특허 제 10-1526468호, “위성비행소프트웨
어 검증시스템 및 위성비행소프트웨어 검증시
스템의 운영방법”
5. 특허 제 10-1733455호, “소프트웨어 실행
제어 방법 및 장치”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권2호 (2017) pp. 152~159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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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궤도 편대비행 및 군집비행 위성 시스템 개발동향
임정흠*, 이지만**, 김성훈***1)

Low earth orbit Formation Flying and Constellation
Satellite System Development Trend
Im, Jeong-Heum*, Lee, Ji Marn**, Kim, Sung Hoo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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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CAS500-2 will be developed with the same technical specifications as the CAS500-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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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ermany. In this paper, overseas constellation design cases were investigated. And the
CAS500-2 orbit was designed and analyzed considering the constellatio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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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위성 5호는 국내 최초로 전천후 영상레이더가 탑재

1. 서 론

된 지구관측위성으로 하루 네 번 한반도 관측이 가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공공분야의 위성영상 수요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위성산업 저변 확대 및

산업체 육성, 위성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차세대중
형위성 1호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공공 민간 분야의

위성수요 충족을 위해서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시키
기 위한 방안으로 중형위성 표준 플랫폼 개발이 제안
되었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에서 개발될 표준 플랫폼은 국

산화를 계획하고 있는 탑재체( 광학카메라, 마이크로
파 탐측기, 초분광기 등)를 탑재할 예정이다. 한국항

공우주연구원은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을 통해 축적한
위성개발 경험과 시스템, 본체, 탑재체 개발 기술 등
을 체계적으로 국내 산업체에 이전함으로써 산업체
육성 및 위성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표 1은 국내 지구 저궤도 위성 운용 현황을 나타내

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5호는 정상궤도에
서 운용중이다. 다목적실용위성 3호는 해상도 0.7m급

하다. 관측된 영상 정보는 공공안전, 재난, 재해 예측,
국토 자원 관리, 환경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목적실용위성은 지구정밀 관측을 위해 개발되었지
만 위성 각각은 독립된 임무를 만족하기 위하여 설계
되었다.

2017년 현재 상세설계를 수행
중으로 (1호는 2019년, 2호는 2020년 발사예정) 군집
위성(Constellation) 개념을 적용한 국내 첫 설계 사
례이다. 표준 플랫폼을 적용할 경우 중대형 급 실용위
차세대중형위성은

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과 저렴한 비용으로
동시 운용이 가능하여, 증가하는 지구관측 수요를 충
족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관측 주기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군집위성에 대한 위성 선진국(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중국 등)에 대한 설계

및 운용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집위
성 2호 궤도설계와 관련한 예제를 수행하였다.

고해상도 지구관측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서브미터
급 관측능력을 갖는 국내 최초의 위성이다. 다목적실
표
구분

다목적3호

1

국내 지구저궤도 위성 운용 현황

다목적 5호

3A호
(K3A)
2015-3-26

발사일자
탑재체

광학

영상레이더

광학

지상속도

N/A
685 km
980 kg
98.5분
14.6 rev./day
7.51 km/s
6.78 km/s

N/A
550 km
1315 kg
95.6분
15.1 rev./day
7.59 km/s
6.98 km/s

N/A
528 km
1100 kg
95.2분
15.1 rev./day
7.60 km/s
7.02 km/s

임무특징

지구정밀관측

전천후 지구관측

해상도

0.7 m

1m

군집위성운용
고도
중량
궤도주기
회전수
궤도속도

(K5)
2013-8-22

다목적

(K3)
2012-5-18

차세대중형위성
1호(CAS500-1)

2019년

예정

차세대중형위성
2호(CAS500-2)

2020년

예정

광학

광학

적용

적용

500 km
500 kg 내외
95.6분
15.2 rev./day
7.61 km/s
7.07 km/s

500 km
500 kg 내외
95.6분
15.2 rev./day
7.61 km/s
7.07 km/s

지구정밀관측

지구정밀관측

지구정밀관측

0.5 m

0.5 m

0.5 m

약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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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군집위성 궤도 설계는 주로 위성통신 서비스를 수
행하기 위한 궤도설계 또는 항법위성의 궤도설계 목
적이었다. 군집 궤도는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감시
정찰, 단순관측, 통신 및 기상 등 연속적인 지구 관측

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응용되어 왔으며, 설계 방식으
로는 존 워커가 제안한 워커 델타 설계 방식이 전통적
으로 이용되어 왔다[1]. 국내의 군집위성 관련 연구는

그림

지상국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

<영국(UK)>

로 선행된 바 있다[2].
본 논문에서는 국외 군집위성 설계 사례 살펴보고
군집위성 2호에 대한 궤도 설계에 적용해보았다. 전
지구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의 군집위성 운용은
대부분 태양동기궤도이며,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동
일궤도 평면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Pleiades 1A & 1B

및

호[3]

SPOT 6,7

DMC-3는 재해재난 감시를 목
적으로 설계된 위성으로 동일 궤도면에서 3대의 위성
을 120도 위상차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686km의 고
도에 태양동기궤도로 운용중인 DMC-3위성은
Surrey에서 개발한 SSTL-300 S1 플랫폼을 이용하
고 있으며 1m 급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4]
영국에서 운영중인

2.1 군집위성 설계 해외 사례

<프랑스>
CNES에서 개발한 Pleiades 위성은 2대의 위성으
로 구성된 군집위성이다. 두 위성은 694km 임무고도
의 위치한 태양동기궤도로 운용중이다. 동일 궤도면
에 위치한 두 위성은 180도의 위성차를 가지고 있으
며 0.7m 급 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영상획득 수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CMG(Control Moment Gyroscope)를 이용하여 자

그림

2

DMC-3

운용궤도(동궤도면

120

도

위상차)(TLE적용)

세제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동을 위한 토크는

45Nm로 알려져 있다[3]. Pleiades 위성은 Spot 위성
과 짝을 이루어 동일 궤도에 총 4대의 위성을 운영하
며 모두 동일 평면에 위치하여 전 지구에 대한 빠른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

<이탈리아>
COSMO-SkyMed는 영상
레이더(SAR)를 이용하여 1m 이하의 해상도 영상을 획
득할 수 있으며, 총 4대의 위성을 동일 궤도 평면에 90
이탈리아에서 운영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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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간격으로 배치하고 있다.

619 km 고도에 위치하여
스팟모드(10 km × 10 km) 영상, 스트립모드(40 km) 영
상 획득이 가능하다. 태양동기궤도로 운용되며 전 지
구에 대한 커버리지 확보가 가능하다. 전력공급을 원
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시 6:00 AM으로 운용중이다.
3D 영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궤도를 변경하여 간섭
모드로 운용할 수 있다. 이때 2개의 위성이 동일지상
궤적(Common Ground Track)을 갖게 되며 두 위성
사이의 위상차는 지방시 변경차이에 따라 결정된
다.[5]

<독일>
독일에서

운영중인

TenDEM-X

그리고

TerraSAR-X 역시 영상레이더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
득한다. 총 2대의 위성이 편대비행을 수행하며 스팟
모드와 스트립모드를 운용한다. 스팟모드는 1m 의
영상획득이 가능하며 스트립모드의 경우 3m 이하의
영상획득이 가능하다. 514km의 태양동기궤도를 갖
고 있으며, 서로간의 거리는 300m ~ 500m 내에서 궤
도가 유지된다. 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Bi-Static 모
드로 운용되는데 이는 신호 발생과 수신이 서로 다르
게 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6]

그림
그림

3

정상 운용모드

5

나선형 편대비행 운용[6]

(COSMO-SkyMed)[5]

<중국>
2대의 위성을 이용한 군집위성 궤도를 운용하고 있
으며 각 위성은 동일 궤도평면에 180도 위상차를 갖
는다. 530 km 고도에 위치한 태양동기궤도로 운용되
며, 관측폭 12 km에 0.5 m급 고해상도 영상획득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2017년 동일궤도면 2대가 추가 예정되어 각 위성
간 간격은 90도가 될 예정이다. 중국은 2022년까지
24대 이상 위성 발사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16대는
0.5m 급 고해상도 영상획득이 가능하며, 4대는 0.3m
급, 4대는 영상레이더 촬영이 가능한 위성이다[7].
그림

4

간섭 운용모드(COSMO-SkyMe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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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발 국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탑재체

광학

광학

영상레이더

2

군집위성 해외 사례

위성수

발사

2

Pleiades 1A
(2011.12.17.)
Pleiades 1B
(2012.12.1)

3

4

독일

영상레이더

2

미국/일본

과학

6

중국

광학

2

DMC-3-FM 1,2,3
(2015.7.10)

COSMO-SkyMed-1
(2007.6.8.)
COSMO-SkyMed-2
(2007.12.9.)
COSMO-SkyMed-3
(2008.10.25.)
COSMO-SkyMed-4
(2010.11.6)
TerraSAR-X
(2007.6.15.)
TanDEM-X
(2010.6.21)
Aqua
(2002.5.5)
Aura
(2004.7.15.)
CALIPSO
(2006.4.28)
CloudSat
(2006.4.28)
GCOM-W1
(2012.5.18)
OCO-2
(2014.7.2)
SuperView-1,2
(2016.12.28)

궤도

임무/특징

180도 위상차
(동일궤도면)

자이로를 이용한
자세제어 및

태양동기궤도

고해상도

제어모멘트

영상촬영

120eh 위상차
(동일궤도면)

재해/재난 감시

태양동기궤도

90도 위상차
(동일궤도면)

군정찰 및

태양동기궤도

재해/재난 감시

편대비행
태양동기궤도

디지털 표고모델
제작

태양동기궤도

지구대기관측

180도 위상차
(동일궤도면)

고해상도

태양동기궤도

영상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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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6 Gaojing (SuperView)

군집위성(TLE적용)

7 A-Train

군집위성 운용[8]

2.2 군집위성 설계 국내 사례 및 설계 예시

<미국/일본>
A-Train (Afternoon Constellation)

군집 위성은

미국과 일본의 위성들로 구성된 지구대기 관측 목적
의 대표적인 군집위성이다.

705km고도의

태양동기

궤도로 운용되며 각각의 독립적 임무 수행을 목적으
로 개발되었다. 총 6대의 위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분 내 동일 지역 촬영
이 가능하다. 지방시는 1:30 PM 이며 대기과학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8]
준동일 궤도평면에 위치하여

차세대중형위성은 표준형 플랫폼 개발이 진행 중이

2019년 고유모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민간분야 위성 수요뿐만 아니라 국토관리, 공간
정보 활용, 환경감시, 재해재난 대응, 농업/해양/산림
며

자원 관리 등 공공분야의 위성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표준형 플랫폼을 적용하면 개발 비용과 기
간이 줄어들어 효과적으로 공공부분에 대한 위성수요
에 대한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차세대중형위성은 표준플랫폼 확보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궤도/임무 관점에서 설계 단계부터 군집

표

3 A-train

위성 임무 특징

위성명

임무

Aqua

지구환경상태 및 지구의 기후

Aura
CALIPSO
CloudSat
GCOM-W1
OCO-2

시스템을 모니터링
오존측정기 탑재, 대기의
오염물질을 검출
구름 및 화산재 등의 입자 등
분석
구름의 두께, 높이, 수분 및
얼음 함유량 등 분석
해수 표면온도 측정 및 토양의
수분 등 측정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측정

위성 운용에 대한 개념 설계가 반영된 첫 설계 사례이
다. 위성의 궤도 운동은 발사체로부터 획득되는 위치
와 속도에 따라 향후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임무
설계를 통해 계획된 목표지점 대비 오차가 클수록 연
료 사용을 통해 목표 지점으로 궤도조정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위성의 수명 단축을 의미한다. 결국 군집위
성의 설계는 기준위성의 궤도 대비 첫 목표 지점을 어
디에 잡느냐에 따라 최적 궤도 설계에 영향을 미치며,
재방문 주기 또는 교신시간 등의 성능지수(Figure

of

Merit)에 따라 군집위성의 궤도 배치는 다르게 분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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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군집위성 설계

성능지수에 따라 다양하게 군집위성 설계가 가능하

군집위성 설계에 필요한 궤도 및 특징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설정하였다. 궤도면, 위성들의 위상차, 배치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본 예제에서는 동일
평면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재방문 주기를 성능지수
로 설정하여 최적의 궤도를 설계하였다.

재방문 주기는 위성의 고도, 경사각, 궤도 주기에

따라 매우 다른 값을 갖는다. 특히 동일한 궤도라도
위성 기동에 따라 그 값은 다르다. 본 예제에서는 롤
기동각을

±30°이라 가정하였으며 1호를 기준위성으

로 설정하여 2호의 궤도를 설계하였다.
표

4

군집위성

고도

약

궤도특징
기준위성
기동각

(Roll)

궤도는 위상차 180도일 때 2.3일이며 재방문 주기가 가
장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재방문 주기는 위

상차에 대한 편차와 평균정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다. 또한 관심지역에 대한 지역별 편차에 대한 분석
역시 요구된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

12.4시간(0.524

일)의 최대 편차가 발생하며 이는 임무 기동각 ±30°
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이 3시간

(0.13일) 재방문주기의 차이가 발생하며, 남쪽과 북쪽
의 재방문주기 편차는 최대 편차에 근접한 값을 갖는

호/2호 궤도

다. 이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1

군집위성 1호

구분

지만 재방문 주기를 통해 살펴본 군집궤도 2호의 최적

500 km

군집위성 2호
약

표

500 km

태양동기궤도

태양동기궤도

시간

(군집위성)
leader

(군집위성)
Follower

±30°

±30°

1호에 대한 관심지역에 대한 재방문 주기는 4.95일

이다. 2호의 궤도가 동일평면에 위치한다고 가정하면

5

재방문 주기 지역별 차
재방문 주기

초

East
207097

West North-1 North-2
218075 173283 173830

일

2.390

2.524

2.000

2.011

3. 결 론

1호와의 위상차에 따라 아래 그림 8과 같이 재방문 주
기에 변화를 보인다. 재방문 주기는 관심 지역에 대한

외 사례를 정리하였으며 군집위성 설계 예시를 통해

위성의 촬영가능 시간 간격을 의미하며 짧을수록 더

재방문 주기가 최소화되는 동일궤도 평면에 위치한

자주 촬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군집위성 설계 및 운용에 대한 국내

군집위성 2호의 궤도를 설계하였다.
군집궤도 운용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봐와 같이 대
부분의 중형위성 군집위성은 태양동기궤도로 운용된
다. 이는 전 지구에 걸친 커버리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일궤도
평면에

90도, 120도, 180도 위상차를

갖는 군집궤도

를 설계하고 위성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을 통해 군집위성
개념설계를 수행하였으며, 표준플랫폼 개발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그림

8

군집위성 설계 예시(재방문 주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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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임무를 위한 기상발사기준의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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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cident occurred on March 26, 1987, when Atlas-Centaur 67(AC67) was launched from Florida.
Since that incident,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 has significantly
improved its Lightning Launch Commit Criteria(LLCC) and has revised its launch criteria based
on continued research. LLCC provides weather-related conditions that can cause natural/induced
lightning strikes. In addition, launch criteria are established for avoiding lightning for conditions,
respectively. Since the proposed conditions are classified, elements of criteria(temperature,
magnitude of the electric field, and threshold value of MRR) are different, respectively.
Therefore, the appropriate distance between the cloud boundary and the flight path, and the
appropriate waiting time for launch after a lightning strike are also different. In this paper,
launch criteria and rationale for various conditions are introduced based on latest LLCC.

초 록
1987년 3월 26일 플로리다에서 발사된 Atlas-Centaur 67(AC67)이 낙뢰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
다. 이 사건 이후 미항공우주국(NASA)은 기존의 낙뢰발사기준(LLCC)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계속
되는 연구를 바탕으로 발사기준들을 개정해왔다. LLCC에는 자연/유도낙뢰가 발생할 수 있는 기
상관련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조건들에 대해 낙뢰를 회피하기 위한 발사기준들이
정립되어있다. 제시된 조건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사기준을 구성하는 온도, 전기장의 크기,
MRR의 임계값 또한 상이하며 이로 인한 구름경계와 비행경로 사이의 적정거리, 낙뢰 발생 후
발사를 위한 적정 대기시간 또한 조건마다 다르게 구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신 LLCC를 바
탕으로 다양한 조건에서의 발사기준과 그 이론적 근거를 소개하였다.
Key Words

:

Launch Commit Criteria(발사커밋기준), Lightning(낙뢰), Electric Field(전기장),
Maximum Radar Reflectivity(최대 레이다 반사율), Anvil Clouds(모루운)

* 최은호, 나로우주센터 비행안전기술팀
ehchoi@kari.re.kr

161

최은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2 (2017) pp. 160~174

로 다양한 기상과 관련된 조건에서 발사수행을

1. 서 론

위한 발사기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
1987년 3월 26일 미 해군 통신위성을 탑재한

는 LLCC에서 분류한 다양한 기상조건의 정의

Atlas-Centaur 67(AC67) 이 발사되었다. 당시의

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각 기상조건

기상조건은 층운이 뒤덮인 흐린 날씨였으며,

에 대한 발사기준과 그 이론적 근거를 서술하

적은 강수와 낙뢰가 동반되어 있었다. AC67이

였다.

발사된 지 48초 만에 구름-지상 유도낙뢰를 맞
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낙뢰는

일시적으로

2. 기상관련조건

AC67의 배선에 장애를 일으켰고 결국은 폭발
로 이어졌다.
AC67사고

LLCC에서는 낙뢰, 전기장, 구름, 구름층, 연
이후,

미항공우주국(National

기기둥, 마찰대전에 대한 기상관련조건이 존재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한다. 각각의 기상관련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그로인해 유도되는

정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뢰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인식하였고, 이후
낙뢰전문가집단(Lightning Advisory Panel, LAP)

2.1 낙뢰(Lightning)

을 조직하고, 미 국방부와 함께 기존의 낙뢰
발사 기준(Lightning Launch Commit Criteria,

낙뢰는 모든 채널과 가지를 포함한 전체 낙뢰

LLCC)을 개선하여 위성탑재체 등의 발사 시

방전을 의미한다. LLCC에서 사용된 ‘낙뢰’

적용해왔다. AC67 사고 이후에 과학자들이 이

는 모든 자연 낙뢰, 즉 구름과 지면 양쪽 모두

해했던 구름전하, 자연/유도된 낙뢰, 발사체의

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발사

전화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되었으며, 발사규

체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위협이 되며 상승류

칙과 적용장비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

가 있는 위험한 구름의 가장 좋은 지표이다.

론적 근거를 강화하여 LLCC를 구성하였다[1].

이 정의는, ‘낙뢰’라는 용어가 3차원 공간에

현재 업데이트된 LLCC는 2014년 8월 20일

서 일어나고, 구름-지상 플래시뿐만 아니라, 구

LAP 권고안이며, 이는 LAP에서 작성되고 추천

름-구름 낙뢰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된 가장 최신의 버전이다. 또한 이 문서는

있다.

NASA에서 관리하는 생산품으로서 NASA의 사
용규칙에 따라 수정되었다[2].

2.2 표면전기장(Surface Electric Fields)

비단 LLCC 뿐만이 아니라, 항공기와 우주선
에 대한 낙뢰의 위험성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잘 알려져 있다[3-4]. 이 연구들에서는 낙뢰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표면을 강화하는 것은
발사체의 무게를 늘려 비용면에서 불이익이 상
승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유일한 낙뢰의 위
험에 대비하는 방법은 회피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LLCC에서도 관련 연구들과 마찬가
지로 발사체가 낙뢰 유발을 피하기 위한 조건

전기장이란 정전기가 지구 표면 근처의 고도
에 따라 증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양의 전기
장이 양의전하 오버헤드에 의해 생성된다는 극
성 규칙을 사용하여 Vm-1로 측정된다. LLCC에
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벡터 정전기장이 본질적
으로

수직인

지표부근에서만

부호와 반대가 된다는 점이다.

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신 버전의 LLCC를 바탕으

적용되고,

‘gradient’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리학의

2.3 적운(Cumulus Clo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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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불안정한 날씨는 역학적 과정이 개별 구름이나

‘일반적으로 밀도가 높고 비섬유질 외곽선이

셀보다 큰 규모의 공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있으며 분리된 개별요소 형태를 갖는 불투명한

기상 시스템을 의미한다. 불안정한 날씨의 예

구름’이다. 대기의 불안정 조건에 따라 적운

는 전선, 기압골, 스콜라인이 있다. LLCC에서

은 매우 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운고가 역전

는 구체적으로 Apollo 12 및 AC 67 사고 당시

층을 넘어설 때 매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궁

의 날씨를 일반화한 것을 불안정한 날씨로 정

극적으로 적란운(cumulunimbus)으로 성장할 수

의한다. 이 때 기상조건은 지표가열이나 지형

있다. 한편 적운은 고도에 따라 cirocumulus,

에 의한 영향보다 전선통과에 따른 역학적 과

altocumulus, stratocumulus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이 우세했으며, 구름의 대전에 필요한 공기

LLCC에서는 낙뢰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의 초기상승도 전선통과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

이 구름들을 제외한 불투명한 구름만을 다룬

한다.

다.

2.7 두꺼운 구름층(Thick Cloud Layers)
2.4 모루운(Anvil Clouds)
두꺼운 구름층은 하나 이상의 구름층을 의미하
모루운은 뇌우 또는 대류구름에서 상층 유출

며 하단 구름층의 바닥부터 맨 위 구름층의 상

또는 분출에 의해 형성되는 층운 또는 섬유질

단까지의 합한 수직범위는 1.4 km (4500 ft)를

모양의 구름을 의미한다. LLCC에서는 급격한

초과한다. 구름층은 인접한 층과 결합되어 수

전화가 일어나는 대류의 중심과 구분한다. 또

직으로 연속된 구름이 물리적으로 연결된 경우

한 대류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구름에서

에만 총 두께를 결정한다. 전체 두께를 정의하

모루방향으로 전하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구름층을 단일층으로

연결된 모루운(attached anvil clouds)과 물리적

결합하는 것은 층간이 전기접촉으로 상호연결

으로 고립되어 있는, 분리된 모루운(detached

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anvil clouds)으로 구분하여 발사기준을 수립한
다.

2.5 파편구름(Debris Clouds)

2.8 연기기둥(Smoke Plumes)
대기 오염물질의 수평 또는 수직흐름을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초기 연기기둥의 수평지름은 1

파편구름은 부모 적란운 또는 뇌우에서 분리

~ 10 m이고, 점진적으로 100 m 이상으로 확장

되거나 부모 적란운 또는 뇌우의 쇠퇴로 인해

된다. 이때의 길이는 1 ~ 100 km이다. 연기기

만들어지며, 모루운을 제외한 모든 구름을 의

둥의 경로와 모양은 고리모양, 부채모양, 원추

미한다. 이 파편구름은 뇌우에 의해 생성된 난

모양으로 나타나며, 모양에 따라 대류경계층에

층운 및 기타 구름을 포함한다. LLCC에서는

서 난류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부모구름의 운고에서 분리되어 구름이 형성될
경우, –10℃를 초과할 때 붕괴되면 파편구름으

2.9 마찰대전(Triboelectrification)

로 분류하고, 그 이하의 온도일 때는 적운으로
분류한다.

마찰대전은 얼음입자가 비행중인 발사체와 충
돌할 때, 둘 사이의 전하이동을 의미한다. 분리

2.6 불안정한 날씨(Disturbed Weather)

된 전하의 극성 및 크기는 특정재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얼음입자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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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와 충돌할 때 발사체의 전위를 수십 킬

(3) 비행경로로부터 5 nmi 이하의 수평거리

로볼트 혹은 수백 킬로볼트(보통 음의 극성)로

및 (a)(2)에서 규정된 각 field mill에서의 모든

상승시킨다. 이 과정에서 표면 방전, 물리적 손

전기장 측정의 절대값이 최소 15분 동안 1000

상, 그리고/또는 전기적 손상을 일으키는 방식

Vm-1 이하이다.

으로 발사체가 코로나를 생성하거나 처리되지

(b) 발사 통제자는 뇌우의 어떠한 불투명한 부

않은 유전체 또는 전도체가 부착되지 않은 표

분에서든지 10 nmi 이하의 경사거리에서 발사

면에 대전할 수도 있다[5-6]. 대전은 발사체의

체를 운반할 경우, 뇌우 내부 혹은 뇌우에서

금속 구조와 유전체 표면에서 발생한다. 이때

낙뢰가 발생한 후 30분을 대기하여야 한다. 이

얼음입자는 물방울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전재

단락은 부모 뇌우에 붙어있는 모루운에는 적용

료이다(발사체 엔진에 의한 대전, 먼지/연기입

되지 않는다.

자와의 충돌, 또는 화산재 기둥을 통과하는 비
행에서 발사체에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위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기상관련조건에 대한 발사기준
각 기상관련조건에 대한 발사기준들은 구름
경계로부터 비행경로를 설정할 때의 적정거리,
전기장의 크기, 최대 레이다 반사율(Maximum
Radar Reflectivity, MRR) 크기 등의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발사기준들은 여러 연구결과
들을 바탕으로 LAP의 검토 끝에 정해진 값들
이며, 각각의 기상관련조건들마다 상이하다. 여

3.1.2 이론적 근거
낙뢰 발사기준은 LLCC의 많은 발사기준 중
처음으로 소개된다. 그 이유는 천둥 번개가 높
은 벡터 정전기장의 가장 유효한 지표이기 때
문이다. 낙뢰 방전의 극단은 전하의 존재 또는
침착을 나타내며, 채널의 모든 세그먼트 전파
는 높은 벡터 전전기장의 존재 가능성을 나타
낸다. 따라서 알려진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낙뢰 가지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채널에 의해 차지된 공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에서는 가장 최신버전의 LLCC에서 제공되는
발사기준을 소개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간략
히 언급한다.

3.1 낙뢰
3.1.1 발사기준
(a) 발사 통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
고, 비행경로로부터 10 nmi 이하의 거리에서
임의의 낙뢰가 발생하면, 이후 30분간 발사대
기하여야 한다.
(1) 낙뢰를 일으킨 구름의 불투명한 부분이 비
행경로에서 10 nmi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다.
(2) 각 낙뢰 방전으로부터 5 nmi 이하의 수평
거리에 적어도 하나의 field mill이 있다.

그림 1. 1997년 3월 – 2000년 12월 지상타격점
과 LDAR사이의 수평거리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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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름-지상 낙뢰 플래쉬의 계절별, 수평거

고도에 3시간동안 존재해서는 안 된다.

리별 통계

3.2.2 이론적 근거
이 발사기준의 (a)는 모든 상황에서 1500 V
-1

m 의 값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기,
지상 안개, 서프 전기화, ‘일출 효과(sunrise
<그림 1>과 <표 1>은 모든 구름-지상 스트로

effect)’, 우주 전하와 같은 고전압 전력 라인

크의 28.4 %가 과거 LLCC를 통해 낙뢰 경고에

은 때때로 갠 날씨에서 1 kV m-1와 1.5 kV m-1

사용되는 5 nmi 거리기준을 넘어 수평으로 전

사이의 전기장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 규칙

파되었음을 보여준다[1-2]. [7]은 낮은 전류 추

의 (b)는 발사지점 근처의 구름이 코로나 우주

정값들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고도에서 발생하

전하로 인해 표면 측정을 차단할 수 있는 상승

여 더 먼 수평거리를 전파하며, 과거 LLCC에

된 전기장을 생성할 경우, 임계값을 1 kV m-1

서의 5 nmi 거리기준은 항공자산을 위험에 처

보다 보수적인 수준으로 줄인다. 이러한 위험

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석에 따르면

한 필드는 3.2.1 (b)(1)의 투명한 구름이나, 3.2.1

뇌우 경계와 비행경로 사이의 거리가 10 nmi,

(b)(2)의 짧은시간 잠재적으로 대전된 구름의

주기가 30분일 경우, 낙뢰가 발사체를 타격할

일부가 아닌 따뜻한 구름에 의해서는 생성되지

확률은 3.2× 10-4로 추정되었다. 최신의 LLCC

않는다.

에서는 낙뢰를 피하기 위한 적정거리를 보수적
으로 반영하여, 10 nmi 거리와 1000 Vm-1의 값
이 설정되었다. 이는 [8]과 일치한다.

3.2 표면전기장

3.3 적운
3.3.1 발사기준
(a) 이 기준은 cirocumulus, altocumulus 또는
stratocumulus 구름을 제외하고 불투명한 적운

3.2.1 발사기준

구름에 적용된다. 이 기준은 부모적운에 부착

(a) 발사 통제자는 비행경로로부터 5 nmi 이하

된 모루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 수평거리에 있는 전기장 측정의 절대값이

(b) 구름을 통과하는 비행경로: 다음조건 중 하

1500 Vm-1 이상일 때, 발사를 위해 15분을 기

나가 적용되면, 적운을 통과하는 비행경로로

다려야 한다.

발사체가 지날 때는 발사 통제자가 발사하지

(b) 발사 통제자는 비행경로로부터 5 nmi 이하

않는다.

의 수평거리에 있는 전기장 측정의 절대값이

(1)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구름 온도가 5

1000 Vm-1 이상일 때,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사

°C 이하이고 –5 °C 이상인 고도에 운고가

를 위해 15분을 기다려야 한다.

있다

(1) 비행경로에서 10 nmi 이하의 경사거리에
있는 구름은 불투명하다
(2) 비행경로에서 10 nmi 이하의 경사거리에
있는 모든 불투명 구름이

(i) 구름은 강수량을 생성하지 않는다.
(ii) 운고에서 최소한 1개의 field mill까지의
수평거리가 2 nmi 미만이다.
(iii) 비행거리로부터 5 nmi 이하의 수평거리

(i) 운고가 5 ℃인 고도에 위치하여야 한다.

및 (b)(1)(ii)에 명시된 각 field mill에서의 모든

(ii) 대류운의 일부와 운고가 섭씨 –10 ℃인

전기장은 적어도 15분 동안 -100 Vm-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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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3.3.1 (d)에서와 같이 –20 °C 이하일 경우

(2) 구름은 기온이 –5 °C 이하인 고도에서

얼음 간 충돌을 포함하는 비(非)유도 전기 메커

운고를 갖는다.

니즘이 이미 높은 벡터정전기장을 만들었거나,

(c) 구름으로부터 0 nmi 내지 5 nmi의 비행경

곧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미 자연낙

로: 비행경로에 대한 경사거리가 운고가 –10

뢰를 발생시킨 것처럼 생각해야 하고, (c)보다

°C 이하인 곳에 있는 어떠한 적운으로부터 0

보수적으로 거리를 설정한다.

nmi 이상이고 5 nmi 이하인 경우 발사 통제자

3.4 연결된 모루운

가 발사할 수 없다.
(d) 구름으로부터 0 nmi 내지 5 nmi의 비행경
로: 비행경로에 대한 경사거리가 운고가 –20
°C 이하인 곳에 있는 어떠한 적운으로부터 5
nmi 이상이고 10 nmi 이하인 경우 발사 통제
자가 발사할 수 없다.

3.4.1 발사기준
(a) 이 기준은 온도가 –10 °C 이하인 고도에
운고가 있거나 그곳에 있는 부모구름에서 형성
된 모든 투명한 모루운에 적용된다.
(b) 구름에서 3 nmi 이내를 통과하는 비행경로:

3.3.2 이론적 근거

연결된 모든 모루운으로부터 3 nmi 이하의 거

‘cirrocumulus’와 ‘altocumulus’는 추운

리의 비행경로를 발사체가 통과하는 경우 발사

기온에서 발생하고, 구름이 고도로 전기화되기

통제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사를 할

위해 필요한 얼음 결정, 과냉각 물방울의 풍부

수 없다:

한 물리량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칙에

(1) 비행경로로부터 5 nmi 이하의 경사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Stratocumulus’는 낮은 고

있는 연결된 모루운의 일부는 온도가 0 °C 이

도와 더 높은 기온에서 발생하며 내장된 대류

하인 고도에 위치한다.

에서 대전이 발생할 수 있는 –20 ~ 0 ℃ 범위

(2) MRR은 비행경로에서 1 nmi 이하의 경사

내에 존재할 수 있지만, stratocumuli는 ‘두꺼

거리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 +7.5 dBZ 미만이

운 구름층’과 ‘교란된 날씨’발사기준에서

다.

별도로 처리된다. .

(c) 구름으로부터 3 nmi 내지 5 nmi의 비행경

5 ℃ 이하이고 –5 °C 이상인 고도에 운고가

로: 3 nmi 이상의 거리에 있고, 연결된 모루운

있는 경우 적운은 성장가능성이 있고, 얼음을

에서 5 nmi 이하의 거리의 비행경로로 발사체

형성하며, 강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전기가

가 통과하는 경우, 발사 통제자는 비행경로에

통하게

(3.3.1

서 5 nmi 이하의 경사거리에 있는, 기온이 0

(b)(1)),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기장 측정값이

°C보다 낮은 고도에 연결된 모루운의 일부가

존재하거나 (3.3.1 (b)(2)), 비행경로 근처의 전

위치하지 않는 한, 부모운 또는 모루운 안팎의

기장이 매우 낮아 구름에 전기가 흐르지 않을

모든 낙뢰가 방전된 후 발사까지 3시간을 기다

것이 명확하면 (3.3.1 (b)(3)) 구름을 통과하는

려야 한다.

비행경로로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다. 몇몇 항

(d) 구름으로부터 5 nmi 내지 10 nmi의 비행경

공기 관측[9]에 따르면, –10 °C에 도달하는 적

로: 5 nmi 이상의 거리에 있고, 연결된 모루운

운은 일부 벡터 정전기장이 나타난다. 3.3.1 (c)

에서 10 nmi 이하의 거리의 비행경로로 발사체

의 경우 잠재적인 대전가능성이 있으므로 5

가 통과하는 경우, 발사 통제자는 발사 통제자

nmi 이하의 거리를 비행경로로 설정할 수 없으

는 비행경로에서 10 nmi 이하의 경사거리에 있

된다.

하지만 강수가

없거나

는, 기온이 0 °C보다 낮은 고도에 연결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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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운의 일부가 위치하지 않는 한, 부모운 또는
모루운 안팎의 모든 낙뢰가 방전된 후 발사까
지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3.4.2 이론적 근거
3.4.1 (a)에서 모루는, 구름 온도가 –10 ℃ 이
상의 적운이 뇌우-강도 필드를 포함하는 경우
가 드물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10 ℃
이하의 고도에서 대류 구름으로부터의 유출이
제한된다.
그림 3. MRR의 임계값에 따른 모루운의 가용성
과 위험가능성을 나타낸 hodogram. 실선은 3
kVm-1을 초과하는 확률의 hodograph를 나타낸
다.

<그림 3>은 모루운에 대한 hodograph이다.
WSR-74C 레이다의 경우, MRR에서 거의 10
dBZ까지의 임계값에 대한 확률이 높지만 10-4
를 약간 초과하며 샘플수에 따라 변화폭이 크
다. 이러한 분석과 통계들을 통해, 최신 버전의
LLCC에서는 MRR 임계값에 대한 분석 및 논의
를 통해 기존 9 dBZ를 7.5 dBZ로 변경하였다
그림 2. MRR의 임계값에 따른 파편구름의 가용성
과 위험가능성을 나타낸 hodogram.

실선은 3

-1

kVm 을 초과하는 확률의 hodograph를 나타낸다.

[2].
3.4.1 (b)에서, 지난 3시간 내에 낙뢰가 없더
라도 연결된 모루의 3 nmi 또는 그 이내의 거
리에서의 비행은 금지된다. 그러나 MRR을 계
산할 수 있는 경우 이 기존 조항에는 레이다

<그림 2>는 파편구름에서 MRR의 임계값에
의해 매개변수화된 표본크기에 대하여 3 kVm-1
을 초과하는 확률의 hodograph를 보여준다[2].
예를

들어,

7.0

dBZ가

나타내는

곳에서

WSR-74C 레이다의 표본크기 200이 얻어지고,
이 때 3 kVm-1을 초과할 확률은 10-6을 나타낸
다. 또한 샘플크기가 100이하로 매우 작아서
불확실한 값을 제외하면 9 dBZ 이하의 값에서
는 3 kVm-1를 초과하는 확률은 10-4를 나타낸
다.

기반의

중요한

예외가

있다.

모루에

대한

AirBorne Field Mill program (ABFM) 관측 및
새로운 통계 연구에 따르면 MRR이 7.5 dBZ 미
만일 때 벡터 정전기장이 3 kVm-1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행경로를 따라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본 발사기준의 3.4.1 (b)의 조건
(1)과 (2)가 모두 충족되면, 모루의 3 nmi를 통
과하는 비행이 허용된다. 강력한 벡터 정전기
장은 많은 강수 구름층의 용융 구역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모루 베이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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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0 ℃보다 따뜻할 때 전하 발생확률이 높

분리된 후에는 분리된 모루운 안팎에서 모든

아진다.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에서 낙

낙뢰 방전 후 30분간 기다린다.

뢰 유발에 필요한 벡터 정전기가 발생할 확률
-5

(i) 분리된 모루운의 비행경로로부터 5 nmi

은 지극히 작다 (< 9 × 10 ). 3.4.1 (c)에서, 낙

이하의 부분은 기온이 0 ℃ 미만인 고도에 위

뢰가 3시간 내에 발생했지만 비행경로 근처의

치하고 있다

연결된 모루 부분이 0 ℃보다 따뜻한 조건일

(ii) MRR은 비행경로에서 1 nmi 이하의 경사

경우, 비행경로는 모루로부터 5 nmi를 초과하

거리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 +7.5 dBZ 미만이

는 거리로 제한된다[10]. 3.4.1 (d)에서는, 상기

다.

3.4.1 (b)에 주어진 물리적 이유로 인해 안전마

(2) 발사 통제자가 이 기준의 (c)(1)에 따라 처

진을 추가하기 위해 0 ℃를 초과하는 기온의

음 30분 이내에 발사할 수 없는 경우, 발사 통

연결된 모루를 지난 30분 내에 낙뢰가 발생한

제자는 모루운이 분리되기 전 모운 또는 모루

것으로 간주된다.

안팎에서, 매번 방전한 후 3시간 동안 발사대
기 한다. 그리고 모든 낙뢰가 방전된 후, 분리

3.5 분리된 모루운

된 부모운이 완전히 떨어진 후에 3시간 동안
발사대기 하여야한다. 이 때 다음의 사항은 제

3.5.1 발사기준
(a) 이 기준은 기온이 –10 ℃ 이하인 고도에서
분리가 있거나 분리되기 전 부모운으로 형성된
모든 투명한 모루운에 적용된다.
(b) 구름을 통과하는 비행경로: 분리된 모루운
을 통과하는 비행경로를 발사체가 지나는 경우
발사 통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발
사를 수행할 수 없다.
(1) 발사 통제자는 분리된 모루운 안팎에서 모
든 낙뢰 방전 후 4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그리
고 관찰결과 모루운이 모운에서 분리된 후 3시
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또는,
(2) 다음 각 조건이 존재한다.
(i) 비행경로로부터 5 nmi 이하의 경사거리에
있는 분리된 모루운의 모든 부분은 기온이 0
℃보다 낮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다.
(ii) MRR은 비행경로 내의 모든 곳에서 +7.5
dBZ 미만이다.
(c) 구름으로부터 0 nmi 내지 3 nmi의 비행경
로: 분리된 모루운으로부터 0 nmi 내지 3 nmi
의 경사거리에 비행경로가 있는 경우, 발사 통
제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 모루운이 분리되기 전에 부모운 또는 모루
운 안팎에서 매번 낙뢰가 방전한 후, 그리고

외한다:
(i) 다음 모든 사항에 해당:
(A) 분리된 모루운으로부터 5 nmi 이하의
수평거리에 적어도 하나의 field mill이 있다;
(B) (c)(2)(i)(A)에 규정된 비행경로로부터 5
nmi 이하의 수평거리 및 모든 비행경로에서의
모든 전기장 측정의 절대값이 최소 15분 동안
1000 Vm-1 미만이다;
(C) 비행경로로부터 5 nmi 이하의 경사거리
에서 분리된 모루운의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
최대 레이다 반사율이 적어도 15분 동안 +10
dBZ 미만이다; 또는
(ii) 다음 두 가지는 모두 해당된다.
(A) 분리된 모루운의 비행경로로부터 5 nmi
이하의 경사거리에 있는 부분은 기온이 0 ℃
미만의 고도에 위치하고 있다;
(B) MRR은 비행경로로부터 1 nmi 이하의
경사거리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 +7.5 dBZ 미만
이다.
(d) 구름에서 3 nmi 내지 10 nmi 사이의 비행
경로: 분리된 모루운으로부터 3 nmi 내지 10
nmi의 경사거리에 비행경로가 있는 경우, 발사
통제자는 모루운이 분리되기 전 부모운 또는
모루 안팎에서, 매번 방전한 후 30분 동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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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기 한다. 그리고 모든 낙뢰가 방전된 후

를 필요로 한다. 또한 3.5.1 (c)(2)는 분리된 모

분리된 모운이 완전히 떨어진 후에 30분 동안

루운으로부터 0 nmi 내지 3 nmi에만 적용되지

발사대기 하여야한다. 단, 분리된 모루운 부분

만, 모루운 자체 또는 부모운에서 마지막 낙뢰

이 비행경로에서 10 nmi 이하의 경사거리에 있

방전 후 30분에서 3시간 사이의 시간 간격동안

는 경우 온도가 0 ℃ 미만의 고도에 위치하지

발생한다. 3시간의 대기시간은 장시간동안 분

않아야 한다.

리된 모루운에서도 높은 필드가 지속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존데 및 항공기 관측과 대략적

3.5.2 이론적 근거
분리된 모루운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기 때
문에 대류세포나 자연낙뢰가 없는 경우에도 장
시간 유도낙뢰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높은
벡터 정전기장을 보유한다. 높은 벡터 정전기
장은 차단층의 증가로 인해 외부에서 더 이상
탐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름 내부에서 지속
될 수 있다. 벡터 정전기장이 충분히 강한 경
우에는 낙뢰를 유도할 수 있다.
3.5.1 (a)는 3.4절의 연결된 모루운의 발사기
준과 그 내용을 공유한다. 3.5.1 (b)는 분리된

으로 일치하는 기존의 LLCC결과에서 가져온
것이다. 3.5.1 (d)는 3 nmi 내지 10 nmi에서만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구름이 0 ℃보다 완전히
추운 경우에는 구름에서 3 nmi까지의 거리에서
비행할 수 있다. ABFM 데이터 세트는 낙뢰를
유도하기에 충분한 벡터 정전기장이 구름 바깥
의 어디에서나 발생한다는 매우 작은 가능성(<
10-9)을 보여주었다.

3.6 파편구름
3.6.1 발사기준

모루운을 통한 비행에만 적용된다. 이 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 번째 예외는 분리된 후

(a) 이 기준은 –20 ℃ 미만의 고도에 있는 부모

3시간동안 유효하지만 분리된 모루운의 낙뢰로

적운 또는 뇌우에 의해 형성된 파편구름에 대

인해 대기시간이 4시간으로 리셋된다. 3시간의

해 적용된다. 이 기준은 연결된 또는 분리된

대기시간은 ABFM의 측정결과 구름의 위험한

모루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드가 보다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b) 발사 통제자는 다음 시간 중 가장 늦은 시

는 기존요구사항이다. 4시간 리셋은 분리형 모

점부터 “3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루에 있는 낙뢰가 활성전기의 발전기 역할을
하므로, 보다 보수적인 대기시간이 필요하기

(1) 파편구름이 부모운에서 분리되는 것이 관
측된다.

때문이다([11]은 부모대류 코어에서 분리될 수

(2) 파편구름이 부모운의 운고에서 기온이 –10

도 있고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광범위한 이

℃ 이상의 고도까지 붕괴되면서 형성되는 것이

동형 구름에서 미세물리 및 전기적 재생산이

관측된다.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두 번째 예외는,

(3) 파편구름 안팎에서 낙뢰가 발생한다.

ABFM 데이터 세트의 재분석 자료가 이러한 조

(c) 구름을 통과하는 비행경로: 파편구름을 통

건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벡터 정전기장이 발생

과하는 비행경로로 발사체가 지나가는 경우 발

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 9 × 10-5)을 보여

사 통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

주기 때문에 두 MRR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

기준 (b)의 “3시간” 동안 발사할 수 없다.

우이다. 3.5.1 (c)(1)은 분리 전 모루운 자체 또

(1) 비행경로에서 5 nmi 이하의 경사거리에

는 부모운에서 마지막 낙뢰 방전 후 처음 30분

있는 파편구름 부분은 기온이 0 ℃ 이하인 고

동안 분리된 모루운 으로부터 3 nmi 적정거리

도에 위치하고 있다.
(2) MRR은 비행경로 내의 모든 곳에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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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Z 미만이다.

의 감쇠로 인한 구름”)에 의해 파편구름으로

(d) 구름으로부터 0 nmi 내지 3 nmi의 비행경

식별되지만, 또한 적운이며, 따라서 –10 ℃ 이

로: 파편구름으로부터 0 nmi 내지 3 nmi의 경

상의 고도로 떨어질 때까지 ‘적운’ 발사기준

사거리에 비행경로가 위치하는 경우 발사 통제

3.3.1 (c) 또는 (d)에 의해 다루어진다. 3.6.1 (c)

자는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지 않는 한 “3시

에서, 파편구름을 통과하는 비행에 “3시간”

간”동안 발사할 수 없다.

동안의 시간이 허락되는 경우는 오직 구름이 0

(1) 발사 통제자는 다음 경우에 이 기준 (b)의,
“3시간”동안 발사할 수 있다.
(i) 파편구름으로부터 5 nmi 이하의 수평거리
에 적어도 하나의 field mill이 있다

℃ 레벨을 포함하지 않을 때와 ABFM 재분석에
서 결정된 바와 같이 레이다 반사율이 매우 낮
은 유도확률(< 2 × 10-8)을 구성할 경우이다.
3.6.1 (d)에서 서술된 파편구름으로부터 3 nmi

(ii) 비행경로로부터 5 nmi 이하의 수평거리

거리는 ABFM 데이터 세트 분석을 기반으로 한

및 이 기준 (d)(1)(i)에 명시된 각 field mill에서

다. 이 분석에 따르면 파편구름 외부에서 벡터

모든 전기장을 측정했을 때 그 절대값이, 적어

정전기가 3 kVm-1보다 짧은 거리(1 km 이내)일

도 15분 동안 1000 Vm-1 미만이고,

확률은 10-10을 초과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

(iii) 비행경로로부터 5 nmi 이하의 경사거리

다. 통계적 불확실성을 허용하고 추가적인 안전

에 파편구름 중 최대 레이다 반사율은 적어도

마진을 제공하려면 3 nmi 적정거리가 필요하다.

15분 동안 +10 dBZ 미만이다.
(2) 발사 통제자는 다음 경우에 이 기준 (b)의,

3.7 불안정한 날씨

“3시간”동안 발사할 수 있다.
(i) 비행경로로부터 5 nmi 이하의 경사거리에
있는 파편구름의 일부는 기온이 0℃ 미만의 고
도에 위치하고 있다.
(ii) MRR은 비행경로로부터 1 nmi 이하의 경
사거리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 +7.5 dBZ 미만이
다.
3.6.2 이론적 근거
파편구름은 두 구름 종류가 부모 뇌우에서
대류의 소산에 의해 생성된다는 점에서 분리된

3.7.1 발사기준
발사 통제자는 비행경로가 기온이 0 ℃ 미만의
고도에 운고가 있는 구름을 포함하고, 불안정
한 날씨와 관련된 비(非)투과 구름을 통과한 비
행경로로 발사체가 지날 경우, 발사할 수 없다.
이 때, 비행경로로부터의 경사거리는 5 nmi 이
하의 거리에서 다음이 발생한 경우이다:
(a) 중간 또는 그 이상의 강수
(b) 레이다의 bright band와 같은 용융강수의
증거

이동형 구름과 유사하다.
3.6.1 (b)(2)에 있는 용어(“파편구름이 부모
운의 운고에서 기온이 –10 ℃ 이상의 고도까지
붕괴되면서 형성되는 것이 관측된다.”)는 구름
정상이 아직 –10 ℃ 이상의 고도로 떨어지지
않은 붕괴형 구름 또는 뇌우를 제외하기 위해
“파편구름”규칙 적용을 효과적으로 제한한다
(고도가 낮아질수록 기온은 증가한다). 그러한
구름은 여전히 정의(“부모 적란운 또는 뇌우

3.7.2 이론적 근거
이러한 종류의 날씨와 관련된 구름은 0 ℃보
다 높은 고도까지 확장되면 높은 벡터 정전기
장을 포함할 수 있다. 수년에 걸친 구름 벡터
정전기장의 수많은 존데 연직 관측자료는 가장
큰 필드와 가장 강력한 전하영역이, 불안정한
날씨와 관련된 층운을 침강시키는 0 ℃ 레벨
근처에서 종종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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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는 Apollo XII 및 the AC 67 사고 모두에

(1) 두께가 1.4 km(4,500 ft) 이상이고 비행경

의해 입증된 것처럼 충분히 광범위한 영역에

로 내 구름층의 일부는 온도가 –20 ℃ 내지 0

퍼져있으며 심각한 유도 위험요소를 구성한다.

℃인 고도에 있다.

이러한 구름에 강한 장을 만드는 전하분리 메

(2) 두께가 1.4 km(4,500 ft) 이상인 두꺼운 구

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지만, 대류

름층에 연결되고, 비행경로로부터 5 nmi 이하

의 셀 및/또는 빙결된 강수의 용융과 관련이

의 경사거리에 있으며, 온도가 –20 ℃ 내지 0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상상황에서 여러 항

℃인 고도에 구름층의 일부라도 존재한다.

공기 연구는 높은 벡터 정전기장과 강수화된

(c) 발사 통제자는 다음과 같은 두꺼운 구름층

얼음 입자가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

이 있다면 (b)(1) 및 (b)(2)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한 종류의 구름에서는 명백한 위험 때문에

수행할 수 있다.

3.7.1 (a)에서와 같이 적당한 강수량이 있거나,

(1) 대류운과 관련이 없는 권운층

3.7.1 (b)와 같이 레이다 bright band가 감지될

(2) 온도가 –15℃ 이하인 고도에 온전히 위치

경우 비행이 금지된다.
이 기준은 불안정한 날씨와 관련된 어떠한

한 경우
(3) 액체 수상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

구름의 두께와 종류 또는 고도를 막론하고 비

우

행을 금지한다. 이 금지는 구름이 0℃ 미만이

(d) 발사 통제자는 구름층이 어느 위치에서나 0

고 3.7.1 (a) 또는 (b)가 비행경로의 5 nmi 이내

dBZ 이상의 레이다 반사율을 포함하지 않으면,

에서 만족될 때마다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는

(b)(1) 및 (b)(2)의 낙뢰발사 확정기준을 적용할

통과하는 구름이 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

필요가 없다. 그것은 비행경로에서 5 nmi 이하

지 않을 경우에도 그러하다. 5 nmi 거리는 중

이다.

간 또는 그 이상의 강수량에 대한 요구사항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통계적 타당성을 가지지 않
은 기존조항이다. 적절한 강수량 또는 레이다
bright band를 포함하는 찬 구름에서 작동하는
모든 전기 발전의 원천이 충분히 가까워지면,
통과한 구름으로 전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
에 이러한 보수적인 제한이 부과된다.

3.8 두꺼운 구름층
3.8.1 발사기준

3.8.2 이론적 근거
이 기준의 적용범위에서 모루운이 제외되지
만, 연결된/분리된 모루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적
용되는지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
다. 그러나 고적운 및 권적운 구름층은 이 규
칙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도가 분리된
구름층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우뚝 솟은 적운
이 이들 층을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전체 두께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이 기준은 연결된 또는 분리된 모루운에는

층운에서의 위험에 대한 LLCC 개발은 구름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구름층은 높이

속 벡터 정전기장의 관측 부족으로 인해 여전

솟은 적운에 의해 물리적으로 연결된 경우 조

히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과거 소련의 과학자

합해야 하지만, 적운은 구름층과 결합되어 층

들에 의한 많은 구름 내 전기장 측정이 있었

두께를 합한 것보다 더 두꺼워지지 않는다.

다. 이 관측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구름속이 고

(b) 다음과 같이 불투명한 구름층을 통과하는

층운에서 권층운으로, 이어 난층운으로 이동하

비행경로로 발사체가 지나갈 경우, 발사 통제

면서 벡터 정전기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자는 발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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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구름층 속에서 두꺼운 구름은 더 큰

ABFM 실험에서 구름층에 높은 벡터 정전기장

최대 벡터 정전기장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

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12].

자료에서 명백한 것은, 낙뢰가 생성되지 않더

따라서 반사율이 낮으면 매우 보수적인 레이다

라도 계층화된 구름은 때로는 고도로 대전될

기반 예외가 기준에 추가된다.

수 있다는 것이다. 두께가 2,000 m(6,500 ft) 이
상인 층 구름은 특히 유도 낙뢰를 생성하는 중

3.9 연기기둥

대한 위협이 된다. 3.8.1 (b)(1)에서, 1.4 km
(4,500 ft)의 두께 한계값은 보수적인 것으로 사
용된다. 강한 전기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20℃ 내지 0℃의 온도범위가
부과된다. 3.8.1 (b)(2)에서, 두꺼운 구름 제한은
3.8.1 (a)(1)에서 정의된 두꺼운 구름층에 (수평
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름층 (두께 또는 고도에

3.9.1 발사기준
(a) 발사 통제자는 구름이 연기기둥에 붙어있는
동안 연기기둥에서 발생한 비(非)투과 적운을
통과시켜 발사체를 운반할 수 없고, 연기기둥
에서 분리된 적운이 발생한 경우, 이후 처음
60분 동안 발사체를 운반할 수 없다.

상관없이)으로 확장된다. 멀리 떨어진 층에서
작동하는 전기의 원천이 침투된 층으로 전하를

3.9.2 이론적 근거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경로의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8.1 (b)(2)의 5 nmi 거리는 불
완전한 통계적 근거를 가진 값이다.

3.9.1 (a)에서, 토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
기둥에 의해 좋은 날씨 벡터 정전기장이 양쪽

3.8.1 (c)에서, 해당 구름층이 활성전기 메커

극성에서 미터당 수백 볼트씩 흔들릴 수 있지

니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혼합상 성분을 가

만[13], 우주비행작전에 있어 본질적으로 위험

지지 않는 경우(즉, 과냉각 물방울, 풍부한 얼

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기가

음 결정체, 융해된 얼음입자 등), 엄격한 요구

조건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큰 면적의 화재로

사항을 완화한다. 이 구름은 또한 전기 원천에

인한 열과 습기로 대류가 시작되어 궁극적으로

서 운반된 전기적 전하로 공급될 수 없다. 대

적운이 발생하며, 높은 벡터 정전기장 및 낙뢰

류가 없을 경우 얼음이 형성될 수 있고, 대류

가 발생할 수 있다[14-16]. 만약 ‘화재에 의

로 인한 상승기류가 없어서 과냉각수 및 혼합

한’ 적운이 연기기둥에 붙어 있다면, 화재는

상의 공급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15 ℃의

대기이온과 전리의 추가적인 원인이 될 수 있

온도가 지정된다.

다. 따라서 구름이 적어도 60분 동안 연기기둥

3.8.1 (d)에서 정의된 두꺼운 구름층은 파편
구름이 아니며 모루운을 포함하지 않는다. 두

에서 분리되지 않는 한 그러한 구름을 통과하
는 비행은 금지된다.

꺼운 구름층이 ‘표면 전기장’기준을 위반하
거나 ‘적운’기준을 위반하는 대류세포 또는

3.10 마찰대전

타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때문에
과거에 전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두꺼운 구
름층은 ‘불안정한 날씨’기준을 위반하지 않
는 것으로 추정되고, 때문에 약한 반사율을 포
함할 경우 강한 대전을 일으키지 않는다. 레이
다 반사율 대 벡터 정전기장에 대한 결정적인
통계적

연구는

현재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3.10.1 발사기준
(a) 발사 통제자는 비행경로가 어떤 고도에 있
든, 구름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통과해 발사체
를 지나게 할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발사할
수 없다.
(1) 온도가 –1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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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사체의 속력이 910 m s-1(3,000 ft s-1)보
다 작거나 같다.
(b) (a)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리적 손상이나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면대전을 통제하기 위한 예방조치와 처치

(1) 발사체는 다음과 같이 표면 대전처리된다.

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정전기 방전을

(i) 얼음입자의 충격에 취약한 발사체의 모든

일으킬 수 있는 구름을 통과하는 발사를 피하

표면은 표면저항이 평방당 109 Ω 미만이어야

기 위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다.

구름은 –10 ℃의 온도에서 발사체의 속력이

(ii) 전도성 물질로 코팅된 유전체 표면을 포

910 m s-1(3,000 ft s-1)을 초과하는 고도에서 발

함한 표면상의 모든 도체는 105 Ω 미만의 저

견된다. 구름의 투명도는 마찰전기를 일으키는

항으로 발사체에 결합된다.

능력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므로 투명구름이 이

(2) 발사 통제자는 시험 또는 분석을 통해 마

러한 조건에 특별히 포함된다. 비행 테스트에

찰대전에 의한 발사체의 정전기 방전이 발사체

서는 항공기의 마찰충전이, 얼음결정이 함유된

또는 우주선에 위험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구름에서 작동할 때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얼음결정은 –10 ℃보다 온

3.10.2 이론적 근거
유전체 및 금속표면을 발사체 외장재에 마찰
대전시키는 것은 비행 중 중요부품에 대한 전
기적 손상 및/또는 심지어는 물리적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5-6, 17]. (대전된 또는 비대전
된)얼음입자가 비행 항공기 또는 우주선과 충
돌하여 분리되면 일반적으로 구름입자와 발사
체 외부표면 사이의 전하를 교환하여 발사체가
대전된다. 입자충돌(마찰전기 제거)과 엔진 대
전으로 인한 발사체 전기화의 탁월한 논의, 그
것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잠재적 해결책
은 [5-6, 18]에 의해 제공된다. 얼음입자는 액
체 물방울보다 전하이동에 훨씬 더 효과적이
다. 레이돔 또는 바람막이 유리와 같이 처리되
지 않은 유전체 표면의 단 1제곱 인치라도 대
전되면, 유전체의 외부 및/또는 내부 표면에서
표면방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발
생하는 순간적인 전기적 현상으로 인해 중요한
탐색 또는 통신이 중단될 수 있다[6]. 금속성
표면에 대전될 경우, 발사체의 퍼텐셜이 수십
또는 수백 킬로볼트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기체에 적절하게 결합되지 않은 금속표면의 차
등 대전으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영향으로 비행을 위한 시스템에 치명적인

난한 구름에서 감지할 수 없으며, 발생하지 않
는다고 본다. 초음속 비행시험에 의해 뒷받침
된 실험실의 얼음 결정과의 충돌 실험결과는
약 910 m s-1(3,000 ft s-1) 이상의 속도에서 결
정이 완전히 녹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가 있음
을 보여주므로, 이 속도보다 높은 경우 마찰전
기가 없어져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신 LLCC를 기준으로 다양한
기상과 관련된 조건에서 발사임무를 위한 기상
발사기준들을 살펴보았다. 발사기준의 핵심은
낙뢰가 발생했거나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것을 회피하는 것이며, 제시된 조건들이 상이
하기 때문에 발사기준을 구성하는 온도, 전기
장의 크기, MRR의 임계값 또한 상이하며 이로
인한 구름경계와 비행경로 사이의 적정거리,
낙뢰 발생 후 발사를 위한 적정 대기시간 또한
조건마다 다르게 구성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LLCC를 비롯한 다
양한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기상발사기준판단절
차서를

작성하였고,

2013년

나로호(Korea

Space Launch Vehicle I, KSLV-I)발사에 활용되
었다. 최신 버전의 LLCC에서 변경되거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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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발사기준들은 기상관련 발사기준 분야에 있

Wright-Patterson

어서 선도적인 자료이며, KSLV-II 발사 시 비행

AFIT/GM/ENP/02M-06,

안전을 위한 기상발사기준판단절차서의 개선에

2002.

도움이 될 것이다.

AFB,

Ohio,

114pp,

14

January

8. Merceret, F. J., J. G. Ward, D. M. Mach,
M. G. Bateman, and J. E. Dye, 2008: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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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착륙선 착륙장치 형상 연구
김진원***

Moon Lander Configuration Study
Jin-Won Kim*

ABSTRACT
The advanced space leading countries have been successful in several moon landings and planetary
landings in recent decad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ssues to be considered for successful lunar
landing and made guideline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landing gear configuration.

The landing

gear of the lunar lander should minimize impact load by vertical and horizontal speeds at landing.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minimize overturning by proper landing gear layout and
configuration. The shock absorber (damper) is mounted on the strut or footpad, and its combination
should be considered.

초 록
우주선진국은
는

달착륙을

최근 수십년간 여러차례

달착륙과 행성착륙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성공적으로

최적의

해왔다. 본

달착륙장치의

연구

형상을 결정

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달착륙선의 착륙장치는 착륙시 수직속도와 수평속도
에 따른 충격하중을 완화하여 임무장비에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적절한
착륙장치
는

배치와

스트럿이나

형상으로
풋패드에도

전복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데，이의

필요하다．충격완화장치（댐퍼）
적절한 조합도

다．
Key Words : Lunar Lander(달착륙선), Landing Gear(착륙장치), Configuration(형상)

*

고려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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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구조적으로 유리하나 약 40도 정도로

1. 서 론

기울어진 상태로 장착됨에 따라 충분한 댐핑이
달착륙은 극심한 우주의 극한환경 하에서 이

어려움에 따른 구조형상이다.

루어지며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적절한 착륙장치의 배치와

착륙장치 스트럿이 바깥으로 크게 벌어져 있

형상설계는 착륙시의 전복 가능성을 낮추고 장

고 무게중심이 낮게 설계되어 전복 안정성이 상

착된 기기로의 충격하중을 낮출 수가 있다.

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착륙사례를 검토하여
달착륙을 성공하기 위하여 착륙장치의 구조의
형상설계 관점에서 고려할 점을 조사하였다.

2. 우주 탐사선 착륙 사례 연구
참고문헌 [1]의 그림 8

2.1 미국의 무인 달착륙, [1]
미국의 서베이어(surveyor)호는 1966~1968년에
걸쳐 달탐사를 목적으로 발사되어, 서베이어호

2.2 러시아의 무인 달착륙, [4]

1, 3, 5, 6, 7호가 월면착륙에 성공하였다.
러시아의 달착륙은 개발 초반 여러회에 걸쳐
실패 후 Luna 9 , 13, 16, 17, 20, 21, 24호가
연착륙에 성공했다.

그림 1. 서베이어호,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복제 전시품

서베이어호는 착륙장치가 3개로 구성되어 있
그림 2. Luna 16 착륙선

으며 충격흡수는 (1)주 스트럿(primary strut)
(2) 풋패드(foot pad)의 허니컴 샌드위치 (3)
Lower Deck 밑에 정6면체의 충격흡수용 댐퍼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설계는 착륙장치 주 스트럿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스트럿에 수직방향 하중이

착륙장치는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착륙시
전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게중심이 낮추고 착
륙장치가 바깥쪽으로 상당히 벌어진 모습을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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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국의 유인 달착륙

방지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다리가 벌어진 상태
로 수직착륙 하중을 받기 위하여 가능한 세운

미국은 유인 달탐사를 위하여 아폴로 11, 12,
14, 15, 16, 17호가 1969 ~ 1972년에 걸쳐 달표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착륙선의 제원은 충분하
게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면에 성공적으로 착륙을 하였다.

그림 4. 러시아 달착륙 시험모듈(LK)
그림 3. 아폴로 11호 달착륙선

이 시험선은 4차례 발사가 이루어져 지구궤
도에서 성공적으로 시험을 하였으나 N1/L3 로

달착륙선의 주스트럿은 수직 충격하중을 직접

켓의 거듭된 개발 실패로 실제 달에 가지는 못

많이 받기 위하여 가능한 수직으로 세워서 장착

하였다. 즉, 미국이 먼저 달착륙에 성공하고 거

하였다. 보조스트럿은 거의 수평으로 장착되어

듭된 로켓의 기술적인 문제로 1974년에 러시아

있으므로 수직착륙하중을 직접적으로 감당하지

는 우주정거장 건설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는 않는다. 착륙선은 착륙시 질량 6,000kg을 고

바꾸었다.

려하여 매우 튼튼한 다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유인착륙선임을 감안하여 전복에 유리한 3-leg
보다는 4-leg 형식의 착륙장치를 사용하여 경사

2.5 러시아의 금성탐사선, [4]

지 착륙에 대비하였다.
또한, 착륙선의 주엔진이나 추력기로부터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단열재로 보호를 하고, 직접적인
화염에 닿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충분히 경사지게
다리의 설계가 되어있다.

1960년대 이후 금성탐사는 당시 소련의 여러
차례에 걸친 실패에 결국 Venera 7호가 1970년
에

최초로

지면

착륙을

성공하고

연이어

Venera 8, 9, 10, 11, 12, 13, 14호가 착륙을 성
공후 1985년 Vega-2도 착륙을 하였다.

2.4 러시아의 유인 달 탐사선 연구
러시아는 유인 달탐사를 계획은 하였으나 기
술적인 문제로 포기한 바가 있다. 그림 4는 러
시아의 달착륙선을 보여주며, 착륙시의 전복을

금성은 대기압이 높아 점성이 극도로 높은
상태이므로 착륙선에는 낙하산이 필요없는 자
유낙하(free fall)가 가능하다. 따라서, 통상의
착륙장치는 없이 트러스(Truss) 모양의 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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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그림 5, 6].
러시아는 현재 Vega-D를 2025년 착륙을 계

미국은 금성에 연착륙한 기록은 없으나 수차
례의

flyby와

궤도선

1회를

성공시켰으며

획하고 있으며, 통상의 착륙장치의 모습이 보

Venus 2는 금성표면에 내려오면서 대기의 측

인다 [그림 7].

정 데이터를 보내오기도 하였다.

유럽우주국(ESA)는 2005년 금성 궤도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으며

일본은

1회씩의

flyby와 궤도선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2.6 유럽의 혜성 착륙 사례
혜성탐사선 필레(Philae)는 인류 최초로 혜성에
착륙하기 위하여 ESA가 개발하였으며, 자세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착륙선 징량 = 98kg
그림 5. Vega 금성 착륙선

- 복합재 착륙장치 질량 = 10kg
- Damping tube, d = 800-1200 N・s/m
- L/G rigidity per leg, k = 1.3x104 N/m
- 착륙시 수직 설계 속도 = 1.5 m/s
- Nominal forces due to foot up to 2.105 N

그림 6. Venera 7 금성 착륙선 상상도, [4] ESA 제공

그림 8. 필레 착륙선

필레는 1.5 m/sec의 속도로 착륙후 혜성표면에
70m/s의 속도로 얼음표면을 뚫고 작살을 발사해
서 닻을 내리고, 착륙장치의 다리는 되튀김 현상
을 억제하도록 충격 완화 설계가 되어 있다. 필
레의 상단에 있는 추력기는 충돌시 바운스를 줄
이고 작살의 반동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그림 7. Venera-D 금성 착륙선 상상도, [4] E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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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 표면이 거의 중력이 없는 상태(10-3 m/s2)
를 고려하여 수직으로 세워서 벽에 충돌하는 시
험으로 착륙장치의 구조건정성 시험을 실시하였
다. 착륙장치의 댐퍼는 그림8에서 화살표 위치에
위치한다.
필레 착륙선은 착륙장치를 가능한 최대로 벌려
무게중심을 거의 바닥까지 낮추어 중력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전복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
는 독특한 구조이다.

2.7 화성 착륙선 사례, [7]
화성에 착륙선으로써 착륙장치를 가지고 완전
히 성공적으로 착륙한 경우는 바이킹(Viking) 1
과 2, 피닉스(Phoenix)의 사례가 있으며, 착륙장치
는 모두 3개를 갖는다. 두 착륙선 모두 주스트럿
을 가능한 세워서 장착하도록 하여 충격하중의
상당부분을 주스트럿 댐퍼에서 흡수하는 구조이
다.

그림 10. 피닉스 화성 착륙선 상상도, NASA 제공

2.8 중국 달착륙 사례
중국의 최초로 창어3호가 2013년에 달착륙에
성공하였다. 착륙선의 중량은 1,200kg이며 그 외
에 기술적인 내용은 공개가 별로 안된 상태이다.
착륙선은 4개의 다리를 갖고 무게중심을 낮춰
전복에 대비하는 평범한 형상이다.

바이킹 착륙선의 중량은 572kg (연료 제외) 이
며 연료는 85kg을 실을 수 있다. 바이킹 1호는
착륙시 22kg의 연료가 남아 있었다.
피닉스 착륙선의 중량은 350kg 으로 비교적 경
량의 착륙선이다.

그림 11. 중국 창어3호 달착륙선

2.9 인도 착륙선 개발 사례
인도는 2018년 중에 챤드라얀-2의 월면착륙을
앞두고 있으며 로보를 포함한 대략적인 중량은
1,250kg이다. 달착륙선은 러시아와 인도가 협력하
여 개발하는 도중에 러시아가 계획된 기간내에
그림 9. 바이킹 화성 착륙선, NASA 제공

착륙선을 제공할 능력이 없다고 언급하자 인도는
자체적으로 착륙선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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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과 같이 착륙선의 형상이 바뀌어 왔으
인도는 착륙시 전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개식

며, 따라서 착륙장치의 장착점, 지면과의 각도,

(retractble) 착륙장치를 채택하여 발사시에는 약

풋패드의 형상, 부스트럿과 주스트럿의 결합위

간 접혀진 상태이나 착륙전에 펼쳐지는 방식을

치 등의 형상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용한다. 또한, 풋패드는 허니컴샌드위치 방식을
사용하여 스트럿의 댐퍼와 함께 충격을 이중으로
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림 13. 달착륙선 형상 Trade-off 연구
현재 착륙선의 형상은 그림 14와 같으며 풋패
드에 허니컴 샌드위치가 장착된 모습이다. 이는
그림 12. 인도의 챤드라얀 달탐사선

착륙후에 다리가 벌어지는 양을 적게하여 주저앉
는 정도를 최소화 하여 Lower Deck에 장착된 추

2.2 항우연의 달착륙선 개발 사례
2016년부터 달탐사 개발사업 2단계 선행연구
가 시작되어 달착륙선의 형상연구가 본격 연구
되었다. 착륙장치의 설계를 위한 구조관련 설계

력기가 월면에 닿기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현 착륙장치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지만 착륙안정성을 위하여 전개식
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으나 중량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기준은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설정하였다.

표 1. 달착륙선 착륙장치 설계기준(잠정)
항

목

기

준

착륙시 질량, M

230kg

수직 착륙속도, Vz

3m/sec

수평 착륙속도

1m/sec

수직방향 최대 가속도

11 g

그림 14. 한국형 달탐사선의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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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계획

표 2. 착륙선 착륙장치 특징 비교

착륙선

착륙지

주요 특징

본 연구에서는 우주비행체의 착륙장치 설계시
고려할 사항과 형상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다음

Surveyor

달

3-leg, 동체에도 지면충
격에 대비한 댐퍼가 있음

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Luna

달

4-leg(*)

Apollo

달

전개식 4-leg

1. 착륙선의 높이가 크면 착륙장치도 따라서 길

Russia LK

달

4-leg(*)

어지게 되며, 이는 보조 착륙장치가 주 착륙장

Chang'e 3

달

4-leg(*)

치의 중간부분에 링크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챤드라얀 2

달

전개식 4-leg

설계가 된다.

한국 달탐사선

달

2. 항우연 달착륙선은 추력기의 길이가 긴 형식
이어서 댐퍼에서 충격을 흡수할 때 월면에 추
력기가 닿을 수도 있으므로 설계시 이를 고려
하여야 한다.
3. 달이나 화성에 착륙한 경우 착륙장치는 3개

고정식 4-leg
(복합재료 적용 검토중)

Vega

금성

스탠드형 받침대

Venera7

금성

스탠드형 받침대

Venera-D

금성

4-leg(*)

Viking

화성

3-leg(*)

Phoeix

화성

3-leg(*)

Philae

혜성

3-leg(복합재료)

(*)

또는 4개가 사용되었으며 중량이 무거운 경

전개식 또는 고정식 착륙장치의 여부 확인 불가

우나 지표면이 편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착
륙장치 4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최근에 혜성탐사선에 탄소섬유 복합재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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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원격탐사데이터를 이용한 지표온도 산출
김용승*

Surface Temperature Retrieval Using Infrared Remote
Sensing Data
Kim, Yongseung*

ABSTRACT

We present the description of technology status and trends on the methods of surface temperature
retrieval using infrared remote sensing data. Throughout this effort, we will seek for a feasible method to
derive the surface temperature from KOMPSAT infrared data that are currently available or planned to be
provided. The surface temperature including both land and sea is one of important parameter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hysical process of exchange of surface energy and water between surface and
atmosphere. The surface temperature has been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that include climate change
such as global warming, water cycle, environmental studies, wild fire detection, heat island impacts, etc. Since
this is the outcome of efforts to produce and provide the surface temperature from remote sensing data in the past
decades and its application will be expected accordingly in the future, we should also participate in such efforts to
better serve our satellite data.
초 록
본 보고서에서는 적외선 원격탐사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표온도를 산출하는 방법들에 대한 기술 현황과 동향에 대

.

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운영 중이거나 개발예정인 다목적실용위성 적외선 데이터로부터 지표온도를 산출할

.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육지와 바다 모두에 해당하는 지표온도는 지표상의 에너지와 물 순환에 관

.

,

,

한 물리적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변수중의 하나이다 지표온도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물순환

,

,

.

환경연구 산불탐지 도시열섬효과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되어왔다 이는 과거 수십여 년 간 원격탐사데이터로부터

,

지표온도를 생산 제공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그 활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위성을 개발·운영 중인 우

.

리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Key Words :

*

,
yskim@kari.re.kr

Infrared Remote Sensing Data(적외선 원격탐사데이터), Mid-wave Infrared(중적외선),
Surface Temperature(지표온도), Surface Emissivity(지표복사율), KOMPSAT(다목적실용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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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온도는 지구표면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와 물

. MWIR(중적외선) 분광대역의 특성은 TIR(열적외
선)과 달리 주간에 위성에서 관측한 신호에 태양광 성
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표온도를 구

순환에 관한 물리적 프로세스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하기 위해 복사전달방정식을 풀 때 열적외선 경우보다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변수이다

복잡도가 더해지고 산출물 정확도에도 불확실성이 증

화 현상인 지구온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

가하게 된다

다

1. 서 론

[1]. 또한 기후변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WMO)의
기후프로그램에서 채택한 Essential Climate Variables
중의 한 변수이기도하다. 지표온도의 상승이 지구의

.

하며

기상과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더
나아가 대기 안에 온실가스의 증가가 어떻게 지표온도

,

를 상승시키며 그 상승된 지표온도가 극지방의 빙하

2. 이론적 배경
지구·대기시스템으로부터 지표온도를 산출하려면

(radiative transfer equation)과
플랑크 법칙(Planck's law)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
우선 복사전달방정식

만년설과 지구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

구대기와 같은 매질에서 복사전달을 지배하는 기본 방

어 한다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일정한 주기

정식은 일찍이

.

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한데 지상관측을 통해 이룩하
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가 이

.

를 가능하게 한다

Chandrasekhar[2]에 의해 정의되었으
며 이는 매질 내에서 전자기파의 흡수(absorption), 방
출(emission), 산란(scattering) 간의 수학 물리적 관계
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위성원격탐사를 이용한 지표온도 모니터링은

1960년대 최초의 기상위성이 발사된 이후 Television
Infrared Observation Satellites(TIROS)와 NOAA 위
성에 탑재된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AVHRR)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시작되
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위성에 탑재된 Thermal
Infrared(TIR) 데이터를 이용해 지표온도를 산출하기

(1)



   


여기서

,

I, j, κ, ρ, s 는 각각 복사량(radiance), 원천함수
,

,

(path length)

계수 질량흡수계수 매질밀도 경로거리

.

를 나타낸다 위 방정식의 해석적 해법은 제한적이어

불리며 지표복사율이 반영된 것으로써 실제 물체의 온

Discrete Ordinate Method 혹
은 Monte Carlo Method와 같은 수치해법이 사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수치해법과 밴드모델이나
line-by-line 계산을 이용해 복사전달모델에서 지표와
대기상단의 복사량을 계산하게 된다. 한편 절대온도

도인

영도를 초과하는 모든 물체는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

.
다룰 위성기반 지표온도는 radiometric temperature,
skin temperature 혹은 brightness temperature 라고
들 연구방법들을 분류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kinetic temperature와는 구별된다.

지표온도뿐만 아니라 지표복사율과 대기 프로파일
을 산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본 내용에 소개되

서 실용적 적용을 위해

그 물체를 흑체로 가정할 때 방출되는 복사량은 다음

:

의 플랑크 법칙으로 표현된다

지만 여러 방법들 중에서 어떤 한 방법이 특별히 우수

.


    


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최적의 방법을 결정할 때

,

탑재센서의 특성 대기 프로파일 및 지표복사율의 가

,



 

용도와 정확도 그리고 방법의 복잡성이나 계산의 효

.
3A호에 탑재된 적외선센서는 단일
분광채널을 가진 Mid-wave Infrared(MWIR) 센서이
율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목적실용위성

여기서

C

λ는




 

(m),

파장

(2)

1=3.741775x10-22W·m3·μm-1 이며

T는 온도(K),
C2=0.0143877 m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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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TRAN[40]을 들 수 있다. 단일채널 방법은 이

이다 위 두 식에서 지표온도를 구하려면 우선 대기상

로

단에서 관측한 복사량을 대기보정 하여 지표에서 흑체

복사전달모델을 이용해 관측한 단일채널 데이터를 대

복사량을 계산하고 식

기보정하여 지표의 복사량을 구하고 알고 있는 복사율

때 지표 물체에 따라 해당 복사율을 적용하며 또한 관

을 이용해 식

(2)을 역변환 하여 얻게 된다. 이

(3 ~ 5 μm)인지 열적외선(8 ~
15 μm)인지에 따라 태양성분의 유무로 복잡도가 달라
진다. 다목적실용위성의 경우에 중적외선을 이용하므
로 복잡도가 추가된다.
심 파장대역이 중적외선

(2)를 통해 지표온도를 얻는다. 산출물의
정확도는 복사전달모델의 정확도, 채널 복사율의 품
질, 대기 프로파일의 정확도, 지형효과의 올바른 구현
에 의존한다. 수많은 픽셀에 대해 대기보정을 위한 복
사전달모델 계산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흔
히 여러 조건에 대해 미리 계산한

.

look-up table이 이

용되기도 한다

3. 지표온도 산출

(3.4-4.1 μm와 8-13
μm)에 대해 0.5%에서 2%이며 산출 지표온도로는 0.4
K에서 1.5 K[25]에 해당한다. 지표복사율 1%의 오류는
덥고 습한 대기의 경우 0.3 K에서 춥고 건조한 대기의
경우 0.7 K까지 지표온도의 오류가 생길 수 있음이 보
고되었다[41]. 대기 프로파일은 radio sounder,
satellite sounder 혹은 기상예보자료에서 구할 수 있
다. 그러나 radio sounder 데이터의 불충분한 공간분
포밀도와 satellite sounder 데이터의 정확도 문제 등으
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해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CEP)과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ECMWF)와 같은 수치기상예보센터에서 제
공하는 대기 프로파일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해상
도가 위성관측치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관측 각도, 지
형 표고, 시공간에 대해 보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복사전달모델의 정확도는 대기창

위성관측데이터로부터 지표온도를 산출하기위해
지난 수십여 년 간 여러가지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었

.

다 이들 결과를 정리한 대표적 문헌으로

.

[3]과 [4]가
MWIR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문헌을 요약하고

스펙트럼에서 단일채널로 관측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실용위성탑재체에 가능한 지표온도 산출방안을 모색

.

하고자 한다 기존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크게 몇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

Li et al.(2013)의 두

가지 분류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두 가지 방법은 지표
복사율을 알 때와 모를 때로 나뉘는데 저자에 따라

Deterministic & Non-deterministic Approaches로 불
리기도 한다[5]. 위 두 가지방법에서 지표복사율을 아
는 경우에 대해 다시 단일 채널 방법, 복수 채널 방법
및 다각도 방법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지표복사율을
모르는 경우는 분류기반 복사율 방범, NDVI기반 복사
율 방법, 주야온도에 무관한 분광지표기반 방법, 2개
온도 방법, 물리기반 주야운영 방법, 회색체(grey
body) 복사율 방법, 온도 복사율 분리법, 인공신경망
방법 등으로 분류한다. 이들 방법들의 가정, 장점 및 제
한사항들이 표 1에 요약, 정리되어 있으며 개별 방법에
대해 다음 절에 약술하고자 한다.
·

3.1.2 복수 채널(Multi-channel) 방법
위에서 기술한 단수 채널 방법은 이론적으로 정확
한 지표온도를 제공하지만 위성통과 시점의 지표복사
율과 대기 프로파일을 얻기가 어려워 실제로 적용하기

.

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대기 프로파일없이 해
수면 온도를 구하기 위한 대안으로

3.1 지표복사율을 알 때 지표온도 산출 방법
3.1.1 단일 채널(Single-channel) 방법

(1)을 이용해 지표상태 및 대기

복사전달방정식 식

프로파일 등을 넣어서 대기상단부에서 투과율과 복사
량을 계산해주는 복사전달모델들이 있으며 대표적으

널의

서로

다른

대기흡수를

11 μm와 12μm 채
이용하는

소위

split-window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며[11] 많은 유
사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split-window 알고리즘을 지표온도 산출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물론 split-window
채널의 지표복사율은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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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의 기본이 되는 선

split-window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이 알고리즘에
서 지표온도(Ts)는 두 개의 인접한 TIR 채널의
brightness temperature T1과 T2의 선형조합으로 표현
된다[11]:

3.2 지표복사율을 모를 때 지표온도 산출

형

Ts =a0 +a1T1 +a2(T1 - T2)

따라 변하는 특성 때문에 위성의 공간해상도에 부합하

.

는 지표복사율을 정확히 구하기는 어렵다 해양에서와

,

1

,

,

표 수분 조도 관측각에 따라 변할 수 있어서 실험실에

ai(i = 0, 1, 2)는 두 채널의 spectral response
function, 채널 복사율, total column water vapor(WV)
및 관측각도의 함수이다. 이 방법으로 계산된 지표온
도의 정확도는 ai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며 이 계수는
몇 가지 대기들과 지표 파라미터로 모의위성자료를 회
귀처리하거나 위성데이터를 현장관측 지표온도와 비

.

교하여 사전에 결정된다 광범위한 지표 형태와 대기
조건들을 포함하는 위성데이터 특성과 그 공간규모에
부합하는 대표적 현장관측 지표온도를 구하는 것이 매

MODTRAN과 같은 복사전달모델
을 이용해 대기상단부의 brightness temperature를 모
사하는 것이 ai 계수를 결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우 어렵기 때문에

.
표복사율 1%의 불확실성이 지표온도 산출에서 0.5 K
서 측정한 지표복사율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지

오류를 낼 수 있음을 상기할 때 우주공간에서 지표복

.

사율을 추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표
복사율을 모를 때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온도를 추산

.

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는 단계별 산출방법으로 지표복사율을 먼저 추산하고

(3.2.1절 - 3.2.3절). 둘

그 다음에 지표온도를 산츨한다

째 방법은 지표복사율과 지표온도를 미지수로 간주하
고 대기보정된 복사량으로부터 동시에 두 변수를 계산

(3.2.4절 - 3.2.9절). 셋째 방법은 지표복사율, 지
표온도와 함께 대기 프로파일 (혹은 대기변수)를 동시
에 산출하는 것이다(3.2.10절 - 3.2.11절).
해낸다

3.2.1 분류기반 복사율 방법

3.1.3 다각도(Multi-angle) 방법

split-window 방법의 원리와 유사하게 다각도 방법
은 주어진 채널로 서로 다른 관측 각도에서 측정할 때

.

경로거리 차이로 인한 대기흡수의 차이에 근거한다

ERS-1의 탑재
체 Along Track Scanning Radiometer(ATSR)의
biangular 운영모드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지
표온도와 해수면온도는 Viewing Zenith Angle(VZA)
이 방법은 최초의 유럽 원격탐사위성인

에 무관하며 대기는 수평적으로 균일하고 안정하다는

.

지표가 불균일하고 지표복사율이 관측각과 파장에

달리 육지의 복사율은 과 차이가 많이 나고 식생 지

여기서

가정 하에 방법이 개발되고 이후

방법

WV 의존성을 줄이는

개선안이 나왔다 이 방법의 단점은 관측각도에 따른
복사율 데이터의 부재와 지표온도가 관측각도에 의존

.

하는데 있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 측정된 관측치가 경
로거리의 차이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잡

.
각도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기하등록(registration)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음에 의해 알고리즘이 불안정해진다 픽셀들이 다른

이 방법은 유사하게 분류된 토지피복이 지표복사율
도 유사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종래의 토지피복 정

look-up table로부터 지표복사율을 결정
70%의 토지피
복에 대한 지표복사율을 0.01(즉, 0.5 K) 정확도까지 맞
출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프로세싱 측면에서 이 방법
보에 근거한

.

한다 이론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은 가장 단순하며 지표면이 정확히 분류되고 개별 등
급이 잘 알려진 지표복사율을 가진다면 정확한 지표복

.

사율을 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이해서 지표복사율을 결정하고 나면 지표온
도는

3.1절에 기술한 방법들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 지

표온도의 정확도는 주로 지표복사율 정확도에 따르며

,

,

토양수분 식생의 생물리학적 계절변동 눈과 얼음의

.

존재에 따라 떨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시․근적외

(VNIR) 데이터를 이용한 분류는 일반적으로 열적외
선(TIR) 채널의 지표복사율과 상관관계가 없으며 분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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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불연속성은 지표복사율 지도에서 불연속

분광형태만을 구할 수 있어서 실제 복사율을 구하려면

선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 정보와 가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

이 방법은 지표복사율의 파장변화가 작은 영역 예를

도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대기보정이 필요하고 정확이

들어 약

같은 지점으로 기하등록이 된

.

(

11 μm과 12 μm 사이)에 적합함을 알아야 한다.

.

.

MWIR 채널과 TIR 채널

데이터가 요구된다

3.2.2 NDVI기반 복사율 방법

NDVI와 열적외선
의 지표복사율간의 통계적 관계에 근거한다. 최초 방
법은 8-14 μm 대역 열적외선 지표복사율과 로그
NDVI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시작했고 복잡
성을 개선하여 운영성을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의 적용에는 다음의 가정이 필요하다: 1)지표
는 토양과 식생만으로 구성된다. 2)토양의 복사율은
적색 채널의 지표 반사율에 선형 비례한다. 3)지표복
사율은 픽셀내의 식생분율에 선형 비례한다.
방법이 단순해서 VNIR 데이터가 가용한 여러 가지

3.2.4 두 온도 방법

센서에 이제까지 적용되어왔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려

분광형태에 대한 가정이 필요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면 토양과 식생에 대한

이 방법은

식생분율

이 불안정하고 센서 노이즈와 대기보정 오류에 매우

의 복사율이 파장에 따라 복잡하므로 이를 미리 정해

민감해서 산출 정확도를 늘 보장할 수는 없다

야 하는 일이 정확도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고리즘과 마찬가지로 두 시간대에 관측한 영상데이터

토양에 대한

에 대해 정확한 기하등록이 요구된다

같은 지표물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

3.2.5 물리기반 주야 운영 방법

이 방법은 근적외선에서 산출한

NDVI 한계치 및 지표복사율,
, cavity 효과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토양
.

NDVI-지표복사율 관계식이 10-12 μm 대
역에만 좋은 결과를 낸다는 점과 물, 얼음, 눈, 암석과
.

적된다

3.2.3 주야 온도에 무관한 분광지표 방법

temperature-independent spectral-indices(TISI) 알
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표복사율이 주야간 관측

. MWIR
채널에서 양방향 반사율(bidirectional reflectivity)을
먼저 구하고 나서 그 MWIR 채널의 방향 복사율
(directional emissivity)을 추출한다. 그 후에 TISI 개념
에 근거해 TIR 채널의 지표복사율을 두 채널 TISI와
MWIR 채널의 복사율을 이용해 계산한다.
사이에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지표면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지 않
아 어떤 지표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TISI가 분광밴드에 의존적인 점과 실제 복사율이 아닌

이 방법은 복수의 관측치를 이용해 미지수를 줄이

.

TIR 채널과 지표복사율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N 채널로 두
시간대에 지표면을 관측하면 2N개의 관측치와 N+2개
(N개의 지표복사율과 2개의 지표온도)의 미지수가 존
재하게 된다. 만일, 2N≥N+2 인 경우에 즉, N≥2 이면
지표복사율과 지표온도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다. 이
는데 있다 대기보정이 된

때 물론 지표면이 균일하고 토양수분의 변화가 작다는

.

가정이 필요하다 이 방법의 주 장점은 지표복사율의

.

2N개의 방정식이 상관관계가 높아서 해들
. TISI 알

.

TISI 알고리즘과 두 온도 방법에 근거해 이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주야간에 지표복사율이 크게 변하지 않

MWIR 채널의 angular form factor도 매우 낮은
(<2%)율을 갖는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 방법으
로 해를 구하려면 , 주야로 관측하는 2N채널의 관측치
에 N+7의 미지수(N채널 지표복사율, 2 지표온도, 2
Ta, 2 WV와 1 angular formfactor)가 있으므로 관측채
널은 7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 우선 낮 동안의 MWIR 채널 복
으며
변화

사량에서 태양성분이 방정식들 간의 상관도를 상당히
떨어뜨려서 해가 정확해진다는 점과 지표복사율과 지

.
Ta(지표면 수준의 대기온도)와 WV를 도입함으
로써 TISI 알고리즘이나 두 온도 방법처럼 높은 정확
표온도를 동시에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리고

187

김용승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2 (2017) pp. 182~196

.

도의 대기보정이 필요없고 주야간 관측 시간의 차이가

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대기보

며칠이 되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법도 서로 다른

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

시간대의 관측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하등록 문제나

VZA 변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water vapor scaling을 이용한
개선안도 제안된 바 있다[29].
3.2.8 반복적 TES 방법

3.2.6 회색체 복사율 방법

10 μm 이상
의 TIR 파장대역에 대해 지표복사율이 평탄함 즉, 파
장에 독립적임을 가정한다. 이 점이 장점이기도 하지
만 또한 제한사항이 된다. 적어도 동일한 지표복사율
을 갖는 두 개의 TIR 채널이 필요하고 대기보정도 정
확해야한다. 두 온도 방법과 유사하게 이 방법도 TIR
이 방법은 미지수 개수를 줄이기 위해

이 방법은 전형적인 지표복사율 스펙트럼이 대기에
의한 분광특성에 비해 좀 더 매끄럽다는 사실에 근거

.

해 개발되었다 복사전달방정식에 따라서 만일 지표온
도가 정확히 계산되지 않으면 이에 대응하는 지표복사

,

율 스펙트럼은 대기의 분광특성 즉 대기흡수로 인한

.

톱니패턴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최상의 지표
온도와 지표복사율은 추출한 지표복사율의 매끄러움

.
TIR 데이터로부터 반복적으로 지표복

관측치들 간에 상관도가 높아 센서 노이즈와 대기보정

정도가 최고일 때 얻게 된다 이 방법은 이러한 특징을

오류에 매우 민감하다 다중 채널

이용해 초분광

.

TIR 데이터에서 지

표복사율이 동일한 두 채널을 찾기가 어려워 오히려

사율과 지표온도를 추출하는 것으로 개발되었고 이후

초다중분광데이터에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지표복사율의 매끄러움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준이 제시되었다

3.2.7 온도․복사율 분리법

구결과 산출 정확도는 전형적 지표물에 대해 매끄러움

.

.

이 방법에 대한 매끄러움과 관측잡음의 민감도 연

temperature emissivity separation(TES)로 알려진
이 방법은 미지수 개수만큼 방정식 수를 늘이기 위해
분광대비율과 최소복사율 간의 경험적 관계식을 이용

. 알고리즘은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normalized emissivity method(NEM), ratio(RAT),
minimum-maximum difference(MMD). NEM 모듈은
한다

대기보정된 지표면 수준의 복사량으로부터 초기치 지
표온도와 정규화된 복사율을 계산하며

RAT 모듈은
.

정도에 대한 가정이 무시할만하며

.

SNR에 의존적임을

알아냈다 마찬가지로 이 방법도 대기보정이 산출정확

.

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9 구간 선형 복사율 TES 방법
이 방법은 회색체 복사율 방법에 착안하여 초분광

TIR 데이터로부터 지표온도와 지표복사율을 동시에
산출한다. 지표복사율 스펙트럼을 M개의 구간으로 나

정규화된 복사율과 그 평균값의 비율을 산출한다 이

눠서 각 구간의 복사율이 파장에 선형 비례한다는 가

어서

정이 사용된다 선형 비례 지표복사율 가정은 구간거리

MMD 모듈은 분광대비율을 계산하고 최소복사

율과 이 분광대비율간의 경험식을 이용하여 최소 지표
복사율을 추정하며 최종적으로 다른 채널의 지표복사

.

율과 지표온도를 결정한다

TES 알고리즘의 주요 장점은 효과적인 위 세 모듈

을 합쳐서 지표복사율과 지표온도를 산출하며 지표복

.
를 잘 선택(예, 10 cm-1)함으로써 오류를 줄 일수 있다.
반복적 TES 방법에 비해 이 방법은 특이점(singular
point)이 덜 발생하고 잡음과 하향대기복사량의 불확실
성에 덜 민감하다. 고온 다습 대기에 적합하나 초분광
TIR 데이터가 필요하고 정확한 대기보정이 요구된다.
·

사율의 분광변화와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자연 지표

,

물 특별히 분광대비율이 높은 암석과 토양에도 적용

.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분광대비율이

( , , ,

)

,

낮은 지표물 예 물 눈 식생 과 고온 다습한 대기환경

3.2.10 인공신경망 방법
인공신경망은 매우 복잡하고 비선형의 병렬계산이
가능해서 원격탐사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사용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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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다 기존 산출방법에 비해 인공신경망 방법은 복

4. 요약 및 결론

잡한 패턴을 학습하거나 잡음 환경을 일반화 시키고

.

지식과 물리적 제한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본 보고서에서는 적외선 원격탐사데이터를 이용해

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지표와 대기의 생물리학적 변수

지표온도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기술하였다

들을 산출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개발이 시도되고 이

위성관측 원격탐사데이터로부터 지표온도를 산출하

로부터 지표온도 및 지표복사율을 산출하거나 대기 프

TIR 데이터를 이
용해 수용할만한 정확도의 대기온도, 지표복사율 및
대기 프로파일을 동시에 산출하는 시도가 있었다.

려면 이론적으로 복사전달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방

로파일을 추출하였다 나아가 초분광

정식은 지표온도와 지표복사율 두 개의 미지수를 포함

.

.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지표온도에 대한 해를 구할 수

.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해를 구하려면 지표복사율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신경망이 마치 블랙박스 같

알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방정식 개수를 늘이기 위해

아서 어떠한 입력에도 결과를 내기 때문에 산출과정이

관측채널 수를 증가시키고 상응하는 합당한 가정을

잘 조정될 수 없고 개별 입력에 대한 가중치를 해석하

해서 풀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방법들을 크

기 어려워 결과를 개선시키기 어렵다 인공신경망의

(architecture)와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가 중요하다. 이제까지 어떤 특정문제에 보편타
당한 인공신경망 구조가 없었다. 더불어 훈련 데이터

게 지표복사율을 알 때와 모를 때의 경우로 분류하였

구현에서 구조

다 지표복사율을 아는 경우는 단일채널 방법 복수채

의 크기와 대표성이 산출결과물의 정확도와 연결되어

지표복사율을 먼저 추산하고 그 다음에 지표온도를 산

있으므로 이의 결정도 신중해야한다

츨하는 방법 둘째 지표복사율과 지표온도를 미지수

.

.

.

.

,

,

.

널 방법 다각도 방법으로 세분하여 기술하였다 지표

,

복사율을 모르는 경우는 첫째 단계별 산출방법으로

,

,

로 간주하고 대기보정된 복사량으로부터 동시에 두 변

3.2.11 2단계 물리적 산출 방법

,

,

,

수를 계산하는 방법 셋째 지표복사율 지표온도와 함

이 방법은 대기 프로파일 산출 개념에서 유래되었

.

다 첫 단계에서는 대기 복사전달방정식을 대기 온·습

프로파일,
지표온도,
지표복사율로
tangent-linearize화 한다. 이렇게 처리된 복사전달방
도

(

)

께 대기 프로파일 혹은 대기변수 를 동시에 산출하는

.

방법으로 나눠서 해당 알고리즘들을 요약하였다

현실적으로 이들 방법 중에서 다목적실용위성의 관
측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지표복사율

정식에 근거해 대기 및 지표 변수들에 대한 초기 추정

을 제공하여 지표온도를 산출하는 단일채널 방법이 될

치를 가정하고 원격탐사데이터를 이용해 일련의 방정

것이다 지표복사율 데이터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 분

식을 세운다

류기반 방법이나 다목적실용위성의 가시·근적외선 데

. 이와 동시에 주성분 분석 기법과
Tikhonov regularization 방법을 사용하여 미지수 수
를 줄여서 regularization 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단계에서는 초기 추정 프로파일로 regularization

.

기술한 인공신경망 결과를 사용할 수도 있다 충분한

NDVI 방법으로 지표복사율을 계산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대기 복사전달모델을
이용한다면 DEM 데이터, Solar Zenith Angle(SZA),
Viewing Zenith Angle(VZA), sensor response
function 등의 입력데이터가 필요하다. 아무튼 기존의
단일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이 TIR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MWIR 데이터를 이용한 사례가 없어 이 시도
는 매우 도전적이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MWIR 데이터인 경우 태양성분을 대기보정 과정에서

수의 채널이 필요하고 알고리즘이 복잡한 특성 때문에

추가로 제거해야 하므로 이 과정이 또한 지표온도 산

계산이 오래 걸려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출 정확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기존 단일 채널 방

있다

법이 대기보정을 위해 복사전달모델과 대기 프로파일

해와 뉴톤식 반복 알고리즘을 사용해 대기 온·습도 프

,
,
(maximumlikelihood solution)를 얻는다.

로파일 지표온도 지표복사율에 대한 최대우도해
이 방법은 초기 추정치에 매우 의존적이어서 이를

,

개선하는 것이 좋은 접근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

.

이터를 이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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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보정을 할 수

.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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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

법

1. 지표온도 산출방법 비교[4]

가 정

장 점

제약 및 단점

Cristobal et

-픽셀 복사율 필요
-정확한 대기프로파일 및
복사전달모델 필요
단일
채널
방법

-단순성
특이 가정
없음

-대기프로파일이

-단일 TIR채
널

센서에

적용 가능

지표온

도 산출 정확도에 영향
-대기보정계산에 많은 시
간 소요
-대기수분이 많은 곳에서
경험식을 사용할 때 결
과가 나쁨

-단순성

및

고효율

복수
복사율을
알 때

채널
방법

-각 채널 픽셀 복사율 필요

-정확한 대기

-다양한 모수화계수 가능

인접 TIR

프로파일

하여 성능에 차이있는

채널간에

불필요

split-window 알고리즘

서로 다른
대기흡수

-대기창에 적

유발

어도 2개의

-대기수분이 많은 곳 혹은

TIR 채널이

VZA가 큰 경우에 정확

있는

도가 떨어짐

센서

참고문헌

에 적합

al. (2009)
Jimenez-Mu
noz

and

S o b r i n o
(2003)
Jimenez-Mu
noz

et

al.

(2009)
Qin

et

al.

(2001)
Becker

and

Li (1990)
McMillin
(1975)
Sobrino

et

al. (1994)
Wan

and

D o z i e r
(1996)

-단순성 및
-지표온도
와 VZA
는

상호

다각도

독립적

방법

-대기는 수
평적으로
균일하고
안정적

고효율
-정확한 대기
프로파일
불필요
-지표온도
산출 정확
도는 대기
흡수가스의
광학특성에
둔감

-픽셀규모의 복사율 각
변동 필요
-경사 경로거리 차이가
커야함
-정확한 기하등록 필요
-균일한 표면에만 적용

P r a t a
(1993)
Sobrino

et

al. (1996)
Soria

and

S o b r i n 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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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지도

및

등급별

복사율 필요
동일

클래

분류기반

스의

지표

복사율

물은

동일

방법

한

복사율

을 가짐

-단순성
-정확한 대
기복사보
정 불필요

-지표의 계절 및 동적
상태가 정확도에 영향

Peres

and

DaCamara

-저해상도인 경우에 정

(2005)

확도 떨어지고 대비되

Snyder

는 복사율들이 혼재하

al. (1998)

et

는 등급에 대해 신뢰
도 감소
-지표가 토
양과 식생
NDVI기반
복사율
방법

으로 구성
-복사율 변
동은 픽셀
내 식생분
율에 선형

복사율을

비례

모를 때

-단순성
-토양과 식생의 복사율

red/NIR

과 NDVI 한계치, 식생

(1996)

채널이 있

분율,

Van

는 센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정확

Griend

적합

도에 영향

Owe (1993)

-정확한 대
기복사보

무관한
분광지표
방법

율이

비
동일

하거나
야간

기보정으
로 충분

정확도 떨어짐

Raissouni
(2000)

-근사치 대기보정 필요

Jiang et al.

-MWIR 1채널, TIR 대

(2006)

기창 1채널의 최소 2

Li

and

채널 필요

B e c k e r

반을 가지

-정확한 기하등록 필요

(1993)

며 다양한

-주야관측은 유사한 관측

Li

지표에 적합

각에서 이루어져야 함

복사율은
두시간대에

터에 보다
적합
-지표온도
와 지표복
사율을 동
시에 산출

and

Sobrino and

변화

가 없음

동일

-토양만의 피복에 대해

de

-물리적 기

위성데이

방법

효과에

Caselles

주

-정지궤도

두 온도

cavity

정 불필요

복사율

and

- T I R ,

-근사한 대
주야온도에

Valor

-정확한 대기보정 필요
-다른 시간대의 큰 온
도차가 있는

다수의

TIR데이터
-정확한 기하등록 필요
-센서 노이즈와 대기보
정 오류에 민감
-관측은 유사한 관측각
에서 이루어져야 함

et

al.

(2000)
Peres et al.
(2010)
Peres

and

DaCamara
(2004)
W a t s o 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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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대
기 프로파
일 불필요
-MWIR채널
-주야간 지
표복사율

물리
기반
주야
운영
방법

의

변화

가

크지

않음
-MWIR채
널 에 서
Angular
f o r m
f ac t o r 의
변 화 가
작음

들을 이용
하면 보다
안정적이
며 정확함
-산출시 대
기 프로파
일을 수정
해주면 지
표온도와
복사율의
정확도가
향상됨

-MWIR과 TIR 대기창
의 여러채널에서 다수
시간대의 데이터 필요
-정확한 기하등록 필요
-근사치 대기 프로파일
필요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Wan (1999)
Wan and Li
(1997)

초기 추정치 필요
-유사한

관측각도에서

관측이 이루어져야 함

-물리적 기
반에서 지
표온도와 복
사율을 정확
히 산출

-정확한 대기보정 필요
-다수 시간
회색체
(grey
body)
복사율
방법

대 데이터
복사율

스

펙트럼에
평탄한
역 존재

영

일 필요는
없음
-지표온도
와 지표복
사율을 동
시에 산출

-동일한 복사율의 최소
2채널 필요
-대부분의 경우 가정이
맞지 않음
-다중스펙트럼 TIR 채
널에서 복사율이 동일
한
2채널을 찾기 어려움
-센서 노이즈와 대기보
정 오류에 민감

Barducci
and
(1996)

Pi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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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
복사율
분리법
(TES)

-최대복사

-정확한 대기보정 필요

율의 개선

-대기창내에서 최소 3

-복사율 형태

개의 TIR 채널 필요

최소복사율

에 대한 가

과

정 불필요

분광대

비율간

관

-어떤 종류

계식은

지

의 지표에

전반에

대해서도

표
적용

-정확도는 대기보정 및
최소복사율과

분광대

비율간 관계식에 의존
-회색체에

불확실성이

보다 심각

지표온도

-내재하는 부정확한 스

와 지표복

케일링 거동으로 인해

사율을 동

회색체

시에 산출

불연속성 발생

Gillespie et
al.

(1998,

1999, 2011)

가장자리에서

-성능은 매
끄러움 정
도에 둔감
복사율
반복적

스

-높은 SNR

펙트럼은

이

TES

대기의

정확도 제

방법

광흡수보다

분

매끄러움

높은

공
-지표온도
와 지표복

-정확한 대기보정 필요
-초분광 TIR 데이터에
적합
-분광이동과 FWHM의
변동에 민감
-특이점

발생이

해를

B o r e l
( 1 9 9 7 ,
1998, 2008)

산출하기 어렵게 함

사율을 동
시에 산출

-특이점 발

구간
선형
복사율
TES
방법

-복사율 스

생

펙트럼을

백색 잡음

-정확한 대기보정 필요

M구간으로

에 강함

-하향 대기복사량 필요

- 고 온· 다습

-초분광 TIR 데이터에

나눔
-각 구간에

감소,

대기에 적합

서

복사율

-지표온도

은

파장에

와 지표복

선형 비례

사율을 동
시에 산출

적합
-TIR 채널의 중심파장
이동에 민감

Wang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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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형
태로부터

인공신경

특이 가정

망 방법

없음

학습 가능

-인공신경망 구조와 훈

-잡음환경

련데이터에 크게 의존

의 일반화

-적합한 구조, 훈련방안

-지식과 다

및 대표적 훈련데이터

Aires et al.

결정이 어려움

( 2 0 0 1 ,

양한 물리
적 제한을
통합

-산출과정을 잘 조정할
수 없음

2002)
Wang et al.

-지표온도,

-각 입력에 대한 가중

지표복사

치를 해석해서 결과를

율 및 대

개선하기 어려움

(2013)

기 프로파
일을 동시
에 산출

-복사전달
방정식의
단순화를
위해

거

울표면반
사와
2단계
물리적

일

정한
-angular

산출

f o r m

방법

factor 사
용
-미지수 개
수를

줄

이기

위

해
사용

PCA

-대기복사
보정 불필
요
-산출물을
안정적이
고 정확히
하기위해
PCA
Tikhonov
regulariz
용

-낮은

사

컴퓨터

효율로

적용에 제한
-충분한

개수의

채널

필요
-복사율,
대기

와

ation

-복잡성

지표온도

온․습도에

및
대한

초기 추정치 필요
-산출물은 초기 추정치
에 매우 의존적임

Li

et

(2007)
Ma et al.
(2000,
2002)

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