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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항공산업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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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Aircraft Industry Outlook
Chang, Taejin*

ABSTRACT

This paper shows the current status and forecast of the world aircraft industry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issues and making industry policies about it. From the market research,
$13.99 billion of aircraft was delivered in 2016 and about $3.9 trillion of aircraft will be built
from 2018 to 2027. During the next decade, the military aircraft share will shrink from 17% to
13% and the growth rate of whole aircraft industry is expected smaller than before. Airbus and
Boeing have more power over the industry and their sub contracters face stronger pressure to
cost reduction. The aircraft industry is anticipated to be a new growth engine of Korean
economy and the path to pease on Korean peninsula will support the growth by enlarging the
air traffic and the MRO demand around Korea.
초 록
본고는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후 정부정책 및 연구계획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계 항공 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6년 세계 항공기 생산규모
는 약 3,199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3조 9,121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군수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Airbus 및 Boeing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업용 무인기를 중심으로 무인
기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거 10년과 비교하여 향후 10년은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며, 하청생산이 주를 이루는 국내 업체들은 보다 높아진 비용절감 압력을 직
면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항공산업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
선은 MRO 등 항공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Aircraft Industry(항공산업), market result(시장성과), market forecast(시장전망)

* 장태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연구부 정책총괄팀
tjchang@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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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경제는 고립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 그
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불
확실성의 증가와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및 금
리 인상에 따른 조정국면으로의 전환되고 있
어, 기존의 성장 산업들이 축소되는 한편 새로

2018-2037(COM)은 향후 20년간 세계 경제가
연평균 약 2.8% 성장하여 그림 1과 같이 항공
운항규모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약 4.7%로
전망하였고, Airbus는 Global Market Forecast
2018-2037(GMF)에서 향후 20년간 항공운항규
모의 CAGR을 약 4.4%로 전망하였다. 군 분야
는 세계 경기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상황 및

운 성장분야에서도 미래가 의심받고 있다. 국

국방정책, 주변 정세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

내의 경우도 조선,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산

로 지역별 긴장구도와 정치적 쟁점도 고려할

업들이 하강국면을 맞이하는 한편 반도체,

IT

필요가 있다.

등의 분야도 강력하게 위협받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등장이 요구되고 있다.

2.1 민간항공기 시장 전망

한편 항공우주분야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임과 동시에 높은 고용효과로 인하여 오랜 기
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주목받아 왔으나
국내 사정상 아직 타 산업분야와 비교하여 세
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내
부적으로 국내 군수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
으며, 외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기술경쟁력 및
시장지배력이 낮아 시장 동향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Forecast International社(F/I)와
Teal Group社(Teal)에서 발표한 시장 전망 분
본고에서는

석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 보도 및 관련 보고서

민간항공기 시장은

Airbus와 Boeing이 지배

하고 있는 대형여객기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중
형항공기 시장을 중심으로 러시아(SSJ), 중국

(ARJ21, MA700), 일본(MRJ) 등이 새로 시장에
참여하는 등 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요 측면을 살펴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2027년경 아시아-태평양의 항공운항 수요는 타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중국내 항공운

6.1% 성장하여 북미 및 유럽
지역 내 운항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 수요도 연평균

등을 참조하여 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세계 항공기 산업 전망
F/I, Teal 등의 집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2016년 세계 완제기 시장 규모는 약 3,199억
달러1)로서 이 중 민간분야가 약 3/4가량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경기 변화에 따른 여객수요 및 물류 수
송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민간분야에
대하여,

Boeing의 Commercial Market Outlook

1) <표 9>와 같은 기준을 적용.
단, 일반항공기 매출(GAMA, 2017)과 무인기시장규모(2016년의 F/I
와 Teal의 시장 전망치)는 별도 기준 적용

그림 1 지역별 항공교통 성장 전망(CM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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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장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소형(100~230석)
중형(~300석)
대형(~350석)
초대형(350석이상)

28,550
5,480
1,760
1,590

32,000
14,000
6,000
6,000

총계*

37,390

58,000

자료 : GMF, 2018
*화물기 830대, 2,000억 달러

표 2. Boeing의 여객기 생산전망(2018~2037)
세부시장

여객기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리저널젯
단일통로기
광동체기

2,320
31,360
8,070

1,100
34,800
24,800

계

41,750

60,700

980

2,800

42,730

63,500

화물기
총계

8.8조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중에서 지상정비와 수리, 개조 등 MRO와
관련된 부분은 약 2.2~2.4조 달러 수준으로 나
타난다.
다음으로 민간항공기 시장에 대한 F/I와
Teal의 전망을 살펴보면, 향후 10년간 약 1만7
천 대의 대형여객기와 약 3천 대의 중형항공기
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젯을 포함한 일반항공기는 약 2만4천대 가량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약

표 1. Airbus의 여객기 생산전망(2018~2037)

자료 : CMO, 2018

20년간 여객기 생산전망에 대하여 <표
1>과 <표 2>에서와 같이 Airbus와 Boeing은
각각 37,390대 및 42,730대의 여객기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Airbus가
Boeing보다 단일통로기의 비중을 다소 낮게 추
정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20년 간 지역별 항
공기 수요를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향후

그림 2 서비스 시장 전망(GMF,2018)

유럽 및 북미지역을 넘어 가장 많은 항공기를
구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GMF 추정

43%,

CMO 추정 40%)
한편, 기존과 달리 2018년 발표된 GMF와
CMO에서는 여객기 운항과 관련된 서비스 분
야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Airbus는 <그림
2>와 같이 항공기 및 비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
정하여 정비 및 관리시스템(Aircraft Easy to
Operate), 파일롯 육성을 포함한 항공기 운항
(Flight Operations Services), 객실 서비스
(Passenger experience)등이 향후 20년간 약 4.6
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고

Boeing은 <그림 3>과 같이 마케팅, 지상 작업
등 항공사의 전반적인 운영 분야를 포함하여

5

그림 3 서비스 시장 전망(CM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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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형여객기 시장 전망 비교(2018~2027)
세부시장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단일통로기

(F/I)
(Teal)

13.000
12,828

14,285.3
6,415.2

광동체기

(F/I)
(Teal)

4,255
4,036

13,098.4
5,178.5

초대형기

(F/I)
(Teal)

86
58

363.0
209.4

총계

(F/I)
(Teal)

17,341
16,690

27,746.7
11,803.1

망하고 있어 분석자료 간의 차이가 단일통로기
시장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 : F/I ; Civil Aircraft Forecast, 2018
Teal; World Military & Civil Aircraft Briefing, 2018

F/I와 Teal은 <표
3>과 같이 향후 10년간 각각 17,341대(약
27,747억 달러)와 16,690대(약 11,303억 달러)의
대형여객기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
는 전년도의 전망치(박승현 외, 2017) 17,149대
(F/I) 및 13,944대(Teal)와 비교하여 다소 증가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형여객기 시장에 대하여

그림 4 대형여객기 생산대수 전망(2018-2027)
표 4. 중형항공기 시장 전망 비교(2018~2027)
세부시장

며, 금액기준으로도 단일통로기 시장이 광동체
기 시장보다 다소 클 것으로 전망된다.

A320Neo와 737MAX
등의 신형기종이 2020년경부터 기존의 A320
및 737을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며, 광
동체기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낮은 A380, 747-8
이 2025년 경 생산이 종료되어 이후엔 쌍발 여
객기만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Boeing
은 757 및 767의 후계기종으로 New Midsize
Airplane(NMA) 개발을 제시하였는데, Teal은
2027년경 797기종이 20대 가량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F/I의 전망치에는 반영되
지 않고 있다.
향후 10년간의 연도별 대형여객기 생산전망
을 살펴보면 <그림 4>에서와 같이 F/I는 2020
년에 급격한 감소 이후 2022년 이후 완만한 성
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반면, Teal은
2022년 이후 급격히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

금액(억달러)

터보프롭

(F/I)
(Teal)

1,174
1,151

303.5
232.8

리저널젯

(F/I)
(Teal)

1,953
1,470

1,032.2
465.2

총계

(F/I)
(Teal)

3,127
2,621

1,335.7
698.0

대형여객기 시장에서는 대수 기준으로 단일
통로기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

생산대수(대)

자료 : F/I ; Civil Aircraft Forecast, 2018
Teal; World Military & Civil Aircraft Briefing, 2018

단일통로기 시장에서는

F/I와 Teal은 <표
4>와 같이 향후 10년간 각각 3,127대와 2,621대
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시장 분류에 있
어서 Teal이 Bombardier의 Cseries를 모두 대
형여객기로 분류한 것과 달리 F/I는 CS100모
델을 리저널젯으로 분류하였으며, CS100을 제
외한 경우 F/I의 전망치는 2,906대로 10%가량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터보프롭기 생
산대수는 각각 1,174대와 1,151대로 서로 유사
하게 나타난다. CS100기종을 제외한 연도별 중
형항공기 생산대수를 살펴보면,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터보프롭기 시장과 달리 F/I는
중형항공기 시장에 대하여

리저널젯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

Teal은 2023년 이후 완만히 감소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5>
고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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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항공기 시장 전망 비교(2018~2027)
세부시장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일반항공기

(F/I)
(Teal)

15,938
2,887

279.3
167.9

비즈니스젯

(F/I)
(Teal)

8,473
8,520

2,306.0
2,552.4

총계

(F/I)
(Teal)

24,411
11,407

2,585.3
2,720.3

자료 : F/I ; Civil Aircraft Forecast, 2018
Teal; World Military & Civil Aircraft Briefing, 2018

그림 5 중형항공기 생산대수 전망(2018-2027)

중형항공기 시장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장진입이 이루어져 왔으며, 일본의

MRJ는

447대2)를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
다. 기존의 리저널젯 시장에서

Embraer와 함께
양강 체제를 구축하였던 Bombardier는 리저널
젯의 대형화에 따라 단일통로기 시장도 포함하

Cseries를 개발하여 Airbus 및 Boeing의 견
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Cseries가 Airbus의 A2203)
으로 편입되었고, Embraer는 Boeing과 자사의
는

항공기 및 서비스에 대한 조인트벤처 설립에

MOU를 체결하는 등 오히려 Airbus와
Boeing의 시장지배력이 중형항공기 시장에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4)
일반항공기 시장은 <표 5>와 같이 향후 10
년 간 F/I는 피스톤엔진 항공기와 터보프롭엔
진 항공기를 포함하여 총 24,41대(약 2,585억
달러)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Teal은
터보프롭기 및 비즈니스젯이 총 11,407대(약
2,720억 달러)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한

그림 6 비즈니스젯 생산전망 비교(2018-2027)

이 중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즈니스젯

10년간 8,500대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I와 Teal의 연도별 전망치를
비교한 <그림 6>에서와 같이 단일통로기 및
리저널젯의 경우와 비슷하게 F/I는 2022년 이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Teal
은 2021년 이후 감소되다가 2025년경부터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 향후

2.2 군용항공기 시장 전망
국가 별 국방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군용기
수요는 지역별 국제 정세에 더하여 경기변화가

2) 확정 243대, 옵션 180대, 구매권리 24대(“Rockton signs LOI with
Mitsubishi Aircraft for purchase of up to 20 MRJ-First European
company and second lessor in MRJ program to select the MRJ”,
Farnborough, Hampshire: Mitsubishi Aircraft Corporation, 11
July 2016)
3) 2018년 F/I, Teal 자료에 반영되지 않아 Cseries로 표기함
4) “Boeing’s Embraer deal is a key strategic play for the future,”
The Seattle Times, 2018.7.6

다소 완화되어 반영된다.

F/I와 Teal은 향후 10년간 각각 총 5,865대
(약 3,978억 달러)와 6,662대(약 3,692억 달러)의
군용항공기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중 대다수는 전투기 및 훈련기가 차지할 것으
로 전망되며 금액 면에서는 전투기가 시장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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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6>
Teal에서는 집계되지 않는 특수임무기를 제
외하고 연도별 생산대수를 살펴보면 <그림 7>
과 같이 Teal과 F/I는 전투기 생산의 경향성에
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Teal은 2021년 이
후 전투기 및 훈련기의 생산대수가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투기 및 훈련기의 생산

Teal이 F/I보다 생산대수를 더
크게 전망하고 있으며, 전투기의 경우 인도, 사
대수에 있어서

우디아라비아 등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까

2023년 이후 F/I
의 전망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T-X 프로그램은 국내 항공산업 성장
지 포함하여 시장을 전망하여

그림 7 군용항공기 생산대수 전망(2018-2027)

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로 기대되었으나 미국의
국내사정5)과

Boeing-SAAB의 공격적인 입찰전
Boeing

략 등으로 입찰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 제시한 공격적인 가격은 따라 향후 추가비
용 소요 등 안정적인 계약 이행에 가능성에 대
한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6).
표 6. 군용항공기 시장 전망 비교(2018~2027)
세부시장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2.3 회전익기 시장 전망

F/I와 Teal은 향후 10년간 회전익기 생산 전
망에 대하여 <표 7>과 같이 각각 17,534대(약
2,022억 달러)와 13,435대(약 1,747억 달러) 정
도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대수 관점에서 민간용 회전익기가 군용
회전익기의 두 배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금액 면에서는 군용 회전익기가 두 배

전투기

(F/I)
(Teal)

3,162
3,684

2,441.9
2,931.6

훈련기
/경공격기

(F/I)
(Teal)

1,416
2,316

199.7
279.4

수송기

(F/I)
(Teal)

772
662

580.3
481.0

기의 생산대수의 변화가 크지 않게 전망하고

특수
임무기

(F/I)
(Teal)

515
-

755.8
-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계

(F/I)
(Teal)

5,865
6,662

3,977.7
3,692.0

자료 : F/I ; Military Aircraft Forecast, 2018
Teal; World Military & Civil Aircraft Briefing, 2018

5) Boeing은 수주 실패 시 향후 군용기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함
- Boeing의 공장이 있는 지역의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 우려
- 미공군은 향후 록히드마틴과 수의계약으로 군용기 사업들을 진행하
게 될 수 있음

6) 미 의회조사국(CRS)은 보잉이 제시한 낙찰가로 정해진 기한에 맞춰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적시(“T-50 제친 보잉·사브
고등훈련기에 ”계약 이행 가능성 의문“, 한국일보, 2018.10.14.)

가 넘는 매출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0년간 연도별 생산대수를 살펴보면
<그림 8>과 같이 Teal은 민수 및 군용 회전익
향후

있으나,

F/I는 군용 회전익기의 경우 완만히

표 7. 회전익기 시장 전망 비교(2018~2027)
세부시장

생산대수(대)

금액(억달러)

군용

(F/I)
(Teal)

5,455
5,039

1,341.6
1,208.6

민간용

(F/I)
(Teal)

12,079
8,396

680.6
538.0

총계

(F/I)
(Teal)

17,534
13,435

2,022.1
1,746.7

자료 : F/I ; Rotorcraft Forecast, 2018
Teal; World Military & Civil Aircraft Briefi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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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회전익기 생산대수 전망(2017-2026)
그림 9 상업용 무인기 생산전망(2017-2026)

생산대수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다른 자
료와 달리

F/I의 민수 회전익기 전망은 민간용
2020년 이후 감소하였다

항공기의 경우와 같이

향후

10년간 무인기 생산전망7)을 정리한

그 활용도에 있어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근

<표 8>에서 지상장비 및 탑재체를 포함한 군
용 무인기 시장은 약 397억 달러 수준이 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민간용 무인기는 약
859억 달러로서 민간 시장이 군용 시장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용 무인기에 대한 Teal의 전망을 살펴보
면 <그림 9>와 같이 건설 및 농업분야에 활용

래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서 이

되는 무인기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

러한 변화는 시장전망 자료에도 빠르게 반영되

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체 상업용 무인기 시

고 있어 군용 표적 및 정찰용 무인기 중심의

장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2.4 무인기 시장 전망
무인기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자료에서 민간용 무인기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
였으며, 다시 상업용 무인기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관된 산업 규모는 무인기뿐만 아니라 통신

표 8. 무인기 시장 전망(2018~2027)
세부시장
표적
기체
지상장비
군용
탑재체
계
개인용(Teal)
상업용(Teal)
민간용
공공분야
계
총계

2018년 약 9억 달러 수준의 생산량이
2027년 약 73억 달러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상업용 무인기와

생산대수(대)
14,554
30,016
1,894
7,506
44,570*
61,300,000
6,235,000
3,473
67,538,473
67,583,143

금액(억달러)
26.8
209.0
56.1
104.8
396.7
459.8
390.3
6.7
856.8
1,253.4

자료 : F/I ; Unmanned Aircraft Forecast, 2018
Teal; World Civil Unmanned Aerial Systems, 2018
* 탑재체 및 지상장비 제외

중개, 물류, 자료 획득 등 무인기를 활용한 서
비스 그리고 획득한 자료를 분석하여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까지 다양한 활용 분야
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항공산업 성장과 대응
3.1 세계 시장 변화

F/I와 Teal의 시장전망에 따르면, <표 9>에서와
7) F/I 자료 : 군용 무인기, 공공분야 민간용 무인기
Teal 자료 : 개인용 및 상업용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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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세계 항공기 제조분야는

2018년 약 3,442억

2027년 약 4,157억 달러 규모로 성
장할 것이며, 10년간은 총 39,121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군용기의 비중은 약
12%에서 9% 수준으로 다소 감소하는 등 회전익기
및 무인기를 포함한 전체 군수 비중은 약 16.8%에
서 12.9%로 감소하는 등 민수 분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달러 규모에서

Bombardier, Embraer와 리저널젯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맺은 것을 감안하면, 전체 시장에 대한
Airbus와 Boeing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성장과 발전에 따라 여객기의 생산
및 운항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환경보전 목소리들도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과거 항공분야에서는 운항경제성 향

CO2 배출 절감이
<그림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20년간
항공교통이 연평균 약 5.5%가 증가하는 동안
CO2배출 증가는 연평균 2.2% 수준으로 제한되
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표 9. 완제기 시장 전망 추정(2018~2027)
세부시장

대형
여객기
중형
항공기
일반
항공기

군용기

회전익기

무인기

2018

단일통로기
광동체기
부분합계
터보프롭
리저널젯
부분합계
피스톤엔진
터보프롭
비즈니스젯
부분합계
전투기/공격기
훈련기
수송기
특수임무기
부분합계
군용
민간용
부분합계
군용
민간용
부분합계
계

시장규모
(억달러)

1,299
1,135
2,435
30
83
113
6
18
201
225
208
22
61
105
397
143
49
192
37
44
80
3,442

2027

1,535
1,430
2,965
34
120
154
7
20
277
305
264
28
42
45
379
110
70
180
49
127
176
4,157

비고

(출처)
누계
14,285
13,461
27,747
304
1,032
1,336
59
194
2,429
2,682
2,687
240
531
756
4,213
1,275
615
1,890
397
857
1,253
39,121

F/I
F/I
F/I
F/I
F/I
평균

Teal
평균
평균
평균

F/I
-

는 등 충분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받아

NOX 및 소음 등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ICAO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
모하기
위해
2016년
ICAO회의에서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채택에 동
의함에 따라 2020년부터 CO2 증가 없는 성장
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항공산업 분야에서는 크게 1)혁신적인 항공기
디자인 및 엔진 기술개발, 2)운항관리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 3)대체연료 발굴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CMO, 2018)

평균
평균

F/I
Teal*
-

자료 : F/I ; Civil Aircraft Forecast, 2018
Military Aircraft Forecast, 2018
Rotorcraft Forecast, 2018
Unmanned Aircraft Forecast, 2018
Teal; World Military & Civil Aircraft Briefing, 2018
World Civil Unmanned Aerial Systems, 2018

그림 10. 교통증가와 CO2 배출증가의 분리(CMO)

한편으로 항공산업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이 중 대형여객기가 전체 시장의 71% 가량을 꾸
준히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형여객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Airbus와

Boeing은

각각

하는 분야는 민간용 무인기 분야로서

2018년 약

44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 약 127억 달러 규모로
세 배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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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무인기는 운항, 파종 등과 같이 무인기 자

며, 급성장하고 있는 무인기 관련 산업육성 정책

체를 활용하는 것보다 안전점검, 탐사, 영상촬영

이 시행중이며 택배,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등 다양한 서비스에 무인기가 활용되는 형태로서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조선산업 불경기

무인기 성능향상과 관련 서비스의 발달에 따라 무

의 영향이 집중된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지역 내

인기를 활용하는 산업 영역이 확장되어 상업용 무

항공산업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

인기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2 국내 시장 변화

4.결 론

국내에서 항공우주산업분야는 차세대 성장산
업으로서 오랫동안 회자되어왔으며, 아래의

<그

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항공산업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여왔다. 그러나 2017년 매출이 급락
하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군수분야에 대한 높
은 의존도와 기체 구조물 하청생산 중심의 산업
구조 등 세계시장에서는 아직 확고한 지위를 획득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Airbus, Boeing과 같은 항공기 제작
사의 시장 전망자료와 F/I, Teal과 같은 시장 분석
업체의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항공산업의 현
황 및 전망을 살펴보았다.

2018년 기준세계 항공

3,44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
며, 2027년에는 약 4,157억 달러로 성장하는 등, 연
평균 약 2.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군수 분야의 비중은 약 17%에서 약
13%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장 큰
기 제조규모는 약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여객기 매출은 연평균

2.2% 수준으로 성장하여 2018년 약 2,435억 달
러에서 2027년 약 2,96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이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평
균 성장률 약 10.6%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결과로
서, Airbus와 Boeing 등의 OEM 업체에 부품 등을
약

공급하는 국내 업체들은 강력한 원가절감 및 경쟁
력 확보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근래의 전통적인 주요산업들의 부진과 불안정
그림 11. 국내 항공산업 품목별 생산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해 항공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정

한편으로 국가적으로 조선, 자동차 등 기존의
주력산업의 성과가 하락함에 따라 항공산업은 새
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세계 경기에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MRO전문기

업8) 지정 등으로 항공운항 증가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MRO분야를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
8) 국적 항공기 정비의 내수전환과 국내 항공 MRO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항공MRO사업자 선정(국토부, 2017.12)
2018.7 한국항공서비스(KAEMS)설립-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공항공
사, BNK그룹, 제주항공 등 참여

책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개별 기업이
아닌 기업군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
편, 4차 산업 혁명을 수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
쟁력 있는 제조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빠
르게 성장하고 있는 무인기 활용 서비스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따른 긴장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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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제협력의 실현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환태
평양과 중국의 항공운항수요를 감안하면 향후 국

MRO 분야 및 관련 제조/서비스 산업에 새로
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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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우주탐사 현황 및 전망
정서영*1)

The Status and Prospects for Global Space Exploration
Chung, Soyoung*

ABSTRACT

The Moon and cislunar space will become the center stage of global space exploration in the
2020s. This second golden age of the Moon exploration will target for long-term stays, setting
up of infrastructures, and the use of in-situ resources on the Moon, which would enable
economic and sustainable space exploration of the Moon and beyond, including Mars.
Countries like US is trying to engage more private actors in their exploration programs to
promote commercialization and innovation. Some companies are setting up businesses in space
exploration regardless of the government support. New forms of partnerships are being forged
between and among the governments and industries.
초 록
달과 달 주변 공간은

2020년대 글로벌 우주탐사 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제2의 달 탐사 시

대는 달에서의 장기 체류와 인프라 구축, 달 자원의 활용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달 극지에 매장된
얼음물, 달의 토양 등 달 현지 자원의 이용은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탐사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달 탐사 뿐 아니라 이후의 화성 유인탐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일 될 것이다. 우주선
진국들은 우주탐사 활동에의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우주탐사의 상업화 및 기술혁신을 달성하
고자 하고 있다. 정부 지원과 별개로 우주탐사에 뛰어드는 민간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정부 간 또는 정부와 기업 간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다.

Key Words : Space Exploration(우주탐사), Global Exploration Roadmap(글로벌 우주탐사 로드맵),

Government Space Exploration Budget(정부 우주탐사 예산), Cargo and Crew
Transportation (유인 및 화물 수송), Orbital Infrastructure(궤도 인프라), Moon
Exploration(달 탐사), Mars Exploration(화성 탐사), Asteroid Exploration(소행성 탐사),
Commercial Space Exploration(상업 우주탐사)

* 정서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연구부 우주정책팀
sychung@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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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0년대 미‧소간 경쟁 속에 우주탐사가 시작
된 이래, 지난 60여 년 간 인류는 달에 사람을

2018년 1월에 발간된「제3차 글로벌 우주탐사
로드맵」에는 유인 화성탐사라는 공동의 장기 목

- 달과 달 주변 - 화

착륙시키고 무인 탐사선을 이용해 태양계 모든

표 달성을 위해 지구저궤도

행성과 소행성, 혜성 등을 방문했다.

2018년 말
현재, 달에서는 4기의 궤도선과 1기의 착륙선,
화성에서는 6기의 궤도선과 3기의 로버가 운영
중이며, 금성과 목성, 소행성 주위에도 궤도선
이 돌고 있다. 인류가 개발한 우주탐사선 중 3

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우주탐사를 추진하기로

기는 지구와의 통신을 유지한 체 태양계 바깥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정면에 등장하

을 향해 비행 중이며, 그 중 1기는 이미 태양계

게 되었다.

를 벗어나 항해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우주탐사 활동에 참여하는

14개국의 우주개발전문기관들은 우주탐사 분야에서
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2007년 국제우주탐사조정
그룹(International Space Exploration Coordination
Group: ISECG)을 결성하고, 태양계 탐사(특히 유인
부문)에 관한 공동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반영
한「글로벌 우주탐사 로드맵」(Global Exploration
Roadmap: GER)을 마련해 왔다.

합의하였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특히 화성으로 가
는 과정에서의 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2020

년대 중반까지 달궤도 우주정거장(Gateway)을 건
설하여

2030년대에 진행될 화성 유인탐사를 위한

2018년 4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우주
탐사포럼(ISEF-2)에는 세계 45개국의 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여 우주탐사의 중요성과
국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참가국들
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탐사와 과학 간 연계,
유‧무인 탐사 간 시너지, 대중 참여, 산학연 협
력, 상업적 기회 증진, 우주환경 보호 및 천체
보존, 지속적‧단계적 우주탐사 추진 등 국제 우
주탐사의

기본

원칙에도

그림 1. 국제우주탐사조정그룹(ISECG)의 “제3차 글로벌 우주탐사 로드맵” (GER-3)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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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우주탐사 규모

표 1. 국가별 우주탐사 예산 (2013~2017)
(단위:

국가

2.1 국가별 우주탐사 예산

2017년 전 세계 우주탐사 예산은 총 146억
달러로, 14개 국가1) 및 유럽우주청(ESA)이 우
주탐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 활동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

<표1>의 국

가별 예산을 살펴보면, 전 세계 우주탐사 활동

2013

2014

2015

백만불)

2016

2017

미국

8,834

8,805

9,227

10,307

10,776

중국

1,169

1,348

1,484

1,573

1,729

유럽(공동)

800

793

734

846

930

일본

447

413

428

458

464

러시아

1,252

1,056

765

300

345

유럽(개별)

97

90

74

113

139

캐나다

87

81

78

77

81

UAE

5

5

15

29

75

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

20

23

16

19

31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1

11

5

18

28

2017년 기준 미국은 우
주탐사에 108억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우주탐사 예산의 74%에 해당한다. 2위는
17억 달러를 투자한 중국으로, 미국 대비 적은
규모이기는 하나 지속적인 예산 증가로 1위와
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반대로, 최근까지 2위

2.2 부문별 우주탐사 예산

다와 최근 야심차게 우주탐사 분야에 뛰어든

<표2>에 정리된 전 세계 부문별2) 우주탐사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체 예산의 절
반 이상인 77억 달러가 유인수송선 및 무인보
급선 등 우주수송 부문에 할애되었다. 다음으로
는 국제우주정거장 등 궤도인프라 부문에 35억
달러가 할애되었다. 천체탐사 활동에는 총 34억
달러가 투자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화성탐사에
14억 달러, 달 탐사에 5억 달러, 기타 천체 탐
사에 15억 달러가 할애되었다.
달 탐사 부문은 지난 10년 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할애되었으나,
제2의 달 탐사 시대 도래로 향후 10년 간 연평균
17%씩 예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UAE가 각각 8천 1백만 달러와 7천 5백만 달러
를 투자하였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

표 2. 우주탐사 분야별 예산 (2013~2017)

자리를 지키던 러시아는 정부 재정 악화로 우
주개발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

2017년에는 유
럽(공동)(9억 3천만 달러) 및 일본(4억 6천만 달
러)보다 적은 3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
쳤다. 5년 전에 비해 약 1/4로 축소된 규모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유럽우주청(22개 회원국)을
통한 공동의 우주탐사 프로그램 외에 국가별
개별 사업도 수행하고 있는데,

2017년 관련 예
산의 합계는 1억 4천만 달러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우주탐사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온 캐나

인 우주탐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

3천 1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우리나
라는 2천 8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우주탐사에

우주수송

6,508

6,594

6,753

7,305

7,717

궤도인프라

3,500

3,459

3,461

3,410

3,500

천체탐사

2,704

2,572

2,612

3,025

3,380

인도는

본격적으로 뛰어든 국가 중에서는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자했다.
세계 우주탐사 예산은 향후 10년 간 연평균
3%씩 증가하여 2027년에는 201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UAE, 인도, 한국, 룩셈부르크, 프
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영국

달

2013

2014

2015

2016

2017

526

357

344

400

483

화성

1,034

1,013

1,058

1,260

1,514

기타

1,144

1,202

1,210

1,365

1,383

2) 우주탐사 분야는 여러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주
수송 부문, 궤도인프라 부문, 달 탐사 부문, 화성 탐사 부문, 기타
천체탐사 부문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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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지구저궤도 수송 역량을 살펴보면, 현

2.3 우주탐사선 발사 대수

재 지구저궤도용 유‧무인 수송선을 모두 보유하

10년 간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중
국, 인도가 우주탐사선을 발사 하였다. <표3>
지난

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일하다. 중

10년 간 총 19기의 우주탐사선3)
이 발사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달 탐사선 8기,
화성 탐사선 6기, 기타 탐사선 5기가 발사 되
었다. 향후 10년간은 지난 10년 대비 약 4배
규모에 달하는 78기의 우주탐사선(큐브위성 등
50kg 이하 탐사선은 제외)이 발사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이 중 달 탐사선이 전체 64%에
해당하는 50기를 차지해, 달이 2020년대 우주

2003년부터 유인선(Shenzou)을 운용중이
며, 2017년에는 무인선(Tianzhou)을 새롭게 선
보였다. 중국은 이들 수송선을 이용해 2020년대
독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운영 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현재 국제우주정거장(ISS)까지의 수송
을 위한 유인선(Soyuz)과 무인선(Progress)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에 업그레이
드 된 모델들을 선보였다. 지구재진입이 가능한
차세대 무인선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
미국은 2011년 우주왕복선의 은퇴로 한때 지

탐사 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임을 확인 할 수

구저궤도까지의 유‧무인 수송 역량을 모두 상실

있다. 한편 향후

10년간 발사 될 우주탐사선의

했으나, 정부의 지구저궤도 우주수송 상업화

37%는 민간 탐사선이어서 상업 우주탐사
활동의 증가가 점쳐지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는 두 개 민간 업체

에 정리된 전 세계 우주탐사선 발사 규모를 살
펴보면, 지난

약

국은

(SpaceX, Beoing)가 우주정거장까지의 무인 수
송선을 운영 중이며 조만간 세 번째 업체

표 3. 전 세계 우주탐사선 발사 대수
(지난 10년 vs. 향후 10년)
달
화성
기타
합계

2008-2017
8기
6기
5기
19기

2018-2027
50기
10기
18기
78기

(Sierra Nevada)가 합류할 예정이다. 미국은 유
인 부문에서도 지구저궤도 수송 상업화를 추진
중으로,

SpaceX와 Boeing이 개발한 유인선이

2019년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어 조만한 저궤도
유인수송 능력도 회복 할 전망이다.
유럽과 일본은 그간 국제우주정거장까지의
지구저궤도 유인수송은 미국과 러시아에 의존

3. 부문별 우주탐사 동향
3.1 우주수송 부문
우주수송은 우주탐사 활동을 위한 기본적, 핵심
적 역량이다. 우주탐사를 위한 수송 시스템은 크게
우주비행사의 이동 및 생활에 필요한 유인선(Crew)
과 탐사지로의 물자 보급에 필요한 무인선(Cargo)
으로 나뉜다. 또한 우주정거장 등을 향하는 지구저
궤도용(LEO) 수송선과 달‧화성‧소행성 등을 향하는
심우주용(Deep

Space) 수송선으로 나눌 수 있다.

3) 여기서 우주탐사선이란 지구를 벗어나 천체를 직접 탐사하는 무인
우주선을 의미하며, 유인우주선 및 무인보급선, 지구 궤도에 놓이는
우주과학위성 등은 제외한다.

하고 지구저궤도 무인수송 능력만 보유해 왔다.
다만 유럽의 무인선(ATV)은

2014년 5호기의 발
사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일본의 무
인선(HTV)은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올해 11월
에는 7호기가 국제우주정거장 보급 임무 완료
후 지구 대기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소형캡슐
을 분리시켜 이를 지상에서 회수하는데 성공했
다. 일본은 현재

HTV의 성능을 개량한 HTV-X

를 개발 중이다.

2022년 첫 발사를 목표로 지구저궤도용
유인우주선(Gaganyaan)의 개발을 진행 중이며,
우주선 프로토타입의 준궤도 무인 비행시험, 우
인도도

주비행사 비상탈출모듈의 시험 등을 통해 핵심
기술들을 검증하고 있다.

정서영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2 (2018) pp. 13~26

표 4. 국가별 지구저궤도 우주수송선 개발 현황
국가명 구분

명칭

상태

탑승인원/
최초발사 화물용량
(재진입)

유인

Soyuz-MS

운용중

2016년

3명

Progress-MS 운용중

2015년

2.4톤

17

러시아도 미국과 같이 심우주탐사용 유인우
주선(Federatsiya)을 개발하고 있으며, 달 탐사
등을 위한 초대형 발사체의 개발 구상을 구체
화하고 있다. 다만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우주개발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목

TGK PG

개발중

2021년
이후

(0.5톤)

유인

Shenzou

운용중

2003년

3명

무인

Tianzhou

운용중

2017년

6.5톤

Crew Dragon 개발중

2019년

6명

2020년대 중후반까지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또한 현재 2028~2030년 발사를 목표로
초대형 발사체(Long March-9)를 개발한다는 계
획을 밝혔으며, 지구저궤도 및 달 탐사 등을
위한 차세대 유인우주선도 개발 중이다.
표 5. 국가별 심우주용 우주수송선 개발 현황

러시아
무인

3.4톤

중국

유인
미국
(상업)
무인

CST-100
Starliner

개발중

2019년

7명

Dragon

운용중

2012년

(2.5톤)

3.3톤

국가명

명칭

탑승인원

상태

최초발사(유인)

Cygnus

운용중

2014년

3.5톤

미국/유럽

Orion

6명

개발중

2023년

2020년

5.5톤

러시아

Federatia

4명

개발중

2024년

중국

미정

4~6명

개발중

2030년대

Dream
Chaser

개발중

(1.75톤)

6톤

HTV

운용중

2009년

(별도소형
캡슐사용)

HTV-X

개발중

2021년

(별도소형
캡슐사용)

일본 무인

유럽 무인

표하고 있는

ATV

인도 유인 Gaganyaan

운용완료 2008년
개발중

2022년

7.2톤

7.7톤

국가명

명칭

발사역량
(지구저궤도)

상태

최초발사

3명

미국

SLS

95~130톤

개발중

2020

러시아

(미정)

약 100톤

계획중 2020년대 말

중국

Long
March-9

140톤

개발중

2028-2030

상업5)

BFR

150톤

개발중

2022

심우주 우주수송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현
재 지구저궤도를 넘어가는 우주수송 역량을 보
유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나4),

표 6. 국가별 초대형발사체 개발 현황

2020~2030년대에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해당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중 선두에 있는
미국은 아폴로 달 탐사 때 사용되었던 것과 같
은 유인급의 초대형발사체(SLS)와 유인우주선

(Orion)을 지난 10여 년 간 개발해 왔다.
SLS/Orion은 2020년 무인 시험발사에 이어
2023년에는 최초의 유인발사 및 달 선회 비행
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대에는 미국
주도의 달 궤도 우주정거장(Gateway) 건설 및
수송에 주로 활용 될 전망이다.
4) 심우주 비행은 저구저궤도 비행에 비해 우주방사선 노출 강도가 높
을 뿐 아니라 지구 귀환 시 더 빠른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혹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유럽과 일본은 아직까지 심우주탐사용 우주
수송선 개발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나, 유인부
문은 향후에도 독자 역량을 보유하기보다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에 의존 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현재 미국의 Orion에 통신 및 추진 기
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모듈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의 우주비행사를 중국의 우주비행
사 훈련에 참가시키거나 중국어를 배우게 하는
등 중국과의 유인 분야 협력을 확대하려 노력
하고 있다.
5) 미국에는 화성탐사용 우주수송시스템 개발에 뛰어든 업체(SpaceX)
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화성탐사 부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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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궤도인프라 부문

그러나 지구저궤도 우주정거장에 관한 미국
의 새로운 정책 방향은 국제우주정거장의 상업

궤도인프라에는 현재 지구저궤도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과 향후 지구저궤도에 구축
예정인 중국의 독자 우주정거장, 차세대 다자간
국제협력 사업인 달 궤도 우주정거장(Gateway)
등이 포함 된다.
지구저궤도 우주정거장은 지구궤도에 머물기

적 활용을 넘어 이를 민영화하거나 별도의 상
업 우주정거장이 구축되도록 하여, 정부도 고
객의 입장에서 이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2019년부터 지구저궤도 유인우
주정거장 상업화 지원 프로그램(Commercial
LEO Development)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미
를 위해 미국은

는 하나 심우주 유인탐사를 위한 선행적 연구

미국에는 관련 사업에 뛰어든 민간 기업들이

수행 및 기술 검증을 위한 인프라로써 우주탐사

존재한다. 팽창식 우주정거장 모듈을 개발하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특히 미국, 러시아,

ISS에서는 장기우주비행 및

Bigelow Aerospace의 경우 자체 투자를 통해
개발한 프로토타입을 2006년과 2007년에 발사
한데 이어, 2016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개

미소중력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향후 태

발한 신형 모듈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연결시켜

양계 유인우주탐사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

시험하고 있다. 또한

유럽, 일본, 캐나다가 지난
억 달러를 투자한

20여 년 간 약 1,500

개발 활동이 진행되어 왔다. 국제우주정거장에는

2000년 이래 18개국 230여명이 방문했으며, 현재
6명의 우주비행사가 상주하고 있다. 미국과 다른
참여국들은 수명이 다해오고 있는 국제우주정거
장을

2024년까지 운용하는데 합의했으나,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 내린 사항이 없
다. 다만, 미국의 경우 향후 지구저궤도 우주정
거장의 운영을 저궤도 우주수송 업무처럼 기업
체로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상업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
는 미국은, 이미 개발 초기부터 국제우주정거장
을 국가연구실(US

National Laboratory)로 명명

하고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왔
다. 특히

NASA 이외의 여러 주체들이 ISS를 이

용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연구 과제를 지원
해 왔는데,

2017년도의 경우 45개 신규 선정 과
28개 과제가 산업
체에서 제출한 과제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제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015년에는 NASA의 국제

우주정거정 사업 책임자 출신 등이 모여 상업
우주정거장 개발을 위해

Axiom Space를 창업

하고,

2020년 ISS 도킹을 목표로 첫 번째 모듈
을 개발하고 있다. Nanoracks도 발사체 상단을
개조해 우주정거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구상 등
을 갖고 있다.

NASA는 현재 관련 분야 13개

기업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지구저궤도 우주
정거장의 민영화‧상용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하였다.
다만,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 될지는 아직까
지 미지수다. 국제우주정거장의 향후 거취는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
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또한
저궤도 우주정거장의 상업시장 규모와 관련 기
업들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미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00년대

중반까지 국제우주정거장을 민영화하거나 민간
우주정거장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산업체가 개발한 장비를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

는 관측이 많다. 특히 미 정부가 국제우주정거

하여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하고 있

장을 서둘러 산업체로 이관하려는 이유 중의

다. 과학실험 플랫폼 및 큐브위성 발사 장치를

NanoRacks, 3D프린터를 설치한 Made
In Space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에는 유럽
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설치한

하나가 연간

30~40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우주

정거장 운용 예산을 달 궤도 우주정거장 사업
예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폭
적인 예산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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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주탐사 예산이 현행

2020년대 중반
까지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존 국제우주정거장 참여국과 전체적인 모듈

못 박고 있다.

구성 및 각국의 기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

미 정부는 달 탐사 재개 및

Gateway 등 신규

19

국제우주정거장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미국은 달궤도 우주정거장을

다. 이와 동시에 자국 산업체를 통해 달궤도 우

새롭게 건설 될 달궤도 우주정거장(Gateway)

주정거장의 첫 번째 모듈이 될

은 점차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고 있다. 달궤도

추진모듈)을

우주정거장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국제우주정
거장 사업파트너들 간에 국제우주정거장 후속
사업으로 검토해 온 사업이다. 이들 간에는 이

2010년대 초반에 후속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미국의

PPE(전력‧통신‧

2022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Gateway의 모듈 구성
및 발사 시기는 <표6>과 같으나, 아직까지 확
정된 사항은 아니다.

미

오바마 정부가 달 탐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
하면서 달궤도 우주정거장에 대한 파트너들 간
의 논의도 실무차원에서만 지지부진하게 이루
어졌다.6) 그러나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면서 달궤도 우주정거장은 국제 우주탐사 커뮤
니티의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2017년 12월 「우주정책행정명
령-1호」(Space Policy Directive-1: SPD-1)를 통

표 7. Gateway 모듈 구성 및 발사 시기(안)
발사시기
2022년

탐사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강화하겠
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미국 주도 하에 다자
간 국제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달궤도 우주정거
장 사업은 미 정부의 새로운 유인우주탐사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인 것으로 평가된다.

․ 전력‧추진모듈(PPE) [미국]
- 40kw급의 전력, 추진력, 통신기능 제공

․ 추진제공급‧통신모듈(ESPRIT) [유럽]
- 연료 공급 장치, 추가 통신기능,
2023년~
과학 실험용 에어록 등이 탑재된 모듈
․ 유인모듈(Utilization Element) [미국]
- 초기 주거 공간 및 물자 제공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재개를 선언하고 우주

모듈 개요

2024년~

․ 유인모듈(I-Hab) [유럽/일본/미국]
- 유인비행사의 주거 및 활동 공간(국제 모듈)

2025년~

․ 유인모듈(D-Hab) [미국]
- 유인비행사의 주거 및 활동 공간(미국 모듈)

․ 보급선(Logistics Element) [미국 및 기타 국가]
- 과학 실험 및 유인 활동을 위한 물자 보급
2024년~ ․ 로봇팔(Robotic Arm) [캐나다]
- 선외 활동을 지원하는 다용도 로봇팔
(첫번째 보급선과 함께 발사)
미정

․ 에어록(Airlock) [러시아]
- 선외 활동 및 과학 실험 반출 등을 위한 통로
․ 무인 달 착륙선(Heracles) [유럽/일본/캐나다/미국]
- 달 표면과 Gateway를 왕복 (재사용 가능)
(달 샘플 채취 등에 활용)
․ 유인 달 착륙선
- 달 표면과 Gateway를 왕복 (재사용 가능)

그림 2. 달궤도 우주정거정(Gateway) 상상도
6)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부시 대통령의 유인 달 탐사 계획에 대한 막
비용 부담으로 이를 취소하고 소행성 유인탐사로 대체하였으나, 이
또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트럼프 정부에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Gateway 사업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규 참
여국 및 민간기업, 과학자 커뮤니티에게도 열려
있다. 미국은 다양한 주체들이 Gateway의 개발
과 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Gateway의 기술
표준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과학연구에의 활용
도모를 위해 과학워크숍 등도 개최하고 있다.
Gateway는 향후 국제 우주탐사 활동의 확대
를 위한 “전초기지” 및 “관문”으로써 다양한

20

정서영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2 (2018) pp. 13~26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달 표면탐사

3.3 달 탐사 부문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데, 달-지구 간 통신 중
계 기능을 제공하거나, 달 표면 탐사를 위한

달 탐사 활동은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재개,

유‧무인 탐사선이 오갈 수 있는 도킹 스테이션

민간기업에 의한 달까지의 수송 서비스 개시,

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달과 심우주를 관
활용 가능하다. 무엇보다 화성 유인탐사 등 미

2020년대에 제2의 전
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류의 달 탐사 활동은 1960년대 아폴로 유

래 우주탐사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사전에 시

인 달 착륙 사업 추진과 함께 전성기를 맞이하

험하고 실증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였다가,

측하거나 기타 과학 연구를 위한 플랫폼으로

현재까지의 계획에 따르면

Gateway는 국제
4명의

우주정거장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으며,

30일 가량 머물 수 있게 될 예정
이다. Gateway는 궤도면이 항시 지구를 향하
인원이 최대
는

타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며

신규 국가의 참여 등으로

1976년 소련의 Luna 24호의 달 샘플
리턴을 마지막으로 잠시 중단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다시 재개 되었고, 2000년대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들이
달에 탐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달에서

1,500~70,000km의 거리를 오가게 된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우주정거

표 8. 1990년대 이후의 달 탐사 현황
발사

국가

탐사선명

탐사유형

현재단계

1990

일본 Hiten/Hagoromo

근접비행
/궤도선

임무종료

1994

미국

Clementine

궤도선

임무종료

1998

미국

Lunar
Prospector

궤도선

임무종료

2003

유럽

Smart-1

궤도선

임무종료

2007

일본

Selene
(Kaguya)

궤도선

임무종료

2007

중국

Chang‘e 1

궤도선

임무종료

2008

인도 Chandrayaan-1
/MIP

궤도선
/충돌선

임무종료

LRO

궤도선

운영중

2009

미국
LCROSS

충돌선

임무종료

장 및 달궤도 우주정거장 사업과는 별개로

2020년대 지구저궤도에 독자 우주정거장을 구
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과 2016
년에는 우주정거장의 프로토타입인 Tiangong-1
과 Tiangong-2를 발사하여 유인선(Shenzhou)
및 무인선(Tianzhou)과 도킹시키는데 성공했다.
2020년에는 우주정거장의 코어모듈(Tianhe-1),
2022년에는
두
개의
과학모듈(Wientian,
Mengtian)을 발사하여 독자 우주정거장을 와성
시킬 계획이다. 중국 독자의 지구저궤도 우주
정거장은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약 1/5 규모이
며, 10여 년 간 운영될 예정이다. 중국은 UN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우주비행사에게 우주정거장

2010

중국

Chang‘e 2

궤도선

임무종료)

들에게 우주정거장에서 과학연구를 수행할 기

2010

미국

Artemis-P1/P2

궤도선

운영중

회를 제공하는 등 자국의 우주정거장을 국제사

2011

미국

GRAIL

궤도선

임무종료

회와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

2013

미국

LADEE

궤도선

임무종료

2013

중국 Chang‘e 3/Yutu 착륙선/로버

운영중/
임무종료

2014

중국

Chang‘e 5-T1

지구재진입
기술실험

임무종료

2018

중국

Queqiao

통신중계
(L2)

운영중

까지 비행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 세계 과학자

은 최근 러시아와도 우주정거장 분야에서의 협
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당초 국제우주정거장의 러시아 모
듈을 분리시켜 독자 우주정거장으로 운영한다
는 구상도 갖고 있었는데, 재정 문제로 동 계
획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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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에는 미국이 유인 달 탐

로봇 탐사, 달 현지자원이용(ISRU) 기술 실증,

사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서 미국 주도의 대대

연구기지 건설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적인 국제 달 탐사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

2030년대에는 중국의 유인 달 탐사 활동을 실
시 할 계획이다.

특히

대를 모았다. 그러나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사업
이 중단 되면서, 무인 탐사 분야도 화성에 비해
더 큰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

2000년대 말에서 2011년대 초까지 LRO,
LCROSS, GRAIL, LADEE 등의 궤도선과 충돌
은

표 9. 중국의 달 탐사 추진 현황 및 계획
단계
1단계

선을 달로 보내 방대한 관측 데이터를 모아 달
에 관한 과학적 사실들을 새롭게 밝혀냈지만,

1972년 아폴로 17호의 유인 달 착륙 이래 아직
까지 달 표면에 착륙선은 보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주춤하는 가운데 지난 10여 년간 달
탐사를 주도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그간
궤도선 – 착륙선 – 샘플리턴의 3단계로 이루어
진 달 탐사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중국은 2007년 최초의 달 궤도선(Chang‘e-1)을
성공시키고, 2010년에는 두 번째 달 궤도선
(Chang’e-2)을 성공시켰다. Chang’e-2는 달 탐
사 임무 종류 후 지구-태양 간 L2 지점을 탐사
(세계에서 3번째)하였으며 이후 소행성 근접비
행(세계에서 4번째) 임무를 수행 후 현재 심우
주 항행을 하면서 중국의 심우주 통신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에는 달 탐사 2

단계 사업에 해당하는 달착륙선을 성공시켜 세

3번째이자, 1976년 이래 약 40년 만의
달 착륙에 성공했다. 2018년 12월 현재는 두
번째 달착륙선과 로버를 실은 Chang‘e-4가 세
계에서

계 최초로 달 후면에 착륙하기 위해 발사를 기
다리고 있다.

Chang’e-4가 착륙할 지대는 달에
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크레이터로, 과학적
연구 가치가 큰 남극-에이트켄 분지(South
Pole-Eitken basin)이다. 달 후면에서는 지구와
의 직접 통신이 어렵기 때문에 달 건너편에 위

L2 지점으로 미리 발사된 중계위성을 이
용해 지구와 교신하게 된다. 중국은 향후
2019~2022년에 걸쳐 달 탐사 3단계에 해당하는
달 샘플리턴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4단계
치한

사업을 새롭게 추가하여 달의 남극 지역에서

2단계
(2단계
선행)
-

탐사선명

탐사유형

발사

현재단계

Chang’e-1

궤도선

2007

임무종료

Chang’e-2

궤도선

2010

임무종료

Chang’e-3

착륙선/로버

2013

운영중/
임무종료

L2 통신중계
(Chang’e-4 2018
운영중
지원)
궤도선
Longjian-1&2 (초소형위성)
2018 실패/운영중

2단계

Queqiao

Chang’e-4

궤도선/
착륙선/로버
(달 후면)

2018

지구재진입
(3단계
기술실험
2014
선행) Chang’e-5 T1 (3단계
지원)
Chang’e-5
샘플리턴
2019
3단계
Chang’e-6
샘플리턴
2021

발사예정

운영중
개발중
예정

달의 극지방은 중국 뿐 아니라 달 탐사 활동
참여주체들이 앞 다투어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다. 달 극지의 지속적으로 태양 빛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태양열을 이용한 전력 생산에 유리
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달기지 건설에 적
합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달의 극지에
는 태양 빛이 도달하지 않는 영구적 음지

(Permanently Shadowed Regions)에 다량의 얼
음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물
은 인간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필수 요소일 뿐
아니라 산소와 수소로 분해해 로켓 연료로도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지구에서
의 석유(oil)와 같은 귀한 자원이 된다.
달 자원의 잠재적 이용 가치는 달 탐사 활동
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달 탐사
커뮤니티는 현재 어름 물의 추출 및 활용 뿐
아니라 달의 토양을 이용한 물품 제작, 건설,
생물재배

등

다양한

현지자원이용(In-Situ

Resource Utilization: ISRU)의 가능성은 검토하
고 시험해 보려 하고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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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0년대 달 탐사 활동은 달 자원의

잠재적 활용 가치를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실제로

2020년대 발사 예정인 각 국
의 달 탐사선은 대부분 달 자원의 탐색과 ISRU
기술의 실증 임무를 수행 할 계획이다. 특히
2000년대 걸쳐 발사 예정인 러시아의 Luna 시
리즈, 2020년대 중반 발사 예정인 ISRU Demo
탐사선, 일본의 Selene-R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밖에 달에 대한 과학적 연구(예. 달의 내부
구조 탐사) 및 달에서의 과학연구(예. 저주파
전파 천문학)도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표 10. 국가별 달 탐사 계획 현황 (중국 제외)
국가명
미국

탐사선명
탐사유형
발사 현재단계
Lunah-map
궤도선
2020
개발중
Lunar Flashlight
(큐브위성)
Luna-25
착륙선
2020 개발중
(Luna-Glob)
Luna-26
(Luna-Resurs
궤도선
2222 개발중
Orbiter)
러시아
(Luna-Resurs
착륙선
2023 개발중
Lander)
Luna-28/Luna샘플리턴
2026 계획중
Grunt
Luna-29
궤도선
2026 계획중
유럽
ISRU Demo
현지자원이용 2025 계획중
인도 Chandrayaan-2 궤도선/착륙선/ 2019 개발중
/로버
SLIM
착륙선
2020 개발중
일본
Selene-R
착륙선/로버 2022 계획중
한국
KPLO
궤도선
2019 개발중

Lunar Payload
Services: CLPS)을 추진하고 있다. NASA가
구매한 민간 달착륙선은 2020/2021년경 처음
발사될 예정이다.
상업 달 탐사는 실제 2020년대 가시화 될 것
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미국 뿐 아니라 일본,
독일, 영국, 이스라엘,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구매하는

달 탐사를 사업 모델로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
고 있다. 이 중 선두주자들은

2020년을 전후로
첫 번째 탐사선을 발사 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
은 자사의 달 탐사선에 고객의 탑재체를 실어
주는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가격
은 착륙선을 기준으로

용(ISRU) 기술을 개발하거나, 지구-달 또는 달
표면에서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도 있
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민간 달착륙선/로버

Google Lunar X-Prize에 참
여했던 팀들인데, 조만간 Airbus 주도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관하는 달 ISRU 탑재체 개발 경
연대회(Moon Race)도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 경연 대회인

표 11. 상업 달 탐사 업체 현항 (주요기업)

글로벌 달 탐사 동향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회사명
Astrobotics

주목해야 할 사항은 미국의 달 탐사 정책이다.

<표9>에 보이는 바와 같이 미국은 달 탐사 재

Blue Origin
미국

Masten
Space
Systems
Moon
Express

일본

ispace

독일

PT
Scientist

영국

Surrey

이스라엘

SpaceIL

인도

Team
INDUS

하고 있지 않다. 달궤도 우주정거장 사업을 정
부가 주도하는 대신 달 표면 탐사 활동은 산업
체가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형, 중형, 대형, 그리고 무
인에서 유인으로 이어지는 달 표면 탐사 활동
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 첫 단계로

NASA의 과

학 탑재체를 민간기업의 소형 달착륙선에 실어
발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NASA는 민

간의 달착륙선 개발을 위해 기술 지원 및 자문
을 제공하는 사업(Lunar

Cargo Transportation
and Landing by Soft Touchdown: Lunar
CATALYST)과 정부가 민간의 달 수송 서비스를

1kg 당 1백만 달러($1M)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이 밖에 달 현지 자원 이

국가명

개 선언 불구하고 정부 달 탐사선을 거의 계획

사업(Commercial

첫 탐사선
(발사)
Peregrine
‧ 달 탑재체 수송
(궤도선/착륙선/로버)
Lander
‧ 탐사로봇기술
(2020)
Blue Moon
‧ 달 탑재체 수송
(착륙선)
Lander
‧ 현지자원이용(ISRU)
(2023)
XL-1
‧ 달 탑재체 수송
Lander
(착륙선)
(2021)
MX-1
‧ 달 탑재체 수송
(착륙선/샘플리턴)
Lunar Scout
‧ 현지자원이용(ISRU)
(2020)
Orbiter
‧ 달 탑재체 수송
(2020)
(착륙선/로버)
Lander
‧ 현지자원이용(ISRU)
(2021)
Alina Lander/
‧ 달 탑재체 수송
(착륙선/로버)
Audi Rover
‧ 달 4G 네트워크
(2019)
Lunar
‧ 지구 달 통신 및 Communications
항법 지원
Pathfinder
(2019)
Sparrow
Lunar
‧ 달 탑재체 수송
(착륙선)
Lander
(2019)
Lunar Lander
‧ 달 탑재체 수송
(착륙선/로버)
(2020)
참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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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성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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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화와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인간이 잠재적으로

화성은 현재 유인우주탐사의 궁극적 목적지
다.

2020년대 유인 달 탐사에 이어, 2030년대에

유인 화성 탐사를 실현시키는 것이 국제 우주
탐사 커뮤니티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이다.
화성 탐사는 달 탐사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한다. 화성까지 가는 데는 달에
비해 더 긴 비행시간이 요구되며, 비행 과정
및 화성 현지에서는 보다 혹독한 환경에 노출
된다. 또 약

2년에 한 번씩만 발사 기회가 찾
1960년대

거주 가능한 거의 유일한 행성이기 때문에 여
러 국가들이 화성을 우주탐사의 목적지로 삼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화성탐사에 도전한 국가는 미
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이
다. (<표11> 참조) 그 중 화성 탐사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유럽, 인도뿐이며, 화성 착륙에
성공한 국가는 아직까지 미국 밖에 없다.

아오는 것도 제약 요건이 된다. 실제

60년 간 발사 된 화성 탐사선 중 약
60%는 실패의 고배를 마셨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1960년부터 지금까지 화성에 약 20기의
탐사선을 보냈으나 대부분 실패하였다. 미국은
러시아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1964년
최초의 화성 근접비행, 1971년 최초의 화성 궤
도선이 성공한데 이어, 1975년에는 Viking 화
부터 약

성착륙선을 성공시켜 소련에 참패를 안겨주었
다. 그러나 미국도 화성탐사에 여러 번 실패하
였다. 일본과 유럽도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표 12. 1990년대 이후의 화성 탐사 현황
발사

국가

탐사선명

탐사유형

현재단계

1992 미국

Mars Observer

궤도선

실패

1996 미국

Mars Global
Surveyor

궤도선

임무완료

1996 러시아

Mars96

궤도선/착륙선

실패

1996 미국
1998 일본

Nozomi

궤도선

실패

1998 미국

Mars Climate
Orbiter

궤도선

실패

1999 미국

Mars Polar
Lander/Deep
Space 2

착륙선

실패

2001 미국

Mars Odyssey

궤도선

2003 유럽

Mars Express

2003 미국

Spirit
Opportunity

2005 미국

MRO

궤도선

운영중

2007 미국

Phoenix

착륙선

임무종료

반 최초로 화성탐사에서 각각 실패와 부분 실
패를 경험했다.

1975년 Viking 착륙선을 끝으로 한동
안 화성탐사를 중단했었는데, 화성 생명에 대한
증거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던 Viking이 이렇다
할 만 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1990년대 소형‧저비용 탐사선 개발 붐을 계
미국은

기로 화성탐사를 재개 한 이후에는 거의 모든
발사 기회 때마다 화성 탐사선을 꾸준히 발사
해, 화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밝혀내

Mars Pathfinder 착륙선/궤도선 임무완료

러시아

운영중
운영중
궤도선/착륙선
/실패
로버
임무종료
로버
운영중

Phobos-Grunt 화성위성착륙선

실패

2011
중국

Yinghuo-1
Mars Science
Laboratory
/Curiosity
Mangalyaan

궤도선

실패

착륙선/로버

운영중

궤도선

운영중

는데 앞장서왔다. 화성은 태양계 내 다른 어떤

2011 미국

천체보다도 지구와 유사하며, 한 때 지구처럼

2013 인도

두터운 대기와, 따뜻한 기온, 그리고 표면을 덮

2013 미국
MAVEN
궤도선
유럽
2016
EXOMARS 2016 궤도선/착륙선
/러시아

운영중
운영중
/실패

Insight

착륙선

운영중

MarCO-1
MarCO-2

(초소형위성)

통신중계

운영중

는 물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져 생명체가 존재
했을 가능성이 있다. 화성의 극지방에는 현재
도 어름물의 형태 등으로 물이 존재하며, 미생
물의 존재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화성은 지구

2018 미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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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2018~2027)은 미국, 유럽, 인도의 화
성 탐사 뿐 아니라 일본, 러시아(독자), 중국의 화
성 탐사 재도전이 있을 계획이며, UAE의 첫 번째
화성 탐사 시도도 있을 예정이다. (<표12> 참조)

최근까지의 화성탐사선은 대부분 궤도선, 착

향후

륙선, 로버의 형태를 띄어왔다. 그러나

2020년

대 중‧후반부터는 화성탐사 임무에 샘플리턴이
추가될 전망이다. 미국은 화성 샘플리턴을 위

2019년도에만 5천만 달러
ESA 또한 NASA와의 관
련기술 공동 연구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중
국도 2020년대 후반에는 화성 샘플리턴을 추진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소행성 샘플리턴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일본은 2024년 MMX를 발
사하여 화성의 위성인 Phobos의 샘플을 채취
해 2029년에 지구로 귀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
다. 이 밖에도 새로운 개념의 화성탐사선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최근 Insight와 함
께 통신중계용 초소형위성을 발사 했으며, 2020
년 Mars 2020 로버 발사 시에는 화성 탐사용 초
소형(1.8kg) 헬리콥터도 함께 실릴 계획이다.
한 핵심기술 개발에

표 13. 국가별 화성 탐사 사업 추진 계획
국가명

탐사선명
MARS 2020
Mars Helicopter

탐사유형
로버
항공기

발사
2020
2020

현재단계
개발중
개발중

미국

Mars Sample
Return

샘플리턴

2024
이후

계획중

EXOMARS 2020
(러시아 공동)

로버

2020

개발중

Mars Sample
Return

샘플리턴

2024
이후

계획중

EXOMARS 2020
(유럽 공동)

로버

2020

개발중

PHOBOS
-GRUNT 2

화성위성
궤도선

2023
이후

계획중

HX-1

궤도선/
착륙선/로버

2020

개발중

샘플리턴

2027
이후

계획중

2024

계획중

2022
2020

개발중
개발중

(국제협력)

유럽

(국제협력)

러시아

중국

Mars Sample
Return

일본

MMX

인도
UAE

MOM-2
HOPE

화성위성
샘플리턴
궤도선
궤도선

2020년에는 4기의 화성탐사선 발사가
예정되어 있어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은 2018년 Insight 달착륙선을 성공시킨데 이
어, 2020년에는 MARS 2020 로버를 발사할 계
획이다. MARS 2020 대형 사업에 해당하여, 현
재 달에서 운영 중인 Curiosity 및 소형사업에
해당하는 Insight 보다 더 많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유럽과 러시아가 공동개발 중인
ExoMars 2020 로버도 2020년에 발사 된다. 유
럽과 러시아는 2016년에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구성된 Exomars 탐사선을 발사했는데, 착륙선
은 실패했다. 중국도 2020년 궤도선/착륙선/로
버로 구성된 화성탐사선(HX-1)을 발사 해 화성
탐사를 성공시키려 하고 있다. 중동 국가 최초
로 우주탐사에 도전하고 있는 UAE의 화성 궤
도선(HOPE)도 2020년에 발사되어, 국가 수립 50
주년을 맞는 2021년에 화성에 도달 할 계획이다.
특히

를 지원할 예정이다.

각국 정부에 의한 유인 부문의 화성탐사는 이

2030년대에 추진 될 전망이다. NASA는
2030년대 Deep Space Transport를 이용해 화성
유인 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중국도 2040년
르면

대에 화성 유인 탐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UAE도 100년 안에 화성에 사람을 정착시

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고 화성 시뮬레이션 센터

Mars Science City를 구축 중이다.
그러나 이보다 이른 2024년에 화성 유인 탐
사를 개시하겠다는 민간기업도 있다. SpaceX는
등을 포함하는

인류의 화성 이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수십 명의 인원이 탑승 가능 한 역대 최

Big Falcon
Rocket(BFR)을 개발하고 있다. BFR은 100% 재
사용이 가능하며, 화성 대기의 이산화탄소와 얼
대

규모의

초대형

발사체인

음물 등으로 부터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메탄
을 로켓 엔진의 연료로 사용한다.

BFR 개발에

는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며 기술적 난관도 많
기 때문에 목표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일

BFR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우주탐사 활동의 판도를 근본적으
로 변화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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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타 태양계 천체 탐사

소행성은 기타 천체 중에서도 인기 있는 탐

우주탐사 선진국들은 달과 화성 이외에도 태
양과 태양계 행성, 행성의 위성, 소행성, 혜성
등 기타 천체에 대한 탐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타 천체에 대한 탐사는 특히
미국, 유럽, 일본이 주도해 왔으며, 향후 10년
간(2018~2027) 중국, 러시아, 인도가 가세할 전
망이다.
표 14. 기타 천체에 대한 국가별 탐사 계획(2018~2027)
국가명

탐사선명

탐사 천체
(탐사유형)

발사

현재단계

Parker Solar
Probe

태양
(궤도선)

2018

운영중

NEA SCOUT

지구근접
소행성
(근접비행)

2020

개발중

LUCY

목성 트로이군
소행성 5개

2021

개발중

DART

이중 소행성
(궤도변경)

2021

개발중

PSYCHE

금속형
소행성
(궤도선)

2022

개발중

EUROPA
CLIPPER

목성위성
유로파
(궤도선)

2025

개발중

목성위성
유로파
2026
(궤도선/착륙선)

계획중

미국

JOINT EUROPA
MISSION
(유럽 공동)

유럽

개발중

SOLAR ORBTER

태양
(궤도선)

2020

개발중

JUICE

목성 및
목성위성
(궤도선)

2022

개발중

목성위성
유로파
2026
(궤도선/착륙선)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지구방위(Planetary

Defence)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미국은 지구
에 접근하는 소행성, 혜성 등에 대한 감시‧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며, 2021년에 DART를 발사하
여 소행성 경로 변경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다.
소행성은 최근 들어 경제적 관점에서도 주목을
한 소행성으로부터 물이나 희토류 등의 자원을
이미 소행성 채굴(Asteroid

Mining)의 가능

성을 보고 관련 활동에 뛰어든 기업도 생겨나
고 있다. 대표적으로

Deep Space Industry와
Planetary Resource가 2020년을 전후로 소형위성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물을 연료로 쓰는 추진

계획중

소행성
(샘플티런)

2024

계획중

인도 VENUS ORBITER

금성
(궤도선)

2026

계획중

금성
(궤도선)

2026

계획중

VENERA D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지구접근천체(NEO)의

을 발사해 소행성을 탐지하는 활동에 착수 할

일본 BEPI COLOMBO
-MMO(유럽 공동)
ASTEROID
중국
SAMPLE
RETURN

러시아

과학적 연구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지구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

수성
(궤도선)

2010년에 일본의 Hayabusa가
세계 최초의 소행성 샘플리턴에 성공한데 이어,
2014년과 2016년에 일본의 Hayabusa-2와 미국
의 OSIRIS-REX가 발사 되었다. 이들 소행성
탐사선은 각각 2020년과 2023년에 소행성의 샘
플을 갖고 지구로 귀한 할 계획이다. 중국도
2010년 발사한 달궤도선 Chang‘e-2호가 달탐사
임무완수 후 소행성 근접비행에 성공했다. 미
국과 중국은 향후 10년간(2018~2027) 총 5기의
소행성 탐사선을 발사 할 계획이다.
소행성의 과학적, 안보적, 경제적 가치는 소
행성 탐사가 증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소행

받고 있는데, 탄소화합물이나 금속물질이 풍부

수성
(궤도선)

(미국 공동)

사 목적지이다.

성은 초기태양계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

BEPI COLOMBO
-MPO(일본 공동)

JOINT EUROPA
MISSION

25

2018

비행중

시스템, 광물자원 식별을 위한 초분광 카메라
등 핵심 요소 기술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관련 산업을 도모하기 위해 우주자
원에 대한 소유권 보장과 같은 법적 환경도 조
성 중이다. 룩셈부르크도 우주자원 분야를 선
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해외
기업의 유치,
추진 중이다.

R&D 지원, 법적환경 조성 등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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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우주탐사는 현재 전환기에 놓여있다. 달과

2020년대 글로벌 우주탐사 활
동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1960년대 달 탐사의
주요 목표가 달에 도달하는 것이었다면, 2020
달 주변 공간은

참고문헌
1. Euroconsult, “Prospects for Space Exploration”,
2018
※ 국가별 예산 등의 통계 자료는 상기 보고서

년대 달 탐사는 달에서의 장기 체류와 인프라

가 출처이며, 국가별 우주탐사선 현황 정리

구축, 달 자원의 활용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달

표도 상기 보고서의 내용을 재구성 한 것임.

극지에 매장된 얼음물, 달의 토양 등 달 현지
자원의 이용은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탐
사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달 탐사 뿐 아니
라 이후의 화성 유인탐사를 가능하게 하는 원
동력일 될 것이다. 우주선진국들은 우주탐사
활동에의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우주탐사의
상업화 및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 지원과 별개로 우주탐사 분야에 뛰어드는
민간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
에 정부 간 또는 정부와 기업 간에 다양한 형
태의 협력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다. 우주탐
사 수행기관들 간의 공동의 비전 및 로드맵 수
립(ISECG), 개발도상국에의 우주탐사 참여기회
제공(UN), 유인분야 대형 다자간 협력 사업

(Gateway), 민관이 공동 주최하는 달 탐사 경
연 대회(Moon Race), 모두가 참여하는 달 마을
건설(Moon Village) 등의 협력 이니셔티브 외
에도 우주탐사에 관한 법제 및 기술 표준 마련
등의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인류가 우주탐사를
통해 얻게 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은 궁극적으
로는 지구와 인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권 2호 (2018) pp.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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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정책동향

국내 무인이동체 산업실태 조사연구
이준원* , 강왕구**, 김명집*
1)

A Survey Study on the Korean Unmanned Vehicle
Industries
Lee, Jun-won*, Kang, Wang-gu**, Kim, Myung-jip*

ABSTRACT
The
fourth

unmanned
industrial

unmanned
started

a

domestic
study

vehicle
survey

vehicle

revolution.
industries
study

unmanned

can

be

industry

used

on

vehicle
as

a

is

one

However
before
them

the

there

has

Unmanned
from

companies
basic

of

data

2016.

using
and

new

industries

been

no

Vehicle

structured

statistical

Advanced

UVARC

rationale

closely

has

data

of

Research

performed

questionnaires.

for

combined

establishing

its

The

with

the

the

Korean

Center(UVARC)
survey

results

government

of

on

the

survey

policy

to

promote the unmanned vehicle industry.

초 록
무인이동체 산업은

4

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신산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무인이동체

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이하 ‘무인이동체사업단’)에서

2016

년부터 무인이동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무인이동체 산업의 통계 자료가 없었다. 무인이동체사업
단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국내 무인이동체 산업체에 대해 조사를 수행해 왔다. 실
태조사 연구 결과는 무인이동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 자료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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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실적으로 무인이동체 전체 기업 수를

1. 서 론

정확하게 계수할 수 있는 현행 법령 근거와 통
무인이동체는 드론 등의 무인항공기 뿐만 아

계조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무인이동체사

니라 무인육상이동체, 무인선박, 무인잠수정 등

업단에서는 매년 연구교류 및 성과확산 활동

을 모두 아우르며, 스스로 외부 환경을 인식하

과정에서 입수한 국내 기업 목록을 당해년도의

고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며 임무를 수행할

실효 모집단 으로 정하고, 유효표본(응답기업)

수 있는 이동체이다. 초연결 사회, 초지능 사회

중 대기업 응답수치를 제외한 중소기업 평균

로 가는

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무인이

수치를 추산한 후, 대기업 수를 제한 실효 모

동체 산업분야가 신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집단 수를 곱한 중소기업 산업 총량에 대기업

이에 정부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개

응답수치를 더하여 전체 산업 총량을 추산하는

년 로드맵" 을 발표하는 등, 무인이동체 산업에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대기업 응답수치가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육성 정책의 필요성이

여타 중소기업보다 통상 상회하므로 전체 산업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재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

총량 추정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10

1)

3)

준산업분류에는 무인이동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의 별도 분류코드 가 존재하지 않고,

표 2. 무인이동체 산업실태조사 현황

2)

(기업수,%)

국내 무인이동체의 전체 기업 수 등 무인이동
체 산업의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다. 정부
의 국가적 지원, 육성 정책을 위해서는 무인이
동체 산업의 실태파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
야 하며, 무인이동체사업단에서는 아래항목이
포함된 설문지를 설계하여 국내 무인이동체 현
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년부터 매년 무인

년도

2015

2016

2017

모집단 수

255

262

312

실효 모집단(A)

255

258

291

응답기업(B)

44

53

103

응답률(B/Ax100)

17.2

20.5

35.4

2016

이동체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 해오고 있다.
표 1. 산업실태 조사 항목 및 내용
항목
일반 현황
사업 분야
사업 매출
수출입 현황

내용
조직형태, 사업업력, 매출액 등
무인이동체 사업 분야
분야별/ 고객별 매출액
분야별/ 국가별 수입·수출액

인력 현황

전체 및 무인이동체 사업 인력,
향후 5년 신규 인력 채용 계획

투자 실적·계획
보유 시설·장비

사업 투자실적 및 계획
무인이동체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식재산권

무인이동체 관련 지식재산권,
기술 역량 확보 방안

기타

무인이동체 사업 성장 단계
인식, 정책 필요 지원사항

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17.12)
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17년)에 따르면, 전통적인 항공산업
인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은 31기타 운송장비 제
조업 상의 세세분류 코드 31312로 할당 되어 있으나, 육상 및 해양
무인이동체는 별도 코드가 할당되어 있지 않음.

2. 본 문
2.1 기업 일반현황
기업 일반현황에서는 조직형태, 업력, 연구소
보유 여부, 종사분야, 주된 사업장 소재지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직형태는 응답기업의 대부분인
가 영리법인이고, 개인사업자는

개(90.3%)

93

개(9.7%)로

10

조사되었다. 기업의 설립년도와 함께 무인이동
체 사업개시 연도를 별도 조사하여 무인이동체
사업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을 구분 하였다. 조
사결과 응답기업이 창업한지

년 이하(47개,

5

가 절반에 가깝고, 무인이동체 사업 업력

45.6%)

3) 조사 과정에서 결번, 중복, 폐업, 무인이동체 사업 철수 등으로 제외
한 후의 실제 모집단 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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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년 이하(72개,

는 약

에 달하여

무인이동체 종류인 형태, 등급 등으로 구분하

무인이동체 산업이 신산업 초기 사이클임을 보

고, 소분류는 수행하는 제품·용역 유형인 체계·

여준다.

부품·SW·활용으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진행하였

5

69.9%)

70%

기업 부설연구소 등과 같이 자체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응답기업 중

다. 동일 기업이 여러 적용분야를 다룰 수 있

개(72.8%)이며,

고, 연구개발·생산과 활용·서비스도 함께 제공

이는 기업들도 무인이동체 신사업 특성인 초기

할 수 있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복 답변

연구개발 중요성을 인정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을 허용하였다.

75

연구소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무인이동
체 산업의 응답기업 중

개(79.6%) 기업은 공

82

중(UAV) 분야에 종사하며 해양(USV/UUV)
개(13.6%), 육상(UGV)

14

분야 종사기업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다.

개(10.7%) 순으로 무인

또한 무인이동체 산업체의 주된 사업장의 소
재지는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58개,
이 과반이며, 대전(17개,

수도권과 대전에

야에 수행분야가 집중되어 있으며, 육상·해양

11

이동체 산업에서 공중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56.3%)

조사 결과 드론 등의 무인항공기인 공중 분

16.5%)

순으로

개(72.8%)로 밀집되어 있다.

75

2.2.1

공중 분야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급 보다 그 이하급

인 소형 무인항공기 중 회전익기 소형 무인항
공기 분야가 고정익 분야와 복합형 분야에 비
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회전익 소형 무인항공기 분야가 상대

2.2 사업 수행 분야

적으로 드론 산업의 진입이 중형 드론에 비해

사업 수행 분야는 무인이동체 적용분야인 육
상·공중·해양을 대분류로 구분하고, 중분류는

용이 하기 때문이며, 복합형 무인항공기의 사
업 수행도 최대이륙중량

초과 급 분야 보

25kg

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형 무인항공

표 3. 무인이동체 사업 수행
(단위: 해당 기업 수(중복응답 허용))

대분류

공중
(UAV)

육상
(UGV)

해양
(USV
/UUV)

중분류
회전익 무인항공기 및 부품
최대이륙중량
고정익 무인항공기 및 부품
25kg 이하
복합형 무인항공기 및 부품
회전익 무인항공기 및 부품
촤대이륙중량
고정익 무인항공기 및 부품
25kg 초과
복합형 무인항공기 및 부품
공중 장비 및 부품 유통 (수출‧입 포함)
소계
자율주행자동차 및 부품
지상이동로봇 및 부품
무인농업기계 및 부품
육상 장비 및 부품 유통 (수출‧입 포함)
소계
무인선박 및 부품
무인잠수정 및 부품
무인수중로봇 및 부품
해양 장비 및 부품 유통 (수출‧입 포함)
소계
총계

체계
36
17
16
18
12
7

부품
38
19
16
20
23
11

3
6
1

6
12
3

5
1
2

9
6
6

소분류
SW
32
19
14
14
13
8
10
439
5
4
2
2
52
5
3
2
3
50
543

활용
39
16
13
16
8
4

합계
145
71
59
68
56
30

275

154

3
3
2

17
25
8

3
2
3

22
12
1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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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분야에 회전익과 고정익의 추력방식의 장점

표 4. 무인이동체 사업 분야별 매출액
(단위: 억원)

을 모두 갖춘 복합형 무인항공기의 필요성을
무인이동체 기업에서 인식하고 사업을 수행하

공중
분야

육상
분야

해양
분야

총계

전체
응답기업

1,905

25

103

2,033

중소기업

1,101

25

103

1,229

는 것으로 판단된다.

2.2.2

육상 분야

육상 분야의 사업 종사 기업은 지상이동로
봇, 자율주행자동차, 무인농업기계 순이며, 전

또한 응답기업 중 대기업

체 사업 종사 기업 수는

억원(39.5%)을 제외한 중소기업 사업 분야별

공중 분야의

439

개(9.6%) 기업으로

52

개(80.8%) 기업 수에 비해 현

저히 적게 조사되었다.

총 매출액은

3

곳의 총 매출액

억원으로 대기업의 매출은

1,229

공중분야에서만 발생으로 하고, 육상·해양분야
의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2.3

해양 분야

해양 분야의 사업 종사 기업은 무인선박, 무
인잠수정과 무인수중로봇 순이며, 전체 사업
종사 기업 수는
야의

439

50

개(9.2%) 기업으로 공중 분

개(80.8%) 기업 수에 비해 현저히 적

게 조사되었다.

2.3.2

무인이동체 사업 고객별 매출

무인이동체 사업 고객별 매출액은 정부부처
와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으며, 정부부처

억원(5.7%), 수출

116

59.9%

로 높

억원(47.1%), 민간기업

957

억원(22.7%), 공공기관

2.3 사업 매출 현황

259

억원(12.8%), 일반인

억원(5%) 순으로 조사

102

표 5. 고객 유형별 매출액

이동체 적용분야인 육상·공중·해양으로 구분하

(단위 : 억원)

고, 중분류는 무인이동체 종류인 형태, 등급 등
으로 구분하고, 소분류는 고객 유형 으로 세분

고객 유형

전제
응답기업

중소기업

화 하여 조사하였다.

정부부처

957

253

공공기관

259

259

민간기업

462

462

대학

14

14

해외수출

102

102

일반인

116

116

기타

123

23

합계

2,033

1,229

4)

2.3.1

무인이동체 사업 분야별 매출

응답기업의 무인이동체 사업 매출액은 총
억원으로, 공중 분야에서 대부분의 산업

2,033

매출이
(93.7%),

발생하였다.
해양 분야

462

되었다.

무인이동체 매출 현황 조사는 대분류는 무인

25

804

공중

분야

억원

1,904

억원(5.1%), 육상 분야

103

억원(1.2%) 순으로 조사되었다.

4) ① 정부부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② 공공기관 : 국공립시험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기타 비영리법인
등 ③ 민간기업/단체 :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 ④ 대학 : 국공립대학
및 사림대학 ⑤ 해외수출 : 해외 공공기관, 해외 기업, 해외 연구소,
해외 대학 등(수출) ⑥ 일반인 : 일반 개인 소비자 ⑦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대상

또한 전제 응답기업 중 대기업

3

곳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억원(41.7%)로 높은 편으로 조사

512

되었으며 이는 공공용 드론의 정부 정책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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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기업의 경우 정

2.3.4

부부처 매출 의존도가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
로 대기업 무인이동체 매출액
관련 매출이
다. 이는

억원으로

704

억원 중 정부

804

를 차지하고 있

87.6%

년 무인이동체 정부 매출 총액

`17

억원 중 대기업이

무인이동체 산업 총매출 추정

응답기업의 무인이동체 기업 당 연매출액은
억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의 기업 당 연평균

20

매출액은

억 규모로 조사되었다.

12

957

를 차지하는 것으로 주

73.6%

표 7. 무인이동체 사업 매출액 분석

된 사유는 국내 군용 무인기 매출이 대부분이

(단위 : 개,%,억원,억원/기업 수)

대기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2.3.3

무인이동체 매출 규모별 기업 현황

경우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총 연매출액이 없거나

10

억원 미만은

개(35.9%) 기업이고, 무인이동체 총 연매출액

37

이 없거나

억원 미만은

10

매출이 없거나

개(59.2%)기업이며,

61

억원 미만은

1

21

개(20.4%)기업

으로 조사되었다. 매출현황 조사에
는

“

“

모름” 또

무응답”으로 응답한 기업이 매출이 없거나

103

중소기업 수

100

중소기업 비율

97.1
2,033

중소기업 매출

1,229

기업당 평균매출액

20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12

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는 기업이 영위
하는 여러 사업 중 하나가 무인이동체 사업인

2017년

무인이동체사업 매출

무인이동체 매출 규모별 기업 현황에서는 기
업의 총매출액과 무인이동체 사업부분의 매출

구분
응답기업 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평균 매
출액이

억원 가량 낮아졌으나, 이는 실태조사

3

에 응답한 중소기업 수가 전년 대비

배로 증

2

가한 반면 응답한 종소기업들 상당 수가 영세
하여 전체 평균 매출액이 낮아졌다고 판단된
다.

매우 미미하여 매출 규모 공개를 꺼렸다고 가

서론에서 언급한 산업총량 추정기법을 적용

정한다면, 이런 기업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무

하여 실효 모집단(291개)에 대기업 수를 제하여

인이동체

중소기업 평균매출액을 곱하여 중소기업 매출

(39.8%)

매출이

억원

1

미만

기업은

개

41

까지 올라 갈 수 있다.

총량을 구하고, 응답 대기업 매출액
더하면 무인이동체 산업 총매출은

표 6. 매출액 규모별 기업
(단위 : 개)

매출액 규모

기업 총매출
기준

무인이동체
사업
매출 기준

1억원 미만
1~10억원 미만
10~50억원 미만
50~100억원 미만
100~500억원 미만
500~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매출 없음
모름/무응답
합계

응답 기업 수
9
28
18
12
13
5
5
0
13
103

응답 기업 수
12
40
13
3
5
1
0
9
20
103

804

억원을

4,381

억원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국내 무인이동체 산
업의 총 매출규모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참
고수치로 활용할 수는 있다.

2.4 사업 수출·입 현황
무인이동체 사업분야에 발생한 수출·수입에
관해 무인이동체 적용분야별, 수출·입 지역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4.1

무인이동체 사업 수출

응답기업의 무인이동체 사업 총 수출액은

102

억원으로 대부분 공중 분야(99.8%)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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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응답기업(103개)기업 중

개 기업(4.9%)만

5

이 수출 실적이 조사되었다. 최근

년간 조사

3

등을 고려하면 중국 비중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 수출 응답 기업이 매년 다르게 조사되고
응답 기업의 표본 수치도 매우 적어 본 조사의

2.5 사업 인력 현황

무인이동체 사업 수출 통계가 아직까지는 유의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무인이동체 관련 인력

미한 통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수, 성별, 적용분야별, 직무 및 학력별, 근속년
수별로 인력 현황을 조사하였다. 인력 현황 조

표 8. 무인이동체 사업 수출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분

공중

육상

해양

합계

수출액

10,186

23

0

10,209

기업 수

4

1

0

5

사기준시점은
년

2017

2.5.1

월

조사대상기간의

국

36.4

55.6

억원(35.7%), 중국

억원(0.6%), 기타(홍콩)

0.6

억원(54.5%), 미

억원(9.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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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 인력현황 및 평균인력

중 무인이동체 종사인력은
중소기업 인력은

명이며, 그

10,839

명이고, 이 중

1,584

명으로 조사되었다.

1,109

9.3

억원(0.1%) 순으로

0.2

조사되었으며, 수출 기업 수가

표 10. 무인이동체 종사인력 현황

개로 상대적으

5

(단위: 개, 명, 명/기업 수)

로 적어 국가별 수출 비중은 유의미하지 않다
응답기업수

고 판단된다.
년도

2.4.2

날인

일이다.

12

응답기업 총 종업원 수는
수출대상국은 유럽(독일)

마지막

무인이동체 사업 수입

중소
기업

무인이동체
종사인력
중소
기업

기업 당
평균인력
중소
기업

2015

44

44

618

618

14

14

응답기업의 무인이동체 사업 총 수입액은

2016

53

50

1,208

574

22.8

11.5

억원으로 대부분이 공중 분야(94.9%)에서

2017

103

100

1,584

1,109

15.3

11.1

155

발생하였다. 다만 무인이동체 체계 및 부품 수
입이 직수입 방식이 아닌, 국내 유통망을 통한
구매의 경우 수입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국
내 유통망을 통한 수입품 구매 금액을 고려하
면 실제 수입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기업의 무인이동체 평균인력은
중소기업의 평균인력은
비 각각
다. 이는

7.5

명,

`17

0.4

11.1

15.3

명,

명으로 전년도 대

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년 조사에 응답한 기업수가 증가

되었지만 다소 영세한 기업들이 조사에 추가
표 9. 무인이동체 사업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분

공중

육상

해양

합계

수입액

14,746

312

477

15,535

기업 수

18

4

3

로 참여하여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

2.5.2

무인이동체 성별 및 적용분야별 현황

응답기업의 무인이동체 성별인력 현황은 남
성이

1,347

명(85%), 여성이

명(8.6%)이다. 공

137

중분야인 소형드론 등의 무인항공기 분야에
수입대상국은 중국
17.6

억원(11.3%), 미국

억원(82%)이며, 유럽

127.4
7.1

억원(4.6%) 순으로 국

내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수입 부품·임무장비

명(86.8)이 종사하며 육상

1,306

양

명(3.7%), 임무장비

56

사되었다.

34

108

명(7.2%), 해

명(2.3%) 순으로 조

33

이준원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2 (2018) pp. 27~35

표 11. 성별 및 적용분야별 인력 현황

표 13. 학력별 인력현황

(단위: 명)

종사인력 성별 현황

구분
무인이동체
종사 인력수

남성

여성

무응답

합계

1,347

137

100

1,584

적용 분야별 인력 현황
구분

무인이동체
종사 인력수

공
중

육
상

해
양

임
무

무
응
답

합계

1,306

108

56

34

80

1,584

(단위: 명)

구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무응답

합계

전체
인력

99

377

884

108

116

1,584

중소
기업

64

227

704

98

16

1,109

2.5.5

응답기업의 무인이동체 연령별 인력 현황은
대

20

2.5.3

대부분이 연구개발 직무에 종사하여
165

1,118

112

중소
기업

853

107

20

명(51.7%)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

력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명

명(10.4%), 사무직

112

표 14. 연령별 인력현황
(단위: 명)

(단위: 명)

전체
인력

명(37.8%)으로

599

1,118

표 12. 직무별 인력현황
연구
개발

대

819

명(7.1%)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30

사되어 무인이동체 산업은 신산업으로 젊은 인

응답기업의 무인이동체 직무별 인력 현황은
이며, 생산직

명(13.9%),

220

∼30대가

무인이동체 직무별 인력 현황

(70.6%)

무인이동체 연령 및 근속연수별 인력 현황

사무직 생산직

기타

무응답

합계

165

73

116

1,584

90

43

16

1,109

구
분

∼
30
세

30
∼
39
세

40
∼
49
세

50
∼
59
세

60
세
∼

무
응
답

합
계

인
력
수

220

599

441

144

19

161

1,584

응답기업의 무인이동체 근속연수별 인력 현
황은

년 미만

5

(25%),

이는 신산업 초기에 연구개발은 활발하지만,

10

∼15년

근속 인력이

707

명(44.6%),

5

∼10년

명(10%) 순으로

159

393

명

년 미만

10

를 차지하고 있다.

69.6%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작아 양산수요가 아직

무인이동체 산업이 신산업 초기 사이클이므

적어 생산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로 분

로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

석 된다.

다.

2.5.4

2.5.6

무인이동체 학력별 인력 현황

응답기업의 무인이동체 학력별 인력 현황은
학사

884

명(55.8%), 석사

명(23.8%), 박사

377

명(6.3%) 순으로 조사되었다. 무인이동체

99

무인이동체 채용 계획

응답기업의 무인이동체 산업 분야의 향후
년간 기대되는 인력 채용 규모는 총

2,569

5

명으

산업

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해마다 그 채용 기대

이 신산업 분야로 다양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폭이 높아져, 중기적으로 무인이동체 산업 발

인식되어 석·박사 비율이

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

었다.

30.1%

로 높게 조사되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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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표 15. 향후 5년간 신규인력 채용 계획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채용
계획

224

344

497

652

2022년 합계
852

2,569

무인이동체 투자 계획

응답기업의 향후
투자

계획은

1,774

년간 무인이동체 산업의

3

억원으로,

기업

자체투자

억원(67.6%), 정부투자 수혜 기대

1,199

575

억원

로 조사되었다. 세부 투자 계획은 연구

(32.4%)

개발 및 시설·장비 구축에 대한 투자 계획은

2.6 사업 투자 실적 및 계획

억원(88.1%)으로 향후

1,561

년간은 연구개발에

3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고, 시설·장비 구
응답기업의 투자실적(연구개발, 시설장비·교
육훈련 등)과 투자계획(향후 3년)을 조사하였다.

2.6.1

축을 위한 정부의 투자 수혜도 지속적으로 기
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무인이동체 투자 실적

응답기업은
자를

년 한 해 동안

`17

하였으며,

기업

자체

정부투자 수혜는

(69.6%),

172

표 17. 향후 3년간 무인이동체 사업 관련
투자계획

억원의 투

565

투자

(단위: 백만원)

억원

394

구분

억원(30.4%)로 조

사되었다. 이는 무인이동체 산업은 정부 투자

조달방안

투자액

자체

72,855

정부

49,993

자체

27,616

정부

5,659

자체

3,128

정부

483

자체

16,291

정부

1,340

자체

119,890

정부

57,475

연구개발

의 정책 수혜보다는 자체 투자를 통해 산업의
시설·
장비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투
자 실적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의 자
체투자
(40.1%)

억원(59.9%), 정부투자 수혜

251

억원

168

교육훈련

로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투

자 수혜를 받고 있으나,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기타

및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는 정부투자 수
합계

혜가 적어 자체투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음으

합계
122,848

33,275

3,611

17,631

177,365

로 조사되었다.
표 16. 무인이동체 사업 관련 투자실적

2.7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단위: 백만원)

무인이동체 관련 지식재산권을 국내외 특허
구분
연구개발
시설·
장비
교육훈련

기타

합계

조달방안

투자액

자체

25,062

정부

16,778

자체

10,135

정부

128

자체

567

정부

15

자체

3,603

정부

254

자체

39,367

정부

17,175

합계
41,840

출원·등록 및 실용신안 출원·등록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무인이동체 사업 수행을 위해 필
요한 기술과 역량 확보방안을 조사하였다.

10,263

응답기업은

`17

년 한 해 동안 총

허를 국·내외 출원하였고
582

업 당

건 출원

1.2

0.7

건의 특

119

건을 등록하여 기

73

건 등록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제품 디자인과 관련한 실용신안
3,857

도

건 출원,

24

건 등록하여 신제품 개발 및

20

상용화를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 있다.
56,54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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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표 18. 무인이동체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단위: 건수)

구분
국내
특허
해외
특허
실용
신안
총
건수

년부터

년간 무인이동체 산업실태조사

2017

누적 보유

출원

100

126

등록

68

232

출원

19

23

등록

5

21

투자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신

출원

24

12

규인력의 채용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등록

20

23

예상된다.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무인이동체

출원

143

161

등록

93

276

2016

3

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무인이동체 산업은
창업 및 신규 사업 진입이 활발한 신산업 분야
로 종사자들의 연령이 젊고 학력이 높으며, 자
체적인 연구개발 초기 투자 및

IP

권리화 등의

산업이 현재 도입기로 인식하고 있고 성장기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과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무인이
동체 산업실태조사는 무인이동체사업단에서 매

2.8 산업 성장단계 인식 및 정책지원 필요사항

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향후 연간 통계
데이터 축적 및 조사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국가

무인이동체 관련 기업들이 체감하는 무인이

승인통계 지위로 제고시킬 것이다.

동체 산업의 성장단계 인식 및 무인이동체 사
업 수행에 필요한 정책 지원사항 중 법/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추진자금 지원, 전문인

4. 후 기

력 양성, 전문 컨설팅, 해외 판로 개척, 기타
등으로 세분화 하여 조사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무인이동체

응답기업 중 도입기로 인식하는 기업은
(60.2%),
(25.2%)

성장기로

로 총

인식하는

기업은

개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2016M1B3A1919016)

개

의 성과 중 일부이다.

62
26

개 기업(85.4%)이 무인이동체

88

산업을 도입·성장기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책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 추진자금 지원
프라 구축
(17.5%),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85

개(27.5%), 인

개(17,8%), 법/제도 정비

55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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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Japan’s Space Planning and Space
Industry Vision 2030 from the Viewpoint of Satellite
Information
KIM, Youn-Soo

ABSTRACT

The world is undergoing a radical change, and this movement is no exception to the space
sector of each country. The innovative changes such as transformation from the US-Russian
bipolar structure to the multipolar structure, transition from state-led space development to private
led space development, innovation in the space sector is coming. In recent years, Japan has
renewed its national space plan and released space industry vision 2030 to cope with such
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utilization of satellite information, I would like to draws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s of utilization of satellite information in Korea through the review of
Japan's national space plan and space industry vision.
초 록
지금 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우주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미소 양극구조의 시대에서 다극 구조로의 변화,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민간 사업자 참여 활
성화, 우주와

IT기술이 접목되는 다수의 신규 비즈니스가 번성하는 등 우주 산업의 새로운 변화가 몰

려오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계획을 새로이 정비하고 우주산업
비전 2030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정보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일본의 우주계
획과 우주산업 비전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성정보 활용이 나아갈 방향 설정에 필요한 참
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Key Words : space industry(우주산업), space plan(우주계획), satellite information(위성정보), vision
2030(비전 2030), innovation(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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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 서 론

37

1월에 수립된 <우주 기본 계획>은 종래의

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시책에서 개발 결과의
최근 전세계에서 기술적 혁신과 변화의 물결이

활용을 중시하는, 우주개발이 지향하는 방향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명확히 한 것으로 우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변화는 사상 유례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위한 새로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

이와 같은 변화는 우주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나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우주개발은 미소 양

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더 심각해져 안전

국의 국력 경쟁에 따른 양극 구도를 오랜 기간

보장을 위한 우주기술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

유지하여 왔다. 또한 우주개발에는 막대한 예

대되고 있다. 또한 일본이 독립적으로 세계시

산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국가 주도의

장에 진출하기에는 우주 산업 기반이 미국 등

우주개발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당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

연시되어왔던 선입견을 깨뜨리는 새로운 움직

2013년 우주 기본 계획 수립 후 일본을 둘

이다. 그러므로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방침으로

극 구조는 위성개발을 추진하는 중국, 인도 및

2013년 12월에 수립된 <국가 안전보장 전략>
에 제시된 안전보장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도국의 증가 등 다극화구조로 변화하고 있

산업계 투자의 예견 가능성을 높여 산업 기반

고,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민간 분야의 발

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소 양

세계 각 국에서 비 우주계 기업 및 우주관련

20년 정도를 고려한 10
년간의 장기 정비 계획으로 2016년 1월 새로운
우주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와 더불어 우주

벤처기업들이 우주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민간

궤도로의 운송 서비스에 민간 사업자를 적극

주도의 우주개발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활용하려고 하는

사체 서비스 등을 허용한 미국의 영향에 따라

2000년대 후반 미국의 정책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우주산업은 우주 환경

전환에 의해, 많은 우주관련 벤처 등 신규 사

적응을 위한 고신뢰성, 고비용의 기술을 기반

업자의 진입·성장,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최근

IoT,
빅 데이터, 로봇, 인공 지능 등의 기술 혁신,

ICT의 발전 등에 따라 저비용의 기존 기술을

재해재난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우주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

잠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

벤처의 우주사업 참여가 용이하게 되는 등 지

출 등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산업

속가능한 우주산업 생태계에 대한 기대가 높아

비전

지고 있다.

2008년 우주기본법을 제정하여 일본의
우주정책이 기존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주도
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산업진흥><안전보장>
이라는 3기둥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적 우주개발
국가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방위목
일본은

적의 군사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일본의 우주정
책은 일대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

2030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우주기본계획, 우주산
업비전 2030의 위성정보 활용 관련 내용을 살
펴보고 우리나라의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우주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우주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2016년 1월 일본은 각의결정을 거친 우주기

수립하고 우주비지니스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

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근래 과거의 미소 양극

내법을 제정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등 산업진

구조가 중국,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들과 민간

흥을 본격적으로 표방하게 되었다. 또한

2013

기업 등이 그 우주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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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구조로의 변환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파워
밸런스의 변화, 인공 위성수가 많아짐에 따라
우주공간이 혼잡해짐으로 인한 우주 쓰레기(스
페이스 데브리) 급증,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

2.1 일본 우주정책의 목표
일본 우주정책은 우주안전보장의 확보, 민생
분야에서의 우주활용 추진, 우주 산업 및 과학

환경 문제, 식량 문제, 대규모 자연재해 등 개

기술의 유지·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안

별 국가만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전지구 문제의

전보장의 확보에는 우주쓰레기 등 증가하는 위

현재화 등 일본의 우주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주 시스템의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장을 위한

지속성 확보 및 우주공간의 안정적 이용 확보

우주공간의 중요성이 최근 현저하게 증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위대 부대의 운용, 정보 수집·

가 포함된다. 민생분야의 우주활용 추진은 일본
이 보유하는 측위 위성, 통신·방송 위성, 관측

분석, 해양 상황 파악, 정보통신, 측위와 같은 분

위성 등 각종 우주 시스템을 활용하고, 국제협

야에서 각종 위성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력 강화를 통한 전지구 규모 과제 해결과 안전

국가안전보장 측면과 미일 쌍방의 안전보장에

하고 안심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 실현이라

불가결한 우주 자산의 상호보완성 향상을 위한

는 첫 번째 목표와, 일본이 보유하는 우주 시스

미일 우주협력 확대의 두가지 측면에서 우주공

템을 이용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함

간의 안전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께 데이터를 수집·축적·융합·해석·활용하기 위

산업 측면에서 우주의 개발과 활용을 지탱하는

한 시스템을 정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

일본의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

하고 일본의 신서비스·신산업 창출을 도모하는

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두번째 목표를 포함한다. 마지막 일본 우주 산

우주개발의 국내 수요와 더불어 해외 진출을

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

과학기술 기반을 우선적으로 유지·강화함을 목

도 커지고 있다.

표로 한다.

구미 등에서는 국방 당국이 우주 시스템의
활용 필요성을 연구 개발 기관에 제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첨단 연구 개발이 수행되며, 그 기
술적 성과가 안전보장 용도로 활용되고 또 민
간분야의 우주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고도
화·효율화에도 전용되는 선순환 구도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일본은 이러한 과학기술과 안전보
장·산업 진흥의 유기적 사이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종합적으로 일본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특히 국가안전보
장을 위한 우주공간의 활용, 그리고 안전보장을
비롯한 우주개발 및 활용 필요성을 토대로 첨
단적인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산업
진흥 등으로도 연결해 나가기 위한 우주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2 일본 우주정책추진의 기본적 자세
일본은 우주활용 결과에 따른 가치 실현과
예산에 맞는 정책효과의 실현을 중시하고, 개개
사업의 달성 목표를 고정화 하지 않고 환경변
화에 따라 의미 있는 목표로 보완하는 우주정
책을 추진한다.
우주활용 결과에 따른 가치 실현은 우주 개
발과 활용 정책이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고 활용
필요성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
정책을 수립·착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안전보장, 산업 진흥, 과학기
술 각각에 대한 공헌이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
어 ①육·해·공의 기존 방위력과의 연계성을 지
니며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있는가? ②
국내외의 수요를 충족하고 국제 경쟁력과 해외

김윤수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2 (2018) pp. 36~48

39

판매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가? ③연구개발에

일본의 측위, 통신,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우주

의해 얻어진 성과를 적시에 적절하게 타 분야

시스템 강화를 들 수 있다. 준천정 위성1)

에도 개방하여 우주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체제,

고도화·효율화, 신산업 창출 등의 파급효과를

등 정보수집 능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추구하는 유기적 사이클을 구축하고 있는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 즉시대응형 소형 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성 등의 도입에 관한 검토와 조기 경계위성 등

7기

X-밴드 방위위성 통신망 3기 체제 확충

우주의 활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 중의 하

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선진

나이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를 포함한 모

광학위성, 선진 레이더 위성, 광데이터 중계위성

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개발

등의 각종 인공위성 등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및 활용은 다른 수단에 비해 고액의 투자, 긴

있다. 이때

기간과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우주 개발·활용에 관한 국제 협력 및 위성 정보

때문에 우주에 관한한 범정부 차원에서 우주

의 국제적 공동활용 등을 국방안보 분야에서 함

이외의 수단 활용 등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께 고려하여 민생과 안전보장이라는 두 분야에

효과적·효율적인 추진을 필요로 한다.

서의 우주개발·활용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산업·민생 위성의 기술 수준 향상,

예산 배분에 맞는 정책 효과의 실현을 중시

민간분야에서는 기상 위성 히마와리2)와 온실

10년간

효과 가스관측 기술위성 이부키3)를 비롯한 각

의 명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전뿐만 아

종 환경 관측위성 및 자원 탐사 위성 등을 활

니라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책 효과

용하고, 정보수집위성 데이터 활용 확대와 기능

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확충, 준천정 위성의 7기 체제 확립 등을 추진해

한다는 의미는 정책추진 항목별로 향후

개개 사업의 달성 목표를 고정화 하지 않고

재해 예방·대응과 전지구 규모 과제 해결에 공

환경변화에 따라 달성할 정책 목표도 유연하게

헌하는 우주 시스템 구축을 정책적으로 추진한

재검토하고, 또한 새로이 실시해야 할 우주 프

다. 또 위성 관측 정보와 위성 측위에 의한 위

<언제나

치 정보 등 각종 우주 시스템을 활용하여 취득·

계속해서 진화하는 우주 기본 계획>을 목표로

축적되는 우주 빅 데이터를 정보통신 기술과 융

한다.

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등 우주에 관

로젝트와 강구할 시책 등을 추가하여

련한 신사업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민간 사업

2.3 우주이용 정책에 관한 구체적 접근법

자의 사업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킬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고용 기회 창출에

지금까지 일본 우주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
을 위한 기본적인 구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표 달성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정책적 측면과 실행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정책적 측면
우주안전보장은 우주공간의 안정적 확보와

공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연구 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산업의 고도화·효율화와 신산업 창출
로 연결해 나가는 유기적 사이클 형성과 우주
산업 관련 기반의 유지·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분야의 우주활용 추진, 그리고 우주 산업

1) 準天頂衛星: (QZSS: Quasi-Zenith Satellite System): 주로 일본지
역을 구축되는 지역항법위성시스템을 말한다.

및 과학기술 기반의 유지·강화를 위한 세부적

2) ひまわりや: 일본 기상청이 운영하는 정지궤도 기상위성

인 정책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국가안보

3) いぶき: 일본 환경성, 국립환경연구소, JAXA가 공동 개발한 이
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의 온실효과 가스 농도분포 측정을 위한

분야에서 위성정보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관측기술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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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실행적 측면

우주 할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 등이 위성

우주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안은 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의 추진

우주 외교 추진 및 우주 분야에 관한 해외

방안, 개별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산업 기반·

진출전략 강화에는 글로벌 지구관측 시스템

과학기술 기반의 강화방안, 우주개발·활용 전반
을 지탱하는 체제·제도 등의 강화책, 우주 외교
추진 및 우주 분야에 관한 해외 진출 전략 강
화책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우주개발 프로젝트 추진에는
측위 위성, 원격탐사 위성, 통신방송 위성, 발
사체, 우주 및 해양 상황파악, 조기경계 기능 및

(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의 국제적인 지구 관측망 구축 참여,
위성정보의 공동 활용 등에 의한 협력,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주 기관 포럼(APRSAF：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
기능 강화 등이 위성정보 활용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다.

우주과학·탐사 및 유인 우주 활동 등 전반적인
우주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이 기술되고 있다.

3. 우주산업비전 2030 주요내용

원격탐사 위성 분야를 살펴보면 안전보장 분야
에서의 활용을 위한 정보수집 위성의 기수 추가
등 개발 및 운용 강화방안,

일본은

2017년 5월 제4차 산업혁명 아래의

정보수집 위성의

우주이용 창조를 전면에 내세운 우주산업비전

기능 확충과 즉시성·즉응성 강화를 위한 데이

2030을 발표하였다. 이는 일본이 처한 현 상황과

터 중계위성의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고 우주 산업

특정 영역의 빈번한 관측이 가능한 즉응형 소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우주산업의 비전을 제시

형 위성의 활용 및 운용 연구 및 정보수집 위

하는 등 전반적인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

성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등을 담고 있다. 그
리고 지속적인 데이터 제공으로 산업계 투자의
예견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또 관련 기술 기반
을 유지·강화하는 관점에서 선진 광학 및 레이
더 위성 후속기 개발 추진계획과 정지궤도 기
상위성, 온실효과 가스관측 기술위성 발사 및
운영 계획, 방송 통신 위성 개발 및 운용계획
등을 기술하고 있다.

사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우주산업비
전에 담긴 위성정보 관련 내용을 이번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1 국내외 정세 분석
우주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세계적
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국

개별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산업기반·과학기

의 우주 산업은 다른 분야의 산업을 견인하는

술기반의 강화방안에는 신규 시장 진출을 촉진

성장 산업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에

하여 우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초소형 위성

서 우주 개발을 추진하였고, 특히 위성정보의

활용, 위성정보의 활용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승부하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가 담겨있다. 또 우주 시
스템을 활용하여 취득·축적된 우주 빅 데이터를

활용은 통신 위성을 이용한 방송이나 기상 위
성에 의한 일기예보,

GPS에 의한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면서 국민의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

최근 우주개발과 활용 분야에 큰 변혁의 물

조하는 등 우주에 관련한 신사업·신서비스를

결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기술 추구뿐만 아

창출하기 위해 민간 자금 등 각종 지원책의 강

니라 민간 기업을 통한 우주 궤도로의 운송 서

화 등에 관한 검토,

비스 등 많은 신규 민간 사업자의 진입·성장이

국내 인적 기반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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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 분야의

결되면서 커다란 동적 매커니즘을 창출하고 있

기술 혁신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사

으며,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회 전반의 변혁과 맞물린 혁신의 진전에 따라
스가 번성하는 등 우주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

90%를 차지하고, 사업 규모
도 미국과 유럽에 비해 소규모이며, 관련 기업

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들이 해외 기업에 비해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우주와

IT기술이 접목되는 다수의 신규 비즈니

이에 비해 일본의 우주기기 산업은 국내 정
부기관 수요가 약

통신 위성의 대용량화와 수명의 장기화, 위성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미국과 같이

의 소형화·양산화, 우주 전용 부품이 아닌 범용

벤처 기업 등 다수의 신규 사업자가 창업하여

제품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대형 위성에 비해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현격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위성 제조가 가능해

실정이다. 일본은 위성 제조에서 로켓 제조·발

지는 등 위성 제조에도 생산 혁명이 일어나고

사 서비스까지 우주산업 전체 체인을 보유한

있으며, 더불어 소형 위성의 기능도 크게 향상

세계적으로도 몇 안되는 나라이다. 또한 위성

되어 위성 데이터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

통신·방송 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대규모 사업

능해지고 있다. 또한 다수의 소형 위성을 집체

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측위 분야에서는 내비게

적으로 운용하는 '위성 콘스텔레이션'이라는 새

이션, 모바일 등으로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기기나

로운 운용 형태에 따라 원격 탐사 위성의 관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판매하는 사업자가 있는

빈도수를 크게 향상시키고, 정지궤도외의 위성

등 일정 규모의 사업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이전에는 생각할 수

예를 들어 원격 탐사 분야에서 위성 데이터와

없었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기타 다양한 지상 데이터를 결합한 빅 데이터

쌓이고 있다. 또한 빅 데이터와 인공 지능(AI),

에 대한

IoT 등의 우주 이외 분야의 혁신이 우주 분야
에서도 활용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서
비스의 창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방재, 인프라 유지 관리, 농림 수산업, 자동 운

종래의 우주 개발·활용은 위성 통신·방송 등

AI 등의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

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솔루션을 개발
하는 사업자 등이 구미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
이다.

의 분야를 제외하고 국가가 주체가 되어 위성

우주 산업은 경제 성장의 큰 기회가 될 수

및 발사체 개발 등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

있는 동시에,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

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위성의 개발 및

업이다. 또한 새로운 우주 서비스의 창출로 다

활용, 발사 서비스 등 우주 관련 서비스를 상업

른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벤처 기업 등을 정책적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국제 우주

으로 육성·강화하고, 국가는 이러한 사업자가

산업 시장의 성장에 발맞추어 해외 시장을 차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

지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요구

으로 우주활동의 틀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민

되고 있다. 일본 우주산업 비전

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모아 민간 수요를

구체화를 통해 일본은 우주 산업의 확대·성장을

개척하는 등 우주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2030의 수립과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도 나타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고

3.2 우주산업의 방향성

있지만, 구미에서는 민간 위주의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 간의 활발한
경쟁이 새로운 혁신의 유발 및 비용 절감에 연

현재 우주 산업은 세계적으로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과 민간 기업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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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진입 등을 배경으로 위성으로부터 얻을 수

내수의 저변 확대와 ②국제 경쟁력 강화로 해

있는 데이터의 질과 양이 근본적으로 향상되고

외 시장에의 진출 확대와 수요 창출, ③벤처·창

있다. 예를 들면 원격 탐사에서는 보다 고빈도·

업자 지원 및 전략적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세

고해상도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측위 정보도

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새로운 우주

준천정위성 시스템에 의해 높은 정밀도의 위치

개발·활용의 등장·확대 추세에서 확실한 기회를

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위성 통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때 산업

신도 고속 대용량화 등의 움직임도 있다.

성장을 이끌

주역은 민간 사업체이며, 정부는

이러한 위성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와 다른

이를 위한 사업 환경 정비, 필요한 조사 기획

각종 지상 데이터를 조합하면 다양한 분야의

능력 및 기술 개발의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구

과제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상 아래 다음 장 이후에 제시할 위성활용 관련

기대된다. 위성 데이터는 이러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빅 데이터 기

반 솔루션>의 중요한 요소로 많은 산업에서 생
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으며, 일본이 추진하는 제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

3.4 우주활용 산업

3.4.1 우주활용 산업의 문제
최근의 우주활용 산업에서는 방재, 국가 인프

서 더 한층 데이터의 공공 개방과 무상 배포의
확대, 데이터 활용 환경의 정비를 도모함으로써

라의 유지·관리, 농림수산업, 교통, 물류, 금융·보

위성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용한 새로운 이용

험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 창출·발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솔루션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 사업에 더하여
소형 위성 콘스텔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한 고빈도
관측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New

황을 고려하여 우주활용 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
음과 같은 점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연속성 있는 위성 데이터가 필요하다

Space'라 불리는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는 점이다. 위성정보의 상업적 서비스를 위해서

비즈니스 플레이어나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는 지속적인 위성 데이터의 공급이 필요하다.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새로운 비즈

즉 민간 사업자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어

니스 영역에서 일본의 관련 벤처 및 신규 시장

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

진입자가 그 일각을 차지하도록 하여 일본 우

기 위해서는 동일한 관측 조건에서 관측된 위

주산업의 새로운 성장의 일익을 맡을 수 있도

성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위성 데이터

록 하여야 한다.

의 연속성 확보가 요구된다. 현재 국가안보를
위한 위성을 제외한 일본 정부의 지구 관측 위

3.3 우주 산업의 미래 목표

2016년에 결정된 우주기본계획에서는 일본의
우주 기기 산업의 사업 규모로 향후 10년 이내
에 민관 누계 총 5조엔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
고, 같은 해 말 우주개발전략본부에서는 GDP
600조엔을 위한 생산성 혁명에서 우주 분야를
한 축으로 삼아 추진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우주 산업의 발전은 ①우주를 이용하는

성은 연구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후속 기종에 같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
는 동종의 탑재체가 탑재되는 경우가 없었다.
또

ADEOS AVNIR4), ALOS PALSAR5)의 경우

4) 1996년 발사된 ADEOS(ADdvanced Earth Observation Satellite,
미도리) 위성에 탑재된 관측센서(AVNIR: Advanced visible and
Near Infrared Radiometer)
5) 2006년 발사된 ALOS(Advanced Land Observation Satellite, 다
이치)위성에 탑재된 센서
(PALSAR: Phased Array type
L-Band Synthetic Aperture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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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동종의 탑재체가 후속 위성에 탑재되

및 주기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관측 조건, 데

는 경우에도 위성운영 기간의 차이에 따른 공

이터의 가공·처리 비용, 대용량 데이터인 위성

백 기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터의 수신과 보존에 필요한 노력 등이 요

두번째로 고빈도 관측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
다는 점이다. 기존의 저궤도 위성에 의한 지구

구되는 점에서 위성 데이터 가공에는 일정 수
준의 전문성과 비용 부담이 요구된다.

관측은 동일 지점의 촬영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섯 번째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

며칠간의 간격이 생긴다. 따라서 반드시 희망한

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시점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

가 취약하여 최종 사용자가 충분한 우주활용을

간 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고빈도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계의

정보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정보산업 등의 비즈

우주활용 산업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 판매에서

니스에서 위성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는 하나의

솔루션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위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시간 분해능 위성의 관

성 데이터 공급자와 최종 사용자 간의 가치 사

측 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콘스텔레이션 비즈

슬이 다층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사용자의

니스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금지원제도

수요에 따라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미비 등으로 인해 현재 일본에서 사업화가 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부족하고, 특히 그러

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역할이 기대되는 벤처 기업의 숫자도 적다.

세 번째는 위성 데이터의 소재가 알기 힘들

위성 데이터 제공자 및 솔루션 개발 사업자는

고, 데이터 액세스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최종 사용자의 업무와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기

있다. 일본에서는 민관의 많은 위성이 운용되고

어려우므로 어떤 데이터 및 솔루션 제공이 최

있고, 날마다 많은 데이터가 얻어지고 있다. 위

종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있고, 반

성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해 위성 데이터에

대로 최종 사용자도 위성 데이터에서 어떤 솔

의 액세스를 가능한 쉽게 할 필요가 있음에도

루션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게다가

불구하고, JAXA가 G-Portal6)에서 데이터 처리

현재 일본에서는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

를 하는 것과 같이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각

의 도입이 미미하므로 지방 행정 및 방재 등의

조직이 각자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데이터를

공공 이용을 포함하여 우주를 활용한 솔루션이

취급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데이터 현황을 볼

확산되도록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는 않다.
네 번째 고려사항은 전문성, 비용 등의 관점

여섯 번째는 위성 측위 서비스를 활용한 사
업 추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2018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격탐사(리모트 센싱) 데

4기 체제로 운용을 시작하는 준천정위성 시스
템은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cm급 고
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터의 경우, 위성이 획득한 원 데이터에서 표

위성 상태의 확인 서비스 및 재해·위기 통보

준 화상 데이터로의 변환을 위해서는 왜곡을

서비스 등 방재 관련 메시지 기능도 제공되며,

보정하는 처리 등 센서 특성에 따른 가공이 필

또한 자동 주행 등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요하다.

또한 여러 위성 데이터를 조합하여 사

기대된다. 공간 정보가 고도로 활용되는 사회

용하는 경우에는 센서마다 촬영 방법이 상이한

기반의 확립을 위해, 준천정위성 시스템에서 얻

점에 기인하는 중첩의 곤란함, 궤도나 그 차이

어지는 높은 정밀도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 우

에 따른 공간 분해능의 차이, 관측폭·촬영시각

주활용 비즈니스와 위성 측위 기술 및 공간 정보

에서 위성 데이터의 가공이 쉽지 않다는 점이
다. 위성 데이터의 기술적인 취급에는 전문성이

6) JAXA의 지구관측 위성데이터 제공 시스템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 기반의 유지·강화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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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비즈니스 정상화까지의
안정된 수요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미에

우위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이 신속하게 투입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서는 다양한 정부 기관이 민간 기업이 운영하
는 원격 탐사 위성데이터 구입을 통해 민간 위
성 데이터 비즈니스 및 관련 기기 산업 자체의

3.4.2.2 위성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
다음으로 위성 데이터의 소재 명확화, 정부

유지·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방위

위성 데이터의 공개 및 무료화 등을 통한 위성

성이 상용 관측위성·기상위성 정보의 활용을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위해 예산을 계상한 전례가 있지만, 미국 등에
비해 소규모이다. 또한 민생 분야에서의 공적
이용도 소규모에 머물러 있어 미국 등에 비해
위성 데이터 사업을 지탱할 안정적인 수요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위성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위성
데이터에의 접근 환경이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야 한다. 특히 향후 새로운 위성 데이터의 도
입·활용이 기대되는

IT 업계를 비롯한 민간 기

업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정보를 정

3.4.2 우주활용 산업의 진흥방안

리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우주활용 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계 부처/관

JAXA는 「일본원격탐사학회」와 함께 위성 데
이터의 소재를 밝히고, 데이터 유형·형식·보존

계 기관 등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필요가

장소 등의 여러 기본 정보를 망라하는 카탈로

있다.

그를 구축 중이다. 향후 위성 데이터의 활용 방
법 등을 추가하여 위성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

3.4.2.1 연속성 있는 위성 데이터의 정비
우선 연속성 있는 위성 데이터의 정비를 추
진하여야 한다. 연속성 있는 위성 데이터를 정
부가 제공하기 위해

2017년도 이후부터 민간

분야의 위성 데이터 활용 수요 등을 파악하여
각 위성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적 장치를 구체화해야한다. 또한 지속적인 위성
개발 방안의 검토에 있어서 국립 연구개발법인
인

JAXA는 새로운 연구 개발이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신규성보다 계속성이 요구되는 실용화

은 사업자도 더욱 알기 쉬운 카탈로그로 정리·
공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앞으
로의 우주활용 산업을 보면 원격탐사 데이터,
측위 데이터 및 지상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한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양한 공간
정보, 지역 경제에 관한 각종 통계, 기업간 거
래 데이터 등의 빅 데이터 등 위성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의 기본 정비가 필요하다.
이 때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데이터

역할을 담당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백업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위성 데

입각하여 지방의 활성화도 고려한 국가 위성정

이터의 정비와 그 전제가 되는 지속적인 위성

보 데이터 센터의 정비를 진행시켜 나가야한다.

개발을 위해서는 사용 수요를 갖는 관계 부처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의 개발에 유상

및 활용 수요를 갖는 산업을 담당하는 관계 부

상용 위성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부 위성 데

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추

이터를 포함하여 많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할

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분해능을 향

수 있다면 다양한 사용자 요구에 대응하는 각

상시키기 위한 콘스텔레이션 비즈니스와 같은

종 솔루션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소

새로운 분야의 사업은 선행 사업자에게 커다란

형 위성 중 촬영지역 추정 정밀도가 낮은 위성
이나, 콘스텔레이션 위성에서 각 위성간 관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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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위성 데이터는

진을 통해 자발적·자율적 위성 데이터 활용 산

보정되어 촬영지역 추정 정밀도가 높은, 동일한

업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리즈의 정부 위성에서 얻은 데이터와 보완하
수 있다. 여기에 무상 데이터 제공은 벤처 기업

(정부·공공 기관에서의 원격 탐사 위성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의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위성데이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일정한 정부 수요

여 활용됨으로써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향상될

터를 활용한 사업 창출을 촉진한다.

가 마중물이 되어 이를 기반으로 정부 수요 이

이러한 관점에서 위성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외에 민간 위성 데이터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위해 정부가 보유한 위성 데이터를 무상으로

있다. 일본의 우주 활용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공개(오픈&프리)하는 정책은 의미가 있다. 구미

도 공공분야에서 관련 산업을 일으키도록 노력

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정부 위성데이터의 공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도 민간 사업자

및 무료화 정책이 도입되어 있다 현재 일본에

의 성장 기반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서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부 고해상도 정부

공공 기관이 적극적으로 원격 탐사 위성 데이

위성 데이터는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유상으로

터를 활용하여 (소위 앵커 테넌트) 국내에 안정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 구미의 대응상황과 필

적인 수요를 형성하고, 우주활용 산업의 유지·

요성, 국가 안보의 관점에 유의하면서 국제적으로

활성화를 해 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

동등한 수준에서 공개 및 무료화를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이용자에게 위성
데이터 활용은 높은 전문성과 고가의 소프트웨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사업의 추진)
생산성, 안전성, 품질 향상 등 원격 탐사 데

어가 요구되기 때문에 가공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터나 측위 데이터 등의 위성 정보를 활용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 위성 데이터를 공개 및 무

새로운 솔루션에 의한 효과를 입증하고, 선진

료화 할 때는 사용자가 위성 데이터를 비롯한

성공 사례 창출을 도모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빅 데이터를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동시에 구

솔루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을

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을

위한 위성정보기반 시범 모델 사업을 실시할

위해 필요한 예산 및 비용 등 해결해야 할 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주산업과 관계가 적었

제를 정리하고 조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던, 솔루션 개발을 사업으로 하던 비우주 분야

야 한다.

의

IT 업체나, 장기에 걸쳐 커다란 수요를 가질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심하여

3.4.2.3 위성 데이터의 활용 촉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우

우주 활용 산업의 진흥을 위해 위성 데이터

주 관계자만의 폐쇄된 활용에서 사용자를 포함

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과 더불어 솔루션 사업

하여 실용화·사업화까지를 염두에 두는 대응을

자의 창출과 기존에 우주를 이용하는 것에 소

하자는 것이다. 실증에 있어서 잠재적인 대규모

극적이었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사용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활성

비롯한 잠재적 최종 사용자의 발굴 및 확대가

화하여 실제 업무에서의 위성정보 활용 분야의

필요하다. 또한 기존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지

신규개척과 활용 효과의 가시적 명확화를 도모

IT 솔루션 사업자 및 기타 분야의 잠재
적 사용자·사업자를 유입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한다. 또한 큰 잠재적 수요가 기대되는 농림수

않았던

함으로써 향후 정부 조달 확대를 추진하여야

위성 데이터 활용 산업의 커다란 잠재성을 감

산업, 방재,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물류, 금융·

안하여 아래와 같은 사회 모델 실증 사업의 추

보험 등의 분야에서 위성정보 활용의 선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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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를 만들어냄으로써, 이와 같은 실증

헌할 수 있다. 일본의 우주 산업 시장이 주춤하

사업이 민간의 위성 데이터 활용 확대의 계기

고 있는 가운데 우주산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

가 되도록 한다. 이 때 위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서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결하

지상 데이터도 통합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솔

고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해외시장 진출 전

루션 개발 사업자 커뮤니티를 위성 데이터의

략 마련이 필요하다.

활용으로 연결하여 비즈니스로서 자율적으로

또한 우주 산업 기반의 유지·강화에 이바지

우주활용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해 인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나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개 및 무료화 된 정부

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우주 산업에 있어서 인

위성 정보의 활용 방식이나 체계에 대한 검토

재와 관련한 첫번째 과제는 항공우주 공학을

와 함께, 위성에 대한 시장 수요와 활용 수요를

전공한 학생들이 반드시 우주분야로 진출하지

모아 향후 어떤 원격탐사 위성이 필요한지에

도 않고, 비우주산업으로부터 우주산업으로의

대해서도 본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면서 검토하

인재 유입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우주 분

여야 한다.

야의 창업 기업 수가 한정적인 등 대체로 우주
산업 분야에 새로운 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

(지속적인 위성 개발 (시리즈화))
통신과 측위, 원격 탐사 등 정부 위성의 개발

고 혁신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단계부터 명확히 산업화를 염두에 두고 시장

에 우주활용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실증을

으로 생각되는 인공 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 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수준의 추격

야의 뛰어난 인재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바라보고 국내외 시장의

제4차 산업 혁명의 보급을 꾀하는 산업계 전체

요구와 지금까지 없었던 우주활용 방법을 염두

에서도

이 아니다. 인재와 관련한 두 번째 과제는 미래

에 둔 차세대 기술 개발, 저비용화, 개발기간의

IT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
운데, IT 인재를 어떻게 우주활용 산업의 가치

단축 등을 기술시험위성과 각 위성 개발 프로

사슬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시급히

젝트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국제 경쟁에

해소되어야 할 과제이며, 기술적 분야에서의 인

서는 실적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 위성의

재 육성은 우주 산업의 틀을 초월하여 국가 전

시리즈화를 도모하고, 안정적 운영과 실적 쌓기

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를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인재 관련 우주 산업의 과제에 대한 대응책
으로는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람들에

3.5 국제협력 강화, 인력 양성 등

게

우주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첫 걸음이다.

시장 수요에 대응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실증을
원격탐사 위성을 비롯한 저궤도 위성은 자국

제공하여 우주 산업의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고,

부근만이 아니라 지구상 다양한 지점의 정보를

네트워킹 강화로 우주관련 인재를 필요로 하는

얻을 수 있으므로 위성 데이터 공유는 국제 협

측과 우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재의 연계를

력을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위
성 측위 분야는 상대국의 지리정보 인프라의
구축 상황에 따라 전자기준점, 통합 데이터센터
및 측위 위성의 조합으로 고정밀 측위를 실현
하고, 인프라 구축의 효율화와 자동 운전, 위치
정보 서비스·방재·농림수산업의 효율화 등에 공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우주 분야에 대한 적극

IT 인재의 참여를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사회 모델 실증 사업에서 비우주 분야의 IT 사
업자 등을 적극적으로 끌어 들일 필요가 있다.
IT 사업자가 실증 사업의 실행 주체로서 중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구도를 만들어 IT 인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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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력이 우주
에 관심을 가지도록 대처하여야 한다.
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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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연구개발
및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결국 국가 전체의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4. 결 언

향상시키게 된다.

2008년 기존의 <과학기
술·연구개발> 주도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산
업진흥><안전보장>이라는 3기둥으로, 2013년
<종래의 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시책에서 개발
결과의 활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2016년 산업계 투자의 예견 가능성을 높여 산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

인근 국가인 일본의 우주산업 환경 분석은
일본의 우주정책이

다. 특히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안보 위주의 우
주개발에서

<과학기술><산업진흥><안전보장>

의 세가지 축으로 우주개발과 활용을 추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위성데이터의 지속성 부족,
접근성 미비, 처리기술 미비 등의 문제점 진단,

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대의 변화에

그리고 위성 데이터 활용 실증사업 확대, 정부·

발빠르게 대응하며 변경되고 있다.

공공 기관이 적극적으로 원격 탐사 위성 데이

또한 치열한 경쟁과 도전이 급격히 일어나고

터를 활용하여 (소위 앵커 테넌트) 국내 수요를

있는 세계적 변혁기의 우주 산업 현황을 일본

지속하는 대책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심도있게

우주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호기로 삼아 전략적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3차 우주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우주산업 비전

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2030 (제
4차 산업 혁명 아래의 우주이용 창조)'을 수립
했다. 이 비전은 우주산업을 4차 산업혁명을 진

전략 수립, 제2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등이 진행되면서 활용중심의 우주개발, 사회문

전시킬 핵심 동력인 동시에 타산업과 연계하여

제 해결형 우주활용 확대,

새로운 성장산업을 창출할 동력으로 간주하고

위한

있다. 또한 우주기술과 빅데이터,

복합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의 논의가 매우

AI, IoT 등 신

4차산업혁명 대응을
IT 기술, 빅데이터, AI, IoT 등 신기술 융

기술을 융합하고, 민간의 역할 확대를 통해 우

활발하다. 또한 구미 각국의 우주분야 민간기업

주 활용 산업을 포함한 우주산업 전체의 규모

및 벤처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우리

를 대폭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라 우주개발과 활용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있다. 또한 위성데이터 공급의 지속성 확대, 위

할 분야로 일본도 이 분야에 대한 진단과 대책

성데이터에의 접근성 개선 등 위성데이터 활용

을 마련하고 있다.

촉진 방안, 국제협력 확대 방안, 새로운 아이디
어와 창업의 장려,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

우주개발의 역사가

30년이 지난 우리나라도

우주개발과 활용에 관한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원하는 제도개선 등 관련 환경정비 등을 포함

있다. 국가 주도 안보 위주의 우주개발과 활용

하고 있다.

에서 우주개발의 다극화, 민간기업 진입 확대,

우주 개발과 활용은 국민 생활에 기여하는

우주산업의 확대, 민간 분야의 우주활용수요 확

국가적 기초 인프라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

대

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의 역할도 담

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본의 우주기

당하고 있다. 우주산업 및 우주과학 기술의 진

본계획과 우주산업비전

흥을 도모하고, 민생 분야에서의 우주활용이 강
화되면 이는 나아가 국가의 안보 강화에도 직
결된다. 반대로, 국가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주 시스템의 안정성·안전성을 높이

등 세계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탄력적인 정

될 수 있다.

2030은 중요한 참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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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용 경량 전자장비 구조체 국내 연구 동향
장태성*, 이주훈** ‡‡‡
‡

‡‡

Domestic Study Trend of Light-weight Electronics
Structure for Space
Jang, Tae Seong*, Rhee, Juhun**

ABSTRACT

This paper dealt with an alternative for maximizing mass savings in the spacecraft design by
replacing the conventional aluminum alloy structure used for various spacecraft electronics by the
composite materials. For the composite electronics structure, key requirements such as the stiffness,
thermal conductivity, radiation shielding, EMI protection and electrical conductivity characteristics
are defined.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modular type structure and the design, fabrication and
evaluation of the grid-stiffened/monolithic structure using co-curing method, which were already
presented and published, are simply described and summarized. Also, the feasibility of the mass
savings of the composite electronics structure is illustrated.
초 록
본 논문은 위성에 장착되는 전자장비 구조체를 종래의 알루미늄 합금에서 복합재료로 대체함
으로써 위성의 경량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강성, 열전도도, 방사차
폐,

EMI차폐 및 전기전도도의 요구조건을 정의하였으며, 알루미늄 합금을 복합재료로 대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수행되어 기 발표 및 게재 되었던 모듈화 형태의 경량 복합재료 전자장비 구
조체의 개념설계와 모듈화 형태 구조체의 복잡한 제작 공정을 보완한 일체형 경량 복합재료 전
자장비 구조체의 설계, 제작 및 성능 분석을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형상의 복합재
료 전자장비 구조체가 알루미늄 합금의 구조체 대비 질량절감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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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비 구조체 제작에 있어서 접착 공정을 겪

1. 서 론
현재의 인공위성 및 행성탐사선 등의 설계

CFRP 단품의 개수를 크게 줄이고자 제작
공정을 개선하였으며, 플랜지(Flange)를 갖는 3

개념은 보다 가벼운 위성체 설계 기술을 요구

면 채널 구조물과 바닥판의 접착을 통한 구조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위성 및 행성탐사선

체 몸체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는

등의 구조체 재질을 경량 탄소섬유 강화 복합
재료(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로 대체하여 위성의 중량을 절감하기 위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광학/관측 탑재체의 경
우, 기하학적 안정성(Dimensional

Stability)과
경량화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열팽
창계수가 0에 가깝고 높은 강성을 가진 경량
고강성 복합재료를 적용하고 있다[1]. 한편 인

Aglietti[2]는
CFRP Honeycomb Core 패널의 조합을 통한
전자장비
구조체를
제안하였으며,
장착된
PCB((Printed Circuit Board)의 강성 증가를 위
한 진동억제지지물(Anti-vibration Rod)의 도입
이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중반,
Brander 등[7]과 Jussila 등[8]은 CFRP 단품의
기계 가공 과정에서의 적층 분리 문제점과 조
립 및 접착 과정에서 접착부의 증가에 따른 허

공위성 및 행성탐사선의 각종 전자장비를 보호

용 공차 유지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즉, 복합

하는 구조체(하우징/Housing 구조물)에는 여전

재료 경화 후에 기계 가공 및 접착 공정을 최

히 금속재료가 광범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소화하여야 한다. 한 번의 복합재료 경화 과정

알루미늄(AL:

을 통해 완성품에 가깝게 제작하여 불필요한

성과 더불어 가공성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luminum) 합금은 강도, 강성,
열전도도, 방사차폐 및 EMI차폐/전기전도도 특
있다. 전자장비 구조체는 금속재료로서 중량이
상당하며, 전자장비에 부여된 전자기능 측면에
서 보면 기생 구조물로서, 경량으로 제공될수록

후 가공을 제거하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본 논문은 최근에 국내에서 진행된 전자장비
구조체의 경량화 연구 결과[9-11]‡를 정리 및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모듈화 형태 및 일체형

인공위성 및 행성탐사선 등의 경량화에 크게

경량 복합재료 전자장비 구조체에 대한 연구로,

기여할 수 있다[2]. 이러한 이유로, 국외에서는

모듈화 형태는 개념설계까지 만 진행되었으며,

1990년도 후반부터, 기존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모듈화 형태를 보완한 일체형은 제작 및 시험

제작된 전자장비 구조체를 경량 복합재료로 대

에 의한 성능 분석의 결과를 보여 준다. 진행된

체하고자

연구는

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3-6,2,7-8].
1990년도 후반, Krumweide 등[3]은 CFRP 소
재로 구성된 전자장비 구조체의 설계 개념을
제시하고, 구조체의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피치계열(Ptch-based)
다.

CFRP를 적용하였

Fenske 등[4]은 NASA 연구의 일환으로 이

중 벽 구조로 구성된 복합재료 전자장비 구조
체를 설계 및 제작하고, 성능 및 비용을

팬계열

(Pan-based) 혹은 피치계열

CFRP 복합재료를 전자장비 구조체에 적용하였
으며, 알루미늄 합금 보다 떨어지는 열전도도,
방사차폐, EMI차폐/전기전도도 및 가공성의 단
점을 보완하는 설계 혹은 제작 개념을 보여 준
다. 일반적으로

CFRP 복합재료(비중/Specific
Gravity: 1.6 ~ 1.7)는 알루미늄 합금 (비중: 2.7)
보다 가벼우며, 강도 및 강성이 우수하다.

알루

미늄 합금 구조체와 비교하여, 우주용 전자장비
구조체의 설계 및 제작에 있어서 복합재료가
알루미늄 합금을 대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Wienhold 등[5]과 Roberts 등[6]은 복합재료 전

‡

정리 및 요약하여 기술된 본 논문의 국내 연구 동향은 본 논문
과 동일한 저자들 등에 의하여 발표 및 게재된 논문들임을 밝힙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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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요구사항
2.1 강성/랜덤진동
발사체와 공진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충
분한 강성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CFRP 전자장비 구조체의 고유진동수가 100Hz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NASA-GEVS-SE[12] 규격에 의하면 50lb
(22.7kg) 이하의 전자장비에 대한 랜덤진동 시
험 규격을 14.1Grms(Acceptance Level)로 설정
하고 있어, 랜덤진동 14.1Grms에도 충분한 내
구성을 갖출 것을 설정하였다.

CFRP는 열전도도가 알루미늄 합금

에 비해 낮아, 열설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
서

CFRP 전자장비 구조체 내에 장착된 전자장
비의 EMI차폐를 위해, 30MHz ~ 1.5GHz에서
20dB 이상의 EMI 차폐 특성을 가지도록 설정
하였다.
CFRP 전자장비 구조체의 전기적 접지 기능
은 2.5mΩ 이하로 설정하여, PCB의 샤시 접지
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PCB 접속 설계
전자장비 구조체는

PCB를 견고하게 지지하

며, 복수 개의

2.2 열전달
일반적인

2.4 EMI차폐/전기전도도

CFRP를 적용한 전자장비 구조체는 알루미

늄 합금으로 제작된 구조체가 제공하는 열전도
도 특성(125W/m․K)과 등가하거나 우수한 특성
을 지니도록 설정하였다.

2.3 방사차폐
지자계(Earth

Magnetic Field)에 붙잡힌 고에
(SEP:
Solar Energetic Particles), 고 에너지 우주입자
(GCR: Galactic Cosmic Radiation)에 의한 방사

PCB를 수월하게 장착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PCB에서 발생된 열을
효과적으로 구조체로 전달하고, 복수 개의 PCB
를 용이하게 장착하기 위하여 Locking Retainer
이용을 고려하였다. 구조체 내부에는 PCB 장착
을 위한 PCB Guide Rail을 포함한다.
PCB는 FR4 <표 1> 재질로 이루어지며, 표준
Eurocard 6U 규격을 준용하여 160mm×233mm
의 동일한 크기로 가정하였다. 가용 면적 상에
전자부품을 실장하고, 전력 수급 및 데이터 전
달 등 전기 접속에 필요한 D-sub 커넥터를 구
비한다<그림 1>.

너지 양성자 및 전자, 태양에너지입자

표 1. FR4 물성치
Properties

Values

선으로부터 전자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방사차

Density (kg/m3)

1850

폐 기능은 필수적이다.

Young's modulus, E (GPa)

22

Poisson's ratio, υ

0.15

CFRP는 알루미늄 합금
보다 방사차폐 기능이 능이 떨어지며, 방사차폐
의 요구조건으로 저궤도 위성의 알루미늄 합금

2mm 두께가 갖는 양성자 차폐 기능과 등가한
특성을 CFRP 전자장비 구조체가 지니도록 설
정하였다. 대략 20MeV의 양성자 빔이 CFRP
전자장비 구조체에 입사할 때, 이온화하여 소산
되거나 정지되는 성능을 지니도록 설정하였다.

4. 모듈화 형태의 구조체[9]
모듈화 형태의

CFRP 전자장비 구조체는 복

잡한 제작 공정으로 개념설계까지 만 진행되었
으나, 향후 재 연구의 가치는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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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locking retainers

PCB Guide rail

전면 및 후면 패널은 구조체의 닫힘을 위한
구조물로서, 내/외부 면재와 강화격자로 구성되
어 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며, 전면

PCBs

패널은 전기접속을 위한 커넥터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Connectors

PCB guide rail

그림 1. Locking Retainer, 커넥터 및 Guide Rail의
PCBs

평판 및 패널의 면재(두께

05mm로 적층함)
는 팬계열의 USN150 (제조사: SK 케미칼/한
국)<표 2>을, 열전도 리브 및 높이 10mm의 경
화격자는 피치계열의 YS95A(제조사: Tencate)
<표 3>를 고려하였으며, Locking Retainer,
Guide Rail(두께: 1mm), 보스 및 러그는 알루
미늄 합금으로 설계를 하였다.

4.1 모듈화 구조 설계

<그림 2>의 전자장비 구조체는 본체(Main
Body), 후면패널(Rear Panel) 및 전면패널(Front
Panel)로 구성되며, 구조체의 크기는 제 3 절의
PCB 접속설계에 따라 결정된다.

표 2. USN150 물성치
Properties

Values

Density (kg/m3)

1540

Longitudinal modulus, Ex (GPa)

130

Transverse modulus, Ey (GPa)

10.5

Shear modulus, Gxy (GPa)

5.06

Poisson's ratio, υxy

0.28

-6

CTE αx, αy (10 /℃)

-0.9, 27

표 3. YS95A/RS36 물성치

그림 2. 모듈화 형태의 CFRP 전자장비 구조체 형상

Properties

Values

E11

550GPa

E22

5.5GPa

ν12

0.30

G12

5.0GPa

G13

5.0GPa

ρ
Ply Thick

1700kg/m3
0.055mm

CTE, αL

-1.5ppm/℃

CTE, αT

37ppm/℃

k (in Fiber Direction)

600 W/m․K

본체는 속이 빈 사각 기둥 형상을 하고 있으
며, 내부에

PCB를 장착하기 위한 PCB Guide
Rail을 포함하며, 열전도 리브 (Thermal
Conduction Ribs), 강화격자 (Stiffener), 내부
평판 (Interior Plate), 외부 평판 (Outer Plate),
체결용 보스 (Attachment Boss) 및 체결용 러
그(Attachment Lug)로 구성된다.

4.2 고유진동수 해석
경험적으로 위성 전자장비에 장착되는 전자
부품은 대략

1g/cm2 정도이다. 9개의 PCB를

장착한 경우에 대한 고유진동모드를 계산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Eurocard 6U 규격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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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가 장착된 구조체의 첫 번 째 고유진동
수는 146Hz로서, 100Hz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어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함을 알 수 있다.
개

Guide Rail이 리브 측면에 함께 접착되어
Locking Retainer가 넓은 단면적으로 압착되도
록 설계하였다.
열전도 리브 및 이와 직교하는 강화격자의
경우, 열전도도 및 전기전도도가 우수한 피치계

CFRP 면재<표 3>로, 섬유방향 열전도도가
알루미늄 합금(125W/m․K)에 비해 매우 크며,
복합재료 성형 후 비중은 대략 2.2 정도로 알루
미늄 합금의 비중 2.7에 비해 작은 값이다.
열

4.4 방사차폐 설계
그림 3. 모듈화 형태 CFRP 전자장비 구조체의
고유진동수

4.3 열전달 설계

PCB로부터 발생된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복수 개의 열전도
리브가 평판 내부 면재의 등간격 슬롯에 삽입
되어 접착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저궤도 위성의 전자장비 구조체 설계에 적용

2mm 두께가 차폐할 수 있
는 양성자 에너지는 대략 20MeV 정도이다.
<표 4>는 20MeV 에너지의 양성자 빔 1000개를
입사각 0°로 다양한 물질에 조사하였을 때, 물
질 내 양성자의 비정 (Stopping) 거리를 SRIM
(Stopping and Range of Ions in Matter) 코드
를 이용하여 모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4>
에 의하면, CFRP는 알루미늄 대비 81% 정도의
되는 알루미늄 합금

중량으로도 동등한 차폐 성능을 제공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4. 양성자 비정 거리

그림 4. 열전달 설계

리브는 강화격자와 함께 구조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PCB Guide Rail의

Material

Density

Stopping

Product

Aluminum

2.698

2.11mm

5.69

Carbon

2.266

2.09mm

4.74

Tungsten (W)

19.292

0.53mm

10.24

Gadolinium

7.902

1.19mm

9.40

Polyethylene

0.930

4.20mm

3.91

Nickel

8.896

0.76mm

6.77

Copper

8.949

0.80mm

7.12

CFRP

1.765

2.61mm

4.61

이전의 연구결과[13,14]에 의하면, 방사차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발열원의 규모에 따라

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복합재료와 밀도가 높

열전도 리브의 개수와 배치 간격을 조정함으로

은 텅스텐 박막의 조합

써, 열전달 단면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해 알루미늄에 견줄만한 경량 차폐재를 구현할

PCB

(CFRP/W/CFRP)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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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텅스텐

0.1mm를 적용한
두께 2.1mm의 CFRP/W/CFRP 다층조합물질
역시 2mm 두께의 알루미늄 합금의 차폐 효과
에 필적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CFRP와 텅스
텐(비중: 19.3)을 포함한 다층재료로 패널 외부
전역에 적용한다면, 경량화를 극대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주방사환경에 민감한

과정을 통해 면재에 적용할 수 있다.

전자부품에 대하여 다층조합물질을 접착하여

우에도 전기전도성이 금속과 같은 정도로 우수

국부 방사차폐를 적용하는 개념이 더욱 효과적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전도 요구사

이라고 판단된다.

항

CFRP의 섬유방향 전기전도성과 도전 특성의
접착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전자장비 구조체는
샤시 그라운딩(Chassis Grounding)과 같은 전
기적인 접지에 필요한 충분한 전기전도도의 확
보가 어려울 수 있다.

CFRP의 경우 두께 방향
으로 전기전도성이 낮으며, 전도성 접착제의 경

(2.5m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제작된 PCB Guide Rail로 부터
Locking Retainer까지 도전성이 확보되도록 와
이어(Wire)를 이용한 접지기능을 내장한다.
합금으로

4.5 EMI차폐/전기전도도 설계

EMI차폐 및 전기전도도 이외에 열전도도에
도 우수한 특성을 제공하는 재료는 니켈 코팅
된

탄소섬유(Nickel-coated

Carbon

Fiber,

NiCF)가 그물망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재료와
니켈 및 구리로 코팅된 금속 Fabric, EMI
Fabric, 이다<표 5>. NiCF의 니켈 코팅된 탄소
섬유는 두께 100㎛로서 복합재료 프리프레그
층간에 삽입되어 동시경화가 가능하다.

5. 일체형 구조체[10,11]
일체형

CFRP 전자장비 구조체는 모듈화 형

태 구조체의 복잡한 제작 공정을 단순화하여
설계 및 제작을 완료한다.

5.1 일체형 구조 설계

표 5. EMI 차폐재 물성치

Rear cover

Properties

Nickel Coated
Carbon Fiber

EMI Fabric

Thickness, mils:

~4 (0.1mm)

10
(0.254mm)

Basis Weight,
oz/yd²

0.3 (11g/m²)

1.7
(58g/m²)

< 3.0

< 0.09

30-35

80

-30 to 190

-30 to 190

Grid-stiffened frame
Front cover
Boss

Surface Resistivity,
ohm/sq
Shielding Effectiveness
@ 1 GHz, db
Temperature Range,
°C:

Lug
Housing main body

PCB guide rail

Bushing

그림 5. 일체형 CFRP 전자장비 구조체 형상

EMI차폐를
위해서는 CFRP 패널의 외면 또는 내면에 7~10
㎛ 두께의 니켈 혹은 구리 코팅 처리를 한다.
전기도금 혹은 진공증착 (Vacuum Deposition)
등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니켈 혹은 구리
박막(Foil)을 적용하여 동시경화 혹은 후 접착
모듈화 형태 전자장비 구조체의

<그림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보스가 삽입
된 격자강화 프레임을 복합재료 단일 경화공정
에 의해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구조체 본

PCB Guide Rail이 격자강
화 프레임에 접착되는 유일한 요소이다.
체 요소에서 러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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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을 가지나, 탄소섬유를 결합하는 레진

5.2 열전달 설계

CFRP의 낮은 열전도도 특성을 보완하기 위
하여, 격자강화 프레임은 섬유방향 열전도도 계
수(약 600W/m‧K)가 매우 우수한 피치계열의
YS95A/RS36<표 3>로, PCB Locking Retainer,
PCB Guide Rail, 보스, 러그 및 부싱(Bushing)
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설계하였다. PCB Guide
Rail 및 러그와 격자강화 프레임과의 접착 공정
에는 상온 경화용 EC2216(제조사: 3M) 에폭시
를 사용하였다.단, 전면 및 후면 패널은 구조체
의 닫힘 패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조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팬계열의 T700/#2500(제조사:
Toray)로 설계하였다.

전자장비가 위성체 내부에 장착된다고 가정
하면, 위성의 측면패널(Closure

Panel) 및 플랫

폼(Platform)을 통한 방사차폐가 일차적으로 발
생하고, 전자장비 구조체를 통한 이차적인 방사
차폐가 일어난다. 경량화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위성의 측면패널 및 플랫폼의 차폐 효과까지
감안하여 전자장비 구조체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이 이롭다. 위성의 측면패널 및 플랫폼에 널

CFRP 패널의 경우,
CFRP 면재 두께 총합이 통상 약 1mm 이상에
해당한다[15]. 만약 CFRP 전자장비 구조체의
면재 두께를 CFRP 2mm로 설계한다면, 총
3mm의 CFRP 차폐재가 구현되는 셈이며, 이는
<표 3>에서 언급한 결과와 비교할 때, 20MeV
양성자 빔을 차폐하기에 충분하다.
사용되는

샌드위치

5.4 EMI차폐/전기전도도 설계
일체형 구조체의

PCB guide
rail

Wire
Lug

Wire
Isometric view at front

5.3 방사차폐 설계

리

(Resin) 층의 존재로, 금속에 비하여 전기전도도
가 상대적으로 낮다. YS95A/RS36 재료로 제작
한 CFRP 시편에 대한 전기전도도는 0.8 ~ 15
Ω 수준으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
서 <그림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PCB Guide
Rail로 부터 러그까지 와이어를 이용한 접지 기
능을 설계하였다.

EMI차폐 설계는 <표 5>의

EMI Fabric를 CFRP 프리프레그와 함께 적층하
여 동시 경화함으로써, 구조물 자체가 EMI 차
폐특성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피치계열 CFRP의 경우, 섬유방향으로 전기전

Isometric view at bottom

그림 6. 일체형 CFRP 전자장비 구조체의
전기전도도 설계

5.5 일체형 구조체 제작

YS95A/RS36 재료의 본체를 진공백 성형
(Vacuum Bag Molding)에 의한 동시경화를 통
하여 한 번에 제작할 수 있는 1개의 중공 사각
튜브 몰드, 6개의 평판 몰드 및 96개의 Tooling
Blocks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설계하였다<그림
7>. 중공 사각튜브 몰드와 Tooling Blocks는 격
자강화 복합재 프레임의 벽(Wall, 두께: 2mm)
과 격자(Grid, 두께: 2mm)를 생성하는데 사용
된다. 피치계열 탄소섬유는 연신률이 매우 작
아, 곡률이 큰 영역에서 파단이 잘 발생하기 때
문에, 안전한 적층에 필요한 곡률 반경을 실험
적으로 구하여 몰드 및 Tooling Block 모서리
에 반경 5mm의 곡률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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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mold
Rear-side
mold

Right-side mold

레임을 진공백 성형의 단일 경화공정에 의하여
완성한다는 점이다.

Tooling blocks
Boss

Left-side
mold
Front-side
mold
Bottom mold

Tube mold

그림 7. YS95A/RS36 벽 및 격자와 러그 제작을
위한 몰드 및 Tooling Blocks

그림 9. Tooling Blocks 주위의 적층 모습

동시 경화된 보스 중앙에 전면 및 후면 패널
을 장착하기 위한 탭(Tap)을 가공하고, 접지용
와이어 통로에 필요한 작은 홀을 추가로 가공
하여 격자강화 프레임을 완성하였다.

EMI Fabric과
T700/#2500 프리프레그를 {[0/90/90/0]6/EMI
Fabric}의 순서로 적층하고, 오토클레이브에서
경화하였다. 경화된 적층판에 부싱을 삽입하기
위한 홀과 커넥터 장착 홈을 기계 가공하였다.
가공된 홀에 에폭시 EC2216을 도포하고 부싱을
접착시켜, 상온에서 경화하였다<그림 10>.
구조체의 전면 및 후면 패널은

그림 8. 중공 사각튜브 몰드 주위의 적층 모습

중공 사각튜브 몰드 주위에는

YS95A/RS36

EMI Fabric의 적층과 진공 압착
을 반복하여 {[0/90]9/EMI Fabric/[0/90]9}의 적
층 구성을 완성하며<그림 8>, Tooling Blocks
측면에도 YS95A/RS36 프리프레그를 [0/90]9로
적층한다<그림 9>. 플랜지를 갖춘 보스 주위도
프리프레그가
감기며,
프리프레그가
감긴
Tooling Blocks 및 중공 사각튜브와 함께 정렬
프리프레그 및

하여 복합재 격자강화 프레임으로 동시 경화된
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벽 및 기계 접
속에 필요한 보스가 함께 결합된 격자강화 프

그림 10. 제작된 전면 및 후면 패널 형상

PCB Guide Rail은, 1mm 두께의 알루미늄
합금 위에 PCB와 잠금장치를 삽입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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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이 반복 패턴으로 배치된 경량 구조물로서,
격자강화 프레임의 상하 내면에 대칭적으로 균

0.5mm의 EC2216 접착 층 두께를 유지하
면서 상온에서 접착된다. 또한 동일한 상온 경
화 접착제 EC2216을 이용하여 러그를 격자강화
프레임에 접착시킨다.
<그림 11>은 완성된 일체형 구조체 본체에
PCB를 장착하는 과정과, 최종적으로 조립 완성
된 경량 CFRP 전자장비 구조체을 나타낸다.
일한

그림 12. 랜던진동 시험 Set-up

그림 11. 제작된 경량 CFRP 전자장비 구조체

6. 일체형 구조체 성능 분석
6.1 강성/랜덤진동
제작된 일체형

CFRP 전자장비 구조체의 발

사환경 하에서의 고유진동수 및 내구성을 평가

NASA-GEVS-SE 규격에 따른
14.1Grms의 랜덤진동 시험을 수행하였으며<그
림 12>, 가속도 측정 결과를 <그림 13>에 나타
내었다. 아울러 랜덤진동 시험 전/후에 저 수준
랜덤진동을 가함으로써 랜덤진동 시험 전/후의
구조체 고유진동수 변화를 조사하였다<그림
14>.
고유진동수는 100Hz 요구조건을 모두 초과
하여 만족하고 있으며, 랜덤진동 시험 후의 고
유진동수 변화는 3% 미만의 작은 수준이었다.
랜덤진동 후의 육안검사를 통하여, 구조체 내
하기

그림 13. X, Y, Z 방향의 랜던진동 시험 결과

위하여,

적층 혹은 접착 분리 등 어떠한 파손도 발견됨
이 없었으며, 주어진 발사환경 하에서의 구조체
내구성이 건전함을 평가하였다.

그림 14. Z 방향의 랜던진동 시험 전/후의
고유진동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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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항을 만족하지 못 함을 알 수 있다.

6.2 열전달

<표

<그림 15>는 열전도도 측정 개념을 나타낸

3>에 의하면 YS95A/RS36의 탄소섬유 방향 열
전도도 계수는 약 600W/m‧K 이지만, 섬유에

것으로 격자강화 프레임의 상면 안쪽에 히터

수직한 방향으로는 상대적으로 열전도도 계수

(Heater)를 부착하고, 측면 안쪽에 일정 간격으
로 온도 센서를 부착하였다. 프레임 바닥면을
제외한 모든 면을 MLI(Multi-layer Insulation)
로 둘러싸 단열하고, 시험 장치를 열진공 챔버
안에 배치하였다<그림 16>. 히터가 열원(Heat
Source)이 되고 열진공 챔버 벽면이 히트 싱크
(Heat Sink)가 되며, 격자강화 프레임 바닥면에

가 낮은 에폭시의 존재로 인해 열전달이 방해
를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탄소섬유 방향
열전도도 계수가

1000W/m‧K의 K1100과 같은

피치계열 탄소섬유를 적용한다면 열전달 특성
을 좀 더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6.3 방사차폐

서 챔버 벽면으로 복사에 의하여 열이 소산된
다. 격자강화 프레임의 측면에서는 오로지 전도
에 의한 열전달이 이루어지며, 일정 거리 만큼
떨어진 온도 센서를 통해 측정한 두 지점 간
온도 차를 이용하여 열전도도 계수를 구한다.

<표 4>의 결과에 의하면, 20MeV의 양성자
빔을 차폐하기 위해서는 약 2.7mm 두께의
CFRP가 요구된다. 위성체의 측면패널 및 플랫
폼의 면재가 총 두께 1mm의 CFRP와 등가한
수준의 두께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20MeV의
양성자를 차폐하기 위한 복합재료 구조체의 두

1.7mm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CFRP 프레임 두께는 2mm로서 요구사항을 충
분히 만족한다.
께는 최소 약

6.4 EMI차폐/전기전도도

EMI차폐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ASTM
D4935[16]에 정의된 규격에 따라, 전자파 차폐
시험 시편을 제작하였다<그림 17>. EMI 차폐율
(SE, shielding effectiveness)은 SE =
 log    (dB) (P1: received power with the
material present, P2: received power without
the material present)에 의하여 계산되며, 공인

그림 15. 열전도도 측정 개념

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하여 측
정하였다.
그림 16. 열전도도 측정 시험 Set-up

측정/계산된 결과에 의하면, 피치계열

CFRP

로 제작된 격자강화 프레임의 전체 열전도도

90~95W/m‧K 이다. 알루미늄 합금
(125W/m․K)의 73~77% 수준으로서, 열전달 요
계수는 약

<그림 18>의 측정 결과에 의하면,
MHz~1.5GHz 주파수 대역에서 요구조건을
회하는 약 80~100dB의 전자파 감쇠 특성을
타내며, EMI차폐 기능 매우 우수함을 알
있다.

30
상
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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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4g으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형상의 알루미
늄 합금으로 설계된 구조체 대비 CFRP로 설계/
제작 구조체는 약 30%의 질량 절감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알루미늄 합금의 비중이 2.7인
데 비해 CFRP의 비중이 1.7로서 CFRP 구조체가
경량화에 크게 기여함을 입증한 것이다.
표 6. CFRP 구조체 질량 분석

그림 17. EMI차폐 시험 시편
Items

Mass(g)

Grid-stiffened frame
Lug assembly
PCB guide Rails
Housing Front cover
Housing Rear cover
Bolts (for cover fastening)
Adhesive

1199.6
65.7
452.9
106.2
128.4
18.9
46.8

Mass Sum

2018.5

그림 18. EMI차폐 시험 결과

또한 전자장비 구조체를 제작할 때,

PCB

Guide Rail로 부터 러그에 이르는 경로에 와이
어 직접 연결에 의한 샤시 접지를 완성함으로

그림 19. 알루미늄 합금 전자장비 구조체 설계

써, 구조체의 샤시 접지를 위한 요구조건이 충
족되었다.

표 7. 알루미늄 합금 구조체 질량 분석
Items

6.5 질량 절감 효과
본 연구에서 제작된 일체형

CFRP 전자장비

2018.5g으로 측정되었으
며, 단품별 상세 질량을 <표 6>에 나타내었다.
구조체의 전체 질량은

질량 절감 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동일한 형상
의 알루미늄 하우징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PCB Guide Rail까지 일체형으로 기계 가
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림 19>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제 가공성을 고려하여 6개의 단품
내부

Top plate
Bottom plate
Left plate
Right plate
Front cover
Rear cover
Bolts (for box assembly)
Bolts (for cover fastening)
Mass Sum

Mass(g)
765.9
808.6
392.6
392.6
215.6
250.6
40.7
18.9
2885.4

7. 결 론

으로 구조체를 설계한 후 이를 조립하도록 설계
하였다. 설계된
과를

AL7075 구조체의 질량 분석 결
<표 7>에 나타내었다. 소요 질량은 총

위성 설계에 있어, 위성의 전자장비가 차지하
는 중량은 상당하지만, 보수적인 기존 설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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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여전히 전자장비 구조체로 중량이 상
당한 알루미늄 합금을 기계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위성 전자장비 경량화를 극대
화하기 위하여, 경량

CFRP를 적용한 구조체 설
계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모듈화 형태의 CFRP
구조체를 개념 설계하여, 열전전도도, 방사차폐
및 EMI차폐/전기전도도 특성과 더불어 강성이
우수한 CFRP 구조체의 제작을 위한 기능 구현
방안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였다.
모듈화 형태 구조체의 복잡한 제작 공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동시경화

방법에

의한

CFRP 구조체 제작 공정을 설계하고, 단일의 경
화 공정을 통하여, 격자-강화된 CFRP 프레임의
제작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제작된
CFRP 구조체에 대한 성능 평가를 통하여, 강성
/내구성, 방사차폐 및 EMI차폐/전기전도도 요
구사항을 만족함을 입증하였으며, 일반 팬계열
복합재료에 비하여 우수한 열전도 특성을 가진
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CFRP 구조체는 동일 형상의 알루미늄 구
조체 대비 30%의 질량절감이 예상되며, 위성
경량

전자장비 경량화에 큰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
본 논문의 국내 연구 동향은 동일한 저자들
에 의하여 발표 및 게재된 연구 결과[9-11]를
정리 및 요약하여 기술하였음을 다시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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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화성 우주환경모사시험시설 동향
박성욱*, 서희준*, 조혁진**

The Trend of Lunar/Mars Environment Test Facility
Park, Sung-wook*, Seo, Hee-jun*, Cho, Hyokjin*

ABSTRACT
In this paper, technical trend of environmental simulator for moon and Mars exploration was described.
The moon and Mars have very different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s from the Earth.
Especially, lunar regolith is very fine and sharp, and easy to dissipate in 1/6 of the Earth’s gravity, making
it easy to pollute operating system such as wheels and optics of rover. Thus, full verification on ground
facilities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exploration rovers. Performance and configuration of lunar
regolith simulator in U.S., Germany and China was summarized. Mars surface simulator for Mars
exploration rover was described.

초 록
본 논문에서는 달 및 화성 탐사를 위한 지상에서의 환경모사시험시설 동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달과 화성

은 지구와는 매우 다른 물리적 특성 및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달 표토는 매우 미세하고 날카로우며, 지구
중력의 1/6인 환경에서 비산하기 쉽기 때문에 바퀴 등의 동작계나 로버의 광학계 등을 쉽게 오염 시킬 수 있
어 탐사용 로버 개발에는 지상에서의 표면 모사 시설에서의 충분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미국, 독일, 중국이 보
유하고 있는 달표토 모사재를 넣어 시험할 수 있는 시험시설의 성능 및 구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화성 탐사용
로버의 지상에서의 검증을 위한 화성 표면 모사시설에 대해 기술하였다.

Key Words :

Lunar Environment Simulator(달

환경 모사시험시설),

Lunar Regolith(달표토),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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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표 1. 지구/달/화성 주요 물리적 특성 비교[1]
특성

지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달탐사 개발 사업이 진행

무게

(kg)

중이며, 세계 우주 선진국에서는 화성탐사를 위한

지름

(km)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달과 화성은 지구와는 매우 다른 물리적 특성 및
환경을 가지고 있다(표 1). 화성의 질량은 지구의 1/1
0에

불과하고, 화성의 공전주기는 지구의 약 2배이지

만, 자전주기는 지구와 거의 같다. 지구와 화성은 평

자전주기

에 낮에는 +130 ℃, 밤에는 –170 ℃의 극심한 온도

구성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지구와 화성의 대기 구성
에 많은 차이가 있다.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약
1/100에

23.93

℃

대기

대기압

24

12756

평균 표면
온도 ( )

불과하며,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

1/80에

달

5.98 x 10

공전주기

균 표면 온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달의 무게는 지구
무게의

65

시간

365.26

일

13

화성
23

7.35 x 10
3476
27.32

일

27.32

일

-30

23

6.42 x 10
6787
24.66

시간

686.98

일

-57

N2

78 %

95 %

O2

21 %

Ar

1 %

1.6 %

CO2

0.035 %

95 %

(kPa)

101.3

미량

0.0

0.13 %

0.7

불과하며,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

이다. 그에 반해 지구는 식물의 광합성 작용 및
수용성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낮다. 달
은 가스가 대부분 우주로 탈출하기 때문에 대기
가 존재하지 않는다[1].
이러한 지구 밖의 혹독한 환경은 엄격한 운영 하
드웨어 성능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상에서의 모사
시험은 탐사 미션 하드웨어 개발의 핵심이 된다. 주
로 달 환경 모사 시험을 위해 달표토 모사재와 진공
챔버가 사용되며, 달표토 모사재가 지상에서 진공
에 노출되면, 내부에 갇혀 있던 가스 및 수분이 방
출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지상 시험에서만 나타나
는 현상이며, 실제 달환경 모사시험을 위해서는 이
러한 가스 및 수분 방출을 미리 수행해야 한다. 또
한 달 표토는 매우 미세하고 날카로우며, 지구 중력

2. 달 환경모사시험시설
2.1 NASA의 VF-13
2.1.1 개요
달 환경에서의 구동장비(굴착기, 드릴, 쇄석기 등)
의 환경시험을 위한

NASA Glenn Research Center

에 위치한 시설이며, 달표토 모사재를 넣고 진공상
태를 조성하여 달 환경모사가 가능하다.
2.1.2 시설 구성
(1)

챔버

환경에서 비산하기 쉽기 때문에 바퀴 등

높이 3.66 m, 내경 1.5 m 크기(내부 부피 6.35 m3)의

의 동작계나 로버의 광학계 등을 쉽게 오염 시킬 수

원통형 챔버이며, 높이 2.52 m 의 상단이 개폐 가능한

있어 탐사용 로버 개발에는 지상에서의 표면 모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림 1).

의

1/6인

시설에서의 충분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세계 유수기관들의 달 및 화성 환경모
사시설에 대해 조사하였다. 시설별 성능 및 구성요
소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향후 국내 달/화성 탐사
개발 사업에 필요한 환경시험장비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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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러핑 펌프 오염 방지 장치[2]

(3)

원추 관입 시험기 (Cone penetrometer)

펌프를 사용해 진공이 형성되면, 달표토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토양의 힘 측정 및 지반 조사에 가장 일
그림 1. VF-13 외관(A) 및 상단 제거 형상(B)[2]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추 관입 시험기(그림3)가
사용된다. 유연한 축을 통해 잭스크루에 결합되어 구

(2)

진공 펌프

본 시설은 10

동되며, 1 cm/s 의 일정한 속도로 모사재에 힘을 가하
압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벤추

며, 그 동안 원추 끝이 받는 압력은 2~5 mm 간격으로

리 펌프, 러핑 펌프, 터보 분자 펌프, 크라이오 펌프로

기록된다. 모든 구동 시스템에는 진공용 윤활재가 적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펌프의 특징은 표 2와 같다.

용되어 있다[2].

-6

Torr

표 2. VF-13 구성펌프의 특징[1]
펌프 종류
벤추리
펌프
러핑 펌프

압력범위

장점

(Torr)
760 ~
30
760 ~
0.1

터보분자
펌프

0.75 ~

크라이오
펌프

0.1 ~

-6

10

-6

10

단점

제한된 압력
범위
펌프오일 등에
0.1 Torr까지 도달
의한 오염
가능함
가능성
- 고속 터빈의
고장 위험
가벼운 가스에 - 표토 실험시,
최적 펌프
오염 위험으로
인해 펌프
가동 불가
- 큰 펌핑 속도
긴 준비 및
- 수분 및 무거운
재생시간
분자에 좋은 성능
-

오염에 강함
낮은 펌핑 속도

특히 러핑펌프의 경우, 챔버 내부에 표토가 있을 때,
표토 유입으로 인한 러핑 펌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
해 수직으로 1.8 m 높이를 가지는 U자 형태의 튜브가
있으며, 펌프 앞단에는 다기능 필터가 있다. (그림 2)

그림 3. 원추 관입 시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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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설 구성
NASA의 VF-13

시설 대비, 달 환경에 대한 온도모

사를 비롯하여 태양광, 태양풍 모사가 가능하며, 달 환

2.2.1 개요

경특성별 시설 구성 및 성능은 표 3과 같다.

달 환경 요소 중 고진공, 온도환경, 태양광 및 하전
입사방사선에 대한 환경 모사가 가능한
Marshall Space Flight Center에

NASA

표 3. 달 환경특성별 시설 구성 및 성능[3]

위치한 시설이며, 달

달 환경

표토 모사재를 넣고 진공상태를 조성하여 달 환경모사

구성 및 성능
1 x 10

고진공

가 가능하다. 시설의 주요 구성품은 그림 4와 같다.

℃

Torr

(크라이오펌프

온도범위
(-150

-7

~ +130

-190

℃

)

+150

℃
℃

:
:

이하
사용)

액체 질소로 모사
석영 램프로 모사

태양광

자외선 램프로 모사

하전입자방사선
(태양풍)

Electron Flood Gun 및
저에너지 프로톤 소스로 모사

표토

(regolith)

토양 모사재

100 kg

적재 가능

2.3 German Aerospace Center의 TRON
(Testbed for Robotic Optical Navigation)

2.3.1 개요
광 항법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the Loop Test

Hardware-in-

시설이며, 독일 항공우주센터에 위치

하고 있다. 시설의 주요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4. Lunar Dust Test Chamber 구성[3]
그림 5. TRON laborator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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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설 구성
(1)

시험 대상 센서의 배치를 위한 레일 로봇, 고정밀

지상 관찰을 위한 레이저 계측장비 및 실시간 제어 데이
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실은 필요에 따라 달
이나 화성 표면 모델로 구성이 가능하다.
(2)

현재

TRON은

궤도에서 최종 착륙지점까지 달

착륙 궤도 구간을 포함하는 3개의 축소된 달 표면 모델
을 갖추고 있다. 또한 원시 고형물과 같은 단순한 모양
의 몇몇 목표물들이 있다. 광선 레이저와 같은 활성 센
그림 6. 구현 방법 1[6]

서의 경우, 실험실에 등급4 레이저가 작동할 수 있는
레이저 안전 커튼이 장착되어 있다[4].

2.4 Chinese Academy of Space Technology
달탐사 시험시설

2.4.1 개요
Chinese Academy of Space Technology의

달탐사

시험 시설은 크게 아래의 3가지로 구성된다.
(1) Lunar Gravity Simulation (달
(2) Lunar Solar Simulation (달

중력 모사)

토양 모사)

(3) Lunar Dust Simulation (달 먼지

모사) [5]

2.4.2 시설 구성
(1)

그림 7. 구현 방법 2[5]

달 중력 모사 장치

-

시험 대상 : 달 착륙선, 달탐사 로버

-

목적 : 지구 중력의 1/6인 달의 중력 모사

-

시설 사양

l 힘 범위 : 0 N – 2,000 N

(2)

달 태양광 모사장치

-

시험 대상 : 달탐사 로버 전체 시스템

-

목적 : 달 환경의 온도 및 태양열 기반 에너지 생성

l 힘 정확도 : 5 N
l 트랙 정확도 : 2 mm
-

구현 방법

l 그림 6과 같이 헬륨풍선을 달아 부력을 조절하
여 달 중력 모사한다.
l 그림 7과 같이 줄을 매달아 추 운동이 가능하도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

규격 :

l 입사각 : 15 ° ~ 45 °
l 입사면적 : 30 m x 30 m
l 온도 및 채광 균일도 : 15 % 내외
l 방사강도 : 0.3 태양상수

록 시험하여 모사한다.
l 시설 상단부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시험 대상을
매달아 달 중력 모사한다.

(3)

달먼지 모사장치

-

시험 대상 : 달탐사 로버 바퀴, 탑재체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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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달탐사 로버 바퀴가 회전하는 동안의 달먼지의
움직임 연구
l 달탐사 로버의 능동 부품에 미치는 달먼지의
영향 연구

3.2 Airbus Defence and Space의 Mars Yard

3.2.1 개요
Airbus Defence and Space의

l 달탐사 로버의 탑재체 성능에 미치는 달먼지의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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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구 및 비행 프

로젝트에서 다양한 로봇 프로토타입을 시험하기 위한
실내 화성 지형 모사 시설이다[8].

-

형태 : 직경 2 m, 길이 3 m의 열진공챔버

-

구현 압력 : 5×10-3 Pa 이하

-

구현 온도 : 100 K (섭씨 영하 173도) 이하

-

달먼지 : 중국산

-

달먼지 용량 : 200 kg 이상

-

달먼지 유동 정확도 : 0.06 g/m2 이하 [5]

3. 화성 환경모사시험시설
그림 9. The Mars Yard[8]

3.1 NASA의 The Mars Yard III

3.2.2 시설 구성

3.1.1 개요
화성 연구 및

-

면적 : 30 m x 13 m

비행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로봇 프로토타입을 시험하

-

화성 환경 모사 토양 300톤

기 위한 화성 지형 모사 시설이다. 이 시설은 자연 조명

-

로버의 내비게이션 카메라가 최대한 화성의 풍

NASA Jet Propulsion Laboratory의

조건에서 다양한 로봇 어플리케이션을 시험할 수 있는

경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모든 내부 표면은 화

환경을 제공하며, 화성의 일부 지역과 일치하는 암석

성의 배경색을 모방한 붉은 갈색 및 풍경화로 구성

색깔, 크기, 분포를 갖추고 있다[7].

되어 있다[8].

3.3 NASA의 Nuclear Thermal Rocket Element
Environmental Simulator (NTREES)
3.3.1 개요
NASA Marshall Space Flight Center의

시험시설이

며, 차세대 기술인 Nuclear Thermal Rocket의 화성 도
그림 8. The Mars Yard III[7]

3.1.2 시설 구성

달에 활용하기 위한 지상모사시설이다. 핵 열 추진의
핵심 기술 요소인 유동이 있는 수소에 노출되면서도
극한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연료 재료와 구성 부품의

-

면적 : 66 m x 36 m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성능은 표 4와 같

-

토양 구성 : 해변 모래, 화강암, 벽돌 먼지, 화산재

다.

[7]

NTREES는

원자로 작동 중 핵 로켓 연료 요소 및

기타 구성 요소가 노출되는 조건(방사선 제외)을 모방
하도록 설계되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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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NTREES 성능[9]
항목

있다. 또한 시험 중 내부 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직경

값

최대 시편 온도

(K)

최대 질소 유량속도
운영 압력 범위

35

(gm/s)

(kW)
(kW)

뷰포트가 9개 장착되어 있다.

(2) 배기 처리 시스템

1800

(MPa)

최대 확장 가능한 파워 용량

7.6 m 의

3000

최대 수소 유량속도(gm/s)

파워 용량

의 온도를 원격으로 측정 가능한 고온계가 장착되어

주 챔버의 잔여 수소, 질소를 배출하기 위한 시스템

~ 7

이며, 냉각 및 필터링을 통해 대기에 안전하게 배출할

~ 50

수 있도록 하는 3개의 개별 시스템이 있다. 3개의 시스

~ 3500

템에는 주 챔버에 위치한 수소/질소 혼합기, 가스 열

최대 시편 길이

(m)

2.5

최대 시편 직경

(m)

0.3

교환기, 필터/배압 시스템이 있다.

(3) 인덕션 히터

핵분열 과정을 모사하기 위한 인덕션 히터는
kW, 50 kHz

50

장치이다. 코일 및 시편은 챔버 내부에 장

착되며, 챔버 하부에 위치한 대형 피드스루를 통해 외
부에서 전원이 인가되어 가열된다. 인덕션 히터는 냉
각수와 열교환기를 통해 냉각된다.
(4) 데이터 획득 시스템

다양한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지만, 하나의 소프
트웨어로 통합 및 제어된다. 사용되는 계측기는 다음
과 같다.
- GH2

그림 10. NTREES 구성[9]

-

수소 감지 센서

-

고온 온도계 (Pyrometer)

-

가스 성분 측정을 위한 질량 분석기[9]

사시설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각 기관은 달/화
성 탐사에 필수적인 하드웨어의 지상에서의 성능 검증
6.9 MPa이고,

설계 압력은

7.6

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구축, 운용 중이었으며, 각 시험

91

목적에 맞게 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을 하고 있다. 본

챔버 총 무게는 약 7,650 kg이다. 챔버에는 직

논문에서 주요 우주개발기관의 장비를 검토 및 비교,

MPa이다.

경

일반 온도 측정용 열전대

본 논문에서는 세계 유수기관들의 달/화성 환경모

(1) 압력 챔버

cm이며,

-

4. 결 론

3.3.2 시설 구성
최대 작동 압력은

및 GN2용 압력/온도/유량 센서

챔버 용기의 크기는 길이

5.1 cm의

305 cm,

직경

작은 사파이어 뷰포트가 있으며, 시험품

분석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위성체 및 달 탐사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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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우주 환경시험 수행 시 필요
한 장비 및 시험 기술을 확보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으
며, 나아가 미래의 우리나라 화성 탐사 사업의 선행 기
술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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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동향 및 활용 계획
백명진* , 이상규*, 유상범*
1)

Development Trend of the Compact Advanced
Satellite and the Application Plan
Baek, Myung-Jin*, Lee, Sang-Gyu*, Sang-Bum Ryu*

ABSTRACT
nd

The goal of the 2 stage Compact Advanced Satellite development program, based on matured
technologies developed by KOMPSAT(Korea Multi-Purpose Satellite) program and aimed for fulfilling future
various governmental demands and vitalizing domestic satellite industry, is to develop Compact Advanced
Satellites using the 500kg standard platform koreanized throughout the 1st stage Compact Advanced Satellite
development program. Throughout the satellite development led by domestic industries, it is planned to
promote the satellit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export market development.
Even though it is expected to develop total two satellites (electro-optic camera satellite and C-band SAR
satellite), as the 2nd stage Compact Advanced Satellite development program, according to the final result of
the governmen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development trend and application plan related to 4 satellites
examined as the 2nd stage Compact Advanced Satellite development program are described in this paper.
초 록

2단계 개발 사업의 목표는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성숙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사업을 통해 국산화한 500kg급 표준플랫폼을 활용하여,
향후 다양한 공공 위성수요를 충족하고 우리나라 위성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
차세대중형위성

체 주도에 의한 중형위성개발을 통해 위성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출시장개척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
다.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총 2기(전자광학카메라 위성 및

C-Band 영상레이다 위성)의 위성개발이 예상되나, 당초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 사업으로 검토되
었던 4기의 위성과 관련된 개발동향 및 활용계획을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Key Words : Compact Advanced Satellite(차세대중형위성), standard platform(표준플랫폼),
governmental demand(공공수요), satellite industry(위성산업), agriculture and
forestry(농림), weather(기상), environment(환경), water resources(수자원)

* 백명진, 이상규, 유상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본부 위성탑재체개발부
mjbaek@kari.re.kr, sglee@kari.re.kr, sbryu11@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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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 전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각 부처별 공
공위성 수요조사를 통하여 총 18기의 위성수요
제기를 받았고 기획연구를 통하여 총 4기의 차
세대 중형위성 2단계 위성을 도출하였다. 4기
의 위성은 농업 및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4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 기상업무(수치예보 지원)
를 위한 5호 마이크로파 탐측기 위성, 이산화탄
소 및 기후변화 감시를 위한 6호 적외선 초분
광영상기 위성, 수자원 관리 및 재난감시를 위
한 7호 C-Band 영상레이다 위성이었다.
한편, 2018년 2월에 확정된 「제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총 3기의 차세대 중형위성 2
단계 위성(4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 5호 마이크
로파 탐측기 위성 및 6호 C-Band 영상레이다 위
성)을 개발하는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하지
만, 2018년도에 종료된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총 2기의
위성(4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 및 6호 C-Band
영상레이다 위성)이 타당성을 확보하고 시행하
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2단계 사업에서
는 당초 기획연구에서 제시되었던 4기의 위성
중 2기의 위성을 개발하게 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 사업의 목표는 다
목적실용위성 개발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성숙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중형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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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을

500kg급 표준플랫폼을 활용하여 향
후 다양한 공공 위성수요(‘30년까지 21기, ’40년까
지 43기의 차세대중형위성 신규 수요 예측1))의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우주개발
경쟁력 확보

사업 목표(전략목표)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 개발을 통한 다양한 공공분야
위성 관측 수요 충족 및 우주산업화 기반 마련
*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3.11 국가우주위원회)

2단계 사업 목표(성과목표)
차세대중형위성 1 단계 사업을 통해 확보된 500kg
표준 플랫폼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 부문 위성 수요
충족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 산업체 주도의 위성 개발을 통한 위성산업 활성화 및
수출시장개척 기반 구축

그림 1.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사업으로 총 2기(전자광학카메라 위성 및
C-Band 영상레이다 위성)의 위성개발을 시행하
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향후의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사업 방향 모색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마
이크로파 탐측기 위성과 이산화탄소 및 기후변화
감시를 위한 적외선 초분광영상기 위성을 포함하
여 당초 계획하였던 4기의 위성에 대한 주요 규
격, 국내외 개발동향 및 활용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문

통해 국산화한

충족 및 우리나라 위성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차
세대중형위성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성
개발 패러다임의 본격적인 산업체주도 체제 전환,
위성제조업 육성 및 수출시장개척 기반 구축 등을

이하, 본 논문에서는 제 3차 우주개발진흥 기
본계획에 명시된 호기별 명칭 및 순서에 따르
며, 마지막으로 적외선 초분광영상기 위성을 다
루기로 한다.

2.1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위성 주요규격

기대하는 것이었다.

<그림 1>은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나타낸다.

도

1) 제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위성개발 로드맵

각 위성의 본체는 위성 개발 일정 및 비용의

차세대중형위성은 임무 및 탑재체에 따라 고

500∼900km의 태양동기 저궤도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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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을 위해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사업을 통

해 개발된 표준플랫폼 기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1단계에서 개발된 전장품 및 구조체 사용
을 기본으로 한다. <그림 2>는 차세대중형위성
의 표준플랫폼 형상을 나타낸다.

2.1.1 4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

4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의 주 활용부처는
농진청과 산림청이며 위성임무는 농작물 작황,
농업수자원 및 산림자원 관측이다. 이를 만족하
기 위한 4호 전자광학탑재체의 주요 예상 규격
은 <표 1>과 같다.
표 1. 4호 전자광학탑재체의 주요 예상 규격(안)
구 분

개 발 규 격(안)

탑재체 유형

전자광학 카메라

탑재체 무게

≤150Kg

탑재체 소비전력

≤1,200W

Duty Cycle

10%

운영고도

500km∼900km

설계수명

≥5년

※ 개발규격(안)은
사업시행
설계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단계에서
수 있음 임무, 시스템
4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은 태양전지판과 탑
duty cycle을 고려하여 고정형
태양전지판 부착을 고려한다. <그림 4>는 4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의 예측 형상을 보여준다.
재체와의 간섭 및

그림 2. 차세대중형위성 표준플랫폼 형상

본 사업의 지상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기
보유하고 있는 지상국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 수신된 데이터는 지상망을 통하여 활용부처로
송신된다. 발사체는 해외 발사체를 사용한다.

<그림 3>은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사업의 시
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4. 4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 예측 형상도

2.1.2 5호

마이크로파 탐측기 위성

5호 마이크로파 탐측기 위성의 주 활용부처
는 기상청이며 위성임무는 대기 온도 및 습도
탐측을 통한 수치예보 자료 획득이다. 이를 만

5호 마이크로파 탐측기의 주요 예
상 규격은 <표 2>와 같다.
족하기 위한

그림 3.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사업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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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5호 마이크로파 탐측기 주요 예상 규격(안)
구 분
탑재체 유형
탑재체 무게
탑재체 소비전력
Duty Cycle
운영고도
설계수명

개 발 규 격(안)
마이크로파 탐측기
170kg
220W
100%
500km∼900km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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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C-Band 영상레이다 위성은 영상레이다
안테나 개발 형상 및 장착 방식에 따라 <그림
6>과 같이 개발이 예상된다. 태양전지판은 4호
위성과 같은 고정형을 고려한다.

※ 설계
개발규격(안)은
사업시행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단계에서
수 있음 임무, 시스템
5호 마이크로파 탐측기 위성은 24시간 운용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전력 생성
이 필요하여 태양전지판 구동기를 활용한 회전형
태양전지판 부착을 고려한다.

<그림 5>는 5호 마
이크로파 탐측기 위성의 예측 형상을 보여준다.

그림 6. 6호 C-Band 영상레이다 위성 예측 형상도

2.1.4

적외선 초분광영상기 위성

적외선 초분광영상기 위성의 주 활용부처는
환경부 등이며 위성임무는 이산화탄소 및 기후
변화 감시이다.

이를 만족하기 위한 적외선 초

분광영상기의 주요 예상 규격은 다음의

<표 4>

와 같다.
적외선 초분광영상기 위성은

70% duty cycle

운용 요구사항에 따라 5호 위성과 동일한 회전형
태양전지판 부착을 고려한다.
그림 5. 5호 마이크로파 탐측기 위성 예측 형상도

2.1.3 6호 C-Band

영상레이다 위성

6호 C-Band 영상레이다 위성의 주 활용부처
는 환경부, 행안부, 해수부 등이며 위성임무는
수자원 관리, 수산자원관리 및 재난감시이다. 이
를 만족하기 위한 6호 C-Band 영상레이다 탑재
체의 주요 예상 규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C-Band 영상레이다 주요 예상 규격(안)
구 분
탑재체 유형
탑재체 무게
탑재체 소비전력
Duty Cycle
운영고도
설계수명

개 발 규 격(안)
C-band SAR
<150kg
500W
<2.5%
500km∼900km
≥4년

※ 설계
개발규격(안)은
사업시행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단계에서
수 있음 임무, 시스템

<그림 7>은 적외선

초분광영상기 위성의 예측 형상을 보여준다.
표 4. 적외선 초분광영상기 주요 예상 규격(안)
구 분

개 발 규 격 (안)

탑재체 유형

적외선 초분광영상기

탑재체 질량

≤150 kg

탑재체 소비전력

400 W

Duty Cycle

70 %

운영고도

500km∼900km

설계수명

≥4년

※ 개발규격(안)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임무, 시스템
설계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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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동급위성에 대한 국외 위성 개발 현황

최근 들어 위성 개발의 효율화 및 비용 절감
을 위해 표준화된 위성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활
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NASA의 경우 상업

위성 플랫폼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위성 개발 시
그림 7. 적외선 초분광영상기 위성 예측 형상도

2.2 유사 국내외 위성 운용 및 개발 현황

2.2.1

유사 국내 위성 운용 및 개발 현황

국내에 동 사업과 동일한 위성정보 생산을 위
해 개발 또는 운용중인 위성은 없다. 본 절에서
는 각 위성별 활용 측면에서 현재 운용중이거나
개발 중인 유사 위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과 유사한 국내위성
은 현재 운용중인 다목적실용위성 3호 및 3A호
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중형위성 1호이다. 4
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은 중저해상도 광역 다
채널 전자광학카메라 위성인 반면에 다목적실
용위성과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고해상도 전자

광학 카메라 위성이다.

5호 마이크로파 탐측기 위성과 유사한 국내
위성은 현재 운용중인 천리안위성 1호(기상탑재
체)와 현재 개발 중인 천리안위성 2A호이다. 천
리안위성은 가시 및 적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전자광학(EO/IR) 탑재 위성이나

5호 마이크로

파 탐측기 위성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전파
탑재체 위성이다.

6호 C-Band 영상레이다 위성과 유사한 국내
5호와
현재 개발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6호이다. 다목
적실용위성은 X-Band 영상레이다인 점에서 6호
C-Band 영상레이다 위성과 차이가 있다.
위성은 현재 운용중인 다목적실용위성

적외선 초분광영상기 위성과 유사한 국내위
성은 현재 개발 중인 천리안위성
재체)이다. 천리안위성

2B호(환경탑

2B호 위성은 자외선 및
가시광선 대역 초 분광기이다.

본체를 기성 제품 내에서 선택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유럽의 국가들도 정부 위성 개발 시 여
러 표준화된 위성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Myriad 소형위성

들어 프랑스의 경우 최근 기존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을

통해

Astrobus-S라는 400kg급 신형 플랫폼을 개발해
프랑스‧독일 합작 위성인 Merlin 메탄 관측위성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최근
500kg 급 표준 위성 플랫폼인 Nextar를 개발 해
Asnaro 위성 시리즈의 개발에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M3M 위성을 통해 AIM 이라는 초소
형위성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표 5>는 미국,
유럽, 아시아 및 기타 국가의 주요 300∼500kg급
위성 플랫폼 연구개발 현황을 나타낸다.

2.2.3

유사 국외 위성 운용 및 개발 현황

4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의 활용측면에서 유
사한 국외위성은 미국의 Landsat OLI 위성과
유럽의 Sentinel 2 및 Rapideye 위성이다.
Landsat 위성은 1972년 1호 발사부터 현재 8호
까지 발사되었고 8호는 OLI 센서를 탑재하여
농업지역의 정량분석, 식생지수 분석 등에 활용
되고 있다. Sentinel 2 위성은 농림업에 특화되
어 개발된 위성으로 농경지 마스킹, 작물분류지
도, 식생상태 등의 산출물 제공에 활용되고 있
다. Rapideye 위성은 2008년 발사되어 2009년
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식생종의 분류 및 식생
상태 관측 산출물 제공에 활용되고 있는데, 특
히

6.5m의 비교적 높은 해상도와 5기의 위성

운용을 통한 짧은 재방문 주기로 농림업 분야
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표 6>은 4호 위

성과 유사한 국외위성의 운용 및 개발 현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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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외의 300∼500kg급 위성 플랫폼 연구개발 현황

77

표 7. 5호 위성과 유사한 국외위성의 운용 및 개발 현황

지역

플랫폼 명(제조사)

구 분

ATMS (미국)

플랫폼

2.2톤급 대형위성

채널수

22

미국

EO-SB (ATK)
BCP-300 (Ball)
MAC-200 (Magellan)
LEOStar-2 (OSC)
SN-200 (SNC)
TerraSense 300 (Dynetics)

주파수

23 ∼ 183GHz

해상도(관측폭)

16km (2,503km)

Data Rate

≤30kbps

유럽

AstroSat 300 (Airbus DS)
SSTL-300 (SSTL)
NovaSAR-S (SSTL)
OHB (CGS)
Proteus (Thales Alenia Space)

무게

74kg

설계수명

7년 (duty 100%)

IMS-2 (ISRO)
Nextar (NEC)
SI-300 (Satrec-I)
IMPS(IAI)

아시아
및 기타

표 6. 4호 위성과 유사한 국외위성의 운용 및 개발 현황
구 분
플랫폼

Landsat OLI
(미국)
2.6톤급
대형위성

Sentinel 2
(유럽)

Rapideye
(유럽)
소형위성

1.1톤

(156kg)

채널수

9

13

5

관측밴드

0.4∼2.3um

0.4~2.2㎛

0.4∼0.8um

해상도

15∼30m

10~60m

6.5m

(관측폭)

(185km)

(290km)

(77km)

전송속도

261Mbps

520 Mbps

80Mbps

무게

432kg

-

43kg

전력

139W

1700W

93W

설계수명

5년

7년

7년

그림 8. ATMS 탑재체 형상도

6호 C-Band 영상레이다 위성의 활용과 관련된
수자원 관리 및 재해 감시를 위해 L-밴드 및 C밴드를 사용하는 유사 국외위성은 현재 운용 중

Sentinel 위성(2014년) (그림 9 참조),
미국의 SMAP위성(2015년) (그림 10 참조), 캐나
다의 Radarsat-2위성(2007년)이 대표적이다. 다만,
SMAP위성은 2015년 9월 임무가 중단 되었다.
인 유럽의

5호 마이크로파 탐측기 위성의 활용측면에서
유사한

국외위성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ATMS(Advanced
Technology
Microwave
Sounder) 탑재체를 탑재한 Sumoi-NPP 및 차세
대 JSPP 위성이다. 한편, 유럽은 Metop 위성에
AMSU 등의 탑재체를 탑재하여 기상예보에 활
용 중이고 차세대 Metop-SG 위성에 탑재할 24
채널급 MWS 마이크로파 탐측기를 개발 중에
있다.
<표 7>과 <그림 8>은 5호 위성과 유사한
국외위성의 운용 및 개발 현황을 나타낸다.

그림 9. Sentinel 위성 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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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6호 위성과 유사한 국외위성의 운용 및 개발 현황
구 분
플랫폼
운영고도
해상도
(관측폭)
채널
안테나 크기
전송속도
무게
전력
설계수명

Sentinel
(유럽)
2.3톤급
대형위성
693km
5m (80km)
5.4GHz
12.3×0.84m
2x260Mbps
945kg
5,900W
7년

SMAP
(미국)
1톤급
대형위성
670km
1∼3km
(1000km)
1.2∼1.3GHz
6m
130Mbps
356kg
1,450W
3년

Radarsat-2
(캐나다)
2.2톤급
대형위성
514km
3m (20km)
5.4GHz
15×1.37m
180Mbps
5년

2.3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위성 활용계획

2.3.1 4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 자료 활용계획

4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의 자료는 농진청,
신림청 등 7개 정부 부처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표 10>은 4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의 부처별
활용 계획2)을 나타낸다.
표 10. 4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의 부처별 활용 계획
구분

활용 계획
국내외 작물 생육 관리, 북한 농경지 및

농진청

생육 상황 모니터링, 직불제 이행 점검,
농업 기반시설 관리 등
산림 불법 전용, 재해(산불 및 산사태) 현

산림청

황 감시, 산림 건강성 및 기후변화 영향
(산림 상태) 실태 관측, 북한 지역 산림
현황 관리 등

통계청

농업 통계(작물재배, 생산량) 현장 조사,
북한 벼 재배면적, 생산량, 경지면적 조사 등
댐, 하천 조류 모니터링, 하천유역 환경

환경부

생태 모니터링, 수변도시 사업 설계 및
영향 감시, 기초 수문인자 산츨 등
주기적 영상 DB로 효과적 재난 관리 지

행안부

원, 미계측 주변국 재난 상시 모니터링으
로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 재난 유형별
상황관리 지원 역량 강화 등

그림 10. SMAP 위성 형상도

적외선 초분광영상기 위성의 활용측면에서
유사한 국외위성은 미국의

2014년 발사 된

OCO2 위성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용 적외선 초분광기를 탑재하고 있다.
표 9. 미국 OCO2 위성 개발 현황
구 분
플랫폼 (위성)
파장대역
분광해상도(λ/Δλ)
해상도(관측폭)
자료저장 용량
X-band Down-link
센서 무게
센서 설계수명

OCO2 (미국)
500kg급 중형위성
0.76 ~ 2.06μm
≥17,000
1 × 2km (12km)
96Gbits
150Mbps
200kg
2년 (duty 70%)

해수부

부유성 해조류 신속 탐지, 정책 정보 제공,
연안 해조류 양식장 작황 현황 분석 등

수문기상

수재해 및 농업용수 관리 통합 모니터링

협력센터

(홍수, 가뭄 파악, 피해 예방, 수자원 관리 등)

특히 농진청은

4호 전자광학카메라 위성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통한 위성과 항공 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업 정책
수립과 추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
림항공․위성정보활용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
다.

<그림 11>은 농림항공․위성정보활용센터 설
립을 통한 농림업 분야에 대한 4호 전자광학카
메라 위성 활용 계획을 나타낸다.
2)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활용 수요조사 결과(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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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6호 C-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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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레이다 위성 자료 활용계획

6호 C-Band 영상레이다 위성의 자료는 국토
부, 해수부 등 6개 정부 부처에서 활용할 계획
이다. <표 12>는 6호 C-Band 영상레이다 위성
의 부처별 활용 계획3)을 나타낸다.
표 12. 6호 C-Band 영상레이다 위성의 부처별 활용 계획
구분

시․공간적 가뭄․홍수․수질 모니터링, 유황

그림 11. 농림업 분야에 대한 4호 활용 계획

2.3.2 5호

및 하천변화 통합 모니터링, 북한 수자원

마이크로파 탐측기 위성 자료 활용계획

5호 마이크로파 탐측기 위성의 자료는 기상
청과 환경부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표 11>은
5호 마이크로파 탐측기 위성의 부처별 활용 계
획을 나타낸다.
표 11. 5호 마이크로파 탐측기 위성의 부처별 활용 계획
구분

활용 계획

기상청

수치 예보 및 기상분석, 운정온도 및 운정
고도, 운량 등 정량적 구름 정보 산출, 홍
수, 가뭄, 태풍, 황사 예측 및 기술 확립

환경부

조사, 접경 하천 관리, 해외 수자원 정보
와 연계한 전략적 신규 사업 진출 및 신
사업 창출(K-water) 등
주기적 영상 DB로 체계적 지반 변위 관

행안부

측, 장기 관측 정보를 통한 중장기 재난
정책 지원 등
해양 환경 감사(해류 및 해황 서비스), 불법

해수부

어선 단속 지원, 유류 유출 지역 및 면적 확
산 감시, 극지(북극 항로, 빙하 표면 변화 등)
연구 등

WMO
및 CGMS(Coordination Group for Meteorological
Satellites) 등을 통한 국제 협력에 참여하고 있
으며, 정지궤도 천리안위성과 저궤도기상위성과
기상청은 현재 국제 프로협력기구인

의 통합운영체계를 계획하고 있어 기상예보 정
확도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활용 계획

<그

12>는 5호 위성의 국제기구 및 국내 위성과
의 5호 마이크로파 탐측기 위성의 상호 보완을
통한 연계 활용 계획을 나타낸다.
림

그림 12. 5호 위성의 국제기구 및 국내 위성과의 활용 계획

국내외 작물 생육 관리, 북한 농경지 및
농진청

생육 상황 모니터링, 직불제 이행 점검,
농촌 기반시설 관리 등

통계청

논/밭 경지면적, 생산량 통계, 북한 벼 재
배 면적, 생산량, 경지면적 조사 등

수문기상

수재해 및 농업용수 관리 통합 모니터링

협력센터

(홍수, 가뭄 파악, 피해 예방, 수자원 관리 등)

환경부는 효율적인 수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
를 위하여 국내외 타 위성과의 연계를 통해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우 관측은 미

GPM 위성, 한국의 천리안위성 등과 연계,
수위 관측은 유럽의 Sentinel위성 등과 연계, 식
생 관측은 유럽의 MODIS 위성 등과 연계, 지
형 관측은 우리나라 아리랑 5호 위성, 캐나다의
Radarsat 위성 등과 연계하여 6호 C-Band 영상
레이다 위성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13>은
6호 C-Band 영상레이다 위성과 기존 위성과의
연계 활용 계획을 나타낸다.
국의

3)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활용 수요조사 결과(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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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수정안

배 출
부문

전 망

감축후

(BAU)

배출량
(감축량)

그림 13. 6호 위성과 기존 위성과의 연계 활용 계획

2.3.4

적외선 초분광영상기 위성 자료 활용계획

<표 13>은 적

외선 초분광영상기 위성의 부처별 활용 계획을
나타낸다.
표 13. 적외선 초분광영상기 위성의 부처별 활용 계획
구분

활용 계획

환경부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원 추적
및 감시, 온실가스 저감 정책 결과에 대
한 검증 자료 제공, 타 국가 위성과의 편
대비행을 통한 국제 협력에 동등한 참여

기상청

황사 등 기후변화 활용

TCCON(Total Carbon
Column Observation Network)이 전 세계적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로 설치되어 전 세계 이산화탄소 지상관측을
수행 중에 있다.

환경부는 적외선 초분광영상

기 위성의 개발․운용을 통해
여

TCCON과 연계하

3차원 이산화탄소 감시망을 구축하고 주변

국과 전 지구적 현황 모니터링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기․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
여 금년 7월에

<표 14>4)와 같이 확정하였다.

4) 환경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 보도자료

감축률

산업

481.0

382.4

20.5

배

건물

197.2

132.7

32.7

출

수송

105.2

74.4

29.3

원

농축산

20.7

19.0

8.2

감

폐기물

15.5

11.0

28.9

출

공공기타

21.0

15.7

25.3

탈루 등

10.3

7.2

30.5

적외선 초분광영상기 위성의 자료는 환경부
와 기상청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BAU 대비

감
축
수
단
활
용

-23.71)

전환

333.2

E신산업/CCUS

-

-10.3

산림흡수원

-

-22.1

국외감축 등

-

-16.2

-34.12)

4.5

기존 국내감축
합 계

850.3

574.3

32.5

536.0

37.0

1) 확정감축량 2) 추가감축잠재량

3. 결 론
2016년 기획연구를 통해 차세
대중형위성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4기의
본 논문에서는

위성의 개발 현황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 사업의 목

표는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사업을 통하여 개발
된 성숙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사업을 통해 확보한 500kg급 표준플랫폼
을 활용하여 향후 다양한 공공수요 위성의 충
족(‘30년까지

21기, ’40년까지 43기의 차세대중
형위성 신규 수요 예측) 및 우리나라 위성산업
의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중형위성을 국산화 개
발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산업체 주도의
위성개발을 통한 위성산업 활성화 및 수출시장
개척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과

2018년 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
2기의 위성개발(4호 및 6호 위성)이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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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는 기
상예보 및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공조 대응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궤도 기상위성과 적외선
초분광기 위성의 개발이 적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통하
여 향후 산․학․연 중심의 위성개발 추진체계가
구축되고, 민간의 우주산업 역량강화 및 참여
확대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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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제한 진동 시험 기술 동향 및 대형 위성
구조체 진동시험 적용을 위한 구성
은희광*, 임종민*, 우성현*, 전종협*, 조창래*, 문남진*1)

Status of Force Limited Vibration Test Method
and Configuration of Vibration Test Equipment
for Large Satellite Structure in KARI
Eun, Hee-kwang*, Im, Jong-min*, Woo, Sung-hyun*, Jun, Jong-hyub* , Cho, Chang-lae*,
Moon, Nam-jin*

ABSTRACT
Launch Environment Test is mandatory to verify the structural performance and dynamic
characteristics for launch vehicle, satellite system and parts. The profile for launch environment test is the
envelop of acceleration data from several launches about many kinds of payloads. The boundary
condition is totally different between the flight structure and shaker. Overtest is caused by the envelop
and the difference of boundary conditions. This paper introduces the trend for the solutions to overcome
the overtest and the equipment for Force Limited Vibration Test which is installed in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초 록
우주발사체와 위성의 시스템 및 부품의 구조적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발사 환경 시험이 필수적이다. 특
히 발사 환경 검증을 위해서 가진기에서 부가하는 진동 환경은 다수의 발사 시 획득한 가속도 데이터의 총합
으로 추출되고, 실제 장착되는 구조물과 가진기 상의 경계 조건 차이로 인하여 과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 시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방법 중 힘 제한 진동 시험 방법에 대한 동향을
소개하고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구축된 힘 제한 진동 시험을 적용하기 위한 힘 센서 및 신호 처리 장치
의 구성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의 설계를 소개하였다.

Key Words : Force (힘), Moment(모멘트), Launch Environment(발사 환경), FLVT(힘 제한 진동 시험)
* 은희광, 임종민, 우성현, 전종협, 조창래, 문남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본부 우주환경시험부
hkeun@kari.re.kr, acoust@kari.re.kr, mach@kari.re.kr, hyub@kari.re.kr, clcho@kari.re.kr, njmoon@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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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83

경계 조건과 매우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수의 논문에

우주 발사체와 위성의 시스템 및 부품은 개

서 제시하고 있다.

발 단계에서 진동 환경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특정 대상체에 대한 가속도 환경 규격이 아

실제 발사 환경의 측정치에 마진을 더한 규격

닌 총합된 규격을 적용하는 문제와 가진기 상

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진동 환경 시험은 전체

의 경계 조건 차이의 문제가 결합되어 과도한

프로젝트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통상의

진동 시험 수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발사체 또는 위성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가속도

여러 논문에서는 총합된 규격은 주어진 요구

규격은 특정 위성 및 부품을 위하여 정의된 것

조건이고, 가진기 상의 경계 조건은 무한대의

이 아니며, 다수의 발사 시 획득한 가속도 데

강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러한 경계 조

이터의 최대치를 중첩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마

건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상을 과도 시험

진을 더하여 생성된다. 개별 구조체가 탑재되

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 발사체와 연결된 전체 구조체의 공진 주파

본 논문에서는 과도 시험 문제점을 해결하기

수에서 발생하는 가속도 총합이라고 볼 수 있

위한 대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힘 제한

다. 이러한 경우, 실제 발사 환경에서 발생할

진동 시험 기술의 현재 동향을 소개하고 현재

수 있는 진동 조건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힘제한 진동 시험기술 적

진동 환경을 통과하도록 설계함에 따라서 과도

용을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 구성에 대하여 소

한 개발비와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 특히 최근

개하고자 한다.

에는 탑재체의 대형화에 따라 중량 등의 제한
된 요구 조건 하에서 통상의 가속도 규격을 만

2. 본 문

족시키는 것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발사 조건과 동일한 진동 환경을 모사하기

2.1 과도시험 해결 방안 소개

위한 방법으로 통상 가진기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가진기 위에 아답터를 이용하여 대상체

과도시험 문제를 해결 위하여 여러 가지 방

를 설치하고 연결부에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주

법이 제안되었다. 발사 조건과 다른 가진기 상

어진 가속도 규격에 따라 제어를 수행하게 된

의 경계 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장

다. 가진기와 대상체를 연결하는 아답터와 가

착 조건에 해당하는 경계 조건을 구현하는 아

진기의 구조는 가능한 강성을 보강하도록 설계

답터를 제작하여 장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하고 있다. 실제 대상체의 고유진동수와 가진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을 가진기에 설치하는 아

주파수보다 아답터와 가진기 구조의 고유진동

답터에서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

수가 충분히 높아서 대상체의 고유진동수에 영

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권장하고

또한 주요한 탑재체의 부위에 가속도계를 설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환경과 매우 상이하

치하여 응답을 제어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

다. 위성에 탑재되는 부품을 고려하면 탑재되

다. 이 방법은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실

는 위성 구조는 통상 진동 시험용 아답터보다

제 가속도계 설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

매우 낮은 강성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품

하는 문제점과 무게중심점과 같이 구조적으로

의 강성과 유사한 수준의 강성을 갖는 경우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파수에 따라서 변화하거나

있다. 따라서 강성을 최대한 높게 설계하여 모

현실적으로 가속도계를 장착할 수 없는 문제

사하는 가진기의 경계 조건은 실제 발사 상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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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설명한

경계

조건

문제를

Smallwood는 그림 1과 같은 간략한 모델을 이
용하여 설명하였다[1]. 대상체(Test Item)는 진
동 시험을 수행하는 위성에 해당한다. 실제 환
경(Field Environment)은 실제 위성이 발사체에
서 받는 발사 환경 조건이고 이때 대상체 설치

실제 발사 조건과 가진기 상의 경계 조건 차

(Mechanical Impedance)
를 이용하여 Gatscher 가 그림 2와 같이 설명
하였다[2]. 식 (1)과 같이 정의 되는 겉보기 질
량(Apparent Mass)을 이용하여 전체 운동방정
식은 식 (2)의 행렬식과 같이 정의된다.
이의 영향을 임피던스

되는 구조를 기초(Base)로 모델링하고 있다. 대
상체의 주파수응답함수(H)와 전달률(F)은 실제

(1)

기초(Base)와 가진기(Shaker)의 동특성과 무관
하게 동일하다. 가진기 조건에서 대상체의 입
력 가속도가 실제 조건의 입력 가속도 이상이
면 최종적으로 대상체의 응답이 실제 조건임을

(2)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동 시험을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지만, 실제 조건의 입력 가속도가 서
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대상체를 위한
조건이 아닌 총합된 매우 과도한 입력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과도 입력을 해결하기 위
한 개선책으로 대상체의 입력 힘

(Force)을 제

어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고, 가속도와 동일한

하부 시스템(Subsystem) I과 하부시스템
(subsystem) II 사이의 연결점의 가속도는 동일
하고 두 힘은 서로 상쇄되는 점을 이용하여 연
결부의 가속도를 계산하면 식

(3)과 같다.

논리로 실제 조건의 입력 힘 이상을 가진기에

(3)

서 제어하면 가속도와 동일하게 진동 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입력 힘도 가속도와
유사한 이유로 과도하게 정의되며 특정 주파수

하중(Load)이 없는 자유 가속도는 식

(4)와

같다.

에서 입력 힘 규격을 가진기 조건에서 만족하
면, 가속도 규격을 불만족하여도 전체적으로
진동 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부 주파수 구간은 가속도, 일부 주
파수 구간은 힘 규격을 제어하여 통상의 가속

(4)
(3)을 자유 가속도를 이용하여 전개
하면 식 (5)와 같다.
또한 식

도만을 이용한 제어에서 발생하는 과도 시험을
다소 개선할 수 있다.

(5)
여기서 가진기의 경계 조건이 무한대라고 가
정하면


이
 

무한대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 된다. 즉 실제 발사 환경은




무한대의 강성을 갖는 가진기와 매우 큰 차이
점을 가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결부
의 가속도는 입력 부와 하중 부의 임피던스 비
그림 1. 실제 조건 과 가진기 조건 비교

에 따라서 변화하므로 하중 부의 특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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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총합으로 정의된 연결부의 가속도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실제 조건과
매우 상이함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력부와

0이 되면 연결부의 가
속도가 크게 증폭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중부의 임피던스 합이

힘 제한 진동 시험은 최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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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의

Orion 프로젝트의 주요 탑재체 개발 시험에 적
용하는 등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CSA (Canadian Space Agency) 등에서도 사용
되어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Scharton의 힘 제한 진동 시험에서도
가진기의 고유진동수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없으며, 특히 모든
경우 병진 방향의 진동에 대하여만 논의하고
회전 방향의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논
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림 2. 진동 입력원과 연결된 구조 시스템

앞에서 설명한 입력 가속도와 함께 힘을 제
어하는 방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입력 힘 규
격을 정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속도 규

그림 3. 단순 2자유도 모델

격은 발사체나 위성 시스템에서 주어지지만 힘

JPL의
Scharton이 제시한 힘 제한 진동 시험 (Force
Limited Vibration Testing) [3, 4]은 그림 3과
같은 단순 2자유도 모델 등으로부터 힘 규격을
정의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힘 제한 진동
규격은

않는다.

주어지지

NASA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 규격을 정의하는

2자유도 모델 (Simple
Two-Degree Freedom System), 복잡 2자유도
모델(Complex Two-Degree Freedom System)
것은 필수적이나 단순

모두 발사체와 같은

입력 부의 동특성 정보가

필수적이다. 많은 경우 입력 부의 동특성 정보
는 획득하기 쉽지 않으므로 경험을 통하여 정
의되는 상수와 전체 질량을 곱하여 힘 규격을
정의하는

준

경험

방식(Semi-empirical

method)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험식에 사용
되는 상수를 정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도 Soucy
에 의하여 수행되어 실험 조건에 따른 상수를
정의할 수 있다[5].

2.2 실제 가진기의 응답 및 한계
가진기를 이용한 진동 시험에는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구성으로 구분된다. 수직 방향 진

4와 같은 헤드익스펜더
(Head expander)가 사용되고, 가진기와 헤드익
스펜더는 공압 장치를 통하여 지지되어 100
Hz 이내에서 강체 모드를 갖는 경우가 있다.
동 시험은 통상 그림

이러한 경우 가진기로부터 전달되는 가속도는
그림

6과 같이 연결부에서 동일하지 않고 공간

적으로 크기와 위상이 다른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6의 왼쪽 그래프는 헤드익스

펜더의 강체모드가 발생하는 주파수에서 연결

0, 90, 180, 270도 4개 지점에서 측
A1, A2, A3, A4를 나타내고, 오른
쪽 그래프는 4개 가속도의 합계, 대칭되는 점
사이의 가속도 차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진동
부 아답터의

정한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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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평균 또는 최대/최소값을 이용하여 가속

4와 같이 여러 대의 가진기를
동기화하여 진동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가진

도 규격에 대한 제어를 수행한다. 그러나 오른

기 간의 편차로 인하여 회전 방향의 진동이 발

A2-A4를 보면 4개의 가속도계의
평균값과 유사한 크기의 값을 보이고 있다. A2
와 A4가 매우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이는 연결부에서 병진 방향의

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수냉식 가진기

시험 시에는 이렇게 분균일하게 분포하는 가속

쪽 그래프의

진동과 함께 회전 방향의 진동이 함께 발생하
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3대

를 동시에 가진하여 비교 시험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정현파 진동 시험 구간인 200 Hz 까
지 크기 5%, 위상 3도 정도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고, 랜덤 진동 시험 구간인 2000 Hz 까지 크
기 20%, 위상 10도 정도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
다. 이 데이터만으로 모든 가진기의 수준을 확
인할 수는 없으나, 실제 가진기의 입력에도 편
차가 있으며, 특히 강체 모드가 발생하는 주파
수 영역에서는 응답이 증폭되어 회전 방향의
진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후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 4. 위성 구조체의 수직가진시험
(3 전자기식 가진기+헤드익스펜더)
1.38
FRF (Harmonic) S haker_2_Low:+Z /S haker_1_Low:+Z
FRF (Harmonic) S haker_3_Low:+Z /S haker_1_Low:+Z

1.35

1.30

1.25

1.20

/
Amplitude

1.15

1.10

1.05

1.00

0.95

그림 6. 진동시험 아답터 4 지점의 가속도 응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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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개 가진기의 1번 가진기에 대한 전달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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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힘 제한 진동 시험 시스템 구성

87

표 1. 힘 센서 사양
Technical items

힘 제한 진동 시험 기술의

위성 시스템

적

용을 위해서는 위성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계
측이 필수적이다. 위성체에 작동하는 힘과 모멘

Value

Number

24 EA

Fz range

-150 ~ 150 kN

Fx, Fy range

-30 ~ 30 kN

트 성분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힘 센서

Permissible moment load :

의 적용과 계측된 신호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Mx, My, Mz

적임 힘과 모멘트 성분을

Threshold

≤0.01 N

Linearity

≤+/-0.5%

Sensitivity tolerance

≤+/- 2.5%

그림 7과 같이 힘 제어 시스템 요소를 구성하였

Crosstalk Fx -> Fx, Fy

≤+/-2%

다. 실제 가진기와 대상체 사이에 장착될 3축 힘

Crosstalk Fx <-> Fy

≤+/-2%

(Force Sensor), 신호 증폭기 (Signal
Amplifier), 실시간으로 계측된 신호를 연산을

Crosstalk Fx, Fy -> Fz

≤+/-3%

Ground insulation

≥ 108 Ω

통해 가진기 제어시스템에 아날로그 형태의 힘

Sensor type

Charge

처리하여 진동 제어

시스템에 제공하는 계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힘 제한 진동시험 기술 적용을 위해

센서

-2040/2040 Nm

과 모멘트 신호를 제공하는 처리 장치(Signal

Processing Unit), 계측된 힘과 모멘트 신호를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저장하는 제어장치(Force
Measurement Device Control)로 구성된다.

힘

센서용

앰프는

Charge type 신호를

Voltage 로 변환하고 시험 레벨에 따라서 적절
한 증폭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며, 감도
및 증폭 등의 셋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작
하였다.
표 2. 힘센서용 앰프 사양
Technical items

Value

Charge Input

그림 7. 힘 제어 시스템 구성

Measuring range

±100 ~ 106 pC

Frequency range(-3dB)

0.1 ~ 100 kHz

Maximum input voltage

±30 V

Cross
channels

≤ 80 dB

talk

between

Sensor impedance

10 MΩ

ICP input

각각의 구성 요소의 상세 사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체의 선정이 필요하다. 향후 예
상되는 프로그램 및 현재 구축된 대형 가진 시
스템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톤 구조물,

1000 kN·m의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는 진동 환
경시험을 목표로 힘센서의 사양 및 수량을 다
음 표 1과 같이 결정하였다.

Sensor supply voltage

22 V

Current supply

4/10 mA

Frequency range (-3dB)

0.1 ~ 100 kHz

Voltage output
Nominal output range
Measuring
factor

range

±10 V
scale

±0.1 ~ 10

Frequency range (-3dB)

0.1 ~ 100 kHz

Low pass filter

≥ 1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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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연산 장치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80 아날로그 BNC 입력채널 0.01ms 이내
점검

-

2)
-

3)
4)
5)

: 72 채널
동기화 신호 : 1 채널
가속도계 : 4 채널
디지털 트리거 : 1 채널
8 BNC 출력채널
X, Y, Z 3축 힘의 합
X, Y, Z 3축 모멘트의 합
선택 채널 : 1 채널
출력 8 채널의 전기 절연
최대 출력 전압 범위: +/- 10 V
전체 입력 채널의 16 비트 이상의 정도로
힘 센서

그림 8. 힘센서 설치 사진

디지털 변환

6) 전체 입력 채널에 대한 신호 처리 및 연산
후 최종 정확도 < 1 % 일것
7) PC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필요한 인자의
셋업 및 과도 입력 시 경고 저장

8) 연산 후 입력 대비 출력 지연 < 0.1 msec
9) 최소 샘플링 주파수 : 10 kHz
10) 에러 발생 시 아날로그 신호를 가진기 제
어기에 전달
이러한 힘센서 관련 구성 외에 가진기와 시
험 구조체 사이에 힘센서를 설치하기 위한 구
조물의 준비가 필수적이며, 이는 구성체의 형
상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힘센서 위
에 설치되는 구조체는 최대한 경량화 해야 전
체 시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참고문헌
에 따르면 통상 시험체 전체 중량의

그림 9. 위성체 설체 인터페이스 설계

1/10 수준

을 권장하고 있다.

3. 결 론

현재 계획된 위성의 중량 및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구조물의 형상 및 실제 설치 사진은
그림

8, 9와 같다.

본 논문은 실제 발사 환경과 가진기 상의 경
계 조건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도 시험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존 논문의 결과를 통하여
수식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Scharton에 의하여 제시된 힘
제한 진동 시험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실제
해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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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제한 진동시험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힘 규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3가

2자유도 모델, 복잡 2자유도
모델, 준경험 방식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실제
지 방법인 단순

가진기에서 인가되는 진동 환경이 무한 강성을
가진 구조가 아니며, 특히 복합 가진의 경우,
서로 다른 입력에 의하여 가진 방향의 병진 운
동 이외의 운동이 발생함을 시험 데이터를 통
해 확인하였다.
과도 시험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힘 제한 진동 시험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구축한 힘센서 및 신호 처
리 장치의 구성을 소개하였다.

또한 가진기와

대상체 사이에 힘센서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
된 구조물에 대한 형상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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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rst in-space experiment for a space elevator, “Stars-ME” of Shizuoka Universiry in Japan
has brought an attention on the feasibility of a space elevator. The concept of space elevator
offers an alternative way for conventional space transportation systems, with less cost and more
mass to the Earth orbit. However, there are only few preliminary research on many aspects of
the space elevator such as the technology, concept of operations, economics, and construction. In
this paper, the current level of enabling technology and necessary field of research are discussed.

초 록
최근 일본 시즈오카대의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우주 엘리베이터 예비실험(Stars-ME 프로젝트)

으로 우주 엘리베이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다. 우주 엘리베이터는 개념 상
많은 중량을 저비용으로 지구궤도에 수송할 수 있는 우주 수송 기술의 대안이나 기술, 운용 개
념, 비용 등 다방면의 분석이 초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현재 우주 엘리베이터의 기술 수준
과 그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논한다.

Key Words : Space Elevator(우주 엘리베이터), Enabling Technology(가능 기술), Technology Readiness
Level(기술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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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이 지구
정지 궤도(Geosynchronous Earth Orbit, GEO)
우주 엘리베이터는

1. 서 론
로켓 기반 발사체는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며 최근 민간 기업들이 개발과
운용에 참여하며 저비용으로 더 무거운 탑재체
를 운송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가속되고 있다.

상에 지표면과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과 무게

GEO에 위치하기 위한 무게추
(Counterweight)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엘리베
중심을

이터와 같은 방식으로 우주에 물자를 수송하는

특히 클러스터링을 통한 단일 엔진 대량 생산

개념이다. 지표면 가까이에서 크게 작용하는

과 재사용을 통해 발사체 비용을 저감하려는

중력과 지표면 멀리에서 크게 작용하는 원심력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으로 케이블의 장력을 유지한다.

SpaceX의

Falcon 9이 1단 로켓 발사체를 재사용하여 운
용 중이며 Blue Origin의 New Shepard도 로
켓 발사체의 회수에 성공하였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발사체의 개발이 진행 중
이나 민간 사업자의 발사체에 비해 가격 경쟁
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런 전통적인 로켓 기반 발사체 외에 차세
대 우주 수송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우주 엘리베이터이다. 최근 일본 시즈오카대의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우주 엘리베이터 예비실
험(Stars-ME 프로젝트)으로 우주 엘리베이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일어나
고 있다.

Stars-ME는 2개의 초소형 위성과 10

m의 케이블로 구성되어 케이블을 따라 초소형
승강기가 움직이는 것을 실증할 예정[1]이다.
그림 2. 우주 엘리베이터 개념도[3]

우주 엘리베이터의 개념은 러시아 과학자인

Konstantin Tsiolkovsky에 의해 1895년에 처음
으로 등장[4]하였고 그 후 러시아, 미국, 일본
등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었으나 여러 기술적
난제로 개념 연구의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
후

1990년대 NASA의 David Smitherman이 탄

소 나노튜브로 우주 엘리베이터의 실현가능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 Stars-ME의 상상도[2]

2000년대 들어 미국의 Bradely Edwards는 탄
소 나노튜브 복합재를 이용하여 100,000 km에
달하는 종이 두께의 리본의 제작을 제안하였고,
NASA와 spaceward.org는 2005년부터 2009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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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Elevator Competitions를 개최하였다.
또한 독일의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에서는 European Space Elevator Challenge[3]
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개최해 우주 엘리
베이터 기술 발전과 홍보를 진행 중이다.
지

또 다른 개념으로는 기존 개념과는 달리

<그

5>와 같이 케이블의 하부를 지표면과 연결
하지 않고 상공에 띄우는 ‘Skyhook’ 개념[9]이
있다. 이 개념에서는 재사용 우주비행선을 활
림

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지구 궤도에 물자 수
송을 가능케 한다.

그림 3. Edwards 개념(좌[5])과 Swan 개념(우[6])

2014년 4월에는 Google X에서 우주 엘리베
이터 설계를 시도하였으나 타당성이 없다고 발
표[7]하였다.

2012년 일본의 오바야시 건설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2050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200 km/h의 속도로 엘리베이
터를 운용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동회사의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발표로 추정[8]한다.

그림 5. Skyhook 개념도[9]

대부분의 우주 엘리베이터 개념 연구는 케이

tether-based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으나 이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H2
블로 연결하는

로 가압된 원추형 탑을 사용하는 수소 우주 엘
리베이터 개념이 제안[10]되기도 하였다.

그림 4. 오바야시 개념

그림 6. 수소 우주 엘리베이터 개념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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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 엘리베이터의 장/단점
연구자들은 우주 엘리베이터가 기존 로켓 기
반 발사체에 비해 화물 수송량과 비용 면에서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로켓 기반 발사체 중 재사용을 고려하
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SpaceX와 Blue

Origin의 재사용 발사체와 새로이 개발되고 있
는 발사체의 제원은 다음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림 7. 우주 엘리베이터 경제성 분석
표 1. 주요 발사체 제원 및 재사용성[11]
탑재체
중량
(GEO)
(MT)

비용
(GEO)
($USD
/kg)

예상
운용
시점

Ariane 64

10

$14k-$
17k

2020

없음

Blue
Origin
New
Shepard

13

N/A

2019

목표: 1단,
100회

SpaceX
Falcon 9

8.3

$11k

운용 중

재사용 중

SpaceX
Falcon
Heavy

26.7

$11k

2019

가능

NASA
SLS

17.445.4

$20k-$
40k

2023

없음

<그림 7>과 같이 현재 로켓 기반 발사체의
GEO 수송비용인 $11,000/kg~$40,000/kg에 비

재사용성

해

우주

엘리베이터는

수송비용을

$50/kg~$500/kg [5-6, 12]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Edwards, Swan,
오바야시 건설 등의 개념의 건설 비용에는 우
주 엘리베이터의 가능 기술의 개발 비용을 고
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실제 우
주 엘리베이터의 운용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운용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에
관한 분석 또한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주 엘리베이터는 안전성, 환경친화성
2

반면 우주 엘리베이터 개념의 경우,

16 cm
가량의 끈을 이용하면 매일 ISS급의 물체를 3
개 정도 올릴 수 있으며, <표 2>에 각 주요 개
념 별 화물 수송량, 건설 비용, 수송 비용을 정
리하였다.

에서도 장점을 가진다. 화석 연료 사용을 배제
하여 폭발의 위험을 낮추고 승강기가 작은 가속
도로 상승·하강을 할 수 있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화석 연료 사용을 하지 않아 오존층
파괴 등의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환
경 친화적인 우주 수송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로는 아직 여러 한계가

표 2. 주요 개념 별 비용 추산
화물
수송량

건설
비용

단위 kg
당 GEO
수송 비용

Edwards 개념

8 MT

$6B

$150

Swan 개념

8 MT

$13B

$500

오바야시 개념

79 MT

$100B

$50-100

존재한다. 탄소 나노튜브의 등장으로 내구도
면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소재가 존재하나, 강
도가 부족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향후 기술
혁신을 통해 탄소 나노튜브로 우주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제작할 수 있다는 낙관[13]도 있으나
우주 엘리베이터의 케이블에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14].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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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끌어올리는 동안 작용·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우주 엘리베이터 자체가 아래로 끌어당겨
지는 현상을 해결해야한다.

승강기 전력 전달 시스템으로 고려되는 시스
템으로는 무선 에너지 송수신, 케이블 전력 송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건설·운용 면에서의
문제도 존재한다.

에 정교한 열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GEO에 무게 중심을 두기 위

수신,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태양 발전
시스템 등이며 그 중 수

MW 단위의 에너지를

해서 적도 상에 우주 엘리베이터를 건설해야

마이크로파 또는 레이저로 전달하는 무선 에너

하며 에너지 효율을 위해 공기가 희박한 고지

지 송수신 기술이 가장 타당한 옵션으로 고려

대에 건설할수록 유리하다. 또한 대형 사고를

중이다. 이 기술은 우주 태양광 발전에 고려중

막기 위해 태풍이나 지진을 피할 수 있는 지역

인 기술과 동일하다.

이어야 하며 또한 물류 수송이 편리한 지역이

무게추로는 매우 큰 질량의 소행성을 지구궤

어야 한다. 운용상의 극복해야할 문제로는 우

도로 옮겨와 사용하는 방법, 우주항(Spaceport)

주 쓰레기와 인공위성과의 충돌에 대비해야하

등의 인공체, 또는 케이블을 연장하여 시스템의

며 테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무게 중심을

대에서 장기 체류해야하므로 방사능 노출 차폐

GEO에 두는 방안 (144,000 km의
케이블이 필요) 등이 고려중이다.
마지막으로 우주쓰레기 충돌 회피, 결빙제거,

강화 또한 해결해야 한다.

운용 중 고장 대처 등의 안전기술 시스템이 있

또한 매우 느린 상승속도로 인해 밴 앨런 복사

고 이것이 우주 엘리베이터의 현실화에 상당한

3. 우주 엘리베이터의 구성 및 기술
성숙도
1) 지상구조물, 2)
케이블, 3) 승강기, 4) 승강기 전력 전달 계통,
5) 무게추, 6) 안전기술체계로 구성된다.
우주 엘리베이터는 크게

지상구조물은 태풍 및 우주쓰레기 회피에 용

제약요인으로 추정된다.

Smitherman의 연구에 따르면 상기 시스템들
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의 Technology
Readiness Level(TRL)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
가되며 각 항목에 대한 TRL은 <표 3>과 같다.
표 3. 우주 엘리베이터 핵심 기술 TRL[15]

이한 해상 구조물이나 저렴하고 고고도에 위치

핵심기술

TRL

비고

하여 대기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지상 구조물,

탄소 나노튜브
개발

4

실험실에서 많은 관심 속에
연구 중

탄소 나노튜브
복합섬유 개발

2

달 우주 엘리베이터 건설의
경우 현wo 기술로도 가능

케이블 설계

2

tapered 설계, 환경 저항제
코팅, 축방향 강도 등 문제
점

승강기 설계

3-5

많은 기반 기술은 개발되어
있으나, 승강기로 통합은 안
되어 있음

그리고

‘Skyhook’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케이블은 그 자체의 무게와 승강기의 무게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비강도(최소

100

GPa1)[5])를 가져야 하며 탄소 나노튜브가 이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있으나 매우 긴 케이
블의 생산 자체가 큰 도전이다.
로 수십

2014년 기준으
m 정도만 생산이 가능하다.

승강기의 경우 화물 상승 시 고도 상승에 따

승강기 제어
시스템

2-3

전력 시스템

4

우주 물체
추적 및 회피
시스템

4

른 각운동량 중가가 나타나 코리올리 힘이 작
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교한 운행이 필요하
며 전달된 동력의 일부가 열로 전환되기 때문
1) 현기술수준 비강도 : 탄소 나노튜브 62 GPa(이론값은 130 GPa),
Toray T-1000 6.4 GPa, Kevlar 3.6 GPa, AL-7068-T6511 0.7 GPa.

tension control, induced
wave control, 승강기 동역
학, 대기영향 등의 고려 요
소가 많음
무선 전력 송수신 시스템으
로 가정
연간 우주 엘리베이터 주변
10 km 이내에 수천 개의 물
체가 지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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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Swan은 우주 엘리베이터 부체계인 케
이블, Apex anchor, GEO 노드, 승강기, 해상 노
드의 TRL을 분석했으며 <표 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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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상대적으로 낮은 승강기의 속도로 인해
화물 혹은 승객은 밴 엘런대에서 장기간 체류
를 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사능 보호
시스템의 추가가 요구된다. 또한 케이블이 절단

표 4. 우주 엘리베이터 핵심 기술 TRL[6]
부체계

될 시 수천

kg에 달하는 케이블이 지상으로 추

락하여 거대한 재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승강

TRL

비고

케이블

2

소재는 존재하나 비강도가
충분치 않고 우주 환경 설계
가 이루어지지 않음

Apex Anchor

5

케이블의 전개 및 제어가 우
주 상에서 시험되어야 함

GEO 노드

6

GEO 위성과 비슷한 기술 필
요

승강기

4

대형 경량 태양광 패널 필요

해상 노드

8

기존의 해상 플랫폼 개조

기 고장에 대비한 대피 시스템이나 수리 시스
템의 개발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운용 문제 해
결을 위한 연구 또한 아직 개념 제시의 수준에
불과하거나 문제점을 인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5. 달 우주 엘리베이터
위에서 보인 것처럼 지구에 우주 엘리베이터

4. 우주 엘리베이터 건설 및 운용

를 건설하는 것은 기술적 난제와 여러 운용상
의 문제로 인해 향후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
하다. 그러나 우주 엘리베이터의 개념은 지구뿐

관련 이슈

만 아니라 달이나 화성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21세기 이전의 연구에서는 우주 엘리베이터
GEO에 위치시킨 후 동시에 일
부를 지구 쪽으로, 일부를 지구 반대쪽으로 전

개념이다.

시스템 전체를

개하여 무게 중심을 유지하는 개념을 제시하였
으나 이는 수천 톤에 이르는 물체를 우주로 수
송하거나 우주에서 생산해야하는 난점이 있었
다. 현재는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하여

20톤의

‘씨앗’ 케이블을 전통적인 방안에 따라 전개하
고 이를 이용해 매우 가벼운 엘리베이터로 케
이블을 더 수송하여 점진적으로 케이블의 두께
를 키워가는 방안 등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림 8. 달 우주 엘리베이터 개념도[16]

이러한 방안들은 아직 개념 제시에 불과해 실
용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한 상황
이다.
우주 엘리베이터의 건설 및 운용을 위해서는
기술 수준의 미비와 함께 안전 또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비활성 인공위성, 우주쓰레기,
혹은 운석 등을 회피하는 충돌 회피 전략이 필
요하다. 또한 고농도의 산소이온에 의한 부식,
번개 및 바람, 고고도 결빙에 대한 해결책도 필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매우 낮으며 대기가
없어 태풍이 없으며 지진 등의 지질 활동이 없
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도 기술적 요
구도를 만족시킬 수 있다.
안정적으로 엘리베이터의 도킹 항구가 건설
될 수 있는 곳은 지구-달 라그랑주 포인트

L1

L2이다. L1은 지구 쪽으로 56,000 km 떨어
져 있으며 L2는 지구 반대편으로 67,000 km 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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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 고도인 36,000 km보다 멀리 떨
어져 있다. 따라서 무게추까지의 연결 거리 또

주체에 의한 비교·검증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한 지구 우주 엘리베이터보다 멀어지므로 케이

정책, 국제적 합의 등 다방면에 걸친 초기 연구

블의 길이는 더욱 길어지게 된다. 그러나 낮은

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져있어

비단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 및 운용,

중력과 대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케이블 소

우주 엘리베이터는 우주 수송비용을 획기적

Kevlar 492)나 M53)

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는 개념이나 핵심기술,

재의 요구 강도는 현존하는
로 만족할 수 있다.

또한 도시가 없는 달에서는 적도 상이 아닌

경제성, 위험요소, 정책 등에 대한 연구가 개념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더 정교한 타당성 검

곳에서도 케이블을 따로 연결하여 물자를 수송

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할 수 있다.

의 주요 자원이 채취되는 곳 혹은 달기지 건설

탄소
나노튜브
기술의
발명,
여러
Competition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의 가장 최적 지점에서 바로 지구 고궤도로 물

우주 엘리베이터 시스템 레벨의 기술성숙도는

자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우 낮은 상태로, 장기간의 대규모 연구개발

(<그림 8> 참조) 따라서 향후 달

우주 엘리베이터의 필요성이 대두될 시기에 달

달 우주 엘리베이터를 건설하고 성공적으로

투자가 요구된다.

4가지의 가능 기술이
필요하다. 첫째는 우수한 강도/밀도를 가지는

기술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나 핵심 기술인

첨단 소재의 개발과 활용 기술이며 둘째는 건

케이블 구성 재료 개발 및 생산 방안에 대한

설비용을 낮추기 위한 달 표면에서의 로봇 건

연구는 아주 미흡한 상태이다. 운용 안전 기술

설 기술이다. 세 번째는 우주 엘리베이터 구조

또한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시스템에 위협이

자체의 역학 및 제어 기술의 습득, 마지막은 운

될 위험 요소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용비용을 낮추기 위한 자동 운용 기술이다.

또한 거대공공투자, 안전, 환경 등에 관련한 정

운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시스템 전개, 승강기 설계, 전력 전달 등의

책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의가 필요하며

6. 결론 및 향후 과제

시스템 건설비용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더
욱 정교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

우주 엘리베이터 기술은 우주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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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and Function Tests
for GEMS Electric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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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CD (Interface Control Document) is defined for the interfaces between a satellite and its
payload.

To

Model).

For

verify

the

GEMS

ICD,

EMs

(Electrical

(Geostationary

Models) are

Environment

developed prior

Monitoring

to a

Spectrometer),

FM

(Flight

EMs

have

implemented to confirm interfaces and functions between GK-2B (Geostationary Earth Orbit
Korea Multi-Purpose Satellite-2B) and GEMS, which will have been used for designing and
checking observation schedules after the launch of GK-2B. This paper explains current states
and new technologies of EM developments for GEMS.

초록
위성과 위성탑재체의 접속은 일반적으로

ICD (Interface Control Document)로

정의하며,

ICD

를 검증하기 위해서 비행모델에 앞서 전자모델을 제작한다. 정지궤도환경탑재체의 개발 역시 전
자모델을 제작하여 정지궤도복합위성-B와의 접속 및 기능 시험을 완료하였으며, 위성 발사 후에
도 정지궤도환경탑재체 관측의 설계 및 검증에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지궤도
환경탑재체의 개발현황과, 해당 전자모델의 접속 및 기능 시험에 적용된 최신기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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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표 1. 환경탑재체 개발의 주요일정
회의명

위성탑재체는 위성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고
운영을 위한 명령 및 원격측정값을 주고받는
다.

위성과

위성탑재체의

(Interface Control Document)로

를

검증하기

Model)을

에서

위해서

접속은

ICD

정의하고,

ICD

비행모델(FM,

개발에 앞서 전자모델(EM,

Model)

Flight

Electrical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

ICD는

위성 및 위성탑재체의 개발주체가

함께 설계하고 준수한다.
2018년

11월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정지궤도위성은 총
2기로[1],

정지복합위성-2A는 프랑스령 기아나

의 우주센터(발사장)에서 최종점검을 수행한 다
음

2018년

12월

5일

기간

수행업무

시스템설계
검토회(SDR)

13‘.10.28-29 규격 설계/검토

예비설계
검토회(PDR)

14‘.03.12-13

상세설계
검토회(CDR)

비행모델 부품 시험
15‘.02.25-27 부분체 시험
전자모델 시험

시험준비
검토회(TRR)

16‘.08.17-18

망웡경부 조립/정렬
성능/환경 시험 착수

최종인수
시험(FAT)

17‘.10.23-24

조립완료 확인
시험완료 확인

선적전
검토회(PSR)

18‘.01.26-27

요구조건 검증 확인
환경탑재체 입고

조립준비
검토회(IRR)

18‘.07.16

조립 준비사항 확인
위성에 장착 착수

Geo-

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가

장착

되는 정지궤도복합위성-2B는 현재 수행 중인
조립 및 시험을 완료하고

2019년

말에 발사 예

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지궤도환경탑재체(이하, 환
경탑재체)의 개발현황과, 정지궤도복합위성-2B
위성)의 전자모델과 환경탑재체의 전자

모델로 수행한 접속 및 기능(이하, 접속/기능)
시험에 적용된 최신기술을 소개한다.

본격적인 환경탑재체의 개발을 위해서, 먼저
사용자인

국립환경과학원의

(Tropospheric
POllution)

Emissions:

및 유럽의

검토회(SDR,

System Design Review)를

였다. 이후 예비설계검토회(PDR,
Design

Review)와

수행하

Pre- liminary

상세설계검토회(CDR,

Critical Design Review)를

거쳐 설계를 확정짓

고 제작을 시작하였으며, 시험준비검토회(TRR,
개최하고 시험을 통

해 환경탑재체의 검증을 완료하였다.
제작 및 시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TEMPO

Monitoring

Sentinel-4와

규

격을 도출(설계)하고 이를 검토하는 시스템설계

최종인수검사(FAT,
발사되면,

요구사항문서

(URD, User Requirement Document)로부터

Test Readiness Review)를

2. 환경탑재체 개발현황
환경탑재체가

장납기부품 구매
비행모델 부품 제작

아리안-5로 발사하며[2],

정지궤도환경탑재체(GEMS,

(이하,

99

of

함께 정지궤

도에서 전지구의 기후변화 유발물질과 대기 오

Review)를,

납품단계에서

Pre-Shipment

단계에서

Factory

Review)를,

선적전검토회(PSR,
위성과의 조립 직전

조립준비검토회(IRR,

Readiness Review)를

Acceptance

Integration

각각 성공적으로 수행한

염물질의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3]. 이를

다음, 환경탑재체를 항우연 정지궤도복합위성

위해

사업단으로 입고하였고[5],

2013년 5월 13일,

로스페이스사(Ball

항우연과 미국 볼에어

Aerospace

Corp.)가

환경탑

재체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개발이 시
작되었다[4]. 환경탑재체 개발과 관련된 주요일
정을 표 1에 정리하였다.

2018년

11월

현재

위성에 환경탑재체를 장착(조립) 및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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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품인

3. 환경탑재체 전자모델

Load Simulator는,

비행모델 환경

탑재체에서 설계 및 구현하지만 전자모델에 존
비행모델 환경탑재체는 발사 후

10년

동안

관측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재하지 않는 하드웨어(셔터, 온도센서, 릴레이
등)를 모사하여 접속/기능을 제공한다.

우주급 부품으로 제작되지만, 전자모델의 경우

지상지원장비(GSE)의 구성품은 랙(rack)에 장

에는 접속/기능에 대해서만 비행모델과 동일하

착되며, 시간서버, 워크스테이션, 디지털멀티미

면 되므로 반드시 우주급 부품을 사용할 필요

터,

는 없다. 또한, 비행모델 및 전자모델 환경탑재

(PCI eXtensions for Instrumentation)

체의 개발과정에서, 위성의 접속/기능을 가지

제품을

는

(National Instruments)사에서

지상지원장비(GSE,

Equipment)를

Ground

Support

환경탑재체의 검증 및 시험에

활용하였는데,

상용제품(COTS,

Off-The-Shelf)을

Commercial

무정전장치,

네트워크

도입하였다.

속 컴퓨터로, 그림

이

2와

스위칭허브,

중에서

PXI

등 상용

PXI는

NI

판매하는 범용접

같이 전면에

PCI

슬롯

형태의 카드를 장착할 수 있다[8].

도입하여 지상지원장비를 제

작함으로써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환경탑재체에서는 비행모델 입고 전에 두 세
트의 전자모델(이하, 전자모델#1, 전자모델#2)
을 개발하였는데, 각각
2018년 2월 11일에

2015년

4월

10일

완료하였다[6][7]. 그림

및
1은

전자모델#2의 외형으로 전자모델#2와 지상지원

그림 2. NI사의 범용접속 컴퓨터 PXI-1044

장비(GSE)로 나눠지며, 전자모델#2는 접속을
담당하는

ICE

스캔미러를

(Interface

모사하는

Control
SMA

Assembly),

초점면 전자부인

Assembly),

그리고

환경탑재체 지상지원장비의

Equipment),

(Scan

Mirror

FPA (Focal Plane

Load Simulator로

구성된다.

는 다음

10개의 PXI

PXI-1044

모듈({제조사:

러 가지 접속규격(1553B,

모델에

모델명} 기능)로

RS-422,

여

SpaceWire

등)을 구현하였다.
- {NI: PXI-8119}
- {NI: PXI-6683}

컨트롤러
동기화 모듈

- {NI: NI-6584}

디지털 입출력 어댑터 모듈

- {NI: NI-6585}

디지털 입출력 어댑터 모듈

- {AIT: MIL-STD-1553} 1553B I/F (인터페이스)

모듈

- {STAR-Dundee: SpaceWire PCI MK2] SpaceWire I/F

모듈

- {STAR-Dundee: SpaceWire PCI MK2] SpaceWire I/F

모듈

- {NI: PXI-8433/4}

시리얼 계측기 제어 모듈

- {NI: PXI-2571}

릴레이 모듈

- {NI: PXI-6232}

다기능 입출력 모듈

지상지원장비의 워크스테이션은 윈도우즈 운
영체제로 동작하며, 지상지원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그림 1. 환경탑재체 전자모델

Operations

는
환경탑재체에서

ICE는

접속을 관장하는데,

접속은

커넥터

소프트웨어인

대부분의

물리적

브라켓

(Bracket)을

통해 위성과 연결된다. 전자모델#2

Console)

COSMOS

Operations

ITOC

(Instrument

및 환경탑재체를 운영하

(COmprehensive

Suite)가

Test

Space

Mission

설치되어 있어[9], 위성의

접속/기능을 모사하고 환경탑재체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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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모델의 접속 및 기능 시험
환경탑재체 전자모델의 접속/기능은 그림
과

같이

세

단계의

Phase#2, Phase#3)으로

시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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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환경탑재체 전자모델의 시험일정
단계

완료일자

수행업무

Phase#1

16‘.09.29

인터페이스 정의/설계
시험항목 확정(전자모델#1)

Phase#2

17‘.02.27

데이터베이스 설계
관측데이터 분석SW 개발

Phase#3

17‘.09.27

접속/기능 시험 완료

추가시험

18‘.03.26

전자모델#2의 접속/기능

3

Phase#1,

나누어 진행되었다.

4.1 접속 및 기능 시험 Phase#1
시험에 앞서서, 위성과 환경탑재체의 모든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설계업무를 수행하였
다.

Phase#1에서는

4월)에서

전자모델#1의 납품(2015년

검증된 접속/기능을 분석하여 시험항

목을 결정한 다음, 전자모델#1을 이용해서 시
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그림 3. 환경탑재체 접속 및 기능 시험의 단계

4는

탑재체 접속/기능 시험인

첫 번째 단계 환경

Phase#1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Phase#1에서는

환경탑재체 전자모델과 지상

지원장비를 사용하여, 환경탑재체의 접속/기능
을 확인하고 시험항목을 확정하였다.
및

Phase#3의

시험항목은

Phase#1과

Phase#2

동일하지

만, 위성 역할을 하는 장비에 차이가 있다.
Phase#2에서는

SpaceWire(이하,

SpW)로

전송

되는 데이터를 위성의 전자모델이 수신하고 나
머지 접속/기능은

Phase#1과

동일하게 환경탑

재체 지상지원장비에서 담당하였으며,

Phase#3

에서는 환경탑재체 지상지원장비 없이 환경탑
재체 전자모델과 위성 전자모델로 전체적인 시
험을 수행하였다.
세 단계로 수행된 환경탑재체 전자모델의 접
속/기능 시험 이후 (비행모델 환경탑재체 개발
완료와 동일한 시점에) 전자모델#2의 개발이
완료되었다.
Phase#3을

따라서,

전자모델#1로

수행한

전자모델#2로 재수행하였으며, 이

때 전자모델#1 개발완료 이후 업데이트된 내용
을 반영하였다. 표 2에 환경탑재체 전자모델 접
속/기능 시험과 관련된 주요일정을 정리하였다.

그림 4. 환경탑재체 접속 및 기능 시험 Ph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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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탑재체의 명령 및 원격측정값을 위한 인
터페이스는

1553B,

HLDC

Control), RS-422, Bi-Level

(High-level

Data

등이 있으며, 원격측

정값의 경우 아날로그(온도측정) 및

SpW(관측데

이터)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각각

SpW

데이터의 경우

‘TGS_’로

시작하며 총

8

종류가 있는데, 위성의 지상지원장비에 저장된
SpW

데이터를 분리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여, 환경탑재체의 지상지원장비가 아
닌 별도의 컴퓨터에서 처리하였다.

의 인터페이스는 초반의 세 글자를 이용해서 구
분 가능하게 정의하였는데,
AB를

를,

CGH_BOOT_IMG_

예로 들어 설명하면, 먼저

G는 GEMS를, H는 HLDC를,

부트이미지(boot

image) A

또는

4.3 접속 및 기능 시험 Phase#3

C는 Command

나머지 부분은
B를

따라서 해당 항목의 전체적인 설명은,

의미한다.
HLDC

인

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환경탑재체로 전송하는 환
경탑재체의 명령으로, 부트이미지를

A

또는

Phase#3에서는

환경탑재체의 지상지원장비

를 사용하지 않고, 그림

6과

같이 전자모델#1

을 커넥터를 통해서 위성의 전자모델로 직접
연결하였다.

B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전자모델과 지
상지원장비의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정의를
완료하였다.

4.2 접속 및 기능 시험 Phase#2
Phase#2를

위해서 그림

5와

#1을 ETB (Electrical Test Bed)

같이 전자모델
실험실로 이동

하여 위성의 전자모델에 연결하였으며, 이때
전자모델#1에서 생성된

SpW

데이터는 위성의

전자모델을 통하여 위성의 지상지원장비에 저
장되었다.

그림 6. 환경탑재체 접속 및 기능 시험 Phase#3
(상)환경탑재체 전자모델 ICE
(하)위성 전자모델에 장착된 ICE

위성을 통해서 전자모델#1을 동작시키기 때
문에, 환경탑재체의 모든 명령과 원격측정값을
위성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운용하였으
며, 특히
('CG1_'로

그림 5. 환경탑재체 접속 및 기능 시험 Phase#2
(상)위성 지상지원장비 (하)환경탑재체 전자모델

1553B로

시작)

전송하는 환경탑재체의 명령

52개의

모든 동작을 확인하였

다. 본 시험을 통해서 위성으로부터 전원을 공
급받고 위성에서 환경탑재체를 동작시키는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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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을 완료하였다.
단, 비행모델 환경탑재체에는
성되어 있어

FDIR

(Failure

ICE로

5. 결 론

이중화 구
and

본 논문에서는 환경탑재체 전자모델 개발현

가능하지만, 전자모

황 및 이와 관련된 최신기술을 소개하였다. 전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자모델의 제작 목적은 비행모델 개발완료 전에

Isolation and Recovery)이

델#1은 단일

ICE가

103

Detection

대한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FDIR은

추후

비행모델 환경탑재체에서 시험함.)

접속/기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환경탑재체의
경우 세 단계로 나누어 전자모델의 검증을 완
료하고 비행모델이 납품된 시점에 최신 접속규

4.4 추가시험

격으로 재확인을 수행하였다. 환경탑재체 전자
모델과 관련하여 설명한 기술은 후속 환경탑재

2015년 4월

이후부터는 전자모델#1의 접속/

기능 시험과 비행모델 및 전자모델#2의 제작이
병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비행모델을 위한
환경탑재체 명령

1개가

추가되었고 원격측정값

포맷의 일부가 변경되었다. 또한, 전자모델#1의
Load

Simulator에서는

및

FPE

SMA

구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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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통해 원하는 표적을 향해 송신하고, 표적

1. 서 론

으로부터 돌아오는 수신신호는 안테나를 거쳐
레이다(Radar)는 고출력의 전자파를 송신하

수신기로 보내지고, 최종적으로 컴퓨터시스템

여 그 전자파가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의 레이다신호처리기(MRP)에서 표적 추적을

반사파를 수신하여 물체의 위치와 속도 등을

위한 위치 정보를 획득한다. 추적레이다의 거

탐지하는 장치이다. 위성발사체 추적에 사용되

리 및 안테나 빔(Beam) 보정을 위하여 추적레

는 레이다는 매우 짧은 시간에 폭이 좁은 펄스

이다로부터 약

를 연속적으로 예리한 지향성 안테나를 통하여

(Calibration

표적에 위치시킴으로써 표적의 현재 위치를 추

림

적하는 모노펄스(Mono

Pulse)

1Km

Tower)

이격된 장소에 보정타워

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그

은 추적레이다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1

방식의 추적레

이다를 주로 사용한다.
추적레이다의 표적신호 탐지 및 추적방식에는
표적의 표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레이다 신호를 이
용하는 스킨모드(Skin

Mode)

추적방식과 송신신

호에 대한 표적의 응답신호를 추적하는 비콘모드
(Beacon

Mode)

추적방식이 있다. 위성발사체 추

적은 일반적으로 레이다와의 질의 및 응답이 가
능한 트랜스폰더(Transponder)를 발사체에 탑재
하는 비콘모드 추적방식을 사용한다. 우주센터에
서는 국내 위성발사체 발사운용을 위하여 고흥
및 제주추적소에 추적레이다를

그림 1. 추적레이다 시스템 구성도

기 설치하였으

2

며, 나로호 발사 임무에 참여하여 발사체의 위치
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발사통제센터(MCC)로
전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나로우주센터 추적레이다 시
스템 구성과 나로호 추적 운용방식 및 향후 누
리호 추적을 위한 이중모드 운용방식 등 국내
위성발사체 추적레이다의 운용 기술동향에 대
하여 기술하였다.

2. 우주센터 추적레이다
2.1 주요 시스템 구성 및 특성

추적레이다의 사용 주파수 대역은 위성발사
체 추적레이다용으로 일반적이며, 장거리 정밀
계측용으로 매우 유용한 특성을 갖는
5.8GHz

대역의

C-Band

5.3

주파수를 사용하고 송

신기는 주파수 및 위상 안정도가 높은 진행파
관(TWT)를 사용하여 최대 출력

250KW

까지 송

신이 가능하다. 추적레이다 시스템 주요 특성
은 표 1과 같다.
표 1. 추적레이다 시스템 주요 특성
항목

규격

주파수

C-Band : 5.3~5.8GHz

우주센터 추적레이다는 실외에 설치된 안테

송신기

최대출력 : 250KW(Peak)
펄스폭 : 0.5, 1, 4usec

나, 페데스탈 장비, 냉각기와 실내 장비실에 설

수신기

3채널 모노펄스(Mono Pulse) 방식

치된 송신기, 수신기, 페데스탈 구동장치 및 운

안테나

크기 및 이득 : 4m, 43dBi

용자 콘솔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

페데스탈

된다. 송신기에서 생성한 고출력 신호를 안테

~

동작범위 : 방위각(360° 연속)
고도각(-5°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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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발사체의 발사 초기부터 정상궤도 진입

를 기준으로 추적 운용 모드를 기술하였다.

시까지 안정된 추적을 위하여 추적레이다를 고
흥 우주센터와 제주추적소에 각각

대씩 이중

1

3.1 나로호 1차 추적

화하여 설치하였다. 우주센터와 제주추적소 간
에는 초고속 국가망을 이용하여 레이다간 동기
및

구간 비콘모드로 설정하여 운용하였다. 추적레

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구성하였다.

이다는 발사체 발사 이전부터 자동추적을 개시

는 레이다와 발사통제시스템 간의 통신

하여 가시거리(LOS) 미확보 시점인 사선거리

간

데이터

(Slaving)
2

차 발사 시 추적레이다는 발사 전체

1

연동

발사통제센터(MCC)

그림

나로호

망 구성을 통한 운용 개념을 나타낸다.

2,350Km

이상, 고각(Elevation)

도까지 중단

0

없이 안정적으로 자동추적을 수행하였다. 발사
단계에 따른 추적레이다의 나로호
적 운용 모드는 표

차 발사 추

1

와 같다.

2

표 2. 추적레이다 1차 발사 추적 운용 모드
발사 단계

추적 운용 모드

발사 전

그림 2. 추적레이다 운용 개념

3. 단일모드 추적 운용

비콘모드 자동추적 개시

사선거리
약 200Km

Tracking & Detection
Threshold 변경 5→3

사선거리
약 500Km

Tracking & Detection
Threshold 변경 3→0

고각 약
3 도 이하

Maneuver Code 변경 완료
Range: 8→6
Azimuth & Elevation: 6→4

고각 약
1 도 이하

비콘모드 자동추적 종료

위성발사체 추적 시 표적에 대한 반사파 신

자동추적을 개시하여 발사체와의 거리가 멀

호를 이용하는 스킨모드 방식은 추적거리가 제

어짐에 따라 신호대잡음비(SNR)가 낮아짐으로

한되고 전파환경에 따라 수신신호레벨이 불안

추적레이다에서는

정하기 때문에 발사 전부터 위성발사체를 추적

500Km

하는 추적레이다는 발사체에 탑재된 트랜스폰

호레벨의

더의 응답신호를 수신하는 비콘모드를 주로 운

Threshold)

용한다. 국내 최초 위성발사체인 나로호는 고

며, 고각이

도(Altitude) 약

Range)

구간에서 추적레이다 안테나가 지향하는 발사

지점에서 위성 분리가 이루어지기

체의 기동 변화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동 특

약

1,900Km

300Km,

사선거리(Slant

임계값(Tracking

200Km

및

&

Detection

을 발사초기 보다 낮게 설정하였으
3

도 이하로 낮아지는 장거리 추적

성 코드(Maneuver

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

정하여 운용하였다.

되었으며, 스킨모드 또는 비콘모드를 사전에

약

에서 추적 및 탐지를 위한 최소 수신신

때문에 추적레이다는 비콘모드 운용 시 최대
3,000Km

사선거리

Code)

를 초기보다 낮게 설

발사체 비행 시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최대

설정하여 운용하는 단일모드 추적 운용방식으

추적거리는 약

로 수신기를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발사

적으로 벗어나 고도 및 고각이 높아지는 관계

초기 구간부터 추적이 가능한 고흥 추적레이다

로 가시거리가 확장되어 그림

2,000Km

이나 발사체가 예상궤

3

과 같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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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거리가 약

2,350Km

로 증가하였다. 페어링

이후 추적을 재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최소

미분리에도 불구하고 발사체에 장착된 트랜스

수신신호레벨의 임계값(Tracking

폰더와의 통신두절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비콘

Threshold)

모드 추적 시 추적상태는 양호하였다.

Code)

차 발사 시 추적레이다 운용은 나로

2

차 발사와 동일하게 전체 구간 비콘모드로

1

설정하여 운용하였다. 추적레이다는 발사체 발
사 이전부터 자동추적을 개시하여 트랜스폰더
와의

교신에

Range)

80Km

실패한

시점인

사선거리(Slant

지점까지 자동추적을 수행하였

다. 발사 단계에 따른 추적레이다의 나로호

2

차 발사 추적 운용 모드는 표 3과 같다.

발사 전

Recording (Level 3) 변경 완료
트랜스폰더와 교신 실패로 인해
비콘모드 자동추적 중단

차 발사와 동일하게 전체 구간 비콘모

드로 설정하여 운용하였다. 추적레이다는 발사
체 발사 이전부터 자동추적을 개시하여 그림

5

와 같이 가시거리 미확보 시점인 사선거리
2,045Km,

고각

0

도까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자동추적을 수행하였다. 발사 단계에 따른 추
적레이다의 나로호
4

와 같다.

3

차 발사 추적 운용 모드는

3

차 발사 시에는 발사체가 예정

표 4. 추적레이다 3차 발사 추적 운용 모드

차 발사 시에는 발사체에 장착된 트

같이 사선거리 약

2

전 구간 추적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

2

랜스폰더와의 통신 두절이 발생하여 그림

1,

랜스폰더간의 통신두절은 없었으며, 비콘모드

비콘모드 자동추적 개시

통신두절
발생

호

차 발사 시 추적레이다 운용은 나로

3

된 궤적으로 정상 비행하였고 추적레이다와 트

추적 운용 모드

발사 후 1 분

나로호

코드(Maneuver

를 변경하지 않았다.

나로호

표

표 3. 추적레이다 2차 발사 추적 운용 모드
발사 단계

특성

3.3 나로호 3차 추적

3.2 나로호 2차 추적

호

기동

Detection

그림 4. 추적레이다(고흥) 2차 발사 추적거리

그림 3. 추적레이다(고흥) 1차 발사 추적거리

나로호

및

&

와

4

에서 비콘모드 추적이

80Km

중단되었으며, 이후 스킨모드로 모드를 수동
전환하여 추적을 시도하였으나 단일 수신기 구
성에 따른 자동 추적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사 단계
발사 전
사선거리
약 200Km
사선거리
약 500Km
고각 약
3 도 이하
고각 약
1 도 이하

추적 운용 모드
비콘모드 자동추적 개시
Tracking & Detection
Threshold 변경 5→3
Tracking & Detection
Threshold 변경 3→0
Maneuver Code 변경 완료
Range: 8→6
Azimuth & Elevation: 6→4
비콘모드 자동추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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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신신호레벨의

Detection

Threshold)

(Maneuver

Code)

임계값(Tracking
및

은 나로호

기동

특성

&

코드

차 발사 시와 동

1

일하게 운용하였다.

는 선택되지 않은 다른 추적

(Slave

Receiver)

모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선하였다.
그림

은 단일모드 수신기의 구성도를 나타내

6

며, 수신기의 추가 구축에 따른 이중모드 수신
기 구성도는 그림

7

과 같다.

그림 5. 추적레이다(고흥) 3차 발사 추적거리

4. 이중모드 성능개선

그림 6. 단일모드 수신기 구성도

우주센터 추적레이다는 스킨모드와 비콘모드
중 하나의 추적 모드로만 추적이 가능한 단일
모드 추적방식이기 때문에 나로호

차 발사와

2

수신기 시스템의 이중화 구성은
기가 각각 안테나로부터

3

채널의

대의 수신

2

RF

신호를 수

같이 비콘모드에서 예상치 못한 통신두절이 발

신하며, 송신기로 보내는 제어 및 송신신호는

생할 경우 추적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수신기 중 주 수신기(Master

나로호 발사 이후 발사할 위성발사체의 추적

당한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적레이다 수신기를
이중화하여 스킨모드와 비콘모드로 동시 추적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추적레이
다를 이중모드 추적방식으로 개선할 경우 한국
형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앞서 수행되는 시험
발사체의 발사 시 탑재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여
통신두절이 되더라도 근거리에서 스킨모드로
자동 전환하여 추적을 시도할 수 있다.

4.1 이중모드 수신기 구성
우주센터에서는 추적레이다의 기존 수신기
외 추가 수신기를 설치하여 하나의 주 수신기
(Master

에서 스킨모드 또는 비콘모드

Receiver)

를 선택하여 운용하는 경우 다른 부 수신기

가 담

Receiver)

그림 7. 이중모드 수신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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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수신기는 스킨 및 비콘모드의 서로
다른 주파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며, 주 수신기가 현재 운용중인 추적 모드에
맞는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부 수신기는 자
동적으로 선택되지 않은 다른 추적 모드의 주
파수 신호를 사용하도록 구성된다.
추적레이다를 비콘모드로 운용할 경우 주 수
신기는 비콘모드로 추적된 데이터를 레이다신
호처리기로 보내서 표적 추적을 위한 신호처리

그림 8. 이중모드 추적시험에 따른 수신신호세기

를 수행하여 추적 알고리듬에 따라 안테나를
지향하며, 부 수신기는 스킨모드로 수신된 신
호를 레이다신호처리기로 보내 신호처리를 수

5. 결 론

행하여 모드 전환에 대비한다. 주 수신기와 부
수신기를 통해 수신되어 레이다신호처리기에서
처리된 추적 데이터는 사후 분석을 위하여 별
도의 컴퓨터에 저장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위성발사체 추적을 위하
여 설계 및 제작되어 우주센터에 설치된 추적
레이다 시스템 특성과 나로호 추적 운용방식
및 향후 누리호 추적을 위한 이중모드 운용방
식 등 국내 위성발사체 추적레이다의 운용 기

4.2 이중모드 추적 시험

술동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추적레이다의 이중모드 성능개선 이후 시험

모의비행시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누리호

발사체 발사 이전 추적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

시험발사체 발사 시 추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

여 민간항공기에 트랜스폰더를 장착한 후 이중

하여 추적레이다의 운용방식을 이중모드로 보

모드 추적 시험을

회 이상 반복 수행하였다.

완하여 운용할 예정이며, 비행시험 시 획득된

은 이중모드 추적전환에 따른 비콘모드

데이터는 향후 누리호 본 발사 시 보다 안정적

와 스킨모드 시 수신신호세기를 나타낸다. 발

인 추적 운용을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할 계획

사체 탑재장비의 통신두절 상황을 모의하기 위

이다.

그림

8

7

하여 항공기에 장착된 트랜스폰더 전원을

회

3

차단(OFF)하여 비콘모드에서 스킨모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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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OA를 활용한 라이너 두께에 따른 복합재 고압용기의
파손압력 해석
이승윤* , 김광수*
1)

Analysis of the Burst Pressure of Composite
Overwrapped Pressure Vessels Using GENOA for
Various Liner Thicknesses
Rhee, Seung Yun*, Kim, Kwangsoo*

ABSTRACT

The type III composite overwrapped pressure vessels (COPVs), which are fabricated by
overwapping an aluminum alloy liner with reinforcing carbon fibers impregnated in a bath with
epoxy resin, have been used in the automotive and aerospace industries for many years to
provide a high strength and lightweight storage cylinder for pressurized gases. In this paper, we
will provide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burst pressure of COPVs, which are composed of
Al6061-T6 and T-800 carbon fibers, for various liner thicknesses. We used a composite analysis
solution, GENOA, in modeling the complicated filament winding patterns and calculating burst
pressures by a progressive failure analysis.
초 록
고강도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 합금 라이너 위에 고강도 복합재를 필라멘트 와인딩하여 제작
한

Type III 복합재 고압용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L6061-T6 라이너에 T-800

탄소섬유 복합재를 와인딩한 고압용기의 라이너 두께에 따른 파열압력 해석 결과를 제공한다.

복합재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한 복합재 특화 소프트웨어인 GENOA를 활
용하여, 복잡한 와인딩 패턴을 모델링하고 점진적 파손해석을 수행하여 파열압력을 계산하였다.

Key Words : Composite Overwrapped Pressure Vessel(복합재 고압용기), Filament Winding(필라멘
트 와인딩), Progressive Failure Analysis(점진적 파손해석), GENOA(GENOA)

* 이승윤, 김광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발사체구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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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경량화를 꾀하고 있다.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라이너의 두께가 누설 및 파
한국형발사체의 터보펌프와 엔진을 퍼지하기
위해

66리터 고압용기를 적용하고 있다. 발사

열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
재 해석에 특화된 상용 소프트웨어인

GENOA

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압용기의 경량화가

를 활용하여 필라멘트 와인딩 패턴 모델링 및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알루미늄 라이너 외면을

점진적 파손해석(Progressive

수지에 함침된 탄소섬유를 필라멘트 와인딩

(Filament Winding) 공법으로 감은 후 경화시
킨 Type III 복합재 고압용기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의 기본 개념은, 얇은 금속 라이너

Failure Analysis,

PFA)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자긴 공정
(Autofrettage) 후의 잔류응력과 변형 형상을
도출하였고, 이후 내압을 증가시켜 파열압력
(Burst Pressure) 특성을 살펴보았다.

는 저장 가스의 누설 방지 기능을 주로 담당할
뿐 하중지지 성능은 거의 없는 반면에 감겨진

2. 복합재 고압용기 모델링

복합재가 모든 내압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속재와 복합재의 상당한 강

2.1 필라멘트 와인딩 모델링

도 차이로부터 중량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비강도가 높은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할
경우 금속재 용기에 비해 최대 70%까지 경량
화가 가능하고, 반복 충전으로 인해 용기의 수
명에 도달한 경우 파열 발생 전 가스 누설이
발생하도록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2]. 또한 다른 복합재료 가
공법에 비하여 사용되는 재료의 가격이 저렴하
고 인건비가 적게 들며, 컴퓨터 제어나 로봇
등을 사용하면 생산공정의 균일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복제성(Reproducibility)이
좋다는 이점이 있다[3]. 또한, 파이프 등과 같이

본 연구의 해석 대상인 복합재 고압용기는

Al6061-T6 라이너 외면에 고강도 탄소섬유를
감아서 제조하는 복합재 고압용기로, 라이너
직경은 361 mm, 전체 길이는 831.1 mm 이며,
기본 모델의 라이너 두께는 2.0 mm 이다. 돔
은 Geodesic 형상이다. 이러한 라이너 위에,
GENOA의 필라멘트 와인딩 모듈을 이용하여,
와인딩 설계 패턴에 따라 탄소섬유를 감은 최
종 고압용기 모델을 생성하였다.

GENOA의 필

라멘트 와인딩 모듈은 외부에서 라이너 형상을

항공기, 발사체 등에 탑재되는 고압기체 저장

GENOA 내에서 라이너 형상을 생
성한 후, 와인딩 각도, 가닥수, 테이프 폭, 테이
프 두께, 테이프 인장력 등을 입력함으로써 주
어진 와인딩 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
후프 11층과 헬리컬 10층으로 이루어진 와인
딩 패턴을 입력하여 생성된 GENOA 모델에서,

용기로 개발되어왔으며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

와인딩 패턴의 한 예와 라이너와 복합재를 모

되고 있다.

두 포함한 두께를 그림

원통형 제품 제작에 유리하며, 섬유가 연속으
로 투입됨으로 강도가 높고 강한 인장력이 요
구되는 제품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 및 방산 분야에서 로켓모터 케이스나

불러오거나

4 mm 이하의

1에 나타내었다. 두께
5.19 mm에서 20.15 mm까지 분포하였으며
실린더부 두께는 라이너 2 mm, 복합재 6.135
mm로 일정하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린더부 벽 두께를 갖는 라이너를 제작하는

이는 실제 제품을 절단하여 측정한 복합재 두

것이 여의치 않다. 이로 인해 현재

께와 유사하다.

국내 라이너 제작 기술의 한계로 인해 플로
우포밍 및 스피닝 공정을 거쳐 제작한
알루미늄 라이너의 경우 평균

66리터

6 mm 두께

의 라이너를 제작한 후 추가적인 외면 가공을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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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와인딩 패턴 및 실린더 벽 두께

0.05, 섬유 강성과 수지 강성의 CV는 0.1(권장
값)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섬유와
수지 물성은 표 1과 같다.
Al6061-T6에 대해서는 인장시험 결과를 반영
하여, 탄성계수는 69.8 GPa, 항복강도는 309.5
MPa, 인장강도는 346.4 MPa를 적용하였다. 알
루미늄의 소성영역은 그림 2와 같이 인장시험
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비선형 회귀분석으로
평균 연신율 19%까지 구하였다. 여기서,   는
진응력(True Stress)이고,   는 진변형률(True
Strain)이다.
표 1. 섬유와 레진의 물성치

2.2 적용 소재 및 물성

T-800 계열이
며, 수지는 에폭시 계열에 해당된다. 이러한 복

Description
Longitudinal Modulus
Transverse Modulus

본 해석에 사용된 탄소섬유는

합재의 물성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유효한 물성
을 산출하기 위해 복합재 물성산출 솔루션인

MCQ-Composites을 사용하여 섬유와 수지의
물성을 계산하였다. MCQ-Composites은 섬유
와 수지의 물성산출을 위하여 연속섬유 복합재

5종류 쿠폰 시험 결과가 필요하며 섬유함유
Volume Ratio), 공극함유율(Void
Volume Ratio)과 제조사가 제공하는 섬유 및
수지의
종탄성계수
값이
필요하다.
MCQ-Composites의
선형
물성
산출은
Fiber/Matrix/Ply Calibration 모듈을 사용하여
의

율(Fiber

F
I
B
E
R

Tensile Strength

Ef11
Ef22
Gf12
Gf23
NUf12
NUf23
Sf11T

물성(MPa)
296,549
14,871
46,349
5,187
0.271
0.433
4,921

Compressive Strength

Sf11C

1,433

Modulus
Poisson’s Ratio
Tensile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Em
NUm
STm
SCm

4,175
0.348
179.2
286.7

SSm

216.8

Shear Modulus
Poisson’s Ratio

R
E
S
I
N Shear Strength

섬유와 수지의 선형 물성을 분리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복합재의 비선형성의 주된 특성인 수
지의 비선형 물성을 산출하기 위하여

1단계로

Material Non-linearity 모듈에서 전단 쿠폰시
험 결과의 응력-변형률 곡선으로 비선형 물성
을 산출하고 2단계로 Laminate Mechanics 모
듈에서는 횡방향 인장·압축 쿠폰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수지의 비선형 물성을 산출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지의 비선형성은 고려하지
않고 선형 물성을 산출하였으며,

FVR과 VVR
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그림 2. 알루미늄 라이너의 응력-변형률 곡선

2.3 유한요소모델
유한요소 모델은

8절점 육면체 요소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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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두께 방향으로 라이너는

3층, 복합재는
9층을 생성하였다. 요소 개수는 53,760개이고
절점 개수는 60,697개이다.
필라멘트 와인딩 압력용기는 주기적 대칭

(Cyclic Symmetry)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5,6].
본 연구에서는 해석시간 절감을 위하여 1/24
모델에 대해 주기적 대칭 조건을 적용하였다.
부분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압력용기 전체 모

1/24 대칭 모델에 대한 PFA 해석을 수행
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3~5와 같이 내압이 55
MPa일 때의 Von Mises 응력과 원주 방향 및
길이 방향 응력분포를 비교하여, 부분 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델과

그림 5. 전체 모델과 1/24 모델 비교: 길이 방향 응력

3. 점진적 파손해석

한쪽 보스부 끝단은 길이 방향을 제외한 두
방향의 변위를 구속하고, 대칭면에 대해서는
대칭 경계 조건을 부가하였다.

3.1 개요
복합재 구조물의 점진적 파손해석에서는, 하
중 증가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재의 미시적 레
벨의 손상이나 균열 전파로 인한 물성 저하 특
성을 매 단계(Iteration)마다 유한요소 모델에
반영하여 거시적 레벨에서의 손상(Damage) 및
파단(Fracture)을 예측한다.

GENOA는 거시적 레벨의 일반적인 유한요
소 해석 결과를 가지고 플라이, 라미네이트 및
여러 가닥의 섬유와 수지로 구성되는 단위셀

(Unit Cell)로 그리고 단위셀을 좀 더 세분화한
서브단위셀(Sub-Divided Unit Cell)의 미시적
그림 3. 전체 모델과 1/24 모델 비교: Von Mises 응력

스케일로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완전한 계층적
모델링(Full-Hierarchical

Modeling) 방법을 통

해 미시 레벨에서의 손상을 해석하게 된다. 서
브단위셀은 섬유 또는 수지의 손상, 경계면에
서의 파손(Failure) 및 층간분리(Delamination)
등의 손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섬유 또는
수지의 손상 및 층간분리가 발생하면, 재료 물
성 감소 모델(Material

Property Degradation

Model)에 의해 정의된 규칙에 따라 해당 부분
에 위치한 섬유와 수지에 대하여 재료강성을
저하할지를 결정한다. 미시 레벨에서 수행된
그림 4. 전체 모델과 1/24 모델 비교: 원주 방향 응력

섬유 및 수지에 대한 강성 저하는 다시 전체
구조물 레벨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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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적층 복합재 구조물의 경우, 하
중이 부가된 지점에 국소적으로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고 이는 전단 및 수직응력을 야기하여
미세균열이 발생하고 이 미세균열이 진전하여
레진 균열, 섬유 파단, 섬유/레진 분리 및 층간
분리 등의 다양한 모드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
며, 이러한 손상이 누적되어 파단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모드의 손상을 판단하기

GENOA는 종방향 인장/압축, 횡방향 인
장/압축, 수직방향 인장/압축, 면내 전단, 층간
전단,
수정된
뒤틀림
에너지(Modified
Distortion Energy, MDE) 등 총 14종류의 파손
모드를 적용할 수 있다.
위해

7과 같이, 손상 기준은 최대응
력 파손 기준과 MDE 기준을 적용하였고, 파단
기준은 최대응력 파손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MDE는 손상 판단에만 고려되며 파단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금속재와 복합재에 대해 각 모
드의 상세설정은 GENOA에서 권장하는 값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파단은 전체 플라이가 손
상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대해서는 그림

파단에 대한 기준은 손상이 전체 플라이에 누
적되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3.2 자긴 공정 해석
복합재 압력용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긴 공정은 압력용기에 사용압력보다 높은 압
력을 가하여 금속재 라이너에 인위적으로 소성
변형을 유발함으로써 압력용기의 내경 부근에
압축 잔류응력을 발생시킨다. 자긴 공정에 의
하여 압력용기 내경에 유도되는 접선방향의 압
축 잔류응력은 내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장
접선응력을 상쇄하는 작용을 한다. 이로써 압

그림 6. 알루미늄 라이너의 파손 기준

력용기가 부담할 수 있는 내압 한도를 증가시
킬 수 있으며, 반복적인 내압을 받을 때 내경
부근에서의 균열발생 및 균열진전을 억제/지연
시켜 압력용기의 강도 증가와 수명 향상 효과
를 가져 온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운용압력의

1.5배인 34.5 MPa로 자긴 처리하였다.
3.3 라이너 두께가 2.0 mm인 경우
다음 그림은 라이너 두께가

2.0 mm인 기본

모델의 자긴 해석 결과 원주방향 응력 분포를
복합재와 라이너 모두 나타낸 것이다. 자긴압
제거 시 실린더부 복합재에는 인장응력이 발생

그림 7. 복합재의 파손 기준

알루미늄 라이너의 파손 기준은 그림

-304 MPa의 압축잔류
응력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긴 해
하고 실린더부 라이너에

6과 같

이 라이너의 소성영역까지 고려한 최대변형률
파손 기준을 손상(Damage)과 파단(Fracture)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복합재의 파손 기준에

석 결과로 얻어진 잔류응력 결과와 변형 형상
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파열압력 해석에 입
력되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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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자긴 처리 후 원주방향 응력 (CPV_2.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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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복합재와 라이너가 모두 파단 시 파손
분포 (CPV_2.0T)

3.4 라이너 두께가 1.7 mm인 경우
두께 결함 모델은 라이너 두께를 전체적으로

0.3 mm씩 감소시킨 모델(CPV_1.7T)과 0.6 mm
씩 감소시킨 모델(CPV_1.4T)을 고려하였다.

그림 9. 복합재 파단 시 파손 분포 (CPV_2.0T)

PFA를 이용한 파열압력 해석에서 최초 압력
10 MPa로 설정하였고 이후는 손상이

증분은

발생함에 따라 압력증분을 자동적으로 낮추게
된다. 해석 결과,

59.38 MPa에서 실린더 부위

의 복합재 층이 먼저 파단되었으며 이를 파열
압력이라고 판단하였고 손상 분포는 그림

9와

그림 11. 복합재 파단 시 파손 분포 (CPV_1.7T)

같다. 참고로, 복합재 파단 이후 해석을 진행한
결과, 그림

10과 같이 라이너까지 파손이 진행
되며 63.75 MPa에서 복합재와 라이너가 모두
파단되는 두께방향 요소 그룹이 발생하였다.

0.3 mm 줄어든 모델에 대한
-323.2 MPa의 최대 압축잔류
응력이 실린더 부위에서 발생하였다. CPV_2.0T
라이너 두께가

자긴 해석 결과,

모델과 유사하게 실린더 부위의 복합재 층이
먼저 파단되었으며 파열압력은

58.43 MPa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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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참고로, 라이너까지 모두 파단이 발생한
압력은

62.50 MPa이었다.

이너 두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자긴 후 압축 잔류응력이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2.0mm 보다 두
꺼워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않기 위해서는 라이너 두께가

3.5 라이너 두께가 1.4 mm인 경우

0.6 mm 줄어든 모델에 대한
자긴 해석 결과, -351.2 MPa의 최대 압축잔류
응력이 실린더 부위에서 발생하였다. 앞선 모
라이너 두께가

델들과 유사하게 실린더 부위의 복합재 층이
먼저 파단되었으며 파열압력은

57.81 MPa 이

었다. 참고로, 라이너까지 모두 파단이 발생한
압력은

후기
본 연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국형발사체(KSLV-II)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61.88 MPa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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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low-cost operation of SpaceX's reusable rocket have given a
great shock to the European space industry. In order to 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global
launch vehicle service and satellite market, Europe began to develop CALLISTO demonstration
launch vehicle which has the purpose to verify the optimal type of a reusable rocket, and
concluded contracts about preliminary studies with European private companies to meet new
demands of micro-satellites. With respect to rocket engine the methane fueled Prometheus engine
is being developed, and researches on various types of engines for low-cost and high reliability
are under way.
초 록

SpaceX의 성공적인 재사용 로켓 개발과 저비용 운용의 실현은 유럽의 우주산업 기관과 업체
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유럽은 발사체 서비스와 위성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재
사용이 가능한 저비용발사체 검증 시제인 CALLISTO 로켓의 개발을 시작했고, 민간 기업들과
저궤도 마이크로 위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발사체 선행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엔진차원에
서는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Prometheus 엔진을 중점 개발하고 있으며, 저비용 고신뢰도를 목
표로 다양한 형태의 엔진들을 선행 연구하고 있다.

Key Words : ESA(유럽우주국), SpaceX(스페이스엑스), FLPP(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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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유럽 우주산업의 위기

SpaceX사가 개발한 재활용로켓 Falcon
Heavy의 성공적인 발사는 상업위성발사 서비
스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였던 유럽을 깊은 고

민에 빠뜨렸다.

ESA(European Space Agency)
의 국장인 Jan Wörner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현
재 유럽이 개발 중인 Ariane 6 로켓이 일회용
로켓으로 SpaceX에 반하여 비용상 약점을 가지
고 있음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며, 따라서 현재

그림 1. SpaceX사의 우주시장 잠식 [4]

1.2 민간 우주기업의 약진

로켓 프로그램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계

[1].
Ariane Group의 최고책임
자 Alain Charmeau도 공감하고 있다. 그는 “미
국이 유럽을 우주에서 걷어 차내려고 한다”는
거친 표현을 쓰면서 SpaceX가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감은

우주시장

변화의

주역은

SpaceX와

Blue Origin을 필두로 하는 민간 우주개발업체
이다. 그림 2는 민간 벤처 투자가 우주산업에
서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사비용 저감에 불만과 함께 좌절감을 보였다

[2, 3].
실제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유럽의 차세

Ariane 6은 2020년에 첫 발사예정인
데, 발사 예상비용이 미국의 경쟁자 SpaceX의
현재 발사비용보다 최소 25% 정도 더 비싸다.
게다가 2020년에 이르면 SpaceX는 발사체 1단
대 로켓

들을 재사용하여 현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SpaceX사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때
상업용 발사체 시장의 50% 정도를 장악했던
러시아를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시켰고, 유
럽의 영역까지 잠식해가고 있다. 그림 1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상업우주시장에서
SpaceX사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준다. 이
러한 상황에서 조만간에 Blue Origin 등 다른
민간 우주업체들까지 상업 우주시장에 진입하
게 되면 유럽의 우주산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
에 놓이게 된다.

그림 2. 우주산업에 민간투자 수의 증가 [5]

2017년에 우주분야의 민간
39억달러로 NASA, ESA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ESA가 국가 연합임을 감안
하면 실질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최고부자인 Jeff Bezos는 Blue Origin사의
대형 재활용 로켓 New Glenn 개발 프로그램
을 위해 2019년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
투자액면에서도

투자는

고 공표하는 등 이러한 민간 투자는 계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우주시장에 진입한 미국의 사업가들은 기존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환경을 창조
해가고 있다. 상당수의 유럽, 러시아 및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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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재사용 로켓의 운용은 비용상 이득을

4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0 kg이하
급과 10 kg이상 급의 인공위성 발사현황으로,
10 kg이하의 초소형위성 발사가 증가일로에 있
는데, 이러한 경향은 군집위성군 개념과 초정

주지 못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밀 공학기술의 발달로 소형위성의 제작이 가능

견해의 근거는 재활용 발사체 개발에 막대한

해졌기 때문이다.

이나의 우주 관계자들은 미국 민간우주업체들
의 성공 배후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20~40회 이상의 재활용이 되지

그림

비용이 들어가고, 일회용 발사체보다 추진제를
더 실어야하며 귀환을 위한 부수적인 장비가
많이 장착되어야 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크기
때문이다

[6, 7].

그러나 민간 우주기업들은 자신들이 저렴한
재활용 로켓을 만들면 위성시장이 활성화되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
은 관점은 기존의 국영우주개발업체들이 시장
의 수요를 고려하여 로켓을 개발하던 것과 달
리 기존 시장을 흡수하는 것을 넘어 추가의 시
장을 창출하는 모험적인 전략이다.

1.3 위성 시장의 변화
위성 시장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주요
한 특징은 정지궤도위성(GEO)의 수요는 줄고
소형위성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있다.

GEO위성
의 경우 2014년에 23기 발사에서 2015년 22기,
2016년 16기, 2017년에는 9기로 시장이 축소되
었다. 반면 400 kg 이하 LEO/MEO 궤도 위성
의 년 평균 발사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8
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억달러의 발사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8].

그림 4. 인공위성의 중량 변화 추이 [9]

2. 유럽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
유럽은 상업 위성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20세기 초반부터 나름의 노력을 기
2003년에 미래를 준비 할 목적으로
FLPP(Future
Launchers
Preparatory
Programme)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차세대 로켓
시스템 개발을 준비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개
발 중인 차세대 로켓 Ariane 6에 대한 회의적
인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유지하고자
울였고,

2.1 Ariane 6 발사체 개발

2.1.1 Ariane 6

개발 현황

2014년 말에 ESA의 각료위원회(Ministerial
Council)는 Ariane 6 프로그램을 유럽의 차세
대 발사체로 선정했다. 2015년 8월 12일에 ESA
는 유럽 우주발사체 개발업체인 에어버스 사프
그림 3. 소형위성 년간 발사수 [8]

란 론처스(Airbus

Safran Launchers)와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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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유로(약 3조1600억원)를 투입해 2020년까
지 아리안 6호의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2.1.2 Ariane 6

형태

Ariane 6 로켓은 2개의 버전이 있는데,
Ariane 62는 2개의 P120 고체 부스터 모터가,
Ariane 64는 4개의 P120 고체 부스터 모터가
장착된다. 1단에는 수소를 사용하는 Vulcain
2.1 엔진 1기가 사용되며, 상단에는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180 kN급 Vinci 엔진이 장착된다.

Vulcain 2.1 엔진이 장착되는 LLPM(Lower
Liquid Propulsion Module)단은 Fluid Control
Equipments(Feed-valves, Pressurization plates,
Platine Gonflage-Detente, Electro-Valves box,
POGO corrector system, Roll Control System)
과
8개의 MANG(Module Avitaillement
Nouvelle
Generation,
ground
board
connection on LLPM)을 가지고 있다. MANG
에는 poppet이 장착된 큰 직경의 오리피스가
있는데 분리 시 기계적으로 닫히며 체결 시 개
방된다.

8개 MANG 중에 대구경 4개는 추진제
탱크의 충전과 가압, 2개의 소구경 MANG은
엔진 퍼지,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소구경
MANG(with poppet)은 chill-down을 위한 것
이다 (이로써 chill-down valve의 제거가 가능
해졌다). LLPM의 비행시간은 < 500초, 추진제
충전량은 154톤이다.

그림 5. Ariane 62와 64버전 [10]

P120C 고체 부스터는 Ariane 6뿐 아니라
Vega C 로켓의 1단에도 공용으로 이용된다.

그림 7. LPPM단의 엄빌리칼(MANG) [12]

2.2 Vega-C, Vega-E 개량

2.2.1 Vega

로켓 개발 현황

Vega 로켓은 2012년 2월 13일에 첫발사가
있었고, 총 11회의 발사가 모두 성공적으로 이
루어졌다.

그림 6. Ariane6와 Vega의 공동모듈 사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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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40)에 메탄엔진의 3단으로 이루어지며,
SSO@700km에 2,500 kg급까지의 페이로드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Vega-E 경량버전은
Z40을 1단으로 사용해서 소형 혹은 초소형 위
성을 궤도로 운송하기 위한 2단형 로켓이다.

그림 8. VEGA 계열로켓 [13]

2.2.2 Vega-C
Vega-C의 1단에는 P120 고체 부스터 모터가
장착되는데, 이 고체모터는 Ariane 6의 고체
부스터(2개 혹은 4개 장착)로도 이용될 예정이
다. 2단은 고체모터 Zefiro 40 SRM으로 확대되
는 반면 3단은 기존의 Vega 로켓과 동일하다.
4단은 경량구조로 바꾸어서 추진제 충전량을
늘릴 예정이다. Vega-C의 첫 비행은 2019년에
계획되어 있다.

그림 10. VUS(Vega Upper stage)단을 공동 사용하는
VEGA E 계열 로켓 [13]

2.3 CALLISTO 데모 발사체 개발
독일(DLR)과 프랑스(CNES)는 재사용 수직이
륙-수직착륙

1단(CALLISTO;
Cooperative Action Leading to Launcher
Innovation in Stage Toss back Operations)을
공동개발하고 있다. 재사용가능한 발사체 1단
발사체

은 발사서비스 비용 감소와 함께 발사체의 운
용 유용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DLR과 CNES는 CALLISTO 프로그램과 함께
LOx/LCH4를 사용하는 Prometheus 엔진도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CALLISTO(축소형 시험
발사체 1단)의 개발 결과는 대형 시험발사체에
적용될 예정이고, 이 대형 시험발사체는 실제
그림 9. P120C 고체 부스터 모터 [13]

비행운용에 투입될 발사체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2.2.3 Vega-E

2.3.1 CALLISTO

Vega-E는 기존 Vega의 3단(Z9)과 4단
(AVUM) 대신에 메탄엔진이 장착된 하나의 3
단만 사용할 계획인데, 이것은 증가하는 시장
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Vega-E 기본구조는 Vega-C의 1,2단(P102C &

CALLISTO 발사체 개발 아이디어는 2015년
처음 제안되었고, 2016년에 예비단계, 2017년에
개념의 실현성이 확인되었으며, 2018년 2월에
SRR(System Requirement Review)이 성공적으
로 수행됐다. 2018년 하반기에 PDR이 계획되

발사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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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2020년에 Flight Readiness Review,
2021년에 flight campaign이 수행될 예정이다.

2.3.2 CALLISTO demonstrator

형성으로 자세 조절과 약간의 양력을 형성

2.4 소형 발사체 개발
설계

CALLISTO demonstrator는 VTVL(vertical
take-off and vertical landing) 재사용 축소형
발사체의 1단이며, 40 kN급 LOX/LH2 엔진이
장착되고, 추진제는 벌크헤드 탱크(integrated
tanks with separated bulkheads)에 저장된다.
추력제어 레벨에 따라 추진제 혼합비는 6 전후
로 변동되는데, 연속적인 추력제어 기능은
CALLISTO 시험기의 주요 특징이다.

ESA는 2018년 2월 8일에 FLPP 프로그램을
위한 소형 발사체 연구를 위해 5개 업체를 선
정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저궤도 마
이크로위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선
행연구에 해당한다

[15].

FLPP 계약이 체결된 5개 발사체는 아래와
같다.

2.4.1 PLD 사의 Arion 2

개발

Arion 2는 LEO궤도에 150 kg까지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이륙중량 14톤급의 3단형 로켓으
로 길이 20 m, 직경 1.2 m이며 1단은 재사용
된다. 케로신을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들(1, 2, 3
단 각각 280, 30, 6 kN급)이 장착되며, 첫 발사
는 2021년 1분기로 계획되어 있다.

그림 12. Arion 2 로켓의 구조 [16]

2.4.2 Q@ts로켓

그림 11. CALLISTO 로켓의 형상 [14]

CALLISTO 시험기는 아래 3개의 비행 제어
시스템이 장착되는데, 비행 단계에서 단일로
혹은 동시에 운용될 예정이다.
- 엔진의 김발과 추력제어
- RCS : 엔진이 작동될 때 Roll 제어를 수행
하고, 자세변화거동도 수행
- 4개의 공력 제어판 : 하강 시에 roll, pitch,
yaw 제어를 수행하고, 비행 시에 받음각

개발

ArianeGroup의 Q@TS(Quick Access to
Space)는 과산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하이
브리드 추진기관으로, 23톤 중량의 3단형 로켓
이다. QaTS는 LEO에 50 kg의 위성을 올릴 수
있게 설계되었다.

2.4.3 ELV

개발

ELV(European Launch Vehicle)은 이탈리아
의 Avio사와 이탈리아우주청이 70대 30으로 투
자한 벤처회사 Spacelab사가 개발하는 Vega의
후속 로켓이며, 2가지 형태를 가진다. 첫째는
Quick Launch Vehicle로 고체모터를 장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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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과 액체로켓엔진의 3단으로 이루어지고,
둘째는 Final Launch Vehicle로 차세대 Vega-C
의 1단과 차세대 Vega-E의 메탄엔진 상단으로
구성되는데, 250 kg까지의 위성을 주고객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림 13. ELV quick launch vehicle [17]
그림 15. Bloostar 마이크로발사체 [20]

2.4.4 IXV

개발

Deimos사는 액체로켓엔진
을 장착한 2단 우주비행기인 IXV(Intermediate
eXperimental Vehicle)를 개발하고 있다.
2015년 2월 11일에 IXV의 실험 비행체(길이
5 m, 높이 1.5 m, 폭 2.2 m, 무게 2톤)가 Vega
로켓에 실려 120 km 궤도에 운송된 이후에 발
사되어 성공적으로 바다에 안착했다 [18]
포르투갈 업체인

MT Aerospace사가 선행연구 중인 공중발사
시스템은 Falcon 2000s 항공기로 4톤의 Daneo
로켓을 고공 15 km까지 올린 후에 로켓 발사
가 진행된다. Daneo 로켓은 3단형으로 1,2단은
고체모터, 3단은 액체엔진이 장착된다.

그림 16. DANEO 마이크로발사체 [21]

3.유럽의 차세대 로켓엔진 개발
3.1 Vulcain 2.1 엔진 개발
그림 14. IXV 운용 개념도 [19]

2.4.5 Daneo
독일의

개발

MT Aerospace사는 지상, 공중 발사

4가지 발사체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이들 중에 Bloostar는 하이브리드
등

벌룬을

이용한

성층권

발사시스템으로

Zero2infinity사와 공동 개발하고 있다.

3.1.1 Vulcain 2.1

엔진의 개발 경과

2015년에 반복발생비용(recurring cost) 감소,
성능, 신뢰도, 운용 간소화를 목적으로 Ariane
6로켓의 다양한 형태에 적합한 엔진에 대한
trade-offs study가 수행되었다. 2016년에는 엔
진의 첫 개발시제 납품을 위한 세부설계가 진
행되었고,

2017년 말부터 Vulcain 2.1엔진의 시
험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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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Vulcain 2.1

엔진의 특징

Vulcain 2.1 엔진은 2개의 개별 터보펌프를
장착한 가스발생기 사이클 엔진이다. Vulcain
2.1 엔진은 Ariane 5E에서 사용된 Vulcain 2의
개량형으로, 같은 성능을 가지만 발사체와 지
상운용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반복발생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효과적인 신기술들을 적
용하고 있다. 특히

Vulcain 2.1은 소모성 화약
장치 제거, 헬륨가압의 LOX 탱크 사용과 샌드
위치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노즐 확장부를 장
착했다.

Vulcain 2.1의 성능은 아래와 같다.
표 1. Vulcain 2.1 엔진의 성능 [12]

3.1.2 Vulcain 2.1

3.2 Vinci 엔진 개발

Vinci 엔진은 Ariane 6의 상단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있는
20톤급의 수소
Expander 사이클(가스발생기가 없는 구조) 엔
진이다.

3.2.1 Vinci

엔진의 특징

Vinci 엔진은 유럽의 첫 Expander 사이클 엔
진으로, 연소압은 60.8 bar, 추력 180 kN, 비추
력은 465초이다. 5번의 재점화가 가능하고, 노
즐은 탄소-세라믹 확장노즐로 되어 있다. 이 노
즐이 접혀있다가 확장되면 엔진의 전체 길이는

2.3 m에서 4.2 m까지 증가한다.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2020년에 Ariane 6 로켓에 장
착되어 첫 비행시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엔진의 개발 진행상황

Vulcain 2.1의 첫시험은 DLR에서 2017년 말
에 시작되었고, 2018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
다. 2018년 3월말까지 누적 1960초의 4회 시험
이 수행되었다. Vulcain 2.1의 첫 비행(Ariane
6에 장착)은 2020년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다
[12].
그림 18. Vinci엔진의 유공압구조 [22]

3.2 Prometheus 엔진 개발

3.2.1 Prometheus

그림 17. Vulcain 2.1엔진의 첫 연소시험 [12]

엔진의 개발

Prometheus 엔진개발 프로젝트는 2016년 12
월에 ESA의 FLPP에 포함되었다. 이 프로젝트
의 목적은 100톤급 첨단 저비용 메탄엔진을 설
계, 생산, 시험하는 것으로, Prometheus 엔진의
반복발생비용을 1백만 유로로 줄이면서, 운용
의 유연성, 추력제어, 재점화, 주엔진 혹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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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엔진으로 호환, 비행 전/후 지상운용의 최소
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극한의

design-to-cost

approach가 적용되고, 엔진 구성품 생산에 적
층제조기법(Additive Manufacturing) 등 혁신적
인 기술과 진보된 산업역량이 투입되며, 엔진
의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전기 명령시스템,
on-board
엔진
컴퓨터가
채택되었다.
Prometheus 엔진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
는

- 연간 50대 양산에서 운용단가가 1기당 1백
만 유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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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etheus 엔진 개발은 프랑스 우주청
(CNES)에서 초기 2년을 수행하였고, ESA 각료
회의에서 결의에 의해 2017년에 프로젝트가
ESA/FLPP-NEO
(Future
Launchers
Preparatory
Programme-New
Economic
Opportunities)로 이전된 후, 2017년 12월 14일
에 ESA본부에서 Ultra Low Cost Engine
Demonstrator (ULCED-PROMETHEUS) 개발
계약이 서명됐다. ULCED-PROMETHEUS 제작
에 있어서 Ariane 개발경험과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하도급 업체들이 선정되
었다.

- 생산과정에서 적층제작 기술 및 빠른 조립
절차와 저비용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

- Agile & lean 관리 스킴 적용으로 개발 시
간을 단축하여 2020년에 연소시험 시작
- 낮은 엔진의 반복발생비용 하에 실용적인
design-to-reusability approach, 재사용여부
판단용 실시간 엔진진단, 광범위한 추력 제
어, 전기 명령
- 고추력-무게비, LOx/메탄 추진제의 성능잠

그림 20. Prometheus 엔진 개발참여국 [23]

재력을 최대 활용

- 높은 신뢰도를 보장하는 엔진의 강인 설계
- 적용(1기 및 클러스터링, 1단 vs 상단), 비행
(재점화, 추력제어)과 지상유지보수(단일사
용 vs 재사용) 측면에서 다재다능함이다.

2017년 5월에 설정된 Design Key-Point를 기
반해서
반복나선접근법(iterative
spiral
approach)을 이용한 엔진의 세부 정의가 연구
되었다. 엔진의 구성에 대한 정의는 생산전략
과 기본비용목표를 포함한 과정에 따라 최적화
되고 있다.

2020년에는 P5설비에서 연소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그림 19. Prometheus 엔진의 비용 목표 [23]
그림 21. Prometheus 엔진의 개발계획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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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etheus 엔진은 가스발생기 사이클로서
저비용 목표에 부합한다. 유럽은 이 엔진의 개
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혁신적인 기술로 저비용

단일축 터보펌프

M10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M10 엔
진은 추력 10톤급의 expander cycle이며,
VEGA-E 발사체의 상단에 장착된다. M10 엔진

가스발생기

의 기술적인 원형은 이탈리아 우주청의 자금으

2개의 연소기 밸브 (VCO & VCM)
2개의 가스발생기 밸브 (VGO & VGM)

로 개발된

엔진 사이클의 구성은

-

발사 서비스 비용 감소와 운용성 증대를 통한

연소기 재생냉각

이다.

1000 kN이며, 지상조건에서
300 kN까지 추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Prometheus
엔진은 다용도, 재사용을 특징으로 한다.
엔진의 진공 추력은

메탄엔진

LM10-MIRA engine demonstrator이
다. M10 엔진의 PDR은 2018년에, 첫 개발모델
에 대한 시험은 2019년 말에 예정되어 있다.

3.3.2 Engine Architecture Trade-off
LOX-CH4 상단 엔진 개발에 대한 trade-off
연구가 아래의 구조(configuration)에 대하여 수
행되었다.

- 추력 : 98 kN or 70 kN
- 사이클 : Closed or Open expander cycle
- 연소기 : Bi-material or ALM combustion
chamber
8개 configuration에 대한 다음의 분석작
업이 이루어졌다.
- 엔진 스키메틱 개발
- 성능 식별
- 정상모드 정의
- 추진제공급 시스템의 예비 요구조건 정의
- TCA 조립형상 정의
- 유럽화 관점에서 엔진 구조에 대한 검토
(Critical review of the engine configuration
in view of its Europeanization)
- open/closed expander 사이클 분석 및 작
위의

그림 22. Prometheus 엔진의 사이클 구조 [23]

Prometheus 엔진의 설계 시 비용감소에 중점을
두었고, 다음과 같은 비용감소 설계를 선택했다.
- 간단한 사이클 구조 (Simplified cycle architecture)
- 저비용 기계적 조성 (Low cost mechanical set up)
- 표준 전기 명령 (Standard electrical command)
- 간단한 서브시스템 (Simplified sub-systems)
- 3D 적층제조기술 (3D Additive Manufacturing)
3.3 LOX-CH4 M10 엔진 개발

3.3.1

동조건 정의

- 천이 작동개념 평가(start-up/shot down)
- 반복발생/1회성 비용 영향을 고려한
trade-off 기준 및 weighting factors 정의
- 단일 축 터보펌프 배열의 장단점 평가
- 현존 구성품의 재사용 평가

개발 개요

2016년 ESA 각료회의에서는 VEGA 발사체의

다음의 기준과

weighting factors가 엔진의 아

키텍처를 선정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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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P/L 임무를 위한 시스템 페이로드 기
능의 관점에서 성능 영향

-

반복발생 비용 영향

1회성 비용 영향
기술적 위험
엔진 주요 구성품의

heritage.

3.3.3 M10

엔진이 장착되는

129

VUS stage

M10 엔진이 장착될 VUS단은 cryogenic
composite tank로 구성되며, 미소거동과
in-orbit injection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메탄
을 사용하는 추가의 추력기 시스템을 포함한다.
표 2. VUS단의 주요 특성 [13]

Trade-off의 주요 결과로 2단형 VEGA-E 로
켓 구성을 위해 양호한 비추력 특성을 갖는

closed expander 사이클이 선정되었다. 연소기
에는 재점화가 가능한 토치 점화기와 재생냉각
채널을 이용될 예정이다.

그림 25. VUS의 구성 [13]

그림 23. M10 엔진의 스킴 [24]

3.4 FEI 엔진 개발

FEI는 차세대 상단용 엔진으로 수소를 연료를 사용
하는 저비용 저중량 expander 사이클 엔진이다. 현재

FEI의 데모시제 ETID(Expander
Technology Integrated Demonstrator)의 연소시험이
진행 중이다 [25, 27].
유럽에서는

그림 24. M10엔진의 레이아웃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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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LUMEN

프로젝트의 진행

LUMEN(Liquid Upper stage deMonstrator
Engine) demonstrator 엔진의 추진제로 초기에
LOX/LNG와 LOX/LH2를 고려했는데, 기술
확보수준, DLR의 설비용량, 차세대 유럽 엔진
의 개발, expander-bleed scheme의 개발과 관
련된 기술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LOX/LNG를
최종 선택하였다 [29].

그림 26. FEI의 형상과 레이아웃 [28]

ETID의 개발 요구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FEI의 개발요구조건 [28]
항목
추력
혼합비
비추력
추력/무게비
높이
수명(누적)
수명(cycle)

값
115 kN
5.5
> 457 sec
> 45
< 2.5 m
1400 s
5

ETID의 개발에는 VINCI 엔진 개발 중에 얻어진 경
험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밸브 케이싱을 포함한 상당
수의 부분이 적층제조기법으로 제작되고 있다 [26].
3.5 LUMEN 데모 엔진 개발

3.5.1 LEMEN

프로젝트의 개요

DLR의 'Institute of Space Propulsion'은
Lampoldshausen에 위치한 P8.3시험설비에서
25kN급 LOX/LNG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현
재 조금 다른 연구관점을 갖는 유사 프로젝트

LOX/LH2), 이탈리아
(HYPROB, LOX/CH4) 및 일본(RSR engine,
LOX/H2)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

프랑스(BOREAS,

그림 27. LOX/LNG와 LOX/LH2의 위험 trade-off [29]

초기에

LUMEN demonstrator 엔진의 cycle

선택에는 다음이 고려되었다.

-

전형적인 상단엔진 사이클과의 유사성
기술적 위험 감소
비용 감소
비추력 성능에는 중점을 두지 않음

4개의 일반적인 엔진사이클 구성에서 복잡성
(다단연소 cycle 제외), 개발위험과 비용 감소
(GG사이클 제외)를 고려하여 expander bleed
cycle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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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SABRE엔진의 열역학적 사이클 [30]

그림 28. LUMEN 데모시제의 사이클 레이아웃 [29]

2018년 초 LUMEN demonstrator의 연소기
조합체는 PDR 단계에 이르렀고, 2018년 1분기
에 API(Advanced Porous Injector)와 레이저
점화기 조합체의 생산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림 30. SABRE엔진의 내부 형상 [30]

SABRE 엔진의 성능은 그림 31과 같이 제트

3.6 SABRE 엔진 개발

엔진 모드에서 다른 추진기관의 성능과 대등하

SABRE(Synergetic Air Breathing Rocket
Engine)은 Single-Stage 혹은 Two-Stage 로켓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수소
연료 복합 사이클 엔진으로, 마하

5까지는 제

거나 상회한다. 추력-무게비에 있어서는 모든
제트엔진을 능가한다(그림

32 참조). 로켓 엔진
모드에서는 추력-무게비가 대략 20정도로, 2개
의 운용모드를 구현하는 시스템임으로 구성품

트 엔진모드로 더 빠른 고속에서는 로켓 엔진

이 많기 때문에 순수 로켓시스템(순수 로켓시

모드로 비행할 수 있다.

스템의 추력-무게비는

3.6.1 SABRE엔진의

80정도임)보다 낮은 추력

-무게비를 갖는다.

작동원리

SABRE 엔진의 intake를 통해 들어 온 고속
의 공기는 충분히 감속된 후에 precooler heat
exchanger에서 헬륨에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급속 냉각(1000 ℃의 공기가 1/100초 안에
-150 ℃로 냉각)된다. 제트기 모드에서는 이 압
축된 공기가 수소 연료와 연소기에서 혼합된
후 연소된다. 로켓 엔진 모드에서는
닫히고 자체 보관 중에

intake는

LOX를 사용하여 연소

를 한다.
그림 31. SABRE 4 엔진의 ISP 비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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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space") 2018.5.18.
3. arstechnica.com (Ariane chief seems frustrated
with SpaceX for driving down launch cost),
2018.5.22
4. Statement of Tim Hughes senior vice
president for global business & government
affairs 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corp.
(SPACEX), Subcommittee on space, science &
technology of US senate, July 13, 2017.
그림 32. SABRE 4 엔진의 추력-무게비 비교 [30]

SABRE 엔진은 어떠한 중대한 오버홀이나
부품교환없이 200회 재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비행시험은 2025년에 계획되어 있다.

6. Yuri Bahvalov, Yuri Arzumanyan, Reusable
Launch Systems Development : Problems and
Solutions, 발사체심포지움, 2018
7. 김철웅, 재사용 관점에서 SSME엔진의 교훈,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

4. 결 론
우주산업에서

5. www.latimes.com (Jeff Bezos says he will
invest $1billion next year in Blue Origin's New
Glenn rocket program), 2018.9.19.

SpaceX 등 미국민간기업의 두

드러진 성과는 유럽의 관련산업에 위기감을 깊
게 드리웠다. 이에 대해 유럽은 미국의 경쟁자
를 단순히 따라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
로운 아이디어로 대응하겠다는 자세로 혁신적
인 발사체와 엔진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발사

CALLISTO 데
모 발사체의 개발과 Arion 2, Q@ts, EVL, IXV,
Daneo 로켓들의 선행 연구를 시작했다. 엔진분
야에서는 1기당 100만 유로 이하를 목표로 재
사용가능한 메탄엔진 Prometheus 개발에 집중
하고 있으며, M10, FEI, LEMEN 데모엔진들의
연구도 수행 중에 있다.
체 분야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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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행성 및 달 탐사를 위하여 우주 선진국은
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성과 달에 무인 로버를 보내는 노력을 오랫동안

무인 로버의 개발현황 및 달착륙선의 월면 착륙 후 로버 전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최근 항우연은 달착륙선 예비 연구를 통하여 로버가 발사시의
진동과 월면에서의 극심한 환경조건을 극복하고, 협소한 공간에 탑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부피
가 되도록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구성품의 배치와 형상 설계를 통하여 로버의 전
개가 가능하도록 설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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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개발
국가

행성 및 달탐사는 우주 극한환경의 극복과 첨
단 탐사기술을 필요로 한다. 바퀴가 달린 무인
로버를 이용하여 착륙선 주변부를 탐사 시 극심

미국
(1997)

한 저온과 고온 환경의 극복이 필요하다. 또한,
로버를 착륙선에 탑재하는 방법과 이의 전개
방식 연구가 필요하나 공개된 자료

(Deployment)

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무인 로버의 개발 사례
를 조사하고 착륙 후 로버를 지표면으로의 전개
하는 방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유럽
(2003)

2. 화성 탐사용 무인 로버의 종류 및
사례 연구
화성에는 현재까지 총
견되었으나 (소련이
개)

7

대의 무인 로버가 파

개, 미국이

개, 유럽이

2

4

1

미국
(2004)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실패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로버
는

Curiosity

는

Opportunity

년 현재

2018

년간

14

년간 작동을 하는 등 고내구성을

7

보여주고 있다 [표

미국

1].

(2004)

표 1. 화성 탐사용 무인로버 해외 개발사례[1, 2]
개발
국가

소련
(1971)

화성 무인 로버

미국
(2011)

Prop-M :
로버는 케이블로 착
륙선에 연결되어 스
키를 타고 이동 예
정이었으나 Mars 2
착륙선이 착륙에 실
패함.

화성 무인 로버
Sojourner :
Mars Pathfinder
호는 1997년 7월
성공적으로 착륙했
으며, 여기에 실린
로버는 약 3달간
활동함.

(1971)

Prop-M :
Mars 3 착륙선이
착륙 후 약 20 초
간 통신후 중단되
어 손실됨

건조 중량 = 11.5kg

Beagle 2 :
로봇팔은 압축 스
프링 메커니즘으로
5 초당 1cm의 속
도로 표면을 가로
질러 움직이며, 월
면에 구멍을 내고
지하 표면 샘플을
수집하도록 설계되
었다. 화성 착륙후
통신 두절됨.
Spirit :
6 년간 약 8 km를
움직였으나
바퀴
가 모래에 빠지며
고정된 후 과학 플
랫폼으로 2010 년
3 월까지 작동함.
Opportunity :
2018 년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
음(총
운행거리
45km).

건조 중량 = 185kg

Curiosity :
착륙 후 2018 년
현재까지 작동 중
이다.
건조 중량 = 899kg

향후 화성으로 로버를 보내는 추가 탐사 계획
은 2020년에 유럽우주국 (ESA, European Space
Agency)과

소련

135

건조 중량 = 4.5kg

러시아의

Roscosmos가

공동으로

ExoMars 계획을 진행 중이다. ExoMars는 하부
데크에서 전개되는 사다리를 통하여 로버가 지
면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1].
중국의 화성탐사선 발사도 2020년경에 계획되
어 있으며, ExoMars와 동일 방식으로 로버가 전
개되는 것으로 공개되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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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달탐사용 무인로버 해외 개발사례
개발
국가

소련
(1970)

그림 1. ESA의 화성 로버 전개 방식 개념도, [3]

소련
(1973)

중국
(2013)

그림 2. ESA의 중구 로버 전개 방식 개념도, [4]

Lunokhod 2 :
4개월간 작동하였으
며 약 40km를 운행
하였다. 86장의 파노
라마
사진과
80,000장의 TV 사
진을 전송하였다.
Yutu :
중국의 Chang'e 3에
실려 착륙 후 14일
후에는 움직임이 불
가능하게 되었으나,
2016년
8월까지는
자료수집이 가능하였
다.

착륙시 중량 = 140kg

년대 초반 달착륙선

1970

호에 무인 월면차(로버)인

21

호를 각각

2

사례 연구

착륙시 중량 = 840kg

3.1 소련의 달탐사용 무인 로버
소련은

3. 달 탐사용 무인 로버의 종류 및

월면 무인 로버
Lunokhod 1 :
이것은 세계 최초의
소련의 움직이는 무
인 로버이다. 착륙 후
약 6일간 197m를 움
직였으며 10번의 통
신과 14장의 근접 달
사진과 12장의 주변
경관 사진을 찍고, 달
토양을 분석하는 등
11개월간
작동하는
기록을 세웠다.

Proton

Luna

Lunokhod

호와

17

호와

1

로켓에 실어 달에 성공적으

로 착륙시켜 달탐사를 수행하였다.
단으로 접혀진 사다리가 펼쳐져 월면에 닿아

2

달에는 역사상 소련
총

3

2],

인도의

건과 중국에서

2

건 등

1

건의 무인 로버를 보낸 사례가 있으며 [표
Chandrayaan

가

2

연결되면 로버가 사다리 윗면을 타고 내려오는
방식이다[그림

3].

년 중에 로버

2019

를 이용한 달탐사가 계획되어 있다.
소련은 로버를 이용하여 방대한 사진 촬영과
달토양 분석 등의 과학 활동을 최장

개월간

11

극한 환경조건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3. Luna 21에서 Lunokhod 2호의 전개 방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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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국의 달탐사용 무인 로버
중국국가항천국(CNSA,
은

Administration)

China

National

절차

무인 로버

Space

년 달착륙선 창허3(嫦娥

2013

三号)에 로버인 옥토끼(玉兔,

137

접혀진 사다리가 서
2

서히 수평으로 펼쳐
짐

를 탑재하고

Yutu)

성공적으로 월면 탐사를 수행하였다.
사다리가 완전히 수

3

평으로 펼쳐짐

Yutu가 사다리 끝

4

으로 이동함

Yutu를 사다리 끝

5

으로 이동시킴

사다리가 기울어져
6

월면에

닿으면

Yutu가 내려옴

3.3 인도의 달탐사용 로버 분석
인도의

ISRO

(Indian

Space

Research

가 계획하는 달탐사선과 로버는

Organization)

그림
그림 4. 창허3과 Yutu 월면차 (CNSA 제공)
Yutu

5,

과 같으며

6

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2019

있다.

로버의 월면으로의 전개방식은 표3에

순서대로 나열하였으며, 착륙 후

개월간 작동

31

하였다.
표 3. Yutu 로버의 전개방식 절차
절차

무인 로버
착륙선의

1

상판

(Upper Deck)에서
Yutu가

내부에서

밖으로 올라옴

그림 5. 인도의 착륙선 및 로버, (ISR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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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과 같은 초기 착륙선의 전체 형상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은 추진제 탱크, 추력기,
로버, 태양전지판, 착륙장치 등이며, 설계가 진행
됨에 따라 설계형상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하부판(Lower

은

각형 모양을 기본으

Deck)

4

로 하였으며, 상부판(Upper
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은 태양전지

Deck)

각형의 형상으로 잠정

6

결정하였다. 착륙선의 다리는 착륙 후의 동적
그림 6. 인도의 착륙선 및 로버, (ISRO 제공, [6])

안정성을 위하여 최대한 벌린 상태가 유리하므
로, 발사체의 내부공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설계

달착륙선의 주구조물은
Panel

와

Central

Tube

Side

로 구성되어 통상의 위성체 구조물의

에 반영하였다.

형

태를 띠고 있다.
착륙 후

(1)

이단으로 접힌 사다리 판의 모터

가 서서히 작동하면서 완전히 벌어져 열리면
(2)

로버를 고정한 볼트가 풀리고

(3)

로버의

바퀴가 작동하여 월면으로 내려오는 절차로 전
개된다. 이때 로버의 바퀴의 크기가 너무 작으
면 모래에 파묻혀 구동이 안 되므로 사다리 판
의 경사와 종합적으로 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4. 항우연의 달탐사용 로버의 탑재
및 전개 방식 연구 (案)
년부터 달탐사 개발사업 2단계 선행연구가

2016

시작되어 달착륙선의 형상연구가 연구되고 있다.

그림 7. 한국형 달탐사선의 설계(안)

착륙선의 개념설계를 위한 구조관련 설계기준과
로버의 초기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
로 설정하였다[표

현재 착륙선의 초기 기본형상에서 로버는 그
림 8에서 오른편에 배치하였다. 발사시 착륙선의

4].

내부 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로버의 높이를 최
표 4. 달착륙선 및 로버 사양(案)
항목
착륙선 :
착륙시 질량, M
수직 착륙속도, Vz
수평 착륙속도
수직방향 최대 가속도
로버 :
로버 중량
로버 크기(L x W x H)

기준
230kg
3m/sec
1m/sec
11 g
20kg
730 x 620 x 200

(접혀진 상태)

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착륙시점에서
월면과 하부판의 높이는 약

700mm

정도이다.

착륙 후에는 충격흡수용 댐퍼가 에너지를 흡
수하면서 댐퍼 안의 알루미늄 하니컴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하부판과 월면의 높이를
더 줄어들게 한다. 이 줄어드는 높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서 주추력기가 월면과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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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계획
국내에는 월면차의 전개방식은 실제 개발 사
례가 없어서 체계설계에 참고하기가 어려운 점
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먼저 우주 선진국의 로
버 형상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한국형 무인 월면차(로버)의 탑재 및 전개를 위
한 기초분석 및 참고자료로 활용이 되도록 작성
하였으며,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해외 우주선진국의 다양한 로버의 탑재 및
전개 방식에서, 한국형 월면 무인 로버 설
계에 참고하기 좋은 경우는 유사한 방식의
인도의 로버 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2.

그림

의 형상의 달착륙선에서 월면차를 전

7

개하기 위하여

그림 8. 달착륙선에서 로버 탑재(案)

단의 사다리 판 전개 방식

2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9와 같이 현재 설계된 사다리 판을 전개
하면 공중에 떠버리게 되어, 한국형 달착륙선도
인도

의 설계안과 마찬가지로

ISRO

단 펼침 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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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FCC (flight control computer) based on open source have great impact on
the drone, one of the core technology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open-source based FCC
platform which was started from Arduino has gradually become more advanced. Recently the
more complicated algorithm like deep learning can be covered in the FCC using open source
based FCC, Pixhawk and ArduPilot. In this report, the various types of FCC and the software
architecture is analyzed. Then, look at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초 록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드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두이노부터 시작한 이 기술은 차츰 고성능화 되었고, Pixhawk와 ArduPilot 오
픈소스를 통해 복잡한 로직도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비행제어컴퓨터 하드웨어
종류를 살펴보고, 내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을 한후,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오픈 소스 기반의 비행제어컴퓨터 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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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비행제어컴퓨터 발전

과거 초소형 비행체인 드론은 RC (Remote
Controller) 조종에 숙련된 전문 조종사가 취미 혹
은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대부분의
비행제어로직은 공개되어있지 않았고, 플랫폼이

2.1. ArduPilot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이 어려워 항공분야

발 환경으로 다양한 형태의 드론이 개발되기 시작

초기 아두이노 기반의 비행제어컴퓨터는 전 세계
취미용 드론 개발의 많은 발전을 일으켰고, 쉬운 개

한편

2005년에 이탈리아에서 오픈소스로 개발된
아두이노는 IT분야에서 시작된 오픈소스의 바람
을 항공 분야에도 불어넣기 시작했다. 아두이노는

2009년도에는 아두이노 기반의 아두파
일럿(ArduPilot)을 개발한 3D Robotics 는 드론 산
업의 선두를 이끌면서 많은 발전을 하게 된다[2]. 한
편, 초기 개발자였던 조디 무노즈는 개발한 코드를
공개하면서 모터 하드웨어, 비행제어, 항법 전문가

하드웨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자신들

들이 전문적으로 개발이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마련

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비행제어컴퓨터
의 개발이 불가능하였기에 드론 개발이 어려웠다.

이 직접 디자인한 작품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
록 고안되었지만, 매우 유용한 통합 개발 환경이
제공되었고, 하드웨어 보드가 오픈 하드웨어로
공개되어 초보자도 쉽게 보드를 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끌며 개발되기
시작했다[1].
한편, 취미용 드론에 아두이노 기반의 비행제어
컴퓨터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항공 분야에도 오
픈소스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2009년도에는
3DR Robotics사의 크리스 엔더슨과 조디 무노즈
는 아두이노 기반의 ArduPilot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2]. 당시 ArduPilot 제품은
매우 간단하였고 가벼웠으며, 특히, 소스코드가
깃허브[3]에 공개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
이 드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했다. 특히,

社

하였다. 이후 각 분야별로 모듈화가 이루어지기 시
작하였고, 새롭게

APM1 비행제어컴퓨터를 개발되

게 된다.

APM1 에서는 임무 기반의 자동비행이 가
능해졌으며, 미션 플래너 지상국 시스템도 개발되
기 시작한다. 더욱이, 기존 쿼드콥터 뿐만 아니라 고
정익 비행기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면서 다양
한 사용자층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그림 1과 같이

APM2, APM2.5/2.6등이 개발되면서 하드웨어 개
선이 이루어지게되고, 리눅스 개발자였던 엔드류
트리젤이 Auto Tester를 개발하여 시스템 자동화가
정착된다. 엔드류 트리젤이 아두파일럿의 핵심 개
발자로 들어오면서 전체 시스템의 안정화가 이루어
졌고, 하드웨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다.

드론의 개발 영역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
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타입의 드론
들이 개발되었다. 이후 아두이노에서 실시간 운영
체제가 탑재된 고성능 비행제어컴퓨터로 개발되
면서 보다 복잡한 알고리즘이 포함된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발전한 비행제어컴퓨터
를 조사하여 소개하고, 내부 탑재된 오픈소스 기
반의 소프트웨어인 PX4와 ArduPilot에 대해 분석
하고 소개한다. 이후 비행제어컴퓨터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 아두파일럿 비행제어컴퓨터[2]

2.2. AR.Drone
프랑스의 패롯(Parrot)사는

2010년도에 CE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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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한 AR.Drone(그림 2)을 공개한다. 패롯사
는 1994년에 설립된 회사로 음성 인식 및 무선 네트

2.3. DJI

IT 분야의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였는데,
AR.Drone을 개발하면서 드론 분야에 독보적인 영
역을 차지한다. AR.Drone의 경우 기존 제품과 틀리
게, 증강현실 기능과 함께 RC 조종기를 사용하지 않
고,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조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 RC

Wang)은 2005
년에 홍콩과기대에서 학업을 마치고, 2300 달러
를 투자 받아 2006년에 드론 벤처 회사를 설립하
게 되는데 그 회사가 중국의 DJI이다. DJI는 드
론 프레임, 비행제어컴퓨터 등 다양한 제품을 개
발하였고, 이후 팬텀과 같은 드론 시스템을 개발

조종기에 숙련되기 위해서는 수개월간의 숙달 시간

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드론 회사를 만들

워크 등

한편, 중국의 프랭크 왕(Frank

AR.Drone의 경우 단지 버튼 하나

게 된다. 특히, 막대한 자본을 연구에 지속적으로

누르는 것으로 이륙이 가능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

투자하면서 충돌 회피가 가능하며 보다 안정적인

이 필요했지만,

을 위해 스마트폰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으로 가능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목적에 맞게 드론을 개

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WiFi로 연결이 가능하며,

매트릭스

API를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졌
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인들이 쉽게 드론을 구매하
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IT 기술을 드론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IT 개발자, 특히, 컴퓨터 비전 개발자들에게 다양한
연구 분야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결과, 드론을 활용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충돌 회피 등 자율 비행을 위한 핵심 기술 발전
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최초로 리눅스 기
반 비행제어컴퓨터가 탑재되면서,

ROS와 같은 다

른 오픈소스 생태계와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내부 하드웨어는 ARM Cortex

A8를 채택하였으며, Linux 2.6.32가 탑재되었다.[4]

발하여 그림3과 같이 매빅(Mavic),

(Matrice), 인스파이어(Inspire) 모델들을 출시하
게 되었다. 특히, SDK (Software Development
Kit)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게 되
었고 많은 유저들이 활용을 하게 되었다.

그림 3 DJI 드론(팬텀, 매빅, 인스파이어)

2.4 Pixhawk

2009년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학에서는 로렌즈 메
이어 학생이 포함된 팀이 자율비행 대회를 우승하
게 된다. 이때 자체적으로 개발한 드론에 탑재된 비
행제어컴퓨터를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공
개하게 되고, 프로젝트 이름을 사용하여 비행제어
컴퓨터를 픽스호크(Pixhawk)라고 정한다[6]. 픽스

社

3D Robotics 에서 하드웨어 개발을 맡아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 아두이노
기반의 시스템에서 ARM Cortex M4F가 탑재된 고
성능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로렌즈
호크는

메이어는 그 동안 개발해왔던 지상국 시스템인

그림 2 AR.Drone[4]

QGroundControl도 오픈소스로 공개하게 되고, 시
뮬레이터, 지상국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MAVLink,
비행 로그 분석 프로그램 또한 공개한다[5]. 이로써
그림 4와 같이 PX4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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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따라
서 하나의 모듈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
스템에 영향이 미치지 않고, 새로운 모듈을 개발하
고 싶을 때 서로의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다른 모듈
의 고려 없이 개발 할 수 있다. 특히,

Pixhawk는 자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와 SITL(Software In The
Loop)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행 시험 전
단계 검증을 할 수 있다.
uORB는 모듈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
림 6과 같은 Publish-Subscribe 패턴을 사용하고 있
다. uORB는 모듈간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실시간
체 개발 환경이 잘되어 있어서,

그림 4 PX4 통합 시스템

비행제어컴퓨터 플랫폼을 개발한 로렌즈 메이어
는 전체 시스템을 공개하고, 내부 제어 로직에 대해
서는 그림 5와 같이 오픈소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항

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비행제어 시스템을 보다 간
결하게 유지시켜준다.

공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제
어 로직들이 포함되면서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6 Publish-Subscribe 구조

그림 5 PX4 주요 개발자

3. 비행제어컴퓨터 소프트웨어

Pixhawk의 전체 구조는 그림 7과 같다. 우선
Pixhawk 하드웨어에 센서 드라이버 들이 존재하
고, Linux와 유사한 NuttX 실시간 운영체제가 올라
간다. NuttX 실시간 운영체제는 POSIX와 ANSI 표
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마이크로콘트롤
러 환경에 이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

31. Pixhawk

Pixhawk는 일반적인 비행제어 시스템의 하나의
합쳐진 단일 구조와 달리 비행제어를 위해 필요한
여러 기능을 모듈화 시켰고, 각 모듈들이 독립적으
로 수행하도록 분리시켰다. 그리고 각 모듈간은

ORB(Object Request Broker)라는 기능을 통해 독립

닉스 환경과 유사하여 유닉스 기본 명령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쉽게 익숙해질 수 있다. 그 위에

Pixhawk의 근간이 되는 uORB 모듈이 올라가
고, 이를 기반으로 자세 제어, 위치 제어, 상태 예측
등의 많은 모듈들이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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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ixhawk 구조[7]

3.2. MAVLink

GCS와 같은 외부 모듈과 통신 하기 위해
Pixhawk는 그림 8과 같이 MAVLink[8] 프로토콜
을 사용한다. MAVLink는 uORB와 비슷하게 메시
지 통신 방법으로 외부와 통신하는 프로토콜이다.
메시지 방식으로 구성되다 보니 그림 8과 같이 시
스템 환경이 상이해도 시리얼과 같은 통신만 연결
되어 있다면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uORB와 MAVLink는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림 9의 Pixhawk 내부의 모듈이라고 해도 필요시
에는 다른 시스템에서 동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림 9 Pixhawk 내부 구조도[5]

3.3. ArduPilot
아두파일럿의 경우, 아두이노부터 개발한 노하
우가 포함되어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
다. 여기에 리눅스 개발자였던 엔드류 트리젤이 참
여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눅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되고 있다. 특히, 기본 구조가 그림

10과 같이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다
른 방법으로 개발된 비행제어컴퓨터라도

그림 8 외부 Companion 컴퓨터 연결[7]

HAL

(Hardware Abstraction Layer)를 맞추게 되면 적
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패롯사의 Bebop
드론, 퀄컴의 SnapDragon과 함께 PX4의 Pixhawk
또한 포팅이 가능하다. 특히 엔드류 트리젤은 리눅
스 개발자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이 향후 리
눅스로 포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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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려지는 단점을 공유 메모리를 통하여 통신함으
로써 보완할 수 있고, 임무 로직에서 문제가 발생하
는 경우라도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제어 로직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림 11 하이퍼바이저 방식의 비행제어컴퓨터 구조
그림 10 ArduPilot 내부 구조[2]

한편,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내부 실시간 운영체
제로 리눅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리눅스가 탑

4. 비행제어컴퓨터 발전방향
최근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
지능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재되면 코드의 포팅 없이도 리눅스로 개발된 다른
생태계와의 연동이 용이하게 된다. 특히, 로봇 분야
의 가장 큰 생태계 중 하나인 ROS[9]와의 연동은 다
양한 알고리즘을 코드의 수정 없이 바로 적용할 수

기술은 비행제어시스템에도 적용 될 가능성이 높

있게 되어 개발의 속도가 향상된다. 뿐만 아니라, 리

다. 뿐만 아니라, 자율 비행을 위해 자동차 등에 적

눅스에서 운용되는 파이썬과 같은 언어를 바로 적

용되었던 다양한 알고리즘이 드론에도 활용될 것이
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는 비행제어컴퓨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고성능화와 함께

ROS와 같은 로봇 생

태계에서 개발된 다양한 알고리즘이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개선이 필요하다. 오픈소스 기반의
비행제어컴퓨터는 대부분 이러한 방향으로 마일스
톤을 잡고 개발중에 있다.

PX4의 하드웨어는
Cortex M4F에서 Cortex M7까지 올라갔고, 또한
Cortex A 시리즈 등에 적용하는 것도 시도 중이다.

용할 수 있으므로 개발 환경의 제약이 적어지게 된
다. 한편

PX4의 경우 모든 모듈은 메시지 기반으로
분리되어 있어 언어에 독립적이고, 개발 초기부터
ROS와의 연동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ROS의 메세지
전달 방식을 PX4에 바로 적용 가능하다. 특히, 최근
에는 그림 12와 같이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RTPS 방
식을 도입하여 ROS2에서 부터 적용되고 있는 메세
지 전달 방식과의 연동이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또한 비행제어컴퓨터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비행
제어 로직과 임무 로직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항공
우주연구원에서는 이를 위해 그림

11과 같이 하이

퍼바이저 방식을 비행제어컴퓨터에 도입하여 비행
제어에 필요한 부분을 비교적 복잡하고 문제가 발

그림 12 RTPS 구조[5]

생할 가능성이 높은 로직과 분리하여 수행할 수 있
도록 개발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companion 보드
와의 연동을 위해 시리얼 통신을 수행하여 통신이

한편, 지상국 시스템과의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MAVLink는 바이너리 텔레메트리 프로토콜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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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가 제한된 시스템과 대역폭이 제한된 통신을

de
facto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MAVLink는
그 효용성 때문에 앞으로 DJI와 같은 상용 드론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DJI의 matrices 시리즈
는 ROS를 통해 mavlink로 연동이 가능하며, Parrot
의 bebop 또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MAVLink v2가 나오면서 보안이 한층 강화되었으
며, 보다 다양한 메세지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데이터의 경우 제거하여 보
냄으로써 데이터 효율성을 높였다.
위해 설계되어 있어 드론에 활용이 유용하여

5. 결 론
최근 항공 분야에 불기 시작한 오픈소스 바람은
기존 개발 방식의 패러다임을 깨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PX4와 ArduPilot이 존재한다. 이미 국내

에서도 산학연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비행제어컴퓨
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
로의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
픈소스 기반의 비행제어컴퓨터의 발전 방향을 분석
해보면 앞으로의 계획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의 비행제어컴퓨
터를 분석해 보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앞
으로 비행제어컴퓨터의 발전 가능한 분야를 찾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내에서도 오픈소스를 주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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