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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관측 위성활용 데이터정책 국내외 동향
김현옥* , 이인건**, 김은정***
1)

2)

Data Policy for Earth Observation Satellite Applications
Kim, Hyun-Ok*, Lee, In Keon**, Kim, Eunjeong***

ABSTRACT

While much have been discussed the earth observation in geospatial information market
with the ascent of the New Space, industrial bases and applications established on satellite
imagery data attract plenteous attentions in South Korea. In this paper, data policies are
investigated, which is reflecting the changes between technology developments and market
environments through the state and the resolution level. The case of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on the one hand, and high-resolution and medium- and low-resolution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re addressed.
초 록
뉴 스페이스 시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민간 공간정보 시장에서 지구관측의 역할이 부각되면
서 국내에서도 위성영상 데이터의 활용과 산업화 기반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술개발과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성영상 데이터 정책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대응했는지를
미국과 유럽, 고해상도와 중저해상도 데이터로 구분하여 해외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았다.

Key Words : Earth Observation(지구관측), Satellite Imagery(위성영상), Satellite Application(영상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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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관측 위성영상의 산업화와 국가안보라는 상

1. 서 론

1957년

1호가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성공적으로 발사된 후

50년이

호 배치될 수 있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 새

.

로운 관점의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위성영상의

지난 지금 세계

100 킬로그램 이하의 초소형위성을 이
준실시간 지구관측이 가능해졌다. 위성의

.

는 무게

배포와 유통을 엄격히 규제해 오고 있다 우리

용한

또한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위성기반의 지

크기가 작아지고 발사비용이 줄어들면서 인공

구관측 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업 활동이 증가

위성의 발사 빈도도 크게 늘어났다 연간

하고 있어 기술동향 변화와 산업화 수요를 반

.

대를 넘지 못하던 신규 인공위성 발사가

150
2013

210대, 2014년 242대로 차츰 증가하다가
2017년 453대로 거의 두 배가 되었으며, 2018
년 382대, 2019년 388에 이르고 있다[1]. 앞으로
도 그 숫자는 훨씬 더 증가해서 2025년까지 매
년 1,100대의 인공위성이 발사될 것이라고 한
다[2].
년

영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

많다 우리나라는 다목적실용위성

1호의 개발
, 2013년

단계부터 데이터의 상용화를 기획하고

이후 위성정보활용협의체를 통해 공공부문의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왔지만 시장에
서의 기술 변화와 산업화 수요를 반영하지 못

.

한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수십 수백 여대의 초소형 군집위성은 위성의

본 연구에서는 저궤도 지구관측 위성을 중심으

재방문 주기도 크게 단축시켜 지구 전역을 거

로 기술개발과 시장변화에 따른 데이터 정책의

의 매일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양적으로 증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

가한 지구관측 데이터를 빅 데이터 및 인공지

자 한다

.

.

능 부문의 기술과 접목하여 전통적인 원격탐사
활용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도 가능해지고 있

.

2. 위성영상 데이터 정책

다 주요 산유국의 유류 탱크에 저장된 원유량

,

의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투자대상 국가의 건
설경기 흐름을 분석해서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

,

위성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는 국제사회에서
공공 데이터의

개방정책과 함께 본격적으로

. 2002년

고 세계 곳곳의 주요 곡물 재배지의 작황을

추진되었다1)

관리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서비스가 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담에서 인류

장에 제공되면서 벤처자본의 관심과 투자도 늘

공동의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어나고 있다

공유의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이후 국제기구와

.

, 지구관측
시장은 앞으로 10년간 매년 약 9.4%씩 증가해
서 2028년이면 시가총액 1200억불, 원화로 15
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3].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

각국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국제협력 방침과

.

국가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 가장 대표적으

(GEO)은

로 지구관측그룹

글로벌 기후변화에

이처럼 세계적으로 민간 중심의 지구관측 수

대응하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기

요를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준실

위해 전세계가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

시간 지구관측 데이터가 디지털 공간정보 인프

하고 이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인

라와 접목되면서 그 활용 영역은 앞으로 더 빠

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

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부문

1)

,

.

,

,

에서 고해상도 위성의 개발과 운영 판매를 주
도하게 되면서 공간정보의 보안 문제 또한 이

.

슈가 되고 있다 이에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지

,

.

데이터 공개 또는 공공 데이터로 번역되곤 하는 오픈 데이터
는 공공 재원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안에
서도 세부적인 구분
등 과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구분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open data)

(open access, shar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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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개 국가와 133개 국제기구
동참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또

리나라를 포함해
및 프로그램이

5

. 연구개발 중심의 GMES(Global
Monitoring of Environment and Security)에서
있다

한 오픈 데이터 기반의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실무 중심의 운영프로그램인 코페르니쿠스로

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고

전환되던

있다 지구관측 위성영상 서비스 업체들 중에

년까지 산업화 효과로

는 자체적으로도 전세계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터내셔널 처터 등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위성

디지털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반에 데이터를

발전이 가속화되고 창의적인 일자리와 사업모

공개하여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의 사업화 전

델들이 생겨나면서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

략도 병행하고 있다

가 크다는 것이다

.

.

201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30

300억 유로 규모의 수익
.

.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 정책의 배경이 되는

유럽이 공공부문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지

공간정보 산업화 관점을 살펴보고 데이터 접

구관측 부문의 산업화를 계획적이고 전략적으

근

로 접근한다면

,

(access)의 측면에서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2.1 지구관측과 디지털 공간정보 산업화

, 미국은 민간부문에서 오비탈
인사이트(Orbital
Insight)나 스페이스노우
(SpaceKkow), 텔어스랩(TellUsLab)과 같은 회
사들이 직접 연구개발과 서비스를 주도하면서

,

.

,

자동차의 네비게이션 주변 맛집이나 부동산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빠

정보 검색과 같은 일상생활은 물론 신규 사업

른 촬영 주기로 획득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 나

장의 적지분석 일기예보 식수원 수질관리 토

타나는 특징적인 토지이용 패턴을 기계학습 알

지이용계획 도로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

고리즘으로 분류해 내고 이를 사회경제 현상과

간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접목해서

,

,

,

,

.

공간정보라고 하면 지형도나 토지이용 또는

,

토지피복도 임상도 등의 지도화된 정보를 먼

,

저 떠올리지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는 지

,

,

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 상에 존재하는 자

해석하는

지리공간지능

(Geospatial-Intelligence)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
시켰다.
2.2 지구관측 데이터정책

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

.

한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에는 기상이나 통신분야 지상관측망은 물론 스
마트폰의 보급으로 공간정보를 획득하는 수단

,

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형식의
자료로 수집되기 때문에 그 활용영역도 크게

.

확대되고 있다

유럽의 지구관측 프로그램인 코페르니쿠스

(Copernicus)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 및 사회문제 해

지구관측 위성의 데이터 정책은 데이터 접근

(access), 보호(protection), 보관(preservation),
표준(standards)의 4개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5]. 이 가운데 데이터 접근은 누가 위성 데이
터에 접근할 수 있고, 언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는가의 이슈
를 다룬다. 데이터의 유ㆍ무상 배포 여부, 보안
을 위한 공개제한 등의 논의가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

.

관측 데이터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결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와 더불

지구관측 위성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크게 상

어 지구관측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산업

용판매와 무상공개 방식으로 배포된다 상용화

화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는 주로 국방과 안보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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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 control[7])3)

기 위해 개발된 고해상도 위성의 개발 부담을

출금지조치인 셔터 컨트롤

줄여주고 지속적인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을 통해 미국 외의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영상

기업에 개발 운영 판매를 이전하려던 미국의

의 공간해상도를 낮추거나 특정 지역의 영상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주요국은 민관협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

,

.
력(Public-Private-Partnership)
발을 수행하며, 국방과 안보

방식으로 위성개
등의 공공 수요

충족을 위해 국가가 민간에서 영상을 구매하는

[6].

방식이다

위성영상의 상용판매와 무상공개를 결정하는

,

하지만

.

미국은 규제와 동시에 민간부문의

위성개발을 지원하고 영상판매 수익을 보장하

. 2003년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한 클리어뷰(ClearView)
프로그램은 국가지리정보국(NGA)이 위성영상
기 위해 적극적인 구매 정책을 폈다

주요 기준은 공간해상도의 희소성과 데이터의

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대량의 위성영

처리와 분석을 통한 상업적 또는 공공적 활용

상을 구매한 후 연방 및 주정부 동맹국 일부

가치이다 현재 상용 지구관측 위성의 최고 공

국제기구 비영리단체에도 배포하여 활용할 수

간해상도는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배포 과정에서 위성영상

가능한

의 공개여부를 국가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

30센티미터급으로 정밀위치 파악이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위성영상 시장

에서는 국방 및 안보부문이 가장 큰 점유율

(61%)을 차지했지만, 활용 서비스 시장에서는
에너지, 환경감시, 자원,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
로 공공과 민간부문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으

[4]. 즉,

로 나타났다

정밀위치 기반의 지구관측

영상에 대한 국방 및 안보 수요와 함께 민간

,

,

,

.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6]. 이후 미국 정부는 넥스트
뷰(NextView),
인헨스드뷰(EnhancedView)로
영상구매 범위를 점차 확대해 오고 있다[8].
올해 미국은 지구관측 위성영상의 ‘산업경쟁
력 강화’를 위해 다부처 협의를 거쳐 위성정보
방지할 수 있었다

활용 영역에서의 시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의 안보 노출 위험성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다 따라서 기술개발과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

장성 중심의 등급화된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라 데이터 정책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대응했는

자국 내에서 규제를 받는 위성영상과 동급의

지 미국과 유럽 고해상도와 중저해상도 데이

제품이 상용시장에서 서비스되고 있다면 보안

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등급을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

,

,

.

-

시

.

[9][10].4)

그와 함께 카일 빙거만 개정안도 대폭 수정하

2.2.1

.

고해상도 상용위성의 데이터 정책

-

였다 법 개정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전세계 고해상도 상용위성 시장에서 거래되

,
아니다[4]. 1990년

2미터
한국, 인도,

에 대해 취득 가능한 최고 공간해상도를

는 대부분의 영상데이터는 미국에서 생산 사

로 규제해 왔으나 이미 프랑스와

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중국에서 개발된 서브미터급 고해상도위성 영

대 이후 민간부문의 고해상도 위성개발이 활발

상이 상용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하던 당시 미국은 안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가 실효성이 없다

강력한 위성영상 규제 정책을 폈다

도를

1997년

-

.

상원은

0.4미터로

[11]는 판단에 따라 공간해상
조정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미국내 사업자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변화는 고해상도 위성을 운용하는 우리나라 데

분쟁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수집 판매하는 것

3) 본 지침이 실제 적용된 적은 없다. 다만 미국 정부는 2001년 아
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3개월분의 상용 고해상도 위성영상 촬영
분을 전량 구매했는데 이를 셔터 컨트롤의 집행 방식으로 이해
하기도 한다[20].
4) 상무부는 합성개구레이더(SAR), 단파장 적외선, 야간 영상의 촬
영 지침도 완화하여 미국 민간 기업은 최대 25센티미터 수준의
해상도를 갖춘 SAR영상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
을 규제하는 카일-빙거만 개정안(Kyl-Bingaman
Amendment)2)을 통과시켰으며, 대통령령의 수
2)

Section 1064, Public Law 104-201 (1997 Defense
Authorization Act)이다.
정식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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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7

TerraSAR-X와 TandDEM-X

위성 데이터는

,

미국의 고해상도 상용위성 데이터정책이 주

상용화가 기본원칙이기는 하지만 민관협력 방

로 광학영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고해

식으로 개발되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위성인

상도 상용 레이더위성의 데이터 정책은 독일의

만큼 연구목적을 위한 데이터 지원 정책도 마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련해 두고 있다 연구목적의 활용이라면 전세

,

.
TerraSAR-X와 TandDEM-X 위성에서

독일은

.

,

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계획서를 검

획득된 영상데이터의 상용화를 추진하면서도

토한 후 신청한 영상에 대해 라이센스를 제공

국방이나 외교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007년

.

위성영상 판매 및 배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Satellite

위성데이터보안법

Security Act (SatDSiG)을

.

Data

제정하였다 미국의

2.2.2

중저해상도 위성의 공개데이터 정책

(Landsat)

미국의 랜셋

광학위성은 최초의 민

광학위성이 공간해상도를 규제하는 방식이라면

간용 지구관측 위성으로 가장 오랜 기간 지구

독일의 레이더 위성은 위성데이터에 대한 접근

관측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제한대상자와 대상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한 산업화로 야기되는 자연자원의 고갈 문제에

제시함으로써 그 검사절차를 알고리즘화하여

대응할 목적으로

[12].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1960년대 급격

1972년 ERTS(Earth Resource
Technology Satellite)-1호위성이 발사되었는데
이후에 Landsat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Landsat 위성은 공간해상도 30미터의 무상
공개 영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데
이터를 무상공개했던 것은 아니다. 더 높은 공
간해상도의 위성영상이 상용시장에 등장하고

ClearView와 같은 영상데이터 촉진 및 공유정
책 등으로 시장경쟁력이 약화되자 2008년 전격
적으로 무상배포 전략을 취한 것이다. 수익감
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
기도 했으나 데이터 공개 이후

3년이

지난

2011년에는 6백만 건 이상의 누적 배포를 기록
하는 등 학술 목적의 연구개발과 공간정보 관
그림 1. 독일 TerraSAR-X와 Tandem-X 위성
데이터의 민감성 판단 절차[13]

,

1미
터급 고해상도 모드로 촬영한 TerraSAR-X와
TandDEM-X 영상은 공개하지 않는다. 대신, 3
예를 들어 분쟁지역인 아프리카 수단을

미터 이하로 공간해상도가 다소 낮은 촬영모드
에서 획득된 영상에 대하여 제한된 파일형식으
로만 데이터를 공개하여 일반지도로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민감한 공간정보를 추출할 수는 없

.

도록 한다

련 산업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제적으로
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조사

[14][15].

되었다

(Sentinel)

유럽의 센티넬
글로벌

지구관측

위성은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인

코페르니쿠스

(Copernicus)를 구현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레이더와 광학센서를 탑재한 정지궤도와 저궤

.

도 위성 등 다양한 시리즈로 구성된다 위성개
발이 유럽연합의 공적 자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
GMES(Global

처음부터 데이터 공개 정책을 따랐다 코페르
니쿠스

프로그램의

전신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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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on Environment and Security)가
운영되던 1990년대에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데이

3.1 NASA의 지구관측 위성데이터 플랫폼

1970년 말 세계기후회의 등에서 기후변화 대

터의 완전한 공개와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
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

(Regulation)5)을

제정한

.

,

응을 위한 지구관측 자료의 중요성이 여러 차

[16]

이래 그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례 언급되고

국제 조약이나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의 보호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에 저촉되거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주개발과 행성탐사에 적용한 연구방법을 지구

안보 관련 사안에 저촉된다면 데이터 공개를

로 옮겨 미션 투 플래닛 어스

,

글로벌 환경에 대한 국가들의

1980년대 나사는 우

(Mission to
시작하였다. Mission

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요청절차를 통해 활용

Planet Earth) 프로그램을
to Planet Earth는 미국 글로벌

목적을 소명할 수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에서

그램에 속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며 나

검토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의 지구관측 위성이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를

.

제한할 수 있다 데이터 접근이 제한된 이용자

,

.

일반적으로 중저해상도 위성영상의 데이터
공개는 활용 목적이 상업적인지 또는 비상업적

,

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며 배포 대상도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유럽집행위원회와 같이

데이터 공개의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오픈
데이터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알리는 것부터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 활용플랫폼

.

구축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3. 위성영상 배포 및 활용지원
위성영상 데이터 공개 정책은 이용자가 실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
(NASA, 이후 ‘나사’)의
EOS Data and Information System(EOSDIS)과
유럽과 유럽우주청의 코페르니쿠스 Data and
Information Access Services(DIAS) 플랫폼은
구현된다 미항공우주국

관리하는

기후연구 프로

,

EOS Data and Information System

(EOSDIS)는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 1994년 국가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Council)은 EOSDIS의 중요성을 ‘If EOSDIS
fails, so will EOS, and so may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17].
EOSDIS는 많은 위성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신, 저장 및 배포하기 위해 고유 기능을 가
진

센터들을

연방

관리체계로

구성한

Distributed Active Archive data Centers
(DAACs)를 운영하고 있다. DAACs는 과학연
구 커뮤니티와 대중이 모두 데이터에 접근할

, DAACs에
,

수 있는 오픈 아키텍처 시스템이며

연계된 센터들은 데이터를 각각 처리 보관 및
배포하고 나사는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통일된

.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서비스한다

공공목적의 과학연구는 물론 민간 사업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위성 데이터의 활용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

.

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EU 법령체계 상 유럽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와 집행위원회가 작성하고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하
는 법으로서 회원국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는 법이다. 지침
(Directive)은 각 회원국이 자국의 법/제도를 통해 달성할 공동
의 목표로서 최저 수준의 요구이며, 결정(Decision)은 특정 국가,
기업
등
조직에게
직접
적용된다.
이외에
권고
(Recommendation)와 의견(Opinion)이 있는데, 여기서 살펴보는
Copernicus와 유럽우주국에 관한 법령은 규칙 수준이다.

그림 2. NASA의 EOSDIS Distributed Active Archive
data Center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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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DIS의

운영 측면에서 나사는

4가지

9

모

었는데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다운

가장 먼저 시도

로드 처리 저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된 데이터 중심 모델은 여러 데이터 센터들이

해서 표준화된 데이터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하

필요했다

델6)을 거쳐 발전시켜 왔다

[5].

.

,

지만 이질적인 데이터 포맷과 정책 하에서 대

,

,

.

이를 위해

2017년부터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

규모로 증가하는 데이터 관리에 한계가 드러나

하는 것을 넘어 저장과 처리까지도 가능한 일

면서 일원화된 창구 개념의 중앙집권화된 관리

원화된

.

모델로 수정되었다 이 중앙집중화 모델에서도

,

,

비용 조직 컴퓨팅 역량이 크게 소요되는 한계

시스템으로서

클라우드

기반의

DIAS(Data and Information Access Service)
플랫폼 구축사업이 시작되었다.

가 나타남에 따라 세 번째로 분권화 모델이 시
도되었으나 데이터 처리 및 생산을 위한 통일

.

된 프레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현
재는 각 센터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되 통일된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센터들을 연계한 연방 관

.

리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3.2 EU/ESA의 DIAS 플랫폼

(EU)과 유럽우주청(ESA)에서 운영하

유럽연합

는 글로벌 지구관측 프로그램인 코페르니쿠스
는

Sentinel 중심의 위성 시스템 외에 항공 데

이터 등 현장관측 시스템이 생산하는 데이터까

.

2001
승인되었고,

지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코페르니쿠스는
년 유럽연합 프로그램으로 공식

2014년

첫 센티넬 위성이 발사된 이래 지속적

으로 시리즈 위성들이 발사되어 데이터를 제공

.

하고 있다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의 초창기에는 정부나
학자 등 일부 전문가만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코페르니쿠스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급
격히 증가하고 데이터 이용자층 또한 비즈니스
및 일반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가를 대
상으로 하는 기존 운영체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

방안이 필요했다 전문가 중심의 기존체계에서
는 데이터가 서로 다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

6) E. Sadeh(2010)는 NASA의 EOSDIS 플랫폼이 4개의 조직 모델
변화과정을 거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 ‘데이터 중심 모
델(data-specific model)’, ‘중앙집중화 모델(centralized data
management model’, ‘분권화 모델(decentralized data
management model)’, ‘연방관리 모델(distributed federation
model)’이 그것이다.

그림 3. EU/ESA의 Copernicus DIAS 플랫폼[19]

DIAS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CREODIAS, Sobloo, Mundi, ONDA,
Wekco의 5개 복수 플랫폼이 있다. 이 플랫폼
운영하는

들은 코페르니쿠스 데이터는 물론 상용 위성
데이터와 여러 가지 공간정보 데이터까지도 통

.

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각 플랫폼 마다 이용자들이 자신
의 목적에 맞게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

.

용자의 요구를 지원하고 있다

4.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정책방향은
우주개발과 우주물체 운용 사항을 규정한 우주

, 17

개발진흥법에 나타나 있으며 제 조에서 위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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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다룬다 위성 데
이터 정책은 국가 우주활동을 관리하는 주무부
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훈령인 위성정보의

, 2차원 좌표가 포함되고 정밀보정된 해상도
30미터 초과 정보, 3차원 좌표가 포함된 90미
터 초과 정보이다.
보

보급 및 활용 규정과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

5. 시사점

에서 세부 방향을 규정한다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서 위성정보

,

의 기준은 과학기술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등

미국을 중심으로 민간 공간정보 시장에서 위

인공위성 천리안위성은

성 지구관측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제외한다 이 생산하는 정보이다 위성정보의 가

위성영상 데이터의 활용과 산업화 기반 조성에

격 책정과 관련해서는 무상 실비가격 상용가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

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소

관측 위성개발 후발국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속기관에 보급 과학진흥 프로그램 제공 및 방

다목적실용위성 외에도 정지궤도위성

송매체 또는 언론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 활용

중형위성 초소형군집위성 등으로 다양한 스펙

위성정보 유용성 검증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는

트럼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공 및 학술연구 목적으

진될 예정이다 조만간 차세대중형위성

로 지자체 대학 연구소에 보급할 때는 실비가

가 발사되면 다목적실용위성급의 고해상도 위

격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상용가격으로 판매

성영상 데이터가 확보될 것이며 이를 위한 데

한다

이터 정책도 논의 중이다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

.

,

,

.

,

,

.

(

,

,

,

,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침은 위
성정보의 활용성을 넓히고자

2013년

,

.

,

,

,

차세대

.

-1. 2호

,

.

우리나라 위성영상 데이터 정책은

2000년대

과기정통

초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당시 선진국의 데이터

부 훈령으로 제정되었으며 본 지침에서 위성

정책과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민간참여와 상용

정보는 다목적실용위성 영상이다 지침의 취지

화를 도입하고 공공 활용지원 방안을 마련한

는 정부기관들의 정부정책 이행 과정에서 다목

,

것을 토대로 한다 하지만 이제는 빠르게 진행

적실용위성 영상의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며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간정보 시장의 확대

위성정보유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위성정보 활용

에 대응해야 하기에 최근의 해외동향을 바탕으

지식과 정보 공유를 통해 사용자 기반을 확대

로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

하도록 하고 있다

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볼

,

.

.

우리나라의 보안 관련 위성영상 데이터 정책

.

,

.

필요가 있다

,

은 상용 위성 운영에 대한 인허가 승인과 위성

다목적실용위성의 경우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정보의 해외 판매를 개별 검토하는 미국 제도

를 구성하여 공공 중에서도 정부부처와 기관들

와 다르게 상용 여부와 상관없이 위성영상의

에게는 무상으로 영상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

공개를 해상도와 정밀도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

협의체 자격기준이 위성영상의 활용목적이라기

이다 과기정통부의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은

보다는 정부 조직체계 상에서 기관의 성격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국가지리정보 보

규정되어 있어 공공목적으로 영상이 필요하다

안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위성

고 하더라도 토지공사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

정보를 관리하는 정부부처들은 모두 동일한 공

기업과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은 제외된다 예

개 정책을 취하고 있다 공개제한 기준은 국가

를 들어 국가 홍수 대응을 담당하는 수자원공

중요시설이 포함된 위성정보 중

사는 실비가격이라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영

,

.

.

갖고 있거나 공간해상도가

3차원

4미터를

,

정보를

초과한 정

.

,

,

,

.

. Landsat이나 Sentinel

상을 구매해야 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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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공공활용을 목적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

,

어 개발 운영되는 만큼

개발이익을 모든 시

민과 사회에 환원하려는 의도를 갖고 가능한
한 많은 기관에 공개되도록 하는 것과 대조적

.

이다 비록 다목적실용위성이

Landsat, Sentinel

11

’

밀보정된 이라는 전제가 붙기는 하지만 해상도

30미터 이상의 위성영상에 대한 공개제한은 실
효성이 없어 보인다. 그 밖에 위성정보보안관
리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이 포함된 지역을

위성과는 다르게 고해상도 데이터로 상업적 가

4미터

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공공활용 목적 사용일

밀보정된 위치좌표에 상관없이 공개가 제한된

경우에는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격 정

다 단 해당시설을 영상에서 구분될 수 없도록

책을 변경하거나 협의체 소속 범위를 넓히는

처리한 후에는 배포가 가능하다 이는 해당시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

설에 대한 보조처리를 해야만 영상을 공개할

다 뿐만 아니라 영상 제공 방식도 위성정보활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획득되었다고 하더라도

용협의체와 일반 사용자간에 차이가 있어 온라

신속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

인을 통한 영상배포 또한 원활하지 않다 공간

기하기도 한다 다시 해상도 얘기로 돌아가서

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토관리 또는 재난재

해외 상용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성영상들의 해

해 대비 및 대응 차원에서 신속하고도 안전하

상도가 이미 서브미터급이라는 현실을 감안하

게 데이터를 유통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

면 해상도

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않을 수

.

,

.

,

.

이상의 공간해상도로 촬영한 영상은 정

. ,

.

.

,

4미터 또한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
없다. 해외에서는 30센티미터 공간해

국가 위성정보의 활용도 제고와 산업화 기반

상도의 위성영상으로 우리나라 국토정보를 확

조성은 적극적인 데이터의 공유에서 시작된다

인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들은 데

미국의

이터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기

.
ClearView/NextView/EnhancedView

프로그램이나 유럽의 코페르니쿠스가 공공부문

.

때문이다

의 활용을 중심으로 데이터 공유를 적극 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제한 규정을 바꾸기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무상으로 고해상도 국

가 어렵다면 보안처리한 영상을 배포하는 방

가위성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기업과 지방

식이 아니라 사용자 또는 활용기관에서 스스로

정부 연구기관 등을 포괄하는 확대된 개념의

보안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지고 원영상에 원

위성영상활용협의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활하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및 공

다

유방식에서 기술적 대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

,

.

그렇다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

,

.

, 30미터

을 것이다 예를 들어

편리하게 분석 사용할 수 있는 유럽의

기준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괄 적용할 것이

,

DIAS

또는

4미터라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

플랫폼과 같은 공간정보 활용 인프라가 함께

아니라 공개대상이나 촬영지역 활용목적 등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 위성영상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을 다

,

그리고

.

,

공간정보의 보안을 규제하고 있는

르게 설정하고 이를 위성정보 활용 플랫폼 구

기준을 실효성있게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

축시 암호화 등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구현하

다 최근 미국도 실효성을 근거로 각종 규제를

면 된다

.

.

재정비하고 있다 전 세계 누구에게나 무상 배

Landsat 위성의
유럽 Sentinel-2호

포되고 있는 미국

공간해상도

15미터7)이고
광학위성의
8)
공간해상도도 10미터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
가

7) Panchromatic의 경우 15m, Multispectral은 30m

.

위성정보의 산업화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유
럽이 고해상도 위성개발에 있어 국가 주도와
민간 참여를 양립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ClearView/NextView/EnhancedView나
8) 다중분광밴드에 따라 10m, 20m, 60m로 구성

코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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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쿠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부문에서
위성활용 수요를 발굴하고 정찰위성이나 중저
해상도 등의 특수 또는 시장성이 없는 공공목
적을 제외하고는 위성개발과 데이터 활용에 민
간부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을 폈기

.

,

때문이다 또한 단순하게 공공부문의 활용 수
요를 조사하고 데이터를 배포하는데 머무는 것

,

이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
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 경쟁력 확보

.

,

를 강조한 성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부
분 민간 수요창출을 위한 데이터 공개가 필요

.

하다고 하겠다 위성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본
경험 없이 갑자기 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수는

.

(Planet Labs)나 막

없기 때문이다 플래닛 랩스

(Maxar)와 같이 전세계 시장에서 위성영상을

사

판매하는 기업들도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을 대
상으로 자사의 위성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활용 및 서비스 아이디

.

어를 적극 발굴하는 전략을 도입한다 이처럼

,

지구관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쌓이고 실제
공간정보 시장에서 수요 기반의 서비스로 개발
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역량이 증진되
어 시장가치가 창출되는 파급 효과가 나타날

.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이

4

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제 차 산업혁명의 발
전 속에 공간정보의 중요성은 주로 산업화 관

.

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는 산업화 목적
을 넘어 공간정보 가치의 극대화라는 큰 관점

(

,

에서 데이터 접근 외에도 데이터 보호 소유권

,

), 보관(지속적인 데이터
확보 전략, 장기적인 관리, 배포 등), 표준(사용
자 편의성을 고려한 상호운영성 등)에 대한 정
책적 방향성을 다루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판매권 공공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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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과 항공산업의 변화
장태진*

1)

COVID-19 Pandemic and Aircraft Industry
Chang, Taejin*

ABSTRACT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annual growth rate of the aircraft manufacturing industry
is expected about -33.3% at the end of `20. While the airliners, aircraft manufacturers and MRO
service providers are trying to survive, the crisis will accelerate the changes of the aircraft
industry that the reconfiguration of the global supply cha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tc.
Also, world governments want to change their industries to sustainable industries by
supporting the innovation and survival of them. Because the COVID-19 pandemic is an evenly
given condition to the world countries, it can be a chance to win the competition and catch up
the advanced countries to whom manages the crisis well. So, the industrial policy and strategy
which protect the companies and support the innovation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초 록

`19년에

등장한 COVID-19의 급속한 확산으로 `20년 항공산업의 성장률은 -33.3%를 기록할 것
으로 전망된다. 수많은 항공운항사와 MRO서비스업체 그리고 항공제조기업들이 위기극복을 위
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변화들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 생존을 위한 자기혁신 과정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이 가속화될 것이며, 사회경제적 변화
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재구성 또한 가속화시킬 것이다. 세계 각국의 산업지원 정책은 경기
부양과 함께 미래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병행하고 있어, 항공산업 분야에서의 친환경기술의 개
발과 적용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규모의 위기는 상대적으로 COVID-19에 효
과적으로 대응한 우리나라에게는 경쟁자를 뿌리치고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의 산업역량 보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

Key Words : COVID-19(코로나19), Aircraft Industry(항공산업), Market Forecast(시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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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들은 줄어든 수요를 반영하여 생산속도를

1. 서 론
지난

`19년

15

말에 등장한

COVID-19의

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항공운항과 관련
급속한

된

MRO서비스업체들과

항공기 제작사에 부품

확산과 전 세계적인 유행은 각국의 경제활동을

을 공급하는 계약업체들 역시 멈추게 되어, 항

정지시키다시피하여

공산업의 위기는 일부 선진국이 아닌 전 세계

`20년

`09년 이
후 처음으로 역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IMF에서
는 `20년 초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하였으
나, 이를 다시 -4.9%로 수정하는 등 COVID-19
세계경제는

적인 공급사슬 전체의 위기가 되었다.

2.1 세계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에 따른 피해는 기존의 예상범위를 넘어 시간
이 흐를수록 더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관광 및 요식업 등 서비스 분야의 타격
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이동제한

과 방역을 위한 입국제한 등으로 인하여 항공
운항 서비스 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 결과 민간 여객기가

8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산업도 수주 및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게 되어,

주요 기업 및 각국 정부들은 위기극복을 위한
타개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자료: Teal Group, (IATA 재인용)[1]

그림 1. 항공운항 수요 변화

선진국과 후발국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온
위기는 한편으로는 대처방안에 따라 경쟁상대
가 돈좌된 상황에서 격차를 줄이거나 떨쳐낼
기회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항공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와 세계 각국의 대
응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Teal Group
(이후 Teal로 표기) 과 Forecast International
(이후 F/I로 표기) 그리고 ICF의 분석 결과 등
을 참고하였으며, 국내 산업현황 등에 대하여
세계 항공산업의 현황과 전망은

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자료를 활용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확산으로

르러 국제항공노선이 정지되다시피 함에 따라

`20년 4월의

성장률은 각각

까지 하락하였으며,
위기 때와 비슷한
었다.

2. COVID-19와 항공산업의 위기

COVID-19의

Teal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18년과 `19년
의 RPKs(Revenue Passenger Kilometers, 유상
여객킬로미터)의 연평균성장률은 약 6.5%와
4.3%, FTKs(Freight Tonne Kilometers, 화물톤
킬로미터)의 연평균성장률은 약 5.4%와 -3.3%
로서 <그림1>에서와 같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항공운항분야의 연평균성장률은 ±10% 수준 내
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년에 이

`20년

초 세계의 항공

운항서비스는 멈추다시피 하였으며, 항공기 제

RPKs가 -95%

수준

FTKs는 그나마 세계 금융
-27% 수준의 감소를 보여주

이러한 항공운항 수요 위축에 따라 F/I는
`20년 전 세계 항공여객 수익은 `19년 대비 약
3,710억 달러(약 60.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며 순 금융손실의 약 843억 달러에 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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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망하고 있으며[2], 이러한 항공운항분야

민수분야

Airbus와 Boeing의 양대 제작사의 현황을 살
펴보면, `20년 7월까지의 올해 수주량을 살펴보
면 Boeing의 경우 수주량이 59대(순 수주량
-366대)로서 737 MAX 사태 이전인 `18년의
Being 수주량 1,008대(순 수주량 898대)1)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irbus의 경우 Boeing의 737 MAX에 대한
반대급부로 19년에도 1,131대(순 수주량 768대)
의 수주를 보였으며, `20년 상반기에도 369대
(순수주량 302대)로서 Boeing보다 양호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irbus의 수주량 369
대 중 269대가 `20년 1월의 성과로서 수주 및

뿐만 아니라 군수분야도 큰 폭의 하락하여 약

인도대수가 급감에 따라 양사는 항공기 감산에

의 위축은 여객기 생산 및 운항 정비서비스 전
반에 대한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

항공기 제작 분야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14~`18년까지는

<표

1>과

같이

민수분야, 특히 단일

에는

F-35의

본격적인 양산 등으로 군수분야가

737 MAX의

잇따른 추락과 비행중지, 인도취소

통로기가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었다.

`18년

크게 성장하는 반면, 민수분야에서는 보잉의
등으로 인하여 단일통로기 시장을 위시하여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어진

COVID-19의
-33%

확산과 함께

`20년에는

`19년

말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Teal의

민수분야의 성장률에 대한

-17.4%

군수분야의

전망치는

-38.7%
737 MAX

보다 매우 낮은 약

로서 단일통로기 시장의 경우

`19년

-23.9%의 성장률을 보인 것을 회
전에 COVID-19로 인한 피해가 가중

사태로 인해
복하기도

되었으며, 주로 장거리 국제노선을 담당하는

-47.2%로
전망된다.

광동체기 분야가
을 것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

COVID-19에

의한 영향보다는 기

존의 각국의 국방계획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
로 판단되며, 추후 세계 경기 경색 및 정부정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5.2%

-5.1%

-27.0%

비즈니스기

5.0%

15.6%

-20.3%

로나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도 천천히 회복될

민수회전익

-7.4%

-6.6%

-11.4%

군용 회전익

-11.8%

16.9%

-5.2%

수송기

0.2%

-1.2%

-29.5%

전투기

2.5%

25.5%

-22.0%

전망하였다.[3]

민수 계

1.4%

-7.6%

-38.7%

한편으로

군수 계

-3.3%

16.6%

-17.4%

총 계

0.3%

-2.4%

-33.3%

단일통로기
여객기 광동체기

계

정됨에 따라

ICF는
`COVID-19 이전
과 비교하여 15~30%가량 감소되어 19년에 약
805억 달러 수준이었던 상용항공기 MRO 시장
이 `20년에는 약 32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항공 운항규모는 코

구분

군
수

군수분야의 경우 정부의 국방예산에 따라 결

책 변화가 반영되어 군수분야가 기존 계획보다

MRO

표 1. 세부시장 별 성장률 변화

민
수

40% 수준으로 둔화시키기로
하였으며, Airbus와 Boeing 모두 `20년 상반기
에 각각 약 19억 유로와 약 30억 달러의 손실
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2]
나서 생산속도를

중형기

자료 : Teal Group[1]

`14-`18
(평균)

`18~`19

`19-`20
(전망)

5.0%

-23.9%

-41.3%

1.7%

2.0%

-47.2%

시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 규모가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경기에서
영세한

MRO

업체들의 경영상 위기로

MRO

업체들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Teal은 <그림2>와 같이 군수분야의
경우 COVID-19에 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
정하고 있으나, 민수분야의 경우 COVID-19의
1) `19년에는 737MAX 사태로
로 `18년 성과와 비교

인해

Boeing의

성과가 급락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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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으로 인하여 크게 위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Teal이 `20년 1월에 제시한 전망자료에서
는 `18년 약 1,443억 달러를 기록하였던 민수시
장이 737 MAX 사태로 `19년에 일시적으로
1,331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되었다가 `20년부터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으
나,

COVID-19에

의한 불경기가 현실화 된 이

후 이를 반영하여 발표한 전망치에서는
에 급락하여 최저점2)을 기록한 이후
되어야

`18년의

`20년

`24년경이

수준까지 시장이 회복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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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프랑스 정부 역시
등에
등4)

150억

Air France와 Airbus

유로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자국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수 여객기에 대하여

의 세부시장 별 전망을 살펴보면,
림3>과 같이

`20년에

Teal과 F/I
Teal은 <그

급격히 매출이 하락한 후

장기간에 걸쳐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선 등 상대적으로 단거리 노선을 위주로

운영되는 단일통로기의 경우 빠르게 회복되어

`24년경에

`26년
반면, 국

기존의 매출 수준을 넘어서고

경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제노선을 포함한 장거리 노선을 위주로 운영되
는 광동체기의 경우 급격한 매출하락 이후 느
리게 회복되어

`29년까지도

기존 시장 규모로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 Teal group[1]

그림 2. 세계 항공기 인도규모

이렇게 항공산업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Boeing은
취소하고

새로운 광동체기 개발 계획(NMA)를

Embraer와의 JV

설립도 취소하는 등

새로운 투자를 축소하였으며,
와 금융기관에

600억

`20년 3월에

자료: Teal group[4]

그림 3. Teal의 여객기 세부시장 별 시장 전망

정부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3) 내년까지 3만 명 규모의 감
원을 예고하는 등의 자구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그리고
따라 최소

Airbus도 악화되는 경영상황에
1만 15,000명의 감원이 예상되고 있

2) Teal은

년초에 향후 10년간의 시장 전망치를 발표. COVID-19
사태의 확산으로 수차례 수정된 전망치를 발표함. 전망치는 보
다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20.11. 발표 자료에서 `20년 민수
시장은 약 778.5억 달러로 전망

3)

미국정부의 경기부양 패키지법에 보잉에 대한 지원금 170억 달
러가 포함되었으나 Boeing은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체 발행을
결정. 미정부의 지원이 철회됨(“보잉 30조 원 회사채 발행...장장
미 정부 지원 필요없어”, 2020.5.1, 연합뉴스)

자료: Forecast International[2]

그림 4. F/I의 여객기 세부시장 별 시장 전망

4) “프랑스,
경제

에어프랑스·에어버스에

20조

원 지원”,

2020. 6. 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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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노선이 감당하고 있던 물류수송능력6)을 보
상하기 위한 화물기 수요로 신규 화물기 발주
뿐만 아니라 기존 운항 여객기의 객실개조 또
는 화물기로의 개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MRO

수요로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인기 분야의 시장전망을 살펴

보면, 무인기 시장은 세계적인 항공운항 감소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림6에서와 같이
년의 시장 위축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군수분야의 경우 군수분야의 특성상 기존의 시

자료: ICF[3]

그림 5. 세계 상용기 MRO 시장 성장 전망

F/I는 <그림4>와

그리고

같이

통로기 생산규모와 비교하여

`18년의

`19년의

Teal의

장 전망과 유사하기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며, 민수분야의 경우
단일

생산규모

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는

`20
있다.

`20년에

COVID-19로

인하여

무인기 활용범위 및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성
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치와 같이 단일통로기와 광동체

기 생산량이 모두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후 단일통로기의 경우

`23년경

기존의 생산

규모를 경신하여 이후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
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광동체기 시장

`26년경에 기존의 생산규모를 경신
하는 등 Teal의 전망자료와 비교하여 보다 낙
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MRO 분야에 대한 시장 전망을 살
펴보면 ICF는 <그림5>와 같이 COVID-19 사태
로 인하여 `20년에 약 320억 달러 수준으로 축
소된 MRO 시장이 항공운항수요의 회복과 함
의 경우도

자료: Teal group[5, 6]

그림 6. 무인기 시장 전망

2.2 국내 항공산업 현황

께 꾸준한 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그러나 회복 과정에서 노후 항공기 교체에
따른

MRO

수요 감소, 중고 항공기 부품 가격

F/I 및 Teal의 항공기제작 분야
달리 `24년까지도 기존의 시장규모에
못하는 약 756억 달러 수준에 머무를
전망하고 있다.5)

하락 등으로
전망과
미치지
것으로

한편으로 방역 등의 이유로 국제 여객수요가

COVID-19

세계 항공산업에서 민수와 군수의 비중은 약

8:2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로 군수 비중이 약

46%로서

`19년

기준으

상당히 높은 특징

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민수분야의 경우 우리나
라도 세계적인 공급사슬의 일원으로서 이번

COVID-19

사태에 의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

고 있는 반면 군수분야는 대부분 국내 국방지
출에 의존하고 있어

COVID-19

사태에 직접적

이후 정체되어 있는 것과 달리 세계

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상

의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국제 항공물류수

대적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매출감소 비율은 낮

송 수요는 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기존의

을 것으로 판단된다.

5) base case : CAGR -1.3%

6)

승객의 수화물 외에 여객기의 화물칸을 활용한 화물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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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불황 심화에 따라

표 2. `14년 주요 업체 매출
(단위 : 억 원, %)
구분

KAI

대한항공

한화
테크윈

한화

기타

매출액

22,701

9,679

6,784

1,122

구성비

49.9

21.2

14.8

2.5

19

계

5,453 45,739
11.9

100.0

4월에는
6월에는

`20년

매출 전망치가

51억 천 백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나
약 47억 4천 3백만 달러로 더 악화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8]
군수분야의 경우 `19년 대비 약 8.6% 수준의
약

성장이 전망되어 그나마 국내 항공산업의 피해
를 완화시키고 있으나 민수분야 매출의 경우

자료 :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16~`20)[7]

`20년에 50%

수준의 감소가 전망되고 있으며,

40%의

민수 직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미 약
표 3. 국내 항공산업 현황과 전망

매출 감소를 겪고 있으며

(단위 : 백만 달러, 명)
구분

2020년
(4월추정)

2019년

매출액

5,704

6,195

5,111

수출액

2,617

2,822

1,880

-

고용

16,608

19.702

16,227

16,154

3. Post Corona 시대와 항공산업

4,743

COVID-19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KAI,

대한항공, 한

화 등의 소수 중견기업과 대다수의 중소기업으
로 구성된 국내의 항공산업 구조에서 상당수의
기업이

COVID-19사태

확산은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언

텍트의 일상화 등 인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자료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8]

<표2>에서와

같이 고

2020년
(6월추정)

2018년

그러나

<표3>에서와

용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8]

이전부터 한계상황에서

운영7)되어온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COVID-19

영구적인 변화로 남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COVID-19으로

인한 경기침

체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으
며, 이러한 산업정책을 통하여 기존에 진행 중
이었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기존 산
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태에서 국내 항공산업도 큰 피해를 입을 것
으로 전망된다.

3.1 4차 산업혁명과 공급사슬 변화

국내 항공산업 생산품에 대한 한국항공우주
산업진흥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19년

국내 항

54%를 차지하고 있는 민수
분야에서 Airbus와 Boeing 등에 대한 부품수출
과 민항기 정비물량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
으므로 국내 민수 분야도 `20년의 세계적인 항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

COVID-19 이전부터도 세계 산업전반
에 있어서 자동화, 무인화, 효율화 등 그 영향
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3D 프
린팅,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생산공정 혁신 등

공산업 매출 중 약

업혁명은

공운항 및 항공산업의 불황의 영향을 직접적으

으로 고임금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개선하

`20년

후발국 간의 국제 분업구조에 대한 조정을 유

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8)

그리고 국내 항공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매출 전망 조사를 살펴보면,

<표3>과

같이 세

7) `19년 말 기준 항공산업체 평균 부채비율이 300% 이상 수준
8) Airbus, Boeing 등 OEM의 감산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구매, 설비투자 등에 따른 재무악화로 국내 항공업체의 `19년
균 신용등급은 BB0(투자부적격, 투기등급)이며, `20년에 추가
락 전망

였으며, 그 결과 현재 구축되어 있는 선진국/
발시키고 있다.

한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구축과 국제

분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기지가 중국, 동
선
평
하

남아시아 및 멕시코 등의 저임금 국가들로 이
전됨에 따라 기존의 선진국들은 제조업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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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고 고용문제 및 자국 내 산업역량 약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미국 등의 선진
국들은 자국의 고용증진과 핵심 산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을 국

내로 재유치하기 위한 정책9)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리쇼어링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진행

과 함께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Boeing이

워싱턴주 에버릿에 대규모 복합재 주

익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성과를 드러내
기도 하였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항공산업의 글로벌 서플
라이 체인은

<그림7>에

나타난

Airbus의

자료 : Kevin Michaels(AeroDynamic analysis 전재)[10]

전통

그림 8. Boeing의 공급사슬 진화

적인 공급사슬 변화 방향과 같이 위험을 공유
하는 개발 파트너(RSP,

Risk Sharing Partner)로

Boeing은 <그림8>과

같이

787 이후 777-X의
OEM의 비중을 확

Tier1들의 참여범위를 확대시켜 항공기 제작
사(OEM)들의 개발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단

공급사슬을 구성함에 있어
대하여 중요한

순가공품들은 다시 중국 등의 저개발 국가에

Tier 2

한편

부품 공급까지도 관리하는 등

서

재하청을 주어 경제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OEM들의

OEM에

개발 부담이 경감되는 반면

배분되는 수익도 감소하였으므로

OEM

사들은 수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에 대

OEM
약화시켰다.

해 직접적으로 단가 관리10)에 나서는 등
의 역할을 늘리고

RSP의

권한을

RSP의

MRO용

업체들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줄이고 있다.

Airbus는 <그림9>와 같이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성

한편으로
서비스와

과를 활용하여 독립된 중소기업 집단 및 스타
트업들과 개방된 플랫폼에서 협력하며 즉응적
이고 고도로 유연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자 하
고 있다.

그리고

COVID-19

확산에 의한 생산 감소와

요구 등은

Airbus의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불안전성, 방역강화
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Airbus[9]

그림 7. Airbus의 공급사슬 진화

9) Remaking America(오바마 행정부), America First(트럼프 행정
부) 정책 등
10) Boeing과 Airbus는 각각 PFS(Partnering for Success)와
Power8+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사슬을 재구성하고, 하청업체에
단가 관리를 강화

자료 : Airbus[9]

그림 9. SME Collabora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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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생산감소로 심화된 경쟁은 보다 효

율적인 개발/생산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를 요
구하고 있으며, 방역으로 인한 공급차질 문제
는 리쇼어링과 함께 생산비뿐만 아니라 안정적
인 부품수급을 위한 생산기지 재배치를 고려하
게 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한 위기가 해소된 이
후에도 COVID-19에 의해 정립된 New-normal
사회 또는 COVID-19가 저위험 상태로 상존하
게 되는 With-Corona 사회에서는 개발 및 생
산 전반에 있어서 비대면, 자율화 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1

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에 합의11)하였다.

항공산업 분야에 대하여

Green Deal)

ICAO는

항공기의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국제선을 대상으로 탄소
상쇄감축제(CORSIA)의 운용을 예고하고 있으
며,

EU는

탄소거래시스템(ETS)를 준비하여 유

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era, EEA)

에서 운영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적용을 검토
중이며, 독일, 영국 등은 항공운항 분야에 환경
세(green-tax)를 부과하는 등 항공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2]

그리고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 및 산업계에서는 친환경항공기 개발을 위
해 추진기관, 기체구조 및 소재, 공력설계, 대

3.2 환경보전과 산업지원

체에너지 등의 항공기 관련기술과 운항노선 및

COVID-19에

의한 불경기와 피해가 확산됨

에 따라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과 위기산업 분
야 지원을 위해 금리인하, 대출규제완화, 보조
금 확대 및 고용유지, 생활보조금 지원 등을
시행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정책
과 함께 그린뉴딜 등 미래산업으로의 체질 개
선을 시도하고 있다.[11]
그리고 주요

17개국의

경제회복기금의 세부

3
규모가 “더 나은 재건(Build
위한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항목을 살펴보면 이 중 약

5천억 달러
Back Better)”을
조

30%에

해당하는

지속가능한 수송, 순환경제 등의 친환경적 투

일정의 효율화 등 항공관제 관련기술의 개발이
진행되어왔다.

기존 제트엔진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터
보팬엔진의 바이페스비와 연소온도를 향상시켜
왔으며, 중량감소를 위해 복합재 등의 신소재

적용을 확대하고, 항공기의 전동화12) 등을 통
하여 효율을 향상시켜왔다. 그리고

<그림10>과

같이 액체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엔진(터보제트엔진,
수소연료전지를

2035년까지

Airbus는

사용하는

터보프롭엔진)과

여객기(ZEROe)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자로 분석되어 경기부양 과정에서 친환경 산업
구조로의 전환도 함께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항공산업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으며,

세계적으로 온난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환
경보전과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
는 가운데 항공산업 분야에서도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1992) 이후
교토의정서(1997)와

파리협정(2015)을

EU는 `19년 2월 `50년

그림 10. Airbus의 ZEROe

거치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와 참여국가가 확대
되어왔으며,

자료 : Airbus[13]

탄소중립 목

11)
12)

폴란드 제외
기존의 유압작동기를 전동장치로 대체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

22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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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대한 경제회복 과정에서

산업전반에 대한 디지털화와

AI, 자동화, 빅데이

터 등에 대한 투자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을 가속
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쇼어링과 함께 가격경쟁
력을 확보한 선진국과의 경쟁이 새롭게 대두될 것
으로 전망된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상당수의 기업
들이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적절
한 금융지원책이 없을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COVID-19에 대응하고 있어 타 국가대비 상대적
으로 국가적 역량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

며, 이러한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4. 결 론

현재의 위험은 경쟁 국가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

COVID-19의

확산은 항공산업 전반에 어려움

을 가져오는 한편 기존에 존재하던 변화 압력을

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폭시켜 단기간에 핵심적인 변화를 유발시켜

COVID-19로 인한 위기가 해소된 이후에도 항공
산업 전반에 있어 영구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운항 분야의 급격한 불황과 여객기 생산 급
감은 기존에도 심화되고 있던 시장경쟁 압력을 더
욱 강화시켜 역량강화 이전에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항공운항
및 항공기제작 분야의 수많은 기업들이 생존위협
을 받고 M&A 등을 통한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
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COVID-19

이후의 혹은

COVID-19이 상수로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COVID-19이
전부터 진행 중이던 가격/품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3D프린팅,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CO2 배출 제한과 같은 친환경 규제가 강화와 관련
된 부문에 대한 투자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
으며, COVID-19로 인한 충격이 해소된 이후의 세
계에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인프라 확충 등
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요
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새로운 시
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기 분야와
지속적인 투자 역시 요구되고 있다.

UAM 등에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군수
비율로 통계적으로는 세계적인 위기에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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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3급 민간무인항공기 인증기술기준 동향
유창선* , 이원중*, 최미진**, 홍상휘**, 전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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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worthiness Standardization Trend for Part 23 Class
of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
Yoo, Chang-sun*, Lee, Won-joong*, Choi, Mi-jin**, Hong, Sang-hwee**, Jeon, Seung-mok**

ABSTRACT

Unmanned Aircraft System(UAS) which is characterized with compounded technologies of
aeronautics,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and others, has lea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industrial growth and market expansion. Following this chang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ach nation have prepared laws, regimes, and standards for UAS
development and operation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the UAS market and allowed its
operation under the experimental airspace with restricted or special conditions. Under the
environment of this UAS evolution, this paper represents the airworthiness standardization
activities for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 at home and abroad.
초 록
무인항공기는 항공, 정보통신 등 기술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서 산업발전

과 시장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군수용 중심에서 민간 상업용 시장으로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
고 있다. 무인항공기 수요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민간영역에서 무인기의 활용을 넓히기 위하여
관련 법, 제도, 기준을 마련하고 무인항공기 시험 공역 지정 및 제한적인 비행허가 발급을 진행
하고 있다. 이러한 무인항공기의 산업발전과 민수분야 활용 시장의 증대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
구, 미국연방항공청 그리고 유럽항공안전청 등 해외의 민간 무인항공기 인증기술 동향을 파악하
고 국내 무인항공기 인증관련 법‧제도 개선과 연구개발 현황을 알아보았다.

Key Words : Unmanned Aircraft System(무인항공기시스템), RPAS(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 RPA(원
격조종항공기), RPS(원격조종실),
Standard(감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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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수준의 형식증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 서 론

무인항공기 인증 경험 부족과 설계의 특수성으
드론으로도

무인항공기시스템(이하

로 인해 감항기준을 개발하여 정형화하기가 어

산업혁명을 선도할 대표적인

라이더 등의 감항기준이 없는 항공기와 동일하

일컫는

무인항공기)는 항공, 센서, 정보통신기술 등 기
술 융합으로

4차

분야로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
고 있다. 지금까지는 군수용 시장이 주를 이루
었으나 앞으로는 민간 상업용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진행 및 예상되고 있다. 활용분야로는
소형무인기 중심의 근거리 운용을 통한 감시,

촬영, 탐지뿐만 아니라 농업, 택배, 공공안전
등 장거리 비행, 고중량 물품이송 등 고기능
무인기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무인항공기 수
요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
의 활용을 넓히기 위하여 관련 법, 제도, 기준
을 마련하고 무인항공기 시험 공역 지정 및 제
한적인 특별운항허가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2014년 항행위원회
(ANC, Air Navigation Commission)에서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패널
을 신설하고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 150kg 초
과

무인항공기에

대한

감항성요건

(Airworthiness Code)들을 포함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2013년부터 무인항공기 형식
증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항공기 잠재
위험도와 운용방식별 위험도(공중/지상)를 조
합한 종합적인 위험도 기반(risk-based) 인증체
계를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위험도를 저위
험도, 중위험도, 고위험도로 분류하고 각 위험
도에 따른 인증수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위험도가 낮은 무인
항공기는

간소화

certification)을
성‧신뢰성

형식증명(streamline

type

통해 성능기반 감항요건에 내구

시범(durability

&

reliability

demonstration)을 주요 적합성입증방법으로 설
정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항공기는 유인항

렵다. 따라서

FAA는

무인항공기를 비행선, 글

2020년 2월 무인항공기의
형식증명 방안인 ‘Type Certific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s(FAA-2019-1038)’
을 고시하였다[1].
유럽의 경우 2015년 3월 리가 선언(Riga
Declaration)을 통해 무인항공기 안전정책을 운
용중심(operation-centric), 위험도기반(risk-based),
성능기반(performance-based)이라고 제시하였다.
운용방식과 위험도에 따라 개방(Open), 특정
(Specific), 인증(Certified) 범주(category)로 분
류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
게 조치하고 있으며

라 인증범주는 일반 유인항공기 인증과 유사한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인항공기 설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이 수행하고 조종, 정
비, 운용 등은 유럽 연합 각 감항당국이 관리,
감독하는 체계로 준비 중이다[2-4]. EASA는 현
계승인은

재

유럽항공안전청(EASA,

무인항공기의

600kg

감항기준을

최대이륙중량

기준으로 무인항공기(UAS)와 경량무인

항공기(Light

UAS)로 구분하여 감항기준을 개
발 중에 있다. 2020년 7월 경량무인항공기에
대한 ‘Proposed Special Condition Light UAS’
를 고시하였다. EASA의 무인항공기 형식증명
방안으로는 2009년 Part 21에 기반을 둔
‘Policy Statement Airworthiness Certific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통해 제시하
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국
제기술표준화에 대응하여 ICAO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부합하고 타 선진국과 동등한 인증
체계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술기준

Part 21

2020년 8월

항공기

항공기 등, 장비품 및 부품 인

증절차를 개정하여 기존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따라 제작되지 않는 무인항공기, 전기 동력 수
직이착륙항공기 등 연구 개발용 신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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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절차를 보완하고
실험분류의 특별감항증명 검사를 위한 안전평
가표(safety

checklist)에 따라 안전성을 입증하
하였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소형무인기

도록

인증기술 개발 사업이 착수되어 무인항공기 인
증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5-6]. 본 논문에서는 민간 무인항공기 산
업 활성화를 위하여 감항기준 관련 국제기술표
준화 진행사항을 알아보고 국내 법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 현황을 제시하였다.

2. 무인항공기 인증기술기준 표준화

표 1. ICAO RPAS WG 분류 및 부속서[8]
분류

관련 부속서

WG1
Airworthiness

Annex 8(감항)

WG 2
Communication

무인항공기 관련 국제

적 협의를 위한 국제적 기술전문가 그룹 패널

RPAS 패널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RPAS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의 워

국, 영국,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등

20
개국과
EASA,
EDA,
EUROCAE,
EUROCONTROL 등 13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2018년 6월 부속서(Annex) 8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1단계 개정안을
개정안 마련 및 안내서의 국제 표준안

Annex 8 SARPs Part III.B
Ⅳ.B 분석

Part Ⅹ
Remote Pilot Station

표 3. 부속서 8 개정안 내용[8]
목차

개정(안) 내용

Part I

- 항공기 감항성(Airworthiness)을 위한 국제 표
준(Standards)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Part Ⅱ

- 항공기 감항성 확인을 위한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감항증명(Certificate
of
Airworthiness) 등의 적용 대상에 RPA, RPS
등 포함하도록 개정

Part Ⅷ

- RPA에 적용할 수 있는 감항성 요구사항을
기존의 Part V.B Small Aeroplanes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수정으로 작성

Part Ⅸ

- 원격조종 헬리콥터(RPH)에 적용할 수 있는
감항성 요구사항을 기존의 Part IV.B
Helicopter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작성

Part Ⅹ

- Annex 8 SARPs의 기존 Part IIIB와 Part IVB의
조종실(cockpit)관련 요건을 기반으로 RPS의
감항성 요구사항 식별
- RPS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Annex 8 SARPs 내 감항성 요구사항 정의.
Part III ~ Part IX의 구성과 동등한 수준 유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
다. 부속서

8의 1단계 개정은 다음을 기본 전
제로 하고 있다[7].
- 계기비행운용 RPAS의 국가간 운항에 대한 감
항성을 고려하고
승객 탑승을 고려하지 않으며
완전한 자율비행(fully

- 25kg

이상의 모든

‘25/Q1

Part Ⅸ
Remotely Piloted Helicopter

상정하여 현재 각국들의 의견조회 진행 중이며

하지 않고

‘24/Q1

Part IV.B
Helicopters

킹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화 작업은 미

-

‘18/Q1

Part V.B
Small Aeroplane Standard

패널은

2단계

‘26/Q1

원격조종항공기 관련
Annex 8
Part Ⅷ
Remotely Piloted Aeroplane

기존 유인항공기 국제표준

표준 및 절차 제·개정 등에 대한 실무 및 기술
로서

‘25/Q1

표 2. 부속서 8 개정안 작성 기준[8]

2.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CAO는 2014년부터

‘21/Q1

Annex 6(운항) Part IV
‘24/Q1
Annex 10(C2 link) Vol.
‘25/Q1
IV, Part 2

WG3
Annex 10(DAA)
Detect & Avoid
WG4
Annex 1(자격)
Personnel License
WG5
Annex 6(운항) Part IV
Operations
WG6
Annex 2(관제), 10, 11,
ATM
PANS-ATM
WG7
Human Performance
HITS

해외 동향

추진일정
채택
시행

autonomous)를

RPAS에

적용하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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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속서 8 Part VIII 주요내용[8]
목차
Chapter I
Chapter 2
Chapter 3
Chapter 4
Chapter 5
Chapter 6

Chapter 7

Chapter 8

Chapter 9
Chapter 10
Chapter 11

개정(안) 내용
- 적용 대상을 RPA로 정의.운용 제한 등 관
련 요건 내 RPA의 특성인 C2 Link 등 적용
- 요건 내 RPS, 원격조종사(remote pilot) 등의
영향 및 관련 요구 적용
- 탑승객 보호 관련 요건 삭제
- 탑승객 보호 관련 요건 삭제
- 다중 엔진인 경우의 엔진 독립요건 미적용
- 계기관련 요건 배제
- System 요건에 Part X RPS 적용 참조 추가
- Doc 10019 참조 추가, 탑승객 보호 관련 요건 삭제
- flight crew 대신 remote flight crew 적용
- flight crew에게 비행 중 직접적으로 제공되
어야 하는 marking 및 placard 요건 미적용
- C2 Link에 대한 성능, 비상 절차 및 운용
제한사항 등에 대한 제공 요건 추가
- 내추락성(crashworthiness)과 객실안전(cabin
safety) 미적용
- 조종승무원 관련 요건 미적용, 운송 저장
및 조립 고려 추가
- 항공기 설계에 대한 조종승무원 운용성을
위한 요건 미적용
신설
신설

표 5. 부속서 8 Part X 주요내용[8]
목차

개정(안) 내용
- 적용 대상을 RPS로 명시
Chapter I - RPS 통합 및 RPS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요건 정의(관련 정보, 정비 형태 등)
- RPS의 기능, 제작 등 설계 및 구성에 대
한 요건 정의
Chapter 2 - 기능 정의 및 안전성 평가 등은 원격항공
기와의 통합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Part VIII 및 Part IX의 Part 6 요건과 연관)
- RPS 장착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한 감항성
Chapter 3
요구사항 정의(기존 다른 항공기 Part의
Chapter 6와 유사함)
Chapter 4 - 원격조종사의 보호 설계 요건 정의
- RPS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환경적, 인체
공학적 요건 정의
- 원격조종 특성으로 인하여 진동, 중력하
Chapter 5
중 등 항공기로부터의 직접적인 감지 정
보의 부족에 대한 인적 성능으로 고려
및 처리하여야 함
- RPS의 모든 운용 조건 및 제한사항을 정
의하여야 함
Chapter 6 - RPS의 운용 형태 (고정 또는 이동형,
VLOS 또는 BVLOS, IFR 등)에 대한 정보,
절차 등을 제시하여야함
- RPS로의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Chapter 7
- 보안 위협 식별 및 평가되고, 위험 완화
수단이 구현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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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원격조종사(RPIC, Remote
Pilot in Command)가 RPAS를 운용한다.

어느 때든

소형드론의 저 위험 운용과 같은 자국 내 운
용에 대해서는 체약국에서 관련 요구사항을 줄
일 수 있도록, 부속서

8 개정(안)의 적용대상을
‘RPAS의 IFR 국제운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원격조종항공기에 대한 부속서 8 개정안
작성은 <표 2>와 같이 기존 유인항공기 감항성
에 대한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표 3,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부속서 8 Part
Ⅷ Remotely Piloted Aeroplane은 원격조종비
행기(RPA)에 적용할 수 있는 감항성 요구사항
을 기존의 Part V.B Small Aeroplane 국제표준
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수정을 통해 작성되어

Part V.B와 유사한 목차로 구성되어 있
다. Part X Remote Pilot Station은 부속서 8
SARPs의 기존 Part III.B와 Part IV.B의 조종실
관련 요건을 기반으로 RPS의 감항성 요구사항
을 식별하며 장절 구성은 RPS에 적용할 수 있
는 항목을 기준으로 부속서 8 SARPs 내 감항
성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는 다른 Part(Part
III ~ Part IX)의 구성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4][8].
있으며

2.2 미국연방항공청(FAA)

FAA의

인증정책은 항공기의 위험수준과 사

회적 안전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안전
수준을 적용하는 안전연속성(safety
개념을 따른다.

FAA는 60년

continuum)

이상 성공적으로

항공안전을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연속
성 개념을 무인항공기 인증정책에도 적용되고
있다. 유인항공기는 오랜 경험을 통해 운용방
식 및 운용환경이 정형화되어있다. 그러나 무

인항공기는 최대이륙중량, 성능(최대속도, 운용
고도 등)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항공기마다 잠
재위험도가 다르다. 이러한 잠재위험도와 운용
방식별 위험도(공중/지상)를 결합한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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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roposed Ruels(FAA-2019-1038)

간소화
형식증명에서는
ASTM
F38(Commitee on Unmanned Aircraft Systems)

2020년 2월 사람이 탑승
with no occupants
onboard)에 대한 형식증명 방안인 ‘Type
Certific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FAA-2019-1038)’을 제안규정(proposed rule)으
로 고시하였다<그림 1>. 무인항공기 분야의 경

에서 개발하는 무인항공기 기술표준을 포함한

우 인증수행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독특한

산업표준 등을 적합성 입증방안으로 채택하고

형상과 설계로 인해 감항기준으로 정형화가 어

위험도 기반 인증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
다. 저‧중 위험도의 무인항공기는 간소화 형식
증명을 통해 성능기반 감항요건에 내구성‧신뢰
성 시범을 주요 적합성입증 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있다.

2017년 형식증명을 신청한 Yamaha
Fazer R에 이러한 간소화 형식증명을 적용하여
진행 중에 있다. 고위험도 무인항공기는 국가
공역시스템(NAS, National Airspace System)의
안전한 통합을 위해 유인항공기 수준의 형식증

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 않은 무인항공기(UAS

렵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무인항공기를
등과

같이

<그림 2>와 같이
비행선, 글라이더, 초경량항공기

감항기준이

없는

특수한

분류

(special class)로 분류하여 FAR §21.17(b) 기반
의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을 수립하는 방

그림 2. 무인항공기 형식증명 시 적용할 수 있는 감항기준과 인증기준 수립방법[8]

유창선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8/2 (2020) pp. 24~34

29

그림 3. Policy Statement Airworthiness Certification of UAS (E.Y013-01)

안을 제시하고 있다.

FAR Part§21.17(b)에

따르

면 항공기의 설계가 전통적이지 않아 기존 감
항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29, 31, 33

및

35에

Part 23, 25, 27,

포함된 요건 중 해당 설계

에 적용하거나 안전기준으로서 동등 수준의 안
전성(ELOS,

Equivalent Level of Safety)이 있
다고 판단한 요건(airworthiness criteria)을 발
췌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무인항공
기의 설계가 기존 유인항공기의 감항기준을 적
용할 수 있으면

FAR §21.17(a)에

따라 인증기

준을 수립하여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2020
년 9월 18일‘Type Certification of Certain
Unmanned Aircraft System’이 무인항공기 형
식증명 규정(rule)으로 고시되었다[1].
2.3 유럽항공안전청(EASA)

2015년 3월

도(지상의 인명) 및 공중위험도를 고려하여 위

SAIL(Specific Assurance and
Integrity Levels)의 할당 및 이에 따라 안전도
목표를 식별한다. 저‧중위험도(SAIL 1~4)는 운
항허가, 고위험도(SAIL 5~6)은 유인항공기 수
준의 형식증명이 요구된다. EASA의 무인항공
기 형식증명 방안으로는 2009년 Part 21(21A.16
Special Condition, 21!.17 Type Certification
Basis)에 기반을 둔 무인항공기의 형식증명 방
안을
E.Y013-01
‘Policy
Statement
Airworthiness Certific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s’을 통해 제시하였다<그림 3>.
험도에

따라

무인항공기 감항기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서 인증기준 수립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 가능한 기술기준 선정(Appendix
② 선정된 기술기준

1)
tailoring(Appendix 2)

③ 특수기술기준 선정
리가 선언을 통해 무인항공기 안

EASA는

현재 무인항공기의 감항기준을 최

전정책을 운용 중심(operation-centric), 위험도

대이륙중량

라고 제시하였다.

준을 개발 중에 있다.

기반(risk-based),

성능기반(performance-based)
무인항공기의 운용방식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개방(Open), 특정(Specific),
인증(Certified)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범주에
따라 안전정책을 차등적용하고 위험도 평가방

JARUS(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n Unmanned Systems)
SORA(Specific Operation Risk Assessment)를
채택하고 있다. JARUS SORA는 특정범주에 적
법으로

용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 방법론으로 지상위험

600kg

기준으로 무인항공기(UAS)

와 경량무인항공기(LUAS)로 구분하여 감항기

EASA는

무인항공기 인

증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니라,

FAA,

EASA

뿐 아

60개국이 참여하
는 인증전문가 조직으로 JARUS를 운영하고 있
다. JARUS는 무인항공기의 기술, 안전성, 운항
한국 등 전 세계

요구조건 등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유인항공
기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

정 및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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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US 워킹그룹은 조종사 및 운용자 면허, 운
용, 감항, 탐지 및 충돌회피, 제어 및 통신, 안
전과 위험관리, 운용개념 등 총 7개의 워킹그
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JARUS는 2013년 경량
무인회전익기항공기를

위한

인증규격안

CS-LURS(Recommendations for Certification
Specification for Light Unmanned Rotorcraft
Systems)을 처음 발표한 이후 2016년에 최대이
륙중량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 무인 고정
익 항공기를 위한 인증규격안 CS-LUAS
(Recommendations for Certification Specification
for Light Unmanned Aeroplane Systems)을 배포
하였으며 CS-LUAS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운항위험성에 따라, 이 감항기준은 최대이
륙중량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고정익 무
-

인기에 적용됨

RPAS의 경우
체요구사항(alternative requirements)을

기존 설계 방식이 적용된

대
적

용할 수 있음

- CS-LUAS

적용대상인 무인항공기시스템은

하나의 제어시스템에서 통제되는 단일 항

-

공기로 정의됨
운항조건에서 감항요건의 적용성은 모든
인명 수송 및 알려진 제빙 조건으로 비행
하는 경우는 제외됨

- CS-LUAS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안전분리
(safe separation)를 보장하는 감지 및 회피
기술(detect and avoid)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외하고 BVLOS(Beyond Visual Line of
Sight) 운용조건을 다루고 있음
- 다발엔진(multi engine) RPAS의 경우 다발

상시 자율비행(자동이착륙 포함) 기능, 엔진 고
장 시 활공 또는 자동활공비행 및 비상동력,
그리고 결빙으로 인한 조종력 상실에 대비한
기능들이 있다[8].

2019년 9월에는 무인항공기를 위한 인증규격
안인 CS-UAS(Recommendations for Certification
Specification for Unmanned Aircraft Systems)을
배포하였다. CS-UAS는 <표 6> 및 <표 7>과
같이 Book 1에서는 목표 요구도(Objective
Requirements), Book 2에서는 요구도를 개발할
수 있는 안내서(Guidance Material)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2017년 개정된 FAR Part 23과 유
표 6. CS-UAS 목록[12]
Book 1 : Objective Requirements Book 2 : Guidance Material
Subpart A General

Subpart A General

Subpart B UAS Operation

Subpart B UAS Operation

Subpart C Structures

Subpart C Structures

Subpart D Design and
Construction

Subpart D Design and
Construction

Subpart E
Installation
Subpart F
Equipment
Subpart G
and Other

Subpart E
Installation
Subpart F
Equipment
Subpart G
and Other

Power Plant
Systems and
Crew Interface
Information

14 CFR Part 23

Subpart A General (4)

Subpart B Flight (14)

Subpart B UAS Operation(11)

Subpart F Equipment (9)

간주하여 지속적인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
기 위해 무인항공기의 경우 비상시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기능들을 장비가 대신하
며 이러한 기능들에는

C2 link

상실과 같은 비

CS-UAS

Subpart A General (3)

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함

RPAS로

Crew Interface
Information

표 7. 14 CFR Part23과 CS-UAS 비교[12]

안전한 비행과 착륙 유지를 위해 이에 대

시 단일 엔진

Systems and

Subpart H Ancillary Systems Subpart H Ancillary Systems

Subpart C Structure
(15)
Subpart D Design &
Construction (8)
Subpart E Power
Plant (9)

엔진 중 한 개의 엔진의 작동 하지 않을

Power Plant

Subpart G Flight Crew
Interface and Other
Information (5)

Subpart C Structure (16)
Subpart D Design &
Construction (11)
Subpart E Power Plant
Installation (9)
Subpart F Systems and
Equipment (15)
Subpart G Crew Interface
and Other Information (5)
Subpart H Ancillary
System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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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수준으로 인증 요구조건을 구체적이기 보

항공안전법

유인항공기 감항기준 관련 문서와 무인항공기

항공안전법 시행령

다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에 특정된 위험분석과 산업표준문서(Airworthiness

Design Standards),

그리고

CS-LURS

LUAS를

및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무인항공기 기

운항기술기준(FSR)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감항기술기준(KAS)

술의 급속한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의미도 담
겨있으며 다음의 전제사항을 담고 있다.

- CS-UAS는

훈령

무인항공기 특정한 설계에 독립

적인 목표 요구도(Objective

Requirements)

- MTOW가 7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로

서 수직이착륙기는

그 외 항

3,175kg이하를 대상
- 승객 수송, 위험 기준으로 개방적 범주
(open category), 인공지능과 같이 불확정
공기는

-

시스템은 배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안전분리를 보장하는
감지 및 회피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

BVLOS 운용조건을 다루고 있음
- 원격조종실(RPS), 발사 및 회수장비(LRE),
C2 링크 장비에 대한 요구조건을 포함하
외하고

고 있음

CS-UAS 또한 JARUS 회원으로 한
국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유럽 국가 및 많은 국가
들이 참여하고 논의한 바 FAR Part 23의 무인항공
이와 같이

기

인증요건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8-9][11-12]. EASA는 2021년 말까지 CS UAS와
CS Light UAS를 포함한 입법예고(NPA, Notice
of Proposed Amendment)를 준비 중이다 [13].

고시

그림 4. 국내 인증법규

를 제공함

8,618k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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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150kg을

초과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원격조종 방법으로 비행하는 비행기와 헬리콥
터를 항공기로 정의하고 있고 운항을 위해서는
감항증명이 요구된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안전
법 제23조에 따라 특별감항증명 신청대상으로
규정되며 항공안전법 제23조는 항공기가 감항
성이 있다는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감항증명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의 자격은 항공기 기술기준

21 Subpart H 21.173에

Part

3조에 따
시행규칙 제19조

따라 동법 제

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동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소유
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는 자를 말하며 현재의 무인항공기 관
련 규정은 운항 및 허가 등을 위한 규정이 전
부이며 무인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항공안
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감항증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상업목적의 운
항이 아닌 연구 및 개발 목적의 실험분류의 특

별감항증명이고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의 부
분 단서에 따라 무인비행기를 비행시키려는 자

3. 무인항공기 감항기술표준 국내

청을 통한 비행허가를 반드시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7-8].

동향
3.1 무인비행기 인증관련 법‧규정 체계
무인항공기는

는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에 따라 비행허가 신

<그림 4>와

같이 국내 항공안

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체중

3.2 특별감항증명 제도개선

2020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에 대응하고 항공산업의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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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KAS Part 21 특별감항증명 개정내용[6]
관련 규정

개정 내용

비고

(7)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19
조에 따른 고시된 항공기기술기
21.191
준의 적용이 어려운 새로운 형
실험분류의
태(무인항공기, 유/무인결합항공
신규
특별감항
기, 전기동력 수직이착륙항공기
추가
증명서
등)일 경우 부록 E의 3(실험분류
발급
의 특별감항증명 검사를 위한
안전 평가표)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부록 A.
감항증명
종류별
신청서류

(i) ~ 다만,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새로운 형태(무인항공기,
유/무인결합항공기, 전기동력 수 신규
직이착륙항공기 등)일 경우에는 추가
부록 E의 3 실험분류의 특별감
항증명 검사를 위한 안전 평가
표에 따른 입증자료로 대체한다.

위해 기존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따라 제작되지
않는 연구·개발용 신기술 적용 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절차를 보완하는 등 운영상의 미
비점을 개선하고자 특별감항증명 법제도를 개
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 8, 9>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기존의 항공기 기술기준을 적용
하기 어려운 신기술이 반영된 항공기를 위해
연구개발을 위한 특별감항증명 발급이 가능하
도록

인증절차

checklist)를

개선

및

안전점검표(safety

신설하였다. 안전점검표는 점검항

목만 제공하고 설계기준 및 수준, 적합성입증
방안은 신청자가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6][8].

3.3 무인항공기 인증기술개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국제기술

표 9. 안전점검표(safety checklist)[6]
구분

1

항공기
부분

평가 항목

국제표준 및 권고사

항에 부합하고 타 선진국과 동등한 인증체계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소형무인기 인증기술 개

b.항공기 성능 특성

발 사업이

c.추진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

d.연료시스템(해당사항이 있으면)

2019년

착수되어 무인항공기 인증

다. 유인항공기를 무인화 개조하는 과제 특성
을 고려하여,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Subpart

f.비행 조종면과 작동기

D

g.유상하중

유인 항공기와 다른 특이한 무인항공기의 설계

a.항공전자

특성은

b.항법
2

ICAO

a.기체

e.전기시스템

지휘통제
부분

표준화에 대응하여

c.비행제어 및 자동조종시스템
d.명령 및 제어 데이터링크

형식증명에 대한 변경’절차를 준용하고 기존

항공기기술기준 21.16항의 특수조건
(Special Condition)을 활용하여 설계적합성 기준
(안)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
유인기를 무인화한 소형무인비행기시스템의 설

e.링크 두절 및 비행회복
3 지상지원장비 a.지상지원장비
4 소프트웨어 개발 a.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a.국가공역체계(NAS) 통합 및 상호작용
b.비행 단계
5

운용

c.비행영역 선도와 시험 계획
d.운용 이력
e.교범

6

그외
고려사항

a.조종사/승무원 자격/교육
b.정비

그림 5. 설계적합성 인증기준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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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4 설계영역별 인증기준 적용 방안[8]
영역

적용 방안

- KC-100 원 항공기 인증기준 적용
- 감항기술기준: KAS Part 23 (국토부고시 2009957, 2008. 12.23 기준)
- 소음기준: KAS Part 36 (국토부고시 2009-957,
2008. 12.23 기준)
설계
- 배기가스배출기준: 해당사항 없음
변경과
- 특수기술기준: K23-001-SC for Installation of
관련
FADEC
System
for
KC-100
Airplane
없는
Reciprocating Engine
영역
- 동등수준안전성판정: S-1 Installation of Single
Lever Power, S-2 Substitution of Pitot Heat
Indicating System on the KC-100 Airplane, P-2
Engine Control Cable
- 면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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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무인항공기와 같이
특수분류의 경우는 기존 고시된 감항기준을 발
췌 및 조합하여 적용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EASA는 2019년 9월 무인항공기
감항기술기준 CS-UAS을 배포하였으며

를 위한

기존의 유인항공기 감항기준 관련 문서와 무인
항공기에 특정된 위험분석과 산업 표준 문서들

FAA FAR CS-23의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8월 국토교통부에서 최

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무인항공기 인증요건과
국내의 경우

2020년

근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에 대응하고 항공산업
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따라 제작되지 않는 연구·개발용 신기술 적용

- 감항기술기준 : KAS Part 23 (국토부고시 제
2018 -452, 2018.7.20.)
* 신청시점의 유효한 기술기준의 적용
- 특수기술기준 : CS-LUAS, CS-LURS, ASTM,
STANAG 등 활용
*대상 : 지상통제시스템, 통신 및 타사항으
로 감항기술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무인항
공기 새로운 설계 특성

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절차를 보완하고

계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안)과 절차를

고 타 선진국과 동등한 인증체계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
및
설계
변경
관련
영역

<그림 5>와 <표 10>에

보는 바와 같이 설계

KC-100 항공기 인
무인화시스템, 지상통제장

변경이 없는 영역은 기존의
증기준을 적용하고

비, 데이터 링크와 같이 설계 변경이 되거나
항공기 조종계통, 장착구조와 같이 설계 변경

KAS Part 23과
CS-UAS, ASTM 등을 적용

안전점검표를 신설하였다. 안전점검표는 점검
항목만 제공하고 설계기준 및 수준, 적합성 입
증 방안은 신청자가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국제기술표준화에 대
응하여

ICAO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부합하

노력으로 소형무인기 인증기술 개발 사업이

2019년

착수되어 무인항공기 인증 인프라 구축

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본 고찰을 통하여 국내‧외적인 무인항공기
인증관련 법‧제도개선 그리고 연구개발 현황을

과 관련이 되는 영역은 개정

파악한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인증기반 구축을

특수기술기준으로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소 시

함으로 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무인항공기 인증

간이 걸리겠지만 소형항공기급의 민간용 무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5][8].

항공기에 대한 인증기반 마련 및 체계가 구축

4. 결 론

후기

되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국제적으로 무인항공기 수요에 맞추어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의 활용을 넓히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ICAO에서는 RPASP WG 활동을 통해 2018
년 6월 감항 관련 Annex 8 SARPs을 항행위원
회에 상정하여 각국에서 검토 중이며 FAA는

‘소형무인비행기 인증기술 개발
(19CAUV-B151724-01)’ 및 ‘소형무인비행기시스
템 시범인증체계 및 인증기술개발(20CAUV
-B15392-02)’로 지원된 연구결과입니다.
진흥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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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탐사협력그룹(ISECG)「달 탐사 시나리오」발간
정서영*, 주광혁**, 류동영**, 이주희**, 조동현**, 구철회**, 오요한***2)
1)

ISECG Lunar Surface Exploration Scenario Update
Soyoung Chung*, Gwang Hyeok Ju**, Dong Young Rew**, Joo Hee Lee**, Dong-Hyun Cho**, Cheol Hea Koo**, Yo Han Oh***

ABSTRACT
In August 2020, ISECG released an updated lunar surface exploration scenario. It elaborates
on

the

lunar

exploration

scenario

of

the

3rd

edition

of

the

Global

Exploration

Roadmap

(GER-3), which was released earlier in 2018, and captures the latest developments in lu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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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글로벌우주탐사로드맵(GER)

1. 서 론

ISECG는

회원기관 간의 정보 교류 활동 외

미국과 중국의 달 탐사 활동이 확대‧가속화

에도 공동의 우주탐사 비전 마련과 기술 검토

되고 우주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과 민간기업

활동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발간해 왔다.

이 가세하는 등 제2의 달 탐사 시대가 도래 하

그 중 가장 대표적인「글로벌 우주탐사 로드맵」

는 가운데, 최근 국제우주탐사협력그룹(ISECG)
에서「달 탐사 시나리오」[1]를 발간하였다. 본
고는 이 문서의 배경과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GER)은

태양계 유‧무인 탐사에 관한 회원기관

공동의 비전을 담고 있다.
2013년에

이어, 최근에는

GER은

2018년에

맵(GER-3)[3]이 발간되었다.

2011년과

제3차 로드

GER-3에서는

특히

화성 유인 탐사라는 장기 목표 실현을 위한 중

2. 배 경

간 단계로써의 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
한 달 궤도 우주정거장, 유인 달 착륙, 현지자

2.1 국제우주탐사협력그룹(ISECG)
ISECG는

원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우주탐사 분야의 국제 협의체로 우

주탐사에 참여하는 각국의 우주기관을 회원기
관으로 두고 있다.

2006년 14개

2.3 GER-3 보충서(Supplement)

우주기관들 간

최근 발간된 「달 탐사 시나리오」는

GER-3

의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된「글로벌 우주탐사

의 달 탐사 관련 내용을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전략」[2]의 틀과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2007년

것으로, 달 탐사 관련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우주탐사 분야에서의

달 탐사의 주요 목표, 단계별 탐사 시나리오,

회원기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하드웨어 시스템) 등

각 회원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된다.

을 기술하였다. 보고서는

에 설립되었다.

ISECG의
1>과

은

같다.

<표2>를

ISECG는

최근까지의 회원기관 현황은
(2018년

<표

로

2020년 8월에

GER-3

보충서의 형태

발간되었다.

이후 가입한 신규 회원기관

참고할 것)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

주연구원이 창립 멤버로 가입하였다.
표 1. ISECG 회원기관 (2018년 GER-3 발간시점 기준)
가입 시기

2007년

2015년

국가
미국
유럽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중국
인도
호주
한국
UAE

기관명
NASA
ESA
CSA
CNES
DLR
UKSA
ASI
ROSCOSMOS
SSAU
JAXA
CNSA
ISRO
CSIRO
KARI
UAESA

그림 1. ISECG 「달 탐사 시나리오」 표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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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ECG「달 탐사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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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이후 여러 국가들이 달 극지 자원 탐사에
초점을 둔 달 탐사 계획을 발표하였고, 국제

「달 탐사 시나리오」의 서두에는 문서의 배

협력과 산업체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우주탐

경을 담은 서론과 총괄개요가 담겼으며, 본문

사를 실현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음을 언급하였

은 아래와 같이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인 탐사선으로

․ 제1장 신규 회원기관 소개

과학탐사 및 기술검증 활동을 먼저 수행 한 후

․ 제2장 달 탐사 최신 동향

에 보다 복잡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발하여

․ 제3장 달 탐사 주요 목표

유인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 제4장 달 탐사 시나리오

있다고 설명하였다.
유인 부문의 달 탐사 동향으로는

․ 제5장 산업체 역량 확대

2024년까지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아르테미
스(Artemis) 계획 현황과 미국이 주도하는 달

3.1 <제1장> 신규 회원기관 소개

궤도 우주정거장(Gateway) 사업이 집중적으로

제1장은 우주탐사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참
여 증대로

ISECG

회원기관 수가 증가하고 있

소개되었다.
오던

신형

NASA는

이를 위해 기존에 개발해

유인발사체(SLS)와

유인수송선

외에도 산업체 주도의 유인 달 착륙선

으며, 달 탐사의 글로벌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

(Orion)

음을 강조하였다.

회원기관 수는「제3

개발에 착수 했으며, 달 궤도 우주정거장 건설

차 글로벌우주탐사로드맵」(GER-3)이 발간되었

을 위한 핵심 모듈도 개발 중에 있다. 이들 사

던

업에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캐니다, 일본, 호

2018년 1월

ISECG

기준

15개

탐사 시나리오」(GER
2020년

8월

기준

기관에서, 이번 「달

Supplement)가

24개

발간된

기관으로 증가하였다.

신규 회원기관 현황은

<표2>와

주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유인 부문의 사업
현황은

<표3>, <표4>, <표5>와

같으며, 이들
표 3. NASA의 Artemis 미션 계획

기관에 대한 소개가 1장에서 이루어졌다.
발사시기

표 2. ISECG 신규 회원기관 (9개)
가입 시기

국가

기관명

설립연도

2018년 1월

폴란드

PAK

2014

2019년 2월

호주

ASA

2018

2019년 3월

루마니아

ROSA

1995

2019년 3월

스위스

SSO

1998

2019년 9월

룩셈부르크

LSA

2018

2020년 1월

베트남

VNSC

2011

2020년 1월

노르웨이

NSA

1987

2020년 4월

태국

GISTDA

2000

2020년 8월

브라질

AEB

1994

ISECG

미션명

주요 내용

2021

Artemis I

SLS/Orion 비행 시험 (무인)

2022

Artemis II

달 주회 비행 시험 (유인)

2024

Artemis III

유인 달 착륙 (2명)

2025~27

-

유인 달 착륙 매년 실시 (2명)

2028

-

유인 달 장기 체류 개시 (4명)

표 4. 주요국의 Artemis 참여 계획

3.2. <제2장> 달 탐사 최신 동향
제2장에서는

같다.1)

국가

참여 방안

유럽

· NASA 유인수송선(Orion) 서비스 모듈 제공
· 대형 화물 운반을 위한 지구-달 궤도 간
수송선 및 달 착륙선 개발 (검토 중)

일본

· 우주비행사 탑승용 월면차 개발

기타

· (호주, 캐나다) 협력 예산 및 프로그램 마련
· (룩셈부르크, UAE) 향후 구체화 예정

회원기관들의 달 탐사

최신 현황과 계획이 소개되었다. 특히

GER-3

1)

중국과 러시아도 유인 달 탐사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사업화가 되지 않은 내용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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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표 5. 국가별 Gateway 참여 계획

NASA에서는

(CLPS)사업을

국가 (기관)

주요내용

미국 (NASA)

· 전력·추진모듈(PPE) 및
주거·서비스모듈(HALO)
(2023년 발사 예정)
· 물자 보급은 상업 수송서비스 이용

일본 (JAXA)

· 국제거주모듈(I-Hab)
· 유럽 독자 모듈(ESPRIT)

유럽 (ESA)

· 국제거주모듈(I-Hab)
· 물자 보급을 위한 수송선

발사시기
2021

캐나다 (CSA)

· Gateway에 부착할 로봇팔

2021

상업 달 수송 서비스

통해 달 탑재체를 달로 보낼 계

획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륙선 발사 계획은

NASA의

<표7>과

민간 달 착

같다.

표 7. NASA의 민간 달 착륙선(CLPS) 발사 계획

무인 부문의 달 탐사 동향으로는 미국, 러시

2022

업체명
Astrobotics
Intuitive
Machine
Masten

2023

Astrobotics

탑재체
과학관측 및
기술검증을
위한 탑재체
극지자원탐사로버
(VIPER)

아, 중국, 유럽, 캐나다, 일본, 인도와 우리나라
의 달 탐사 사업 현황 및 계획이 소개되었다.

각국의 달 탐사 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대

각국 회원기관에 의해 최근 발사되었거나 향후

에 달의 극지방과 달 자원에 대한 탐사가 본격

발사 예정인 달 탐사선 현황은

화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6>과

같다.

표 6. ISECG 회원기관의 무인 달 탐사 미션 (2018~2030년)
발사시기

국가

기관명

탐사선 (미션)

탐사선 종류 및 특징

2018

중국

CNSA

Queqiao

L2 궤도선 (지구-달 통신 중계)

2018

중국

CNSA

Chang’e-4

달 착륙선/로버 (달 후면)

ISRO

Chandrayaan-2

달 궤도선/착륙선/로버 (달 극지)
※ 궤도선은 성공, 착륙선/로버는 실패

2019

인도

2020

중국

CNSA

Chang’e-5

달 샘플 리턴

2021

러시아

Roscosmos

Luna 25

달 착륙선 (달 극지)

2021

인도

ISRO

Chandrayaan-3

달 착륙선/로버 (달 극지)

2021

미국/
유럽

NASA/ESA

Artemis I

달 과학 탑재체 및 달 탐사 큐브위성 발사
(유인발사체/수송선의 무인 비행시험)

2021~22

일본

JAXA

SLIM

달 착륙선 (정밀착륙 기술실증)

2022

한국

KARI

KPLO

달 궤도선 (과학관측, 기술실증)

2022~24

중국

CNSA

Chang’e-6

달 샘플리턴 (달 극지)

2023

미국

NASA

VIPER

달 로버 (달 극지)

2023~24

인도

JAXA/ISRO

LUPEX

달 착륙선/로버 (달 극지)

2024

러시아

Roscosmos

Luna 26

달 궤도선

2025

러시아
(유럽)

Roscosmos
(ESA)

Luna 27

달 착륙선 (달 극지)
(ESA의 굴착기술 실증용 탑재체 포함)

2027~28

유럽

ESA

EL3 (TBC)

달 착륙선 (물자수송)

2027

러시아

Roscosmos

Luna 28

달 샘플리턴 (달 극지)

2027

유럽

ESA

ISRU Demo

ISRU 탑재체
(달 표토 산소 추출 기술실증)

2023~30

중국

CNSA

Chang’e-7

국제 달 연구기지(ILRS) 프로토타입

2023~30

중국

CNSA

Chang’e-8

국제 달 연구기지(ILRS) 프로토타입

2020년대 후반

일본

JAXA

Mid Lander

달 착륙선 (물자수송)

2030

한국

KARI

Korea Lunar Lander

달 착륙선 (기술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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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장> 달 탐사 주요 목표

ISE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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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관이 도출한 달 탐사의 주요

목표와 목표별 성과 지표는
제3장에서는

<표8>과

같다. 이

회원기관 공동의 달 탐

들 목표는 향후 전개될 국제적인 달 탐사 활동

사의 주요 목표가 소개되었다. 도출 과정에서

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도

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이 주로 고려가 되었다.

출 된 목표는 한 번의 미션이 아닌 여러 번의

ISECG

․ 유인 화성 탐사 준비에 초점을 둔 유인 달
탐사의 추진

미션을 통해 점진적으로 달성될 예정이며, 향
후 달 탐사 활동의 진행 경과 및 목표 달성 여

․ 현지자원활용(ISRU)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부 등에 따라 수정될 계획이다.

달 탐사 실현
표 8. ISECG 달 탐사 주요 목표
목 표

필요성 및 고려사항

성과 지표

유인이착륙 실증

정부/민간의 달 탐사 위험 경감, 미래 화성 탐사 대비를 위해 필요.
국제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면 탑승 인원은 많을수록 좋으나, 현재
계획된 정부 및 상업적 유인 수송 능력의 현실적 한계도 고려 필요.

4명

화물수송 실증

정부/민간의 달 탐사 위험 경감, 미래 화성 탐사 대비를 위해 필요.
화물 수송 역량은 클수록 좋으며, 다음 주요 요인에 의해 결정됨.
1) 단기 유인 미션에 필요 물자 규모: 1~2톤
2) 현재 계획 중인 유인 이륙선 규모: 약 9톤

(대형구조물) >9톤
(물자보급) >1톤

선외활동 실증

정부/민간의 달 탐사 위험 경감, 미래 유인 화성 탐사 대비를 위해
필요. 반복적 사용 및 유지‧관리 용이 필요

재사용성, 달 먼지 대응력,
유지보수 용이성

장거리이동 실증

정부/민간의 달 탐사 위험 경감, 미래 유인 화성 탐사 대비를 위해
필요. 성과 지표 10,000km는 ‘3차 GER’에 반영된 유인탐사 목표
지역(5개)을 모두 방문 시의 이동거리의 합계

10,000km
(누적)

장기거주 실증

정부/민간의 달 탐사 위험 경감, 미래 유인 화성 탐사 대비를 위해
필요. 극한 환경(온도, 방사선, 압력)에서 작동 가능해야 함. 여러
번의 유․무인 미션을 통해 유인 장기 거주 역량 실증 및 신뢰성 확보
가능하며, 이는 달․화성 장기 임무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의 운용 실증 필요.

500일
(누적)

인체건강 및
활동능력 실증

달 탐사 장기 미션 및 유인 화성 탐사를 위해서는 저 중력 및 심우주
환경에 장기 노출이 인체 건강 및 활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필요. 여러 차례에 걸친 중기 미션 수행을 통해 검증 필요.

[TBC]일
(최소 임무 횟수 산정을
위한 종합적 검토 필요)

현지자원활용
(ISRU) 실증

지속 가능한 달․화성 탐사 실현 및 달 표면에서의 상업 촉진을 위해
필요. 달 표면 - 달 궤도 우주정거장(Gateway) 간 유인 수송선 운용
및 달 표면 활동에 필요한 수준의 자원 채취․확보 추진.

연간 50톤의
연료 생산

전력․통신
인프라 구축

장기거주, 현지자원이용, 과학연구, 대중참여, 상업활동/경제성 증진
등 달 탐사의 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전력․통신 시스템의
실증 및 구축 필요.

전력 300kW
통신 1Gps

과학연구
성과 창출

ISECG의 ‘과학백서’에 포함된 달 탐사 활동의 과학 연구 목표 및
ISECG 회원 기관들의 과학적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글로벌
유․무인 과학 탐사 활동 간 연계․협력 필요

(과학연구의 가치 평가를
위한 종합적 검토 필요)

대중과 청소년의
참여‧소통 증진

우주탐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지 확대, STEM 교육 및 차세대
인력양성 등을 위해 필요. 최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더 많은 대중과 소통 필요.

각국 국민의
달 탐사에 대한 긍정 평가
(예. 30% 이상)

민간참여 및
상업활동 증진
국제적 협력‧참여
기회 확대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달에서의 상업 활동 실현을 위해 필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산업체 참여 방식 고안 필요.
달 표면 탐사 활동에의 전 지구적 참여 도모를 위해 필요. 과학
연구에서 하드웨어 기여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민간 파트너 및 서비스
제공자 수의 매년 증가
달 탐사 시나리오에
100개국 이상 참여

40

정서영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8/2 (2020) pp. 35~45

3.4 <4장> 달 탐사 시나리오

3.4.1.

달 탐사

1단계(Boots on the Moon)는

달에

사람을 다시 착륙시키는데 집중하는 시기이다.
단계별 시나리오

미국은

2024년

달 남극 유인 착륙을 목표로

제4장에서는 달 탐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유인 달 탐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유럽, 러시

공동의 달 탐사 시나리오가 제시되

아, 캐나다, 일본 등도 이와 연계한 활동을 진

었다. 여기에는 달 궤도 우주정거장, 아르테미

행 할 계획이다. 이 시기에는 선행 활동용 소

스 계획, 각국의 무인 탐사 사업 등 현재 계획

형 무인 착륙선, 유인 착륙선, 선외활동용 우

된 미션들이 모두 반영되었다.

주복, 비가압식 월면차 등이 개발되고 달 궤도

한

ISECG

달 탐사 시나리오는 총 3단계로 구성되었다.

우주정거장의

· 1단계 :

인류의 달 재착륙

1단계에서

· 2단계 :

달 탐사 역량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격은

· 3단계 :

달에서의 장기체류 및 지속활동

미션은

1단계

건설도 진행된다. 달 탐사

전개될 대략적인 미션의 흐름과 성

<그림2>과

같다. 이어지는

<그림3>과

2단계에서의

같이 진행될 전망이다.

그림 2. 달 탐사 시나리오 1단계 : 인류의 달 재착륙 (남극 지역) [1]

그림 3. 달 탐사 시나리오 2단계 : 달 탐사 역량 확대 및 인프라 구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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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

2단계(Expanding & Building)는

41

유‧

이어지는

무인 탐사 역량을 확대하고 달에 인프라를 구

& ISRU)는

축하는 시기이다. 구체적으로는

를 위해, 달에서의 장기체류와 현지자원활용

2A단계와 2B단

2B단계(Mars

Forward,

Habitation

장기목표인 화성 유인 탐사의 준비

계로 나뉘며, 각 단계가 진행되는 시기는 대략

(ISRU)을

적으로

우주비행사들이 남극의 장기거주시설에서 생활

2035년까지와 2040년까지로

그 중

전망된다.

2A단계(Exploration & Mobility)는

본격화하는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달

하면서 달에서의 장기 체류가 인체의 건강과

에서의 유인 탐사 및 이동 역량 확보에 집중하

활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달에서의

는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유인 수송선·착륙선

식물 재배 활동 등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수

외에도 물자 수송을 위한 무인 수송선·착륙선

소와 산소 등의 연료를 생산하는 실용급

이 주기적으로 발사되며, 달 궤도 우주정거장도

시설과 각종 인프라에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계속해서 운영된다.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들

발전 시설도 구축될 전망이다. 달에서의 경험

은 가압식 월면차를 이용해 남극 지역을 탐사

축적과 탐사 역량 향상은 달에서의 장기 체류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는 최소 1대의 월면차로

와 지속 활동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유인

암흑 기간이 최대 연속

화성 탐사로 나아가는 기반을 제공 할 것이다.

8일을

넘지 않은 지역

을 탐사하고, 월면차의 성능을 향상시켜 최종적

<그림4>는

2단계

ISRU

완료 시점까지 달 표면과

으로는 남극 지역 밖에 위치한 관심 지역을 방

달 궤도에 발사 및 배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하고 달의 밤 시간(14일)을 온전히 버티는 생

핵심 요소(하드웨어 시스템)들이다. 이 중 노란

존 능력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기간에

색으로 강조된 요소들은 특히 복수의 시스템을

달 현지자원활용(ISRU) 기술 검증용 시설과, 여

필요로 하는 것들로, 상이한 방식으로 작동하

러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조 전력 장치

는 여러 개의 시스템을 확보해 상호 보완적으

도 설치 될 예정이다.

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달 탐사 시나리오 2단계 완료 시점의 상태 (핵심 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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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

3단계(Sustained Lunar Opportunities)

3.4.2.

단계별 목표 달성

는 지속적이고 활기 넘치는 달 탐사 활동을 통

제4장에서는 단계별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해 ‘달 경제’를 실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함께 각 단계에서의 달 탐사 주요 목표의 달성

는 달에서의 신기술 검증, 인프라 사업 투자, 산

수준을

학연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 되고, 달

해 제3장에 소개된 달 탐사의 주요 목표와 제4

에서의 지속적인 발견과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

장에 소개된 단계별 달 탐사 시나리오 간 상호

다. 또한 유인 장기 거주 시설의 상업적 운영이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루어지고, 달 전역으로의 이동 역량도 확보될
것이다. 무엇보다 달 탐사 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비용 감소로 달 탐사의 경제성이 확보

3.4.3.

<그림 5>와

같이 보여주었다. 이를 통

핵심 요소 (하드웨어 시스템)

또한 제4장에서는 각 단계별 시나리오를 구

되면서 각국 정부는 화성 탐사 등으로 투자를

성하는 핵심 요소(하드웨어 시스템)들을

전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와 같이 식별하였다. 여기에는 각 요소에 대한

<표9>

달 탐사의 모든 단계에서는 지식의 진보, 현

개념적인 설명 뿐 아니라 기술적인 성능 목표

지 환경의 이용, 상업활동의 확장이 일어날 것

도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각 하드웨

이며, 각 단계에서 누적된 역량은 궁극적으로

어 시스템의 성능 수준과 개발 시기 등을 전망

유인 화성 탐사라는

해 볼 수 있다.

ISECG

공동의 장기목표

를 실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림 5. 시나리오 단계별 달 탐사 주요 목표 달성 수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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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달 탐사 시나리오 핵심 요소 (하드웨어 시스템)
단계

1

2A

2B

3

요소

설 명

유인 수송선

지구에서 달 궤도까지의 탑승자 수송을 위한 우주선. 비행 기간 동안 탑승자를 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심우주 및 지구재진입 등의 극한환경에서 탑승자를 보호.
NASA에서 개발 중인 Orion의 경우 4명의 인원이 21일간 탑승 가능.

유인 착륙선

달 궤도에서 달 표면까지의 유인 수송을 위한 착륙선.
초기 탑승 인원은 2명. 최종적으로 4명이 8일 간 탑승 목표.

비가압식 월면차

선외활동(EVA)용 우주복를 입은 탑승자 2명과 화물을 실어나을 수 있는 개방형2)
이동수단. 회당 주행거리 최소 2km 목표. 원격제어로 무인으로도 조종 가능.

우주복
(선외활동용)

우주비행사가 우주 유영 또는 달 표면에서 선외 활동 시 착용하는 우주복. 최대 8시간의
선외 활동 지원. 초기에는 전통적 에어록 방식, 최종적으로는 슈트포트3) 방식 도입.

소형착륙선
/무인 탐사선

달 표면으로의 화물 운반용 착륙선. 10-100kg 중량 탑재 목표.
과학관측, 기술검증 등 후속 탐사를 위한 선행 활동 수행.

가압식 월면차

회당 최대 600km 주행이 가능하며 2명의 탑승인원이 최대 42일간 생활할 수 있는
밀폐형4) 이동수단 겸 임시 거주 공간. 유인 미션 시 반복적으로 사용.
미션 종료 후에는 다음 번 유인 착륙 지점으로 이동하여 대기.

화물 수송선

지구에서 달 궤도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무인 수송선.
사용하는 발사체에 따라 약 2~3.4톤의 화물 운반 가능.

화물용
중형착륙선

달 표면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무인 착륙선.
약 1~2톤 중량의 화물(과학 탑재체, 소비재, 기자재 등) 운반 가능.

통신 시스템

달 표면 – 달 궤도 - 지구 간 통신 중계를 위해 Gateway 등을 노드로 활용.
(S, X, Ka밴드 주파수 대역 또는 광통신 이용)

전력 시스템

달에서의 전력 생산․저장 장치. 여러 장비(ISRU 실증 장비, 로버, 임시거주시설 등)에
보조적인 전력 제공 2A단계 활동 지원을 위해 약 17kW 전력 제공 목표.

다용도 로버

과학 탐사 및 현지자원활용(ISRU) 등을 위한 모빌리티 제공.
25-250kg 탑재 및 2,000km 이동 가능.

ISRU
검증 플랜트

3단계에서 요구되는 실용급 ISRU 시설 대비 1/100 규모의 연료 생산이 가능한
파일럿 시설. 실용급 시설의 운용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장기거주시설

4명의 인원이 최대 60일 동안 생활 가능한 주거 시설.
※ 생활에 필요한 보급품은 유인 착륙선 및 별도 수송선으로 제공된다고 가정

재사용식
유인 착륙선

달 궤도 - 달 표면 간 유인 수송이 가능한 이‧착륙선. 4명의 인원이 탑승 가능하며 상승
모듈은 재사용. 재사용을 위한 연료는 달 궤도 및 표면에서 재충전.

원자력
발전시스템

모듈화된 전력 시스템으로 달의 낮 또는 밤 기간(~14일) 동안 10kW의 전력 공급.
여러 개의 모듈로 인프라 운용을 위한 전력 제공.

실용급
ISRU 시설

연간 50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한 실용급 ISRU 시설. 전기분해로 산소/수소를 생산하여
재사용식 유인 이착륙선에 필요한 연료 공급. 자원 채굴, 수집, 저장 관련 시설‧장비 포함

착륙지간
이동용
유인 호퍼

유인 착륙 지점 간 이동을 위한 개방형 재사용식 월면 이착륙선. 선외용 우주복을 입은
4명의 인원이 탑승하여 1,000km 반경 이내의 지점 왕복 가능. 사용 후 연료 재충전.

2)

지붕이나 문이 없는 형태로 탑승자 및 적재된 화물이 우주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됨.

3)

등 뒤에 포트가 내장된 우주복. 선외에 부착해 놓은 상태에서 선내로 연결된 포트를 이용해 들어가 입는 방식으로, 선외를 오갈 때 이용하는 별
도의 기밀실(에어록) 불필요.

4)

비가압식 월면차와 달리 밀폐된 공간 내 생명유지시스템이 있어 탑승 시 선외 활동용 우주복 착용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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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장> 산업체 역량 확대

있어 공동의 비전 및 시나리오 마련은 중요하
다. 기관의 사업 추진을 위한 당위성 확보 차

달 탐사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에서는 최근

원을 넘어, 작업 과정에서 정보 공유 및 커뮤

급성장 중인 산업체 역량이 언급 되었다. 우주

니티 빌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탐사는 그간 정부만의 활동 영역이었으나 최근

러한 네트워킹을 통해 회원기관들 간에 새로운

들어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 기회가 만들어진다.

정부의 탐사 사업에 민간 수송서비스를 이용하

다만「달 탐사 시나리오」는

ISECG가

지닌

거나 민간에서 독자적 우주탐사 사업을 수행하

구조적 한계도 지니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회원기관

캐나다 등 몇 개 국가만이 실질적인 활동에 적

들은 민간․상업 주체들의 우주탐사 활동 참여를

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이들 중심으로 작성

환영하며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 개발

된 경향이 있다. 우주탐사 정치적, 기술적, 경

및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제적 현실이 반영될 결과이기는 하나, 향후

ISECG

GER-4

작성 시에는 회원기관 전체의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있

4. 결 론

어야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ISECG에서

발간한「달 탐

사 시나리오」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해 선진 우주기관이 주축이 된 국제
우주탐사 커뮤니티가 제시한 향후 달 탐사의
주요 목표, 단계별 시나리오, 핵심요소(하드웨어
시스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달 탐사 시나리오」에는 우리나라와 관련,
2022년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KPLO)과

2030

년까지 발사 예정인 달 착륙선 사업 계획이 반
영되어 있다. 다만, 그 이후에는 달 탐사 구상

4.1 「달 탐사 시나리오」의 의미

이나 사전기획이 진행된 것이 없어 시나리오
작성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주요국은

탐사 시나리오」는 회원기관들

정부의 계획이나 사업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여

이 공유하는 공동의 달 탐사 비전을 담아냈다

러 가지 사전 기획 및 개념 연구를 수행한 것

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동의 스토

들이 있어,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

리텔링은 외부 커뮤니티와의 소통에 중요하며,

하면서 자국의 달 탐사 사업을 구체화하고 정

특히 달 탐사 시대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

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ISECG의「달

지에 대해 일반 대중 및 정책 결정자의 이해를
돕는데 근거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우리
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연구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각 기관의 현황 등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재원(예산,

을 토대로 작성된 바람직한 시나리오로써, 각

기술, 인력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기관이 이행 의무를 갖는 계획 문서가 아니라

틀 내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강점 또는

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각국의 달 탐사 활동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를 식별해야 하며, 한국

은 국가별 계획과 사업을 통해 이행되며, 각국

항공우주연구원 외 타 출연연, 학계, 산업계가

의

참여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장점을 융합하여

활동이

ISECG의

진행

또는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는 변경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ECG

회원기관들에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SECG

활동도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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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관련 부서에서 소수 인력만 참여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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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무인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적용 동향 및 사례
최 석* , 김근택*
1)

SE Process Application Trend for Small UAS and its Case
Seok, Choi*, Keun-Taek, Kim*

ABSTRACT
In the global drone industry, the growth period of the industry has arrived and various
products are being launched into the market. In line with this,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undertaken in Korea to secure small UAVs with marketability. In particular, the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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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the

contents of domestic and overseas system engineering standards are presented, and examples
of application of the domestic small UAV system engineering process will be examined.

초 록
세계적으로 드론 산업은 산업의 성장기가 도래하여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시장에 상품성을 갖춘 소형무인기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 사업이 수행되
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무인기 분야는 산업용, 공공용 수요를 대
상으로 하여 수요자의 운용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개발에 원활히 반영하여 제품화
하여야 시장에서 성공이 보장될 것이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
스템의 성공적인 구현과 운용 등 수명주기 전체를 고려한 접근방식으로 성공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소형무인기 분야도 시스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시스
템 엔지니어링을 적절히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외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준서의
내용을 제시하고, 국내 소형무인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적용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Key Words :

**

Operational Concept(운용개념), ORD(운용요구서), SEMP(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리계
획서), Requirement Analysis, Attraction and Allocation(요구조건 분석, 추출 및 할당)

최 석, 김근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구소 재난치안용무인기사업단
seokchoi@kari.re.kr, ktkim@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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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시스템 엔지니어링 적용 가이드

드론 산업은 산업의 성장기가 도래하여 다양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적용하기 위해 국내외

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초창기 취미

각 기관 및 학술단체/표준기관 등에서 다양한

용, 영상촬영용 등으로 주로 사용되어오다, 재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시스템엔지

난치안, 건설, 지적측량,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니어링 적용 기준의 변천사를 제시하는 것이

산업분야에서 그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

아니라 현재 국내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

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시장에 상품성을 갖춘

엔지니어링 기준 또는 가이드를 살펴보도록 한

소형무인기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 사업이 다양

다. 국내의 경우 방위사업청의 시스템 엔지니

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재난치안분야, 산림생태

어링 프로세스를 고려한 가이드북과 해외의 경

조사 및 수질, 대기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우

분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형무인기 개발

살펴보도록 하겠다.

NASA의

핸드북, 미 국방성의 가이드북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중점으
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무인기 분야는 산업용,

2.1 방위사업청 가이드북

공공용 수요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사업 초기부
터 수요자와 개발자가 매칭되어 사업을 기획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관리규정을 통해 적

고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개발요구사항에 포함

용을 장려하던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원활한 적

시켜 개발 후 사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

용을 위해 시스템 엔지니어링 가이드북을 국내

발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 및 내부 인원들의 학술모임을 통해

AI와

Data, Network,

소형무인기를 통합한 시스템으로서 개발

2007년

최초로 작성하였다[1]. 이후 방위사업관

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

리규정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적용이 기준이 되

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형무인

어 사업을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리계획서

기를 통합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신

(SEMP

시장의 요구(Needs) 또는 산업용, 공공용 수요

Plan)

자의 운용요구사항 및 제약사항등에 대한 사전

기술검토회의 가이드북과

이해는 개발될 새로운 시스템의 성공적인 완성

관리 가이드북을 제시하여 시스템 엔지니어링

을 위해 필수적이며, 사업기획 단계부터 개발 전

프로세스의 원활한 적용을 도모하고 있다. 방

과정을 아우르는 접근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위사업청은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

;

System

Engineering

작성이 필수가 되었다.

Management

2017년 SE

2018년 SE

기반

기반 위험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해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합하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현과 운용 등

의 적용을 법/규정을 통해 사업의 필수 요건으

수명주기 전체를 고려한 접근방식으로 성공적

로 하였고, 시스템엔지니어링의 프로세스 중

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위험관리, 기술검토회의 과정을 경험을 바탕으

되고 있으며 소형무인기 분야도 시스템의 원활

로 세부 시행사항 및 개발참여자의 역할을 명

한 개발을 위하여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적절히

확히 제시하여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테일러링하여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외

적용된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준서의 내용과 국내외 적

있다[2][3].

용동향을 제시하고, 국내 소형무인기 시스템엔
지니어링 프로세스 적용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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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 국방성 국방획득 가이드북

있다.

NASA의

51

핸드북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

로세스를 3가지 공통 기술프로세스와 그 내부에
미 국방성은 국방 획득 가이드북(DAG
Defense Acquisition Guidebook)의 3장에

:

시스

템 엔지니어링 전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17가지의

세부 프로세스를 가지는 시스템 엔지

니어링 엔진(SE

Engine)을

최종 제품을 개발하

고 구현하는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5].

미 국방성 획득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관리자 및 시스템엔지니어가 각종 개발계획과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8가지

의 기술 프로세스(Technical

8가지

Process)와

의 기술관리 프로세스(Technical
Process)를

합쳐 총

하고 있으며,
를

16가지의

V-다이아

<그림 1>과

표 1. NASA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5]
Common Process
System Design
Process

Management

프로세스로 규정

그램을 통해 연관관계

Product Realization
Process

같이 제시하고 있다[4].

Technical
Management
Process

SE Process
Stakeholder Expectations Definition
Technical Requirements Definition
Logical Decomposition
Design Solution Definition
Product Implementation
Product Integration
Product Verification
Product Validation
Product Transition
Technical Planning
Requirement Management
Interface Management
Technical Risk Management
Configuration Management
Technical Data Management
Technical Assessment
Decision Analysis

3. 적용 동향 및 사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 기관에서 시
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축적된 경험을 기
반으로 구체화하여 사업 참여자가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수리온 개
발 사업을 위시한 방위력 개선사업과 스마트무
그림 1. 미 국방성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4]

2.3 NASA 시스템 엔지니어링 핸드북
NASA는 1995년

최초 발행 이후,

2007년 1차

인기 개발사업 등 각종 무인기

R&D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 무인기 개발사업, 수리
온 및

T-50은

전반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적

용 과정이 논문[6-7] 및 체계 개발업체의 책자
로 발간되어 적용 내용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

개정한 기관의 시스템

을 확인할 수 있다. 국외의 경우 시스템 엔지

엔지니어링 전반에 대한 업무 기준 및 세부수행

니어링 적용사례를 핸드북, 가이드북의 예시와

사항을 제시한 핸드북을 보유하고 있다.

개별 사업별 자료 등을 통해 프로세스 적용 내

개정, 그리고

2016년 2차

NASA

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핸드북은 시스템 엔지니

용을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어링 기준 및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자세히

적용사례를 확인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

기술하여 국내에서도 기준서로 널리 애용되고

도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체계적인 개발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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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및 시스템의 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실무자로 구성된 공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동설계팀을 운영하여 기술리더십을 제공하고

보다 구체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적용 과정을

요구조건, 인터페이스 제어문서, 성능 및 검증

살펴보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양의 개발 및 추적을 통해 하위 시스템 개발

개발과제의 사례를 제시한다.

업무를 식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하위 시스템의 호환가능성과 전반적인 목

3.1 재난치안용 무인기 적용 사례

3.1.1

표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인터페이스의 모든
측면이 공동설계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였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적용기준

공동설계팀은 시스템 설계 및 통합 역할을

재난치안용 무인기 통합시스템 개발 사업은

수행하는 구심점으로서 공통플랫폼(3종의 기

수요부처인 소방청·해양경찰청·경찰청의 실 운

체), 기본/특화임무장비, 안전운항, 통신, 지상

용 상황이 반영된 다양한 요구조건을 기반으로

통제장비/운영관리시스템 및 관련

3종의

특화임무장비, 장애물 회

기적 시스템 공동설계를 수행하였고, 공동설계

피를 위한 안전운항장비, 다수 무인기의 통합

팀은 임무요구조건 분석 및 임무시나리오 정

관제를 위한 운영관리체계 등 복합적인 재난치

의, 개념설계 수행 및 목표성능설정, 시스템 규

안현장 맞춤형 무인기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격 생성 및 구체화 그리고 시스템

사업이다. 또한,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업무를

다수의 조직이 참여하여 개발함에 따라 체계적

계인 수요처 요구사항부터 시작되는 시스템 설

인 개발관리가 필수적이다. 체계적인 개발관리

계 프로세스를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와 명확하고 정확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의하

과 같다.

비행체,

14종의

PDR까지

S/W의

ICD

유

정의

수행하였다. 시스템의 입력단
<그림 3>

고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의 준수 여
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요구조건관리, 위험
관리, 형상관리)을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리계획
서로 제시하였다.

그림 3. 시스템 설계 프로세스의 적용

개괄적으로 제시된 시스템 설계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수요처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요구조건 개발
과정은 다음에서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그림 2.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리계획서의 구성

다수의 조직이 참여하여 개발이 진행되는 상

3.1.2

요구조건 개발

재난치안용 무인기 통합시스템 개발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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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계에서 수요부처인 소방, 해경, 경찰과의

나리오 요구사항 번호와 추적성을 가지도록 하

협업을 통해 운용요구서

였다. 운용요구사항 분석서의 요구조건은 통합

Requirement Document)

(ORD

:

Operational

최초 안을 기반으로 사업

시스템 규격서로 반영되어

의 개발기준을 수립하였고, 운용개념과 임무시

검토되고

검토과정의

나리오(초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Baseline을

정의하였다.

SRR/SDR을

후속조치를

통해

반영하여

그림 4. 운용 개념(예)

재난치안용 무인기 통합시스템의 요구사항의
출발점인 운용요구서의 작성을 위해 운용개념
및 임무시나리오(초안)을 기반으로 단계별 (임
무수행 전, 정상임무 등) 활동을 식별하여 기술
하고, 요구사항을 추출/분리하는 과정을 수행
하여 운용요구서를 개발하였다.
운용요구서 및 임무시나리오별 제시된 운용

그림 5. 운용요구사항 분석, 요구조건 추출 및 할당

요구사항으로부터 통합시스템 요구조건을 분석
분해

요구조건 분석, 추출 및 할당의 과정은 공동

기능흐름도

설계팀 을 통해 통합시스템의 시스템 요구조건

이용하여 운용요구사항을 개요, 임무

및 규격서를 기준으로 규격서 문서체계에 따라

수행 전, 정상임무, 비상상황, 동시병행임무, 임

계통, 구성품 수준으로 상위에서 하위로 반복

무수행 후, 환경조건 등 요구조건으로 추출하

수행되어 개발규격서를 작성하고

였다.

운용요구사항 분석, 기능흐

검토하고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개발단계별

름도 및 요구조건 추출/할당 과정을 수행한 내

요구조건 개발과정을 통해 운용요구서로부터

용 중 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통합시스템 개발규격서, 비행체 및 계통개발규

하기

위해

IDEF0

라는

(Decomposition)도구를
(FFBD)를

<그림

5>는

활동/기능의

사용하고,

PDR을

통해

운용요구사항 분석, 기능흐름도, 추출/할당과

격서로 하향식으로 상세화되어 할당된 요구조

정은 운용요구사항 분석서로 종합 작성하여 운

건 항목은 상·하위 항목별로 연관관계를 가지

용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한 요구조건을 식별하

도록 요구조건 추적성을 가지도록 하며, 각 요

였고 운용요구사항 분석서의 각각의 요구조건

구조건 항목은 검증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게

항목은 고유번호를 가지고 운용요구서/임무시

된다. 개발단계별 기술검토회의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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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요구조건

(RTM/RVM)의

추적성
예시는

및

검증

<그림 6>과

매트릭스

건 문서 공유에 대한 프로세스도 제시하였다.

같다. 개발

위험관리 및 형상관리는 시스템 제어 절차로

단계가 기본설계, 상세설계 단계를 통해 구체

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행기준과 절차를 제시

화되며 요구조건 항목별로 검증방법에 대해서

하여 수행하였다.

도 구체화되어 반영되며, 이는 시험평가계획과

성하여 위험관리 및 형상관리 계획서에 따라

연계되어 일관되게 식별되게 작성하였다.

공동검증팀에 위험관리위원회와 형상통제위원

CDR

이후 공동검증팀을 구

회를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개발 과정
중에 수행한 각종 설계검토회의는 기존 시스템
엔지니어링 핸드북의 기준을 참고하여 개발일
정에 맞추어 수행하였다. 각 설계검토회의에서
수행할 업무의 내용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계획
서에 제시하였으며, 설계검토회의 이전 내부
검토회의(Peer

Review)는

공동설계팀 회의를

통해 수행 및 관리하였다. 각 기술검토회의에
그림 6. 요구조건 추적성 및 검증 매트릭스(예)

3.1.3

Item은

차기 기술검토회의

에서 조치결과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조치결과

시스템 분석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절차의 모
든 단계를 지원하고 성능, 기능 및 설계 요구
조건을 선택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선을 제공한
다. 모든 시스템 분석업무는 문서화하여 보관
Studies)와

Action

전에 조치결과를 확정하고 차기 기술검토회의

시스템 분석 및 제어(통제)

하며, 비교연구(Trade

서 제시된

는 기술검토회의 결과보고서로 문서화하여 조
치내역을 관리하였다.

3.1.4

실행(결과 통합 및 문제해결)

비용효과분석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각 분야별 수행 결과는

을 포함한다. 비교분석은 제한된 자원에서 성

공동설계팀을 통해 관리하였으며, 수행 간 발

능 및 제약조건 극복을 위해 수행하며, 비용효

생된 모든 결과물은 문서화하여 작성하였다.

과분석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의사결정절차에

재난치안용 무인기 통합시스템 개발에 참여하

경제적 균형을 제공하는데 사용한다.

는 기관/업체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요구

시스템 제어는 프로젝트의 구성, 위험, 서브

조건의 관리 및 추적의 편의를 위해 운용요구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관리뿐 아니라 시스템

서 및 규격서를

성능과 개발 진행 상황 추적에 사용되는 방법

또한, 기술검토회의 및 공동설계팀의

Excel로

작성하여 적용하였다.
Action

이다. 여기에는 요구조건관리, 위험관리, 형상

Item,

관리, 설계검토회의 등을 포함한다. 요구조건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 및 유지의 편이성

관리는 앞서 요구조건 개발과정을 통해 식별된

을 갖도록 하였다.

형상관리, 위험관리 관리 결과도 각각의

임무 시나리오 기반의 운용요구서(ORD) 및 통
합시스템 규격서를 개발기간 일목요연하게 관
리하기 위해 요구조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
용하였다. 요구조건 관리계획은 요구조건관리
프로세스 및 정책지침을 제시하고, 요구조건
관련항목이 상·하위 요구조건간 추적성 관리를
위한 기준과 요구조건 정보 사용자 및 요구조

3.1.5

요구조건 입증

요구조건 개발을 통해 제시된

Baseline을

기

준으로 개발된 시제품의 기능과 성능이 각 요
구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품,
계통, 통합시스템에 대해 시험평가를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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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구성품, 계통은 개발을 담당한 세부주관

서로 구현하고 각 시험절차에 따라 요구조건

기관에 일임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였고, 이 후

항목별 입증여부를 확인하였다. 형상확인을 통

통합시스템의 시험평가 진입을 위해 체계규격

한 기능요구조건 입증결과, 통합시험평가를 통

서 요구조건(기능, 성능 등)에 합치 여부를 판

한 성능요구조건 입증결과 및 통합환경시험평

단하기 위해 물리적, 기능적 측면은 형상확인

가를 통한 환경요구조건 입증결과는 최종적으

을 통하여 수행하였고, 성능적 측면은 통합시

로 요구조건 입증보고서로 종합 작성되었다.

험평가(비행성능, 환경)를 통해 수행하였다.
물리적, 기능적 측면의 요구조건 합치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한 형상확인은 통상적으
로 제작한 형상관리 품목의 실제 기능이 규격
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기능적 형
상확인과 제품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제작한 형
상관리품목의 형상이 도면의 설계 요구조건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물리적 형상확인으로 구
분된다. 이러한 형상확인의 수행업무를 재난치
안용 무인기 통합시스템의 통합시험평가 수행

그림 7. 형상확인 및 시험평가

전 기능적 형상확인을 통해 세부주관기관에서
제작한 구성품, 계통(형상관리 품목)에 대한 통
합시스템 규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지 그
리고 시제작된 형상관리품목이 기술문서의 설
계 요구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각 구성품 및 계통의 개발진척도를 고려하여
통합시험평가를

4단계

수행범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확인이 가능한 형상관리품목을 대상으
로 점진적 형상확인을 수행하였으며, 개발 중
확정된 작업분할구조(WBS
Sturucture)에

: Work Breakdown

따라 구성품, 계통 시험의 종료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시하였다. 각 단계
별 형상확인이 완료되면 형상관리담당은 형상
확인 결과보고서를 공동검증팀의 시험평가위원
회에 제출하여 확인 후 통합시험평가를 단계별
로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한 형상확인 결과보
고서는 기능적/물리적 확인 결과를 제시하고
통합시험평가 진입을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하
여 각 단계별 통합시험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요구조건 입증을 위한 형상
확인 및 시험평가 과정은

<그림 7>에

제시하

였다. 통합시험평가를 통해 요구조건별 검증요
구조건과 기준을 통합시험평가계획서 및 절차

3.2 소형무인기 인증개발사업 적용 사례
소형무인기
R&D

인증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형식인증

이 완료되어 안전성이 기 확보된 국내 소형비
행기를 활용하여 무인화 개조한 무인비행기 시
스템의 표준감항 인증을 위한 기준(안)을 개발
하고, 고중량 임무장비 탑재 및 장시간 비행
임무 수행 능력을 보유한 무인비행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기존 유인기를 무인기로
개조함에 따라 기존 유인기에서 유지되는 서브
시스템과 개조 서브시스템, 그리고 추가되는
서브시스템의 범위를 명확히 구조화하여야 하
며, 유인기 운용개념과는 다른 무인기 운용개
념을 설정하고 무인기가 가지는 제한사항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3.2.1

요구조건 개발 및 관리

무인화된 시스템의 운용목표 및 운용제한사
항 등을 기반으로 무인비행기의 운용요구사항
을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시작

56

최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8/2 (2020) pp. 49~57

단계인 운용개념

(Concepts of Operation)을

정

있으며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적인

의하였다. 운용개념을 통해 구체화된 시스템의

업무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만 보

운용요구사항을 운용요구서를 통해 제시하였고

더라도 항공, 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적용 사

운용요구사항의 분석을 통해 시스템 요구조건

례를 확인할 수 있고 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구

명세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수준의 요구조건을

성원이라면 최소한 기술검토회의를 통해서라도

체계규격서에 반영하고 하위 시스템으로의 할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접하게 된다.

당을 통해 계통수준의 개발규격서를 개발하였

그러나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개발자

다.

에게 개발품을 설계, 해석, 제작, 시험하는 업

기존 유인기에서 무인기로 전환하기 위하여

무와는 동떨어진 문서작업을 추가로 요구하는

무인화시스템을 장착함에 따라 추가되는 지상

부가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프로세스라는 인식

통제시스템, 데이터링크 시스템 등 서브시스템

을 가지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례에서 제시

및 기존 유인기 서브시스템 중 개조되는 서브

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적용과정에

시스템의 요구조건을 구체화/계층화하는 과정

서도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시스템 엔지니어와

도 시스템 엔지니어 뿐만 아니라 설계 엔지니

엔지니어간의 협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

어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형무인기

하였다. 국내외 각 기관의 핸드북 또는 가이드

인증기술개발과제는 요구조건 관리 전산 도구

북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스템

인

사용하여 운용요구서, 체계규격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

서 및 서브시스템 규격서를 전산화하였다. 이

록 하기 위해 얻어진 산물일 것이다. 세부적인

를 통해 운용요구사항 항목과 규격서의 요구조

개발방법을 특허, 표준 등으로 구체화하여 기

건에 대한 추적성관리가 전산화하여 이루어지

술적인 성과로 얻듯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

며 서브시스템의 요구조건 변경사항이 시스템

세스 적용 경험도 문서 등의 형태로 만들어 국

단위에서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 용이하게 식

내외의 핸드북, 가이드북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별할 수 있게 하였다.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DOORS를

3.2.2

기술 관리

후기

소형무인기 인증개발사업의 원활한 개발관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재원으로 국토교통

를 위해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중 기술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며 위험관리, 형상관리,

과학진흥원의

‘소형무인비행기

인증기술개발’

기술검토회의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다. 현재 기본설계를 거쳐 상세설계수행 단계
에 있으며, 시스템 설계과정을 통해 시제품 구
현단계과정을 통해 발생되는 관리 요소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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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을 위한 ARINC 825 분석
한동기*, 장재원*1)

ARINC 825 Analysis for Distributed Electric Propulsion
System
Han, Dong-ki*, Chang Jae-won*

ABSTRACT
In the near future, distributed electric powered aircraft is being adopted as personal aerial
vehicle(PAV) for UAM due to low noise, high efficiency, and eco-friendly. However, since it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research worldwide, technology trends should be analyzed to
select appropriate network interface for distributed electric propulsion aircraf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technology trend of distributed electric propulsion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CAN-based ARINC 825 along with the existing aviation communication protocol. In the
distributed electric

propulsion

intricately

interlocked,

Therefore,

the

system,

CAN-based

possibility

of

because

ARINC

applying

multiple

825

is

ARINC

an

825

motors,

inverters, and batteries

appropriate
to

the

communication

future

are

protocol.

development

of

PAV

unmanned aerial vehicles is confirmed.

초 록
차세대 항공기로 주목받는 분산 전기추진 항공기는 저소음, 고효율, 친환경 등의 장점을 가지
고 있으며 도심항공운영(UAM)의 개인항공기(PAV)로 적합한 항공기이다. 분산 전기추진 항공기
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 연구단계이며 시스템에 적합한 데이터 통신 규격에 대한 사전 조사와 분
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의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기존의 항공용 통
신규약과 함께

CAN

기반의

ARINC 825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은 다수 모

터, 인버터, 그리고 배터리가 연동되기 때문에 다수 노드간의 통신이 가능한
ARINC 825가

적합한 통신 인터페이스이다. 또한

대역폭 관리 등을 제공하므로 향후

Key Words : Personal

PAV

개발에

기반의

다양한 식별자, 상태 모니터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항공기), Distributed Electric Propulsion(분산 전기추진),
Controller Area Network(계측 제어기 통신망), ARINC 825

*

Aerial Vehicle(개인

ARINC 825는

ARINC 825

CAN

한동기, 장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구소 , 무인기연구부
zxdrfv@kari.re.kr, zdream@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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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도심항공운송(Urban
UAM)에

있으며

Air Mobility,

이하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UAM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 세계적으

로 이에 대한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다[1].
UAM은

복잡한

도심지역에서

(Personal Aerial Vehicle,

이하

개인

항공기

PAV)를

활용하

여 지상교통 체증에 상관없이 이동 가능한 미
래 교통수단이다.
해서는

PAV의

UAM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

개발이 필수적이며 국내외 여러

기관 및 업체에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PAV

의 국내외 대표적 모델은 그림 1과 같다[2-5].
(a)는 Airbus社의 Vahana이며

그림 1. Exampl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V
Development Aircraft
(a) Airbus Vahana, (b) Lilium Lilium Jet
(c) KARI OPPAV
(d) Hyundal S-A1

단거리 교통수

단을 대체할 미래 이동수단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eVTOL(Electric

Landing)

항공기이며

가 완료되었다.
다.

Vertical

2019년

Take-Off

and

비행시험 및 과제

(b)는 Lilium社의 Lilium Jet이

Lilium Jet는

저소음 및 고효율을 위해

36개

의 모터를 활용한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을 적
용한 것이 특징이며,
행하였다.

(c)는

2019년 5월

초도비행을 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OP

PAV(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이며

그림 2. Configuration of Distributed Electric
Propulsion System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토부와 산업

PAV

부의 협업으로 개발 중인 항공기이다. 수직이착

측정 장치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륙이 가능하며 유무인 겸용으로 운영할 수 있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은 단일이 아닌 다중 구

는 특징이 있다.

조로 동시에 운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네트워

(d)는

현대의

S-A1이며 Uber와

협업하여 개발 중인 항공기이다.

2020년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처음 공

개되었으며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Mobility Solution)에
PAV는

활용 예정인

1월

(Smart

PAV이다.

저소음, 고효율, 친환경, 수직이착륙,

크 인터페이스를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 항공
기에서는 모듈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해 주로 활
용되는

통신

인터페이스는

그리고

ARINC 664, MIL-STD-1553

다수 모듈을 운용하기 때문에

해서 대부분의 항공기는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

페이스가 적합하므로

Electric

Propulsion)을

있다.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은 그림
All-Electric

채택하고
2와

같이

유형을 지향하며 배터리, 모터 드

429,

ARINC 825

가 있다[6-7]. 이 중,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은

안정성, 신뢰성 등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
(Distributed

ARINC

825의

CAN

CAN통신

적용이 필요하다[8].

통신 인터

기반

ARINC 825

ARINC

인터페

이스는 자동차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CAN

통신에 항공용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표준

라이버(또는 인버터), 그리고 모터를 기본 구성

화한 것이다.

으로 한다.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센서 및

기 시스템(Commercial

ARINC 825는
Air

상업용 운송 항공
Transport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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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전송량이 낮은

기술을 활용하여

Ethernet

고속통신

100Mbps

서브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항공기

을 지원한다.

시스템(General

적용할 경

스위칭 포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데이터 간

우, 항전 네트워크 혹 항전 백본 네트워크로 사

충돌 가능성이 없다. 이와 같이 빠른 속도와

용된다[8]. 따라서

안정성을 보여주지만 고가의 장비 및 유지비용

Aviation System)에

ARINC 825는

주/보조 네트

Full-Duplex Link

워크로 구성 가능하므로 다수 모듈을 보유한

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다.

분산 전기 추진시스템의 주요 네트워크 인터페

용

이스로

는 최대

ARINC 825

채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을 위해
항공용 통신 인터페이스와 함께
ARINC 825의

ARINC 825는

항공

통신의 표준으로 활용되며 전송속도
1Mbps를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전송과

같은 고속통신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CAN

통

기반의

신의 장점인 저중량, 고효율, 신뢰성, 그리고

자세한 특성을 기술하였으며 이

적은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 등의 특징을 가지

를 통해, 향후
ARINC 825

CAN

및 노드는 직접

CAN

및 무인항공기 개발에

PAV

적용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므로 항공기 인터페이스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표

1은

항공용 통신 인터페이스의 주요항목 비

교이며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PAV와

2. 본 문

같은 분산전기추진 시스템은 다수의 전

기모터 및 상태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차세
대 항공 통신 인터페이스로 항공용

2.1 항공용 통신 인터페이스

인

CAN

통신

인터페이스 적용이 필요하다.

ARINC 825

현재 항공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 인터페
이스는

ARINC

MIL-STD-1553B,
[6-7].

ARINC

429,

그리고

429는

ARINC

ARINC 825

664,

등이 있다

ARINC 429는 100kHz

링크를 통해

32비

트 단방향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며 이
는

Mark

33

디지털 정보 전송 시스템(DITS,
으로 알

Digital Information Transfer System)

려져 있다.

Bit Rate

Interface

(bit/s)

전기식 데이터 버스이며

상업 및 운송 항공기에서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1. Communication Interface for Aviation

MIL-STD-1553B는

1Mbps

이다. 서브시스템 간의 전기적 인터페이스의
Linear Multi-Drop Bus

망을 구성한다. 이에 따라

Latency
Small

ARINC 429

100k

Linear

MIL-STD-1553B

1M

Linear

ARINC 664

100M

Star

ARINC 825

1M

Linear

Small
Depends on
network load
Depends on
message priority

군사 규격 항공

통신 네트워크로 활용되며 전송속도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Topology

2중화

구조를 가지

2.2 항공용 CAN 통신

2.2.1.

항공용

CAN

CAN

통신은

통신 기술동향

1983년 Bosch사에서

차량 네트

며 데이터 버스 컨트롤러에서 전체를 제어를

워크로 최초 개발되었다.

하므로 실시간 데이터 전송과 신뢰성이 보장되

로 인해 자동차에 다양한 전기 제어 모듈이 탑

지만 중앙 집중 형 구조를 가지므로 데이터 버

재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비동기

스 컨트롤러가 고장 나면 전체 시스템이 동작

직렬 통신방식(Universal

하지

-er/Transmitter,

않는

단점이

AFDX(Avionics
Ethernet)이라

Full

있다.

ARINC

Duplex

664는

Switched

불리며 서브시스템 간 전이중

이하

1980년대

기술발전으

Asynchronous Receiv-

UART)은

배선장치의 공

간 차지, 차체무게 증가, 교체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Bosch는

한동기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8/2 (2020) pp. 58~65

61

그림 4. NASA X-57 Maxwell Aircraft and Sectional
Drawing
그림 3. Schematic of the Typical Connection
between CAN Bus and Nodes[7]

차량용 네트워크인
1993년에는

CAN

ISO에서

통신을 개발하였으며

CAN

통신을

국제 표준 규격으로 제정하였다[9].
의 기본 구조는 그림
하나의

통신

CAN

같다. 다수의 장치는

UART

방식의 단점인 배선 부피 및

무게증가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은

11898

버스에 연결되어 제어가 가능하

CAN

므로 기존

3과

ISO

통신

CAN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

Multi-Master/Slave

한 모듈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다른 통신
에 비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배선은
개의 선(Twist

Pair)만

2

그림 5. The X-57 Command System Network Diagram

연결하기 때문에, 모듈
최근

추가에 따른 배선 무게 및 공간 측면에서 이점
이 있다. 또한 물리적 신호는 차동 신호 전송
(Differential

Transmission)을

Signal

활용하여

무인항공기의

NASA는 SCEPTOR

CAN

통신

프로젝트에서

를 통해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

활용은

X-57

CAN

항공기

통신 인

전기적 노이즈에 강한 특성을 가진다. 위와 같

터페이스 효율성을 입증하였다[13]. 그림

은 장점으로 인해 차량용 외에도 다양한 어플

같이

리케이션에서 활용되고 있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기이며

대표적으로

항공기 비행

중재와 우선순위 중재 등 다양한 이점 때문에

갑판 시스템, 엔진 및 비행제어 시스템 등에

전기모터 제어 및 항공기 상태정보 수집에

통신이 일부 활용되었다.[10] 항공 시스

CAN

템에

Airbus社, Boeing社의

CAN

X-57은 All-Electric

프로토콜의 오류감지 메시지

CAN

통신이 활용되었다. 그림

통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항

은

CAN

공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통신 요구사항을 만족

는

CAN Standard를

하여야 하며 다양한 하위 시스템 공급업체의

인

ARINC 825가

네트워크를

위레벨

CAN

Boeing社를
Group을

통합해야
필두로

결성하여

CAN

초기

멤버는

Rockwell

Collins社,

System社를

ARINC 825

GE

Airbus社와

Technical

ARINC 825

였다[11].
Flight

하므로

Working

규격을 발표하

Airbus社,

boeing社,

Aerospace社,

중심으로

2017년

출시하였으며

에서 확인 가능하다[12].

ARINC

5와

같이

X-57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버스 아키텍처
따른다. 하지만 통신 규격

아닌 표준

CANopen

CAN

메시지와 상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장치

간 통신 및 상호호환성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
이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의
ARINC 825의

CAN

통신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Stock
11월에

규격서를 발표하였다. 개정판

2009년 12월에

4와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

1은

홈페이지

2.2.2. ARINC 825
ARINC

825는

특징
기존

CAN

통신 네트워크에

항공용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규정을 표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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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데이터 프레임은 일반적인

CAN

통

신과 동일하지만 항공기에 적용하기 위해 정해
진 규격에 따라 구성된다[11].
장 큰 특징 중 하나는

ARINC 825의

CAN통신에서

가

식별자 설

정을 항공용에 알맞은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설
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2.2.3. ARINC 825
ARINC 825의

그림 6. ARINC 825 CAN Identifier Structure
(a) One-to-Many Identifier Structure,
(b) Directed Message Identifier Structure,
(c) Peer-to-Peer Identifier Structure
표 2. Logical Communication Channel Assignment
Channel
Number

Channel
Acronym

Description

LCC Message
Bits Priority

0

EEC

Exception Event Channel

000 Highest

1

Reserved

001

방식인

같다.

통신 인터페이스

식별자 구조는 그림

One-to-Many,
Peer-to-Peer

2.2.3과

Directed

6과

같이

그리고

Message,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식별자 구조는 브로드캐

One-to-Many

스팅 방식으로 매개 변수 데이터 전송에 이상
적인 방법이므로

CAN

버스의 메시지 전송에

주로 활용되는 구조이다. 해당 인터페이스 식
별자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앞단

3개의

는

Channel)로

LCC(Logical

할당된다.

LCC

Communication

비트

비트는 식별자 구조에서 메시

2

NOC

Normal Operation
Channel

010

3

DMC

Directed Massage
Channel

011

다.

4

NSC

Node Service Channel

100

독립적인 네트워크 계층을 만드는 목적으로 표

5

UDC

User-Defined Channel

101

2와

6

TMC

Test and Maintenance
Channel

110

정 이후, 기능 별 메시지를 구분하기 위해

7

FMC

CAN Base Frame
Migration Channel

111 Lowest

지 우선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비트이
LCC

비트는 서로 다른 기능을 지원하는

같이 세부적으로 할당된다.

(Function Code Identifier)를

결정한다.

표

FID는 ARINC 429와

LCC

3을

비트 결
FID

참조하여

유사하게 항공

기의 여러 기능에 대하여 사전 식별코드를 내
표 3. ARINC 825 Function Code List
FID

Function [1]

0

Multicast Function Code ID

1

Reserved for Future Growth

2

Reserved for Future Growth

3

Reserved for Future Growth

4

Flight State
중략

93

Communications: Audio and Video Monitoring

94

Indicating/Recording Systems: Automatic
Data Reporting Systems

포하고 있으며, 개발자가 필요시 임의로 설정
할 수 있는
LCC, FID

코드도 함께 제공한다.

설정이 완료되면 식별자 구조의 최

하위 범주인
야한다.

Reserved

DOC(Data Object Code)를

FID와

마찬가지로

DOC의

설정해

기본적인 설

정 값은 제공하며, 개발자가 필요시 임의로 설
정할 수도 있다. 식별자 구조의 마지막
는

RCI(Redundancy

당된다.

RCI는

Channel

비트

Identifier)로

할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채

널이 필요한 경우 활용된다. 그림
적용된 다중화 구조의 예로, 다중
된 시스템이며 메시지 당 최대
가능하다.

2

ARINC 825

7은

RCI가

Bus로

구성

4채널까지

설정

데이터 프레임은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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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RINC 825 FSB Classification

그림 7. RCI Application Example

구조 외에 메시지 수준 기능 상태(Message
Level Functional Status)를
(Functional

Status

Bit)를

확인하기 위한
가진다.

FSB는

FSB

복잡

한 항공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FSB

상태는 정상 작

그림 8. Periodic Health Status Message ID Structure

동(NO), 기능테스트(FT), 계산된 데이터 없음
(NCD),

그리고 실패/경고(FW)의

지시한다.

FSB

DLC(Data
4와

상태를

비트는 데이터 길이를 결정하는

Length

같이

4가지

ARINC

Code)
825

비트와 조합하여 표

기능 상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825의

ARINC

두 번째

방식인

Directed

통신 인터페이스는 송/수신 노드를

Message

지정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비트는

LCC

동일하게 적용되며 각 노드에 고유한

7비트

노

드 주소 및 포트를 할당하여 원하는 노드에 직
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to-Peer

통신 인터페이스는

페이스의
수행할
Server

사용된다.

FID와

(Node ID)를

One-to-Many

인터

그림 9. CAN Data Rate versus Bus Length

필드를 확장하여 특정 통신을

DOC

때

Peer–

확장된

SID(Server

ID)로

필드는

DOC

구성된

NID

지정하여 주소 노드 식별을 허용

한다. 위와 같이

ARINC 825는 3개의

통신방식

시스템의 신뢰성을 증가시킨다.

2.2.4. ARINC 825
ARINC 825에서

통신 속도
지원하는 통신 속도는

을 지원하며 개발자는 원하는 통신 종류에 따

kbit/s, 500kbit/s, 250kbit/s, 125kbit/s,

라 알맞은

83,333 kbit/s

29비트

식별자를 설정하여

CAN

통

신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다.
ARINC

825는

위해 그림
Status

8과

추가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같이

Message)

825는 CAN

터 속도

PHSM

(Periodic

식별자를 활용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상에서 개별

메세지를

1Hz의

이다. 또한 그림

9와

그리고

같이 데이

통신과 동일하게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Health
ARINC

장치의 오류 및 동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PHSM

CAN

1000

낮은 주기로 전송하여

2.2.5. ARINC 825

대역폭 관리

대역폭 관리는 각 노드의 전송률을 제어하여
단일 메시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

10

은 각 노드들이 비동기 전송방식으로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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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의

전체 부하를 감소시키는 예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개발자의 대역폭 설정에 따라

CAN

버스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
이터 손상 시, 오류 관련 메시지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벤트들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가 있으
므로 버스 용량의 여유분이 필요하다.
825는

ARINC

시스템의 부하가 정상 작동 중에 최대

버스 부하의

이하가 되도록

50%

권장하며 이

를 통해 통신의 안정성을 확보 한다.

그림 10. ARINC 825 Transmission Schedul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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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큐브샛은 주로 저궤도 임무에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로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시연 및 제한된 기능의 우주 과학 활동에 사용된다. 큐브샛을 이
용하여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 심 우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하위 시스템의 크기
제한, 가용한 전력, 통신 및 과학 탑재체를 위해 충분히 큰 무선통신 개구면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테나 기술의 발전으로 고성능 통신이 가능해져 지구 궤도에서의 과학임무 및
큐브샛을 이용한 심 우주 탐사 임무가 가능해 졌다. 본고에서는 심 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해주
는 최신 큐브샛 안테나 기술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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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전개되었다.

1. 서 론

0.5m

큐브샛은 주로 저궤도 임무에 국한되어 활용

6U

크기의 큐브샛에

크기의 메쉬 반사판(mesh

reflector)

용하여 비와 눈의 강수량을 측정한다[5].
은

와

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

1>

로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시연 및 제한

그림을 보여준다.

MarCO

RainCube

을 사

<

그림

에서 사용한 안테나

된 기능의 우주 과학 활동에 사용된다. 큐브샛

본고에서는 심 우주 탐사를 위한 큐브샛에서

을 이용하여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 심 우주

사용할 수 있는 대역에 따른 이득별 안테나를

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각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하위 시스템들의 크기 제한, 가용할 수 전력,

용된

통신 및 과학 탑재체를 위해 충분히 큰 무선통

나 개발된 심 우주 탐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

신 개구면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1]. 저궤

는 다양한 대역별 안테나를 정리하였다.

InSight

임무에 사

를 중심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거

MarCO

도에서 큐브샛은 낮은 이득으로 대형 지상국과
통신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초고주파
대역의 전개식 다이폴 또는

(UHF)

밴드 패치 안테

S

나 등을 사용한다. 이에 비해 저궤도 위성은
최대 통신 범위가

2

천

에 불과하지만 심

km

우주 탐사 임무는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최소
2

백만

km

큐브샛의

주파수 링크가 지원되어야 한다[2].
RF

출력이 약

5

와트로 제한되어

2. 본 문
큐브샛을 지구에서
리에서

운영하는
의

MarCO

2

백만

것은

성공으로

km

이상 되는 거

불가능해

인해

다양한

보였으나
임무에서

와 매우 유사한 통신 아키텍처가 사용되

MarCo

고 있다.

있기 때문에 거리 증가를 보상하려면 더 높은
이득의 안테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외 우
주기술선진국 중 미국의 제트추진연구소(JPL)
를 중심으로 주로

X

또는

Ka

밴드 대역에서

심 우주 통신을 위한 새로운 저 이득 안테나
(LGA),

중 이득 안테나(MGA) 및 고 이득 안

테나(HGA)를 개발하기 위해 광범위한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큐브샛 임무 중

MarCO(Mars

Cube

One)

와

임무의 성공으로 인해 향후 더욱 많

RainCube

은 우주탐사 임무에 큐브샛 활용이 증가 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1][3].
는

MarCO

InSight

탐사선의 진입, 하강 및

착륙(EDL)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텔레메트리 데
이터를 지구로 전달한 최초의 큐브샛이다. 두
대의
X

6U

크기의 큐브샛으로 구성되어 전개식

밴드 리플렉터어레이 안테나와

Iris

라디오

트랜스폰더를 사용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
행했다[4]. 또한

RainCube

는 최초의 능동형 레

이더를 탑재한 큐브샛 임무로 지구 저궤도에

그림 1. MarCO와 RainCube 안테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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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arCO 안테나 특성
X 밴드
HGA

파라미터

X 밴드
MGA

<

주파수

29.2

9

UHF

6

20

는

2.5

60

MarCo
2x1

에서 사용된

X

밴드 싱글

패치 어레이 안테나를 보여

준다[8].

401 MHz
(수신)

2.1.2 UHF
UHF

5.5

2>

패치 안테나와

X 밴드
LGA

7.14-7.23 GHz (수신)
8.4-8.5 GHz (송신)

최대이득
(dBi)
반치전력
빔폭
(deg)

그림

밴드

LGA

안테나

안테나는 저궤도 큐브샛 통신에 광범

위하게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지상-궤도 사이의

60

릴레이 통신에 사용된다. 저궤도 큐브샛에서

파워 (W)

10

임피던스
(Ω)

50

편파

우선회 원형편파(RHCP)

온도범위
(deg)

-55~125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및 초고주파

UHF

안테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네덜란드
의 전개식 안테나로, 길이가 각각 최대

ISIS
55

사

cm

인 줄자 스프링 형태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안테나로 구성된다[9].

에서 사용된 안테나 종류별 특성은

선형 또는 무지향 패턴의 단극, 쌍극 또는

에 정리하였다. 심 우주 탐사 큐브샛은

턴스타일(turnstile) 방식과 같은 다양한 안테나

MarCo
<

표

1>

주로

X

및

구성이 가능하며 더 높은 이득을 얻기 위해 루

HGA

안테나를 사용한다. 안테나 이득은 크기

프, 헬리컬, 패치 안테나와 같은 다양 형태의

밴드에서 작동하는

LGA,

MGA

와 직결되므로 경제성과 외부환경 조건을 고려

UHF

해서 설계해야 한다.

적인

안테나 구성이 가능하다.
InSight

착륙선과

EDL

단계의 텔레메트리

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해
테나 이득이 필요했다[1].

2.1 저 이득 안테나(LGA)

2.1.1 X
X

밴드

밴드

빔폭의

LGA

5

dBi

이상의 안

는 이를 위해

MarCO

위성의 두 위치에서 전개하여 동작하는
안테나

과 같은 전개식

3>

는 빔폭이 더 넓기 때문에 좁은

LGA

HGA

는 주목

MarCO

UHF

<

원형 편파 루프 안테

나를 사용했다.

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지향 없이

도 낮은 데이터 전송률로 텔레메트리 기능을
제공한다. 위성의 자세 지향이 잘못되었을 때
와 같은 비상 상황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온
보드 이상으로 인해 위성의 자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비상 통신에 필요하다. 싱글 패치 안테나
를 이용해 위성은 최대 거리
DSN

지상국으로부터

62.5

에서

0.3 AU

bps

34

AU

에서

70

m

DSN

m

로 명령을 수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성은 최대 거리에서
지상국으로

62.5

0.15

로 텔

bps

레메트리를 전송할 수 있다. 모든 심 우주용
큐브샛 안테나는 다이플렉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수신 또는 송신하는

RF

그림

신호경로 아

키텍처를 가지기 때문이다[7].
그림 2. MarCO X 밴드 패치 어레이 LG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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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ioSentinel 임무에서 사용한 8x8 패치
어레이 방식의 X 밴드 MGA[10]
그림 3. MarCO 전개식 UHF 원형 편파 루프
안테나[8]

2.2 중 이득 안테나(MGA)
<

그림

4>

송신전용

와 같은

8x8

BioSentinel

임무에 사용한

원형 편파 패치 어레이 안테나는

복잡한 기계적 전개가 없어 이득 요구조건을
만족할 때 매우 유용한 안테나로 알려져 있다.
이 임무에서 사용한
6U

전용
23.4

패치 어레이 안테나는

원형 편파 패치 어레이를 사용하여

8x8
dBi

이상의 이득을 얻었으며

안테나를 사용하여
송 속도를,
4

8x8

급 크기의 큐브샛에 적합하다. 또한, 송신

kb/s

70

m

1

AU

DSN

거리에서

34
1

m

DSN

kb/s

전

안테나를 사용 했을 때

전송이 가능하다[10].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에서 사용하기 위해

<

Europa

그림

5>

Lander

임무

와 같이 모두 금

속으로 된 새로운 패치 어레이가 개발됐다. 이
안테나는
여주며,

80%

8x8

이상의 전례 없는 효율성을 보

패치 어레이는 상향 링크 및 하향

링크 주파수 대역을 모두 지원하는

25.3

dBi

의

이득을 얻었다. 이로 인해 이전 어레이에 비해
2

dB

었다.

개선되어 데이터 속도가

1.6

배 향상되

그림 5. 금속형 X 밴드 8x8 패치 어레이 안테나[11]

그러나 이 안테나의 한 가지 단점인 무게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 버스 자
체를

접지판(ground

plane)

으로

사용하였다

[11].

2.3 고 이득 안테나(HGA)
좁은 빔폭을 가지는 통신용

HGA

는 큐브샛

에서 매우 중요한 안테나이다.

HGA

를 이용해

큐브샛은 심 우주로 비행을 하면서 대량의 과
학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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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억

1

5,600

는 약

MarCO

프 통신은

X

8

만

km

나 되는 화성 거리에서

속도의 실시간 밴드파이

kb/s

밴드 전개식 리플렉터어레이 안테

나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14].

에서

MarCO

사용한 전개식 패치 어레이 안테나 사진은
림

과 같다. 또한

7>

<

같이 더 작은 빔폭의
수 있는 전개식

Ka

그림
6U

8>

<

그

에서 보는 봐와

급 큐브샛과 호환될

밴드 리플렉터어레이 안테

나가 개발되었다. 이것은 현재 가장 큰

Ka

밴

드 큐브샛 호환 안테나로 이 안테나는 주로 지
구 원격탐사용으로 설계되었지만 심우주 통신
을 위해 쉽게 재설계 할 수 있다[14].
그림 6. 궤도에서 성공적으로 전개된 ISARA 임무에
적용된 리플렉터어레이 안테나[16]

안테나는 리플렉터어레이, 메시 반사

HGA

판, 팽창, 멤브레인, 슬롯 어레이, 메타표면
(metasurface,

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안

MTS)

테나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거나 개발 중에
있다.

2.3.1

리플렉터어레이 안테나

1996

년 존 후앙(John

Huang)

은 전개식 리

플렉터어레이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도입했

그림 7. MarCO 리플렉터어레이 안테나[15]

다. 후앙의 개념은 스프링이 장착된 힌지를 이
용해 간단하게 전개되는 기계장치로 편평한 반
사면을 사용한다[12]. 이 개념은 큐브샛
(Integrated
Antenna)

Solar

Array

&

ISARA

Reflectarray

임무에서 최초로 구현되었다.

ISARA

는 최초의 우주용 리플렉터어레이 안테나 기술
검증 임무이며 저궤도 위성통신을 위해
GHz
%

주파수 대역에서

효율을 얻었다.

<

33

그림

dBic
6>

의 이득과 약

26
26

과 같이 궤도상에

서 성공적으로 전개됐다[13].
InSight

신을 위해

임무에서

EDL

단계 동안 실시간 통

에서 전개된 리플렉터어레이

MarCO

를 사용하였다. 송신 전용 리플렉터어레이는
29.2

dBic

이득과

42

%

효율을 달성했다.

그림 8. 6U급 큐브샛용 1m Ka 밴드
리플렉터어레이 안테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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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U

71

급 큐브샛과 호환되는 오프셋 메시 반사

판 안테나는 미국
다[18].

<

그림

10>

Tyvak

사에서 개발 중에 있

과 같은 오프셋 구성은 안테

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낮은
level)

SLL(side

lobe

달성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반사판형 안

테나와 유사하게 여러 주파수 범위 적용 할 수
있다. 안테나는 심 우주 통신을 위해
밴드 대역에서 설계되었다.

X

및

X

Ka

밴드 대역의 경

우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 주파수 대역에서 각
각

36.1

및

36.8

dBic

의 이득과

효율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향 링크 주파수 대역에서

그림 9. RainCube 임무에서 사용한 0.5 m 메시
반사판 안테나[20]

62 %

2.3.3

Ka
48.4

72

%

및

62

%

밴드에서는 하
dBic

의 이득과

의 효율을 갖는다[19].
팽창 안테나

팽창 안테나는 심 우주 통신을 위해

S

및

X

밴드 대역의 안테나가 개발되었고 포괄적으로
테스트되었다[21][22]. 또한 다른 팀에서도
밴드 대역에서의 작업도 보고되었다[23].
11>

<

W

그림

은 팽창식 안테나 형상으로써 구면 수차는

피드(Feed) 위치를 조정하거나 보정 렌즈를 사
용하여 보정 할 수 있지만

S

밴드 이상의 주파

수에서 표면 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알려
졌다.

그림 10. X, Ka 밴드 1m 전개식 오프셋 메시
반사판 안테나[19]

2.3.2

메시 반사판 안테나

큐브샛용 다중 전개식 메시 반사판(multiple
deployable

mesh

reflector)

안테나는

S,

밴드 주파수 대역에서 개발되었다.

<

같은

밴드

6U

급 큐브샛과 호환되는

전개식 메시 반사판 안테나는

Ka

X,

그림

Ka

와

9>
0.5

RainCube

m

임무

와 같은 심 우주 통신 및 지구 과학 임무를 위
해

도입되었다[17][18].

 ×  ×   )의
42.4

dBi

의 이득과

56

안테나는

제한된

1.5U

크기를

(

즉,

가지며

의 효율이 입증되었다.

%

그림 11. S, X 밴드 팽창식 안테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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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소형위성에 탑재된 전개식 슬롯 어레이
안테나 (SAR 안테나)[25]

<

그림

13>

은 소형 위성에 탑재된 슬롯 어레이

안테나를 나타낸다. 슬롯 어레이는 선형 또는
원형 편파를 사용하는 싱글 및 좁은 대역 활용

그림 12. JPL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개식 멤브레인
리플렉터어레이[23]

2.3.4

에 적합한 솔루션이다.

치 어레이 또는 리플렉터어레이 방식을 가진
밴드에서 작동하는 대형 패치 어레이 안

S

테나가

급 큐브샛에 도입된 사례가 있다.

6U

이때   

<

28.6 dBi

그림

12>



크기의 선형 편파 패치 어레이

이득과

브레인 안테나는
경

20

cm,

18

와 같이
높이

%

다중빔(multibeam), 지향(directive) 모드 등 세
가지 운영 모드로 동작한다.

2.3.6

메타표면 안테나

MTS(metasurface)

안테나는

Ka

밴드

MTS

의 새로운

HGA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는 금속형

효율을 갖는다[19].

<

그림

에서 개발 중에 있다. 직

안테나로 전개할 수 있다. 특히 전개식 안테나



의 경우 개구면이 커짐에 따라 피드의 기계적

JPL

의 캐니스터에서  

cm

을 사용하여

horn)

을 얻을 수 있다. 효율은 약

40

39.6

dBi

지오메트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득

이다. 피드

%

전개의 부정확성, 피드 효율성 및 피드 막힘으
로 인해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24].

2.3.5

14>

안테나로 안테나 초

점 거리에 피드를 배치하지 않고 대형 개구면

크기의 개구면으로 전개된다. 초점에 위치한
피드 혼(feed

밴드

밴드 리플렉터어레이 멤

X

9

S

슬롯 어레이 안테나는 전방향(omnidirectional),

개구면을 얻을 수 있다. 멤브레인 안테나는 패

는

밴드 대역 이상에서

큐브샛에 적용되어 구현될 수 있으며
멤브레인 안테나

멤브레인 안테나의 적재 부피는 작지만 큰

다.

Ka

슬롯 어레이 안테나

위성 주위에 접혀있는

6

개의 전개식 패널로

구성된 슬롯 어레이 개념은

100

급 소형 위

kg

성에 대해 제시된 사례가 있다[25].
그림 14. 금속형 Ka밴드 MTS 안테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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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심 우주 탐사용 큐브샛 전개식 HGA 특성 및 성능 요약[29]
임무

형태

크기

주파수 (GHz)

이득

효율(%)

큐브샛 크기

ISARA

리플렉터어레이

0.33×0.27m

26

33 dBic

26

3U

MarCO

리플렉터어레이

0.6×0.33m

8.4

29.2 dBic

42

6U

OMERA

리플렉터어레이

1.05×0.91m

35.75

47.4 dBi

32

6U

KapDA

메시 반사판

0.5m 직경

32
34

42 dBic
42.4 dBic

57
55

6U

KaTENna

메시 반사판

1m 직경

8.4
35.75

36.8 dBic
48.4 dBic

62
62

12U

Membrane

멤브레인

1.24×1.24m

3.6

28.6 dBi

18

6U

LaDeR

멤브레인

1.5×1.5m

8.4

39.6 dBi

40

6U

*OMERA : One-meter reflectarray antenna
*KapDA : Ka-band parabolic deployable antenna
*KaTENna : Ka-band antenna
*LaDeR: Large-area deployable reflectarray antenna

MTS

안테나는 전개식 리플렉터어레이 안테나

와 유사한 전개 방식을 사용한다.

6U

급 또는

급 큐브샛에서 최대 달성 가능한 개구면

12U

크기는 약   이다.
작동하는 실리콘

(Si)

94

도체 기반 홀로 그래픽
개발 중이다.

MTS

GHz

MTS

integrated

(GaAs)

안테나는

반

에서

JPL

안테나는 홀로 그래픽 방식

으로 빔 포밍을 수행한다.
실리콘과 갈륨비소

주파수 대역에서

및 갈륨 비소

MTS

waveguide)

피드 구조가 존재하며

<

그림

안테나는
피드와

15>

와 같은

SIW(surface

그림 15. Pillbox Feeding 아키텍처와 Si/GaAs
Quasi-optical MTS 안테나[28]

Quasi-optical

피드와의 사이를

<표 2>는 심 우주 탐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환하며 고도 방향으로 빔을 조정한다[26][28].

큐브샛 전개식 HGA 안테나의 특성 및 성능을

SIW

정리하여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3. 결 론

큐브샛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HGA 안테나가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궤도에서 심 우주까지 소형 우주선이 저

큐브샛을 이용한 새로운 탐사 임무를 계획

렴한 비용으로 태양계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새

할 때 안테나의 선택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로운 안테나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에

때문에 본고에서 정리된 심 우주 탐사에 사용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

할 수 있는 대역별 안테나 방식과 성능을 이용

서 작동하는 큐브샛 안테나를 조사하고 분석하

하여 임무 목적과 제약사항들을 고려한 안테나

였다.

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서

HGA

LGA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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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현황
박응식*, 신근웅*, 양지모*, 권경진*

1)

,

Development Status of Space Humanoid Robot
Park, Eungsik*, Shin, Keunwoong*, Yang, Jimo*, Kwon,Kyungjin*

ABSTRACT

The new space exploration is first observed through a telescope, then accessed through a
robot, and finally a human explorer arrives. In the process of humanity exploring the solar
system together, it is expected that humans and robots will achieve better results than
humans can achieve alone. During the space development process, many exploration robots
have been developed for planetary exploration, including exploration of Mars. In addition,
various robots have been develop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space environment and
space explo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robot technology. Recently,
humanoid robots similar to humans have been develop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in ISS.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find out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se
humanoid robots for space and check the possibility of space exploration.
초 록
우주탐사는 처음에 망원경을 통해 관찰하고 이후에는 로봇을 통해 접근하고 이후에, 최종적으

로 인간 탐험가가 탐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류가 태양계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인간 혼자 달
성할 수 있는 것보다 인간과 로봇이 함께 수행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주개발 과정에서 화성탐사 등 행성탐사를 위해 많은 탐사로봇이 개발되었다.

로봇의 기술발달에 따라 우주환경과 우주탐사의 요구사항에 맞게 다양한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간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어 우주정거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우주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 현황을 알아보고 우주탐사로의 가
능성 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Key Words :

Humanoid(인간형 로봇), Robot(로봇), Space(우주), ISS(국제우주정거장),
Planetary Exploration(행성탐사)

* 박응식, 신근웅, 양지모, 권경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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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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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활동은 고위험과 고비용을 수반한다. 특히, 우주
비행사는 우주정거장 밖으로 나가기 전에 우주복의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SF 영화인 “스타워즈”에서

기압에 몸을 맞추기 위해 많은 시간에 걸쳐 선내에

는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등장한다. 특히 인간과

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준비를 수행해야 한다. 일단

유사한 모습의 C-3PO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

우주 밖에 나가게 되면 우주복의 손상을 방지하기

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위해 매우 신중하게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영화나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이러한 우주비행사 우주선외활동의 어려움을 극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근 현실세계에 등장하고 있으

복하기 위해 주요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우주정거장

며, 지상 뿐 아니라 우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휴머

에서의 활동에 로봇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노이드 로봇이 개발, 운용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
으로 우주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주에서 사람
과 함께 우주탐사 활동을 수행할 로봇이 주목을 받
고 있다.
우주는 지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에너지

들어, 캐나다 우주국의

SPDM(Special Purpose
Dexterous Manipulator) 역시 이러한 목적과 필요
성으로 개발되었다.
다양하고 위험한 산업분야에서 로봇시스템의 적
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미국

NASA의 존

방사선과 극한의 열환경 및 진공상태를 갖는 위험

슨우주센터가 보유한 로봇시스템 기술은 우주에서

한 환경이다. 이 때문에 인간을 대신하여 활동할 로

활용하기 위한 로봇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 접근

봇의 활동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이다.

방법을 취하고 있다. NASA에서는 기존 우주비행사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 우주개발국에서 개발하

의 인터페이스와 동일하게 작동하는 로봇 개발에

거나 운용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 현황을 살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로봇은 우주비행사들과

펴보고자 한다.

우주정거장의 복도에서 함께 작업 할 수도 있고, 기
존의 우주선외활동 도구를 대부분 함께 사용하며

2. 우주용 로봇의 필요성
1961년에 설립된 미국의 존슨우주센터(JSC,
Johnson Space Center)는 NASA의 유인우주비
행 프로그램의 구심점이며 유인우주비행 프로
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항상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인류가 우주로 진출한 이래 유인 우주
비행은 여전히 매우 위험한 우주임무 중의 하
나이다.
특히 우주비행사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외부
에서 우주정거장의 부품 교체 또는 수리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우주선외활동(EVA,

Extra Vehicular
Activity)을 할 때 미소 운석, 방사선, 우주쓰레기 등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그
러므로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우주비행사들의 우주선외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은
매우 까다롭고, 또한 우주정거장의 유지보수 및 건

우주비행사들과 로봇 상호간에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우주선
외활동이 필요한 긴급상황 발생시에 우주비행사에
게 필요한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우주선외활
동을 수행할 수 있는 충실한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
여야 한다.
유인우주비행 프로그램은 모든 요구사항이 우주
프로그램의 특성상 광범위하고 엄격한 조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인간을 위해 설계되는 우주
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우주선외활동을 위해
에어록 개구부 크기를 고려하는 것부터 세부사항까
지 매우 까다로운 기본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에
어필터 교환과 같은 단순하고 반복적 업무를 수행
할 수도 있고 위험한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수행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우주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손재주와 유사하게 개발되어 국제우주정거
장의 기존 장비의 변경없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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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성, 윤활제, 전자공학 및 컴퓨터 등을 포함한 거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또 하나의 강점은 로봇이 인

모든 측면이 우주에서의 운영이 고려되었다.

간에 앞서 위험할 수 있는 우주 선행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른 행성의
지질 조사와 같은 위험한 임무에 인간보다 앞서 임
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주개척의 전반적
인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3. 우주용 휴머노이드 로봇
3.1 미국
3.1.1 Robonaut-1(R1)

1세대의 Robonaut의 개발은 1997년에 착수되었
다. NASA 존슨우주센터의 Robot Systems
Technology Branch는 DARPA와의 공동으로 개발
을 진행했다. Robonaut 프로젝트는 우주비행사가
수행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
는 일상적인 작업에 투입되어 우주비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
적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우주선외활동을 하는 우주
비행사와 동등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로봇 시스
템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Robonaut-1(R1)의 궁극적
인 목적은 손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기
능(일명 손재주)이 있으며, 더 나아가 우주비행사보
다 손재주가 좋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었다.

2006년까지 R1은 다양한 실험실과 현장 테스트
환경에서 수많은 실험을 수행하여 우주에서 우주비
행사를 조력할 수 있는 로봇임이 입증되었다. 이러
한 결과로 <그림

1>과 같이 우주정거장의 유지 보

수 작업을 수행하거나 먼 목적지를 탐색하기 위해
바퀴에 장착될 수 있는 인간과 유사한 프로토타입

R1이 개발되었다. R1은 R1A
R1B의 두 가지 버전으로 개발되었지만 둘 다 실
제로 우주로 보내지지는 않았다.
R1은 우주선외활동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해부
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와

학적 구조 외에도 우주정거장에서의 공간 운영을
염두하고 설계되었다. 설계 단계에서 재료, 열 내구

그림 1. Robonaut-1(R1) Configuration

우주정거장의 우주선외활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도구와 상호 적합성을 만족하기 위한 요구사항
을 바탕으로

R1의 세밀한 손설계가 수행되었다. 우

주선외활동을 하는 우주비행사의 도구를 조작하려
면 일정한 힘1)과 기민한 손재주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 도구는 단단히 잡은 상태에서 단일 또는 여러
손가락의 작동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손 전체에
는 42개의 센서가 장착되었다.

R1의 다른 임무로 원격작동을 통한 행성표면에
서의 임무수행이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R1이 궤도
상의 우주비행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화성과 같은
행성 표면을 탐색 할 수도 있다. R1은 원격인식제어
시스템2)(telepresence

control system)을 사용하여
운영을 수행할 수도 있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장갑과 헬멧을 착용하면 작업자의 손, 팔, 목이 R1
시스템에 직접 매핑된다. 장갑의 센서가 작업자의
손 위치를 결정하여 R1의 손에 대한 명령을 생성하
게 된다. 목, 팔 및 허리 명령은 각각 작업자의 헬멧,
1) 우주선외활동시 교체장치(ORU)를 제거하고 설치하려면 최대 20 파
운드의 힘과 30 in-파운드 토크 필요
2) 운용자가 로봇에 탑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운용자에게 일정
부분의 감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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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및 가슴에 장착된 6축

Polhemus 센서를 사용

하여 생성된다. R1 해부 구조의 규모와 비율은 인간
과 매우 유사하여 일상적인 경험, 본능 및 교육을 원
격 작업에 적용 할 수 있다. 원격작동기능을 점차적
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원격 작동자의 업무량을 줄이
고자 하였다.

R1은 행성탐사와 우주정거장에서의 활동을 고려
하여 다양한 하체가 개발되었다. R1은 우주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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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당시

GM은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는 산업
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고, NASA가 개발한 R1을
본 후 GM은 NASA에 공동개발팀 구성을 제안했다.
2007년에는 GM과 NASA가 자금을 공동투자하여
차세대 Robonaut를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Space Act Agreement를 상호간 체결하기도 하였
다. 이후 3여년 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2010년 2월에
Robonaut-2(R2)가 공개되었다.

에서 작업하는 경우 외부 난간을 사용하여 매달린
다음 <그림 2>와 같이 Zero-G Leg를 사용하여 소켓
으로 고정된다. 다른 하나는

2003년에 개발된
RMP(Robotic Mobility Platform)로 Segway PT를
사용하는 2개의 바퀴가 있는 형상이다. 2006년에는
4륜식 Centaur-1이 개발되었고 애리조나 사막에서
현장운영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상부 몸체는 우주정거장에 직접 연결하기 위한
백팩과 독립적인 이동성을 위한 추가 배터리 저장
기능을 갖추고 있다[1][2].
그림 3. Robonaut-2(R2) in ISS

R2는 R1보다 4배 이상 빠르고, 더 기민하게 움직
이며, 특히 인간과 유사한 최첨단의 손재주를 가졌
으나 크기는 더 작은 기술적으로 진보된 휴머노이
드 로봇이었다.

R2는 우주정거장의 엄격한 가연성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 표면 재료가 불
연성으로 교체되었고 전자기 간섭을 줄이기 위해
차폐가 추가되고 로봇의 방사선 허용 한계를 높이
기 위해 프로세서가 업그레이드되었다. 또한, 우주
정거장의 소음 환경을 위해 더 조용한 팬으로 교체
되었으며, 전원 시스템은 지상에서 사용된 교류가
그림 2. Robonaut-1(R1) Zero-G Configuration[2]

아닌 우주정거장의 직류 시스템에서 작동하도록 변
경되었다.

3.1.2 Robonaut-2(R2)

제너럴모터스(GM)3)는 NASA의 Robonaut-1(R1)
프로젝트 개발과정과 시험결과에 많은 관심을 갖게
3) 로봇 응용기술 및 개발 분야 선구자로 산업용 로봇인 Unimate
로봇을 최초로 공장에 적용한 업체임. 용접로봇, 페인트 로봇,
조립로봇과 로봇 고정장치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전세계 공장
에 25,000개 이상의 로봇을 제공.

우주비행사를 지원하는 우주용 휴머노이드 로봇
인 R2의 잠재력을 인정받아 2011년 2월,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의 마지막 임무(STS-133) 중의 하나로

<그림 3>과 같이 우주정거장에 발사되었다.
R2는 우주공간 상에 올라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무중력 상태에서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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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처음으로 시연하면서
관련 기술의 진보를 이루었다. 비록 처음에는

R2가

우주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시연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지만 점차 기능 향상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
에서 과학작업을 수행하거나 이후 선외 우주정거장
수리임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2에게 주어진 초기 업무에는 공기 속도 측정 및 난
간 청소가 있었으며, 이는 단순하지만 필요한 작업
이었으나 우주비행사들의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필
수적인 작업이었다.

R2에는 플립스위치와 푸시 버

튼을 조작, 연습 할 수 있는 작업 보드도 있었고 시

그림 4. Robonaut-2(R2) Mobility Options[4]

간이 지남에 따라 로봇은 보다 복잡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우주정거장 내부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
드를 하거나 하체를 추가하여

R2가 이동하면서 작

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향후에는 진공 상태에서
작동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우주 외부의
선외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2 운영자는 로봇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는 지상
에서의 운영자와 마찬가지로 R2를 작동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R1에 비해 향상된 기능 중 하나는 사람
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R2는 거리 및
시간 지연으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미래에 멀리 떨어진 목적지를 예상하여

그림 5. Robonaut-2(R2) Configuration[4]

일정한 작업을 설정한 후 주기적 상태 확인 만을 통

하기 때문에 떠다니는 부유로 이동해야 하며 우주

R2는 향후 <그림 4>와 같이 이동을 위한 다양한
옵션이 제공된다. R2에 제공된 바퀴는 행성이나 달
표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R2의 운송 수단이 된다. 이
러한 베이스에 결합되면 R2는 신화 속 반인반마에
서 이름을 딴 Centaur-2로 이름이 바뀐다. 기존의 우
주 탐사차량과 마찬가지로 Centaur 베이스는 휠을

비행사는 다리를 사용하여 몸을 일정 지점에 고정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돌릴

만 시킬 수 있다.

수 있어 전진 및 측면의 조합으로 제자리에서 회전

해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R2가 우주정거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별도의
로봇 다리가 개발 중이지만 다리가 지구에서 작동
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작동하지는 않는다. 우주에
서 우주비행사의 다리는 미세중력 하에서 걸어야

R2도 단지 다리는 여분의 팔과 같

은 역할을 한다. 다리의 균형을 잡거나 걷는 대신 발
판을 잡고 작업장에서 작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손으
로 작업을 수행 할 때 정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주
로 다리를 사용하게 된다.

할 수도 있다.

R2는 4개의 바퀴를 가진 베이스를 가
지고 아리조나 사막에서 시험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동성을 강화하는 기능과 시험은 NASA가
미래에 달탐사, 행성탐사, 심우주탐사를 할때 우주
비행사가 탐색지를 방문하기 전에 특정 지역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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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탐색하거나 선외 우주탐색을 할 때 우주비행사
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2는 우주에서 7년을 보낸 후 2018년 5월 5일
CRS-14 SpaceX Dragon으로 지구로 귀환하여 유지
보수, 수리 및 업그레이드가 수행되었다[3][4][5][6].
3.1.3 R5(Valkyrie)

NASA의 R5 일명 Valkyrie는 존슨우주센터에서
2013 DARPA Robotics Challenge(DRC) 경기에 출
전하기 위해 설계 및 제작되었다. Valkyrie는 그 외
에도 화성 식민지 개발을 염두하고 개발이 진행되
었다.
존슨우주센터의

Valkyrie팀은 Robonaut 2의 개

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전 세대의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향상된 전자장치, 액추에이터 및 감지 기
능을 구현했다.

Valkyrie팀은 2013 DRC 경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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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kyrie팀은 또한 FIHMC(Florida Institute for
Human and Machine Cognition)와 파트너십을 맺
고
NASA의 센테니얼 챌린지(Centennial
Challenges)의 일부인 Space Robotics Challenge를
준비하기 위해 NASA 하드웨어에서 워킹 알고리즘
을 구현하기도 했다. Valkyrie의 크기는 약 1.9m이
고 무게는 약 125kg이며 자유도는 총 44개이다
[6][7][8].
3.2 독일
3.2.1 Rollin Justin

DLR은 인간-기계간 텔레로보틱 개념을
갖는 로봇을 개발하고자 했다. DLR에서 개발하는
Rollin Justin의 주요 목표는 무게가 가볍고 다중 감
독일의

각을 갖고 지구에서 제어가 가능한 새로운 우주 로

로봇을 수정하고 개선하여 안정성과 내구성을 더욱

봇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언젠가 우주비행사가

높이고 특히 발목 부분을 재설계하여 성능을 향상

다른 행성의 궤도상에 남아 행성 표면의 로봇을 제

하였고 센서를 업그레이드하여 인식 능력을 향상시

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유럽우주국은 국제우

켰다.

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들이 지구상의

Justin을

조정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다.
우주용으로 개발되는

Justin 버전은 <그림 7>과

같이 머리, 몸통, 팔이 있고 바퀴는 탈착이 가능하고
위성에도 장착할 수도 있다. Justin은 위성을 수리하
는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로봇들은
없는 다양한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Justin
80%의 성공률로 비행물체를 잡을 수 있다. 머
리의 카메라, 추적 소프트웨어 등으로 이러한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Justin은 두 손과 고해상도 카메라, PMD 센서, 머
은약

리 및 몸통을 갖추고 있고 인간과 유사하게 기동하
는 두 손과 네 개의 손가락을 갖추고 있다.

Justin의

팔과 손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또는 단계별 계산
절차를 거쳐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다른 팔이나 손
과의 충돌을 피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머리에는 팔을 조작 할 때 깊이감을 주는 고화질 카
그림 6. R5(Valkyrie) Configuration[6]

메라 2개가 장착되었다.

Justin의 팔은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고 각 팔은 최
대 31파운드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손으로는 액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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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지 않게 차와 커피를 만들고 종이컵을 잡을 수 있
을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다.

Justin의 상체에는 총 43개의 제어 가능한 자유도
(DOF)가 있다. 땅에서 물건을 집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높이가 약 2 m의 작업범위를 갖는다. 로봇에
는 팔과 손을 조작 할 수 있는 토크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지구상의 일상 업무를 위해

Justin은 이동성을 지

원하는 모바일 플랫폼도 장착 가능하여 장거리를 자
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모바일 플랫폼에는 쉽게 움

그림 8. TORO Configuration

직일 수 있는 4개의 스프링 휠이 포함되어 있다. 이
휠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작업을 수행할
때는 상체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킨다.

Justin의 크기는 약 1.95m이고 무게는 약 199kg
이고 자유도는 총 58개이다.
Justin의 고유한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Matlab
또는 Simulink와 같은 기본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
용하여 제어할 수도 있고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될
때에는 아이패드를 통해서도 제어가 가능하다.

DLR은 2012년에 Agile Justin이라는 Justin의 새
롭게 개선된 버전을 개발했다. Agile Justin과 Justin
의 가장 큰 차이점은 Agile Justin이 공을 던질 수 있
다는 것이다. 다양한 기어비를 통해 Agile Justin은
1.5배 빠른 팔을 가지며 새로운 버스 아키텍처와 휠
전자장치를 갖추고 있다. Agile Justin은 전신을 제
어하고 팔, 손, 몸통 및 다리(모바일 플랫폼)를 조정
할 수 있는 차세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다[6][9].

3.2.2 TORO

TORO는 Justin의 후속버전으로 독일의 DLR에
서 2013년에 2족 보행 및 자율 행동을 연구하기 위
한 연구플랫폼으로 개발된 고급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TORO의 2족 보행을 위해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를 위해 견고한 보행, 균형
조정 및 다중 접점 제어를 위한 알고리즘이 개발되
었다. TORO는

Justin과 마찬가지로 경량 로봇 기술
을 기반으로 한다. TORO는 거의 모든 조인트에서
토크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실제 레귤
레이터에 따라 딱딱한 로봇을 인공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사람들과 상호 작용할
때 더욱 안정성을 보장하고 강력한 환경 적응력을
보여준다.

TORO는 <그림 8>과 같이 성인의 키와 유사한 약
1.74m이고 무게는 약 76kg 이다. 자유도는 총 39개
이며 전원은 작동시간이 60분 이상인 배터리를 장
착하고 있고 속도는 0.5m/s의 성능을 갖는다.
거의 모든 관절에 토크 센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2
개의 스테레오 카메라, 1개의 RGB-D 카메라를 장착
하고 있다[6][10].
3.2.3 AILA

AILA는 2010년에 독일 브레멘 대학 인공지능 연
Innovation
Center)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모바일
구센터의 로봇공학 혁신센터(Robotics

그림 7. Rollin Justin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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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로봇 인식 및 AI를 로봇에 적용하고 연구하는
로봇이다. 현대 여성 헤어스타일 모양을 갖는 여성
형태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어

NAS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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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운영자는 특수마우스와 Microsoft의 모션

Kinect 기술을 사용하여 AILA를 제어하기도
하였다. AILA는 인공지능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람
추적

Robonaut-2의 넓은 어깨 몸통과 헬멧을 쓴 머리형
태와는 다른 모습이다. 향후 NASA의 휴머노이드

의 팔과 손 움직임을 모방하고 우주궤도상 실험실

로봇과 합류하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인간 우주비

거나 스위치를 돌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AILA의

행사를 도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AILA는 현재 인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움직임을

간이 생활하고 작업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더 작은 세그먼트로 자르고, 세그먼트를 함께 묶어

작업을 시험하는 등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한 준비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 팔과 손을 효율적으로 움직

를 하고 있다.

이도록 습득한다. 이러한 학습 소프트웨어는 단순

AILA의 크기는 모바일베이스를 포함하여 1.73m
이고 무게는 97kg 이며 자유도는 총 50개이다. 최대
8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경량의 팔을 장착하고
있고 이동의 편이성을 위해 6개의 바퀴를 갖는 모바

한 휴머노이드 로봇 이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한

에서 작업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 버튼을 직접 누르

다[6][11].

3.3 러시아

일베이스를 장착하고 있으며 지도를 만들고 자율적
으로 탐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다

3.3.1 FEDOR

리나 다른 형태의 스파이더 로봇을 장착 할 수도 있
다. 이는 우주정거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하거

FEDOR(Final Experimentation Demonstration
Object Research) 또는 Fyodor는 원격 운영자의 움

나 달이나 화성에서 작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로봇

직임을 복제하고 자율적으로 일부 작업을 수행 할

으로 우주탐사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 있는 러시아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러시아의

Android Technology Company는 2011년부터 2016
년까지 우주활동을 위한 Roscosmos State
Corporation의 SAR-400 및 SAR-401 휴머노이드 로
봇 몸체를 개발했고 2014년부터 응급상황시 구조작
전을 목적으로 대형 휴머노이드 로봇인 FEDOR 개
발을 시작했으며 향후 다양한 우주임무를 수행하도
록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또한

<그림 10>와 같이

가상현실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
었다. FEDOR의 크기는 높이가 1.8m이고 무게는 약

그림 9. AILA Configuration

160kg이다.
FEDOR는 2019년 8월 22일에 Soyuz MS-14를 통
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실험 임무를 위해 보내어
졌다. 우주로 보내진 모델은 Skybot F-850이라는 이
름이 붙여졌고 당초 계획은 FEDOR가 국제우주정
거장에서 일주일 이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FEDOR는 첫 도킹 시도가 실패한 뒤 8월 27일 국
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다. 이후 약 10여일을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운용된 후 2019년 9월 6일에 Soyuz
MS-14 우주선의 재진입 캡슐에 우주비행사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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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OR만 탑승되어 지구로 귀환했다.
FEDOR 디자인은 좁은 국제우주정거장(ISS) 내

터,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토요타와
Dentsu가 5년간 공동연구로 개발한 로봇이다.

에서 운용하기에 최적은 아니었고 우주정거장 내
부보다는 외부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2019년 12월 14일 러시아 Androidnaya Tekhnika
와 일본의 GITAI는 달 표면에서 작동 할 로봇을 만
들겠다고 러시아의 예브게니 두도로프(Yevgeny
Dudorov)는 언급한 바 있다[12].

그림 10. Remote Operation FEDOR
그림 12. Kirobo in ISS

Kirobo는 2013년 8월 10일에 일본 다네가시마 우
주센터에서 발사된 무인보급 우주선인 JAXA의
Kounotori 4로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했다.
Kirobo의 크기는 <그림 12>와 같이 높이 약 34
cm, 폭은 18cm, 깊이는 15cm이고 무게는 약 1kg으
로 매우 작은 크기이고 언어는 일본어를 사용하고
무중력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었다.

그림 11. FEDOR in ISS

Kirobo의 기능에는 정교한 음성인식, 언어 처리,
음성 합성 및 통신, 얼굴 인식 및 비디오 녹화 기능
이 포함되었다. 내장된 음성 합성으로 사전 설정된
제스처와 고급 언어처리시스템과 결합하여 매우 자

3.4 일본

연스러운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작은 크기에도 불

3.4.1 Kirobo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주에서 외로운 우주비행사의 친구 역할을 하기
위해

Kirobo는 도쿄대학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 센

구하고 논리적 사고를 하며, 인간과 양방향 대화를

Kirobo가 사람과의 대화에 특화된 로봇으로 개발
된 까닭은 우주인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다.
지구 환경과 큰 차이를 보이는 좁은 우주정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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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기간에 걸친 생활은 공황 장애를 유발하는 등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Kirobo는 로봇

이 대화 상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우주 공간에
서 장기간 심한 외로움을 경험하는 우주비행사에게
심리적 안정을 지원 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 주
요 목적이었다.

Kirobo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1년 6개월간 일본
인 우주비행사의 말벗이 되는 임무를 수행하고

2015년 2월 11일 SpaceX의 화물공급우주선(CRS-5
Dragon)으로 지구로 귀환했다. 이후 토요타는 크기
를 줄여 언제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더 작은 크기의
펫로봇(Kirobo

Mini)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도 하였
다. Kirobo Mini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고개를 돌
려가며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가정용 펫 로봇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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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주용 휴머노이드 로봇
구분

Robonaut-1

Robonaut-2

R5(Valkyrie)

Justin

FEDRO

Kirobo

개발기관
(국가)

NASA JSC,
DARPA (미국)

NASA JSC, GM
(미국)

NASA JSC
(미국)

DLR
(독일)

Android
Technology
Company
(러시아)

도쿄대학,
Toyota, JAXA
(일본)

개발년도

~2002

~2010

~2017

~2008

~2019

~2013

없음

ISS 운용
(2011)

없음

없음,
ISS - 지상간
원격조정시험
(2017)

ISS 운용
(2019)

ISS 운용
(2013)

1.9m

1.95m

1.8m

0.34m

160 kg

1kg

우주운용
사례

1m

크기
(높이)

(머리~허리)

무게

150 kg

136 kg

199 kg

자유도
(DOF)

총 43

총 42

총 44

총 58

운영

원격인식제어
시스템

원격인식제어
시스템

원격인식제어
시스템

원격인식제어
시스템

특성

주요
형상

- 정교한 손재주 능력
- 다양한 하체
- 최초로 우주에서 운용(R2)

- DRC 출전용
- 화성탐사
염두

- 정교한
손재주 능력
(비행물체
잡는 능력)

원격인식제어
시스템
- 증강현실,
원격 작동
가능

- 정교한 언어
처리 능력
- 반려로봇

https://www.kari.re.kr/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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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영상 레이더 위성 기술 및 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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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chnology and Development Trends of
Recent SAR Satellites
Won, Young-Jin*, Lim, Byoung-Gyun*

ABSTRACT
In the field of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the world's advanced countries in space development
are fiercely competing to develop satellites for space radar payloads. The synthetic aperture radar
has

an

all-round

performance

compared

to

optical

payloads

because

it

can

acquire

images

regardless of weather or day and night. In particular, the miniaturization of next-generation radar
satellites is accelerating in a way that improves the frequency of re-visits by launching multiple
satellites to increase the time of acquisition of images of targets and to suggest new solutions
such as low-speed object detection using multistatic technology. In this technical paper, we look at
the

latest

developments

in

image

radar

satellite

technology

from

around

the

world

and

the

development trends of next-generation small radar satellites.

초 록
지구 관측 위성 분야에서 세계 우주개발 선진국들의 우주용 레이더 탑재체 위성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합성 개구면 레이더는 날씨나 주야에 상관없이 영상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학
탑재체에 비해 전천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위성을 띄워 재방문 주기를 개선
하여 목표물의 영상획득 시간을 늘리고 멀티스태틱 기술을 이용하여 저속 이동 물체 탐지 등의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차세대 레이더 위성의 소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본 기술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의 영상 레이더 위성 기술 최신 개발 동향과 차세대 소형 영상 레이더 위
성의 개발 동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Key Words :

Synthetic

Aperture

Radar(합성

Resolution Wide Swath(고해상도

개구면 레이더), Small Satellite(소형 위성), High
광역관측), Digital Beamforming(디지털 빔 형성),

Multistatic(멀티스태틱), MIMO(다중송신

*

원영진, 임병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다목적실용위성6호체계담당
yjwon@kari.re.kr, emyhand@kari.re.kr

다중수신), Tomography(단층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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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주 개발 선진국들은 자국의 안보, 국방, 재
난 감시 등의 활용을 위하여 상업용, 군사용,
정부용, 복합용으로

<그림

1>과

같이 치열한

위성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1]. 특히 최근
기술 동향으로 주목할 점은 미국을 비롯한 주
요 항공우주 선진국들이 통신, 항법 위성은 대
형화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구 관측 위성 분야
에서는 소형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림 2. SAR 위성 최신 개발 동향(2020년 기준)

이다. 따라서 위성 활용에 따른 위성 규모는
소형화와 대형화의 양극화 추세가 일반적인 경
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성명(국가)

그림 1. 위성의 활용과 발사 무게 개발 동향

지구 관측 위성은 크게 광학 카메라를 이용
한 전자광학(Electro-Optical:
개구면

레이더를

표 1. SAR 위성 최신 개발 동향 요약

EO)

탑재하는

위성과 합성

영상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레이더

위성으로 나

뉜다. 특히 합성 개구면 레이더는 마이크로파
대역의 신호를 송수신하여 날씨나 주야에 상관
없이 영상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광학
탑재체에 비해 전천후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IGS-7A
(Japan)
RISAT-1
(India)
HJ-1C
(China)
KOMPSAT-5
(Korea)
Sentinel-1A
(Europe)
TecSAR-2
(Israel)
ALOS-2
(Japan)
Kondor-E
(Russia)
ASNARO-2
(Japan)
PAZ
(Spain)
SAOCOM-1A
(Argentina)
RADARSAT
Constellation
(Canada)
CSG-1
(Italy)

발사일

주파수

무게(kg)

2011

X-band

1,000

2012

C-band

1,860

2012

S-band

890

2013

X-band

1,350

2014

C-band

2,280

2014

X-band

400

2014

L-band

2,120

2014

S-band

1,100

2018

X-band

545

2018

X-band

1,341

2018

L-band

1,600

2019

C-band

1,430

2019

X-band

2,205

때문에 최근에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위성의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후의 대표적인
<그림

2>와

<표 1>과

SAR

SAR

2010년

이

위성의 최신 개발 동향은

같으며 주요한 사양을 정리하면

같다.

위성의 분류는 레이더 탑재체의 핵심

SAR

기능을 담당하는
<그림

3>과

reflector

SAR

안테나의 타입에 따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안테나를 적용하여 위성의 기계적인

지향(Mechanical
을 획득하는

Pointing)을

reflector

통해 레이더 영상

타입 위성으로서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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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위성으로

SAR-Lupe와

TecSAR

위성이 있

개발하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5호와 다목적실

다. 다음으로 능동 위상배열 안테나를 적용하

용위성6호는 각각

여 전자적인 빔 조향(Electronic

slotted

을 통해 영상을 획득하는
타입

위성이

있으며

SkyMed,

Sentinel-1A

최근에는

reflector

법을 적용한
hybrid

active phased array

TerraSAR-X,

Cosmo-

array

patch

array와

array의

active

phased

waveguide

타입 안테나로 구현되는

SAR

탑재체가

탑재 및 장착될 예정이다.

위성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SAR

위성 개발 동향은 위성의 고도

타입 안테나에 위상배열 기

각 방향의 거리 분해능을 결정하는 마이크로파

타입 안테나 위성도 개발

의 전송 대역폭을 넓혀 해상도를 개선하는 고

hybrid

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

Beam Steering)

microstrip

TanDEM-L

위성이 대표적

타입 위성이라고 할 수 있다[2].

해상도 성능에 치중하였다면, 최신

SAR

위성

개발 동향은 특정 대역에서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대역폭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고

SAR
Antenna

Antenna
Type

RF
Radiator

Design
Configuration
Passive
Center Feed

Hybrid
Microstrip
Patch

Active
Phased Array

1990
2000
ENVISAT(EU)

Passive
Center Feed

Slotted
Waveguide

SAR
Antenna

Active
Phased Array

목 또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빔 형성
1990
2000
SIR-C(US)

1990

2010

2000

2010

SAR-Lupe(DE)

2020

KOMPSAT-6(KR)
Planned

(Digital Beamforming: DBF)

해상도 광역관측(High

2020
TecSAR-2(IL)

Active Phased Array
(빔조향)

위성은

Resolution Wide Swath:

기술, 저속 이동물체 탐지와 단층 영상

HRWS)

기술,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기술,
SAR

기법을 이용한 고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멀티스태틱(Multistatic)

그림 3. SAR 안테나 타입에 따른 SAR 위성 분류

타입

최신 기술 동향으로는 기존의 기술 접

SAR

ERS(EU)

TerraSAR-X(DE)

Reflector

영상의 품질과 성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3].

KOMPSAT-5(KR)

Reflector

Passive Center Feed
(고정빔)

SAR

능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는
2010
2020
Cosmo-SkyMed(IT)

RADARSAT-2(CA)

Array

해상도와 함께 다양한

SAR Satellite
JERS-1(JP)

reflector

안테나

영상

단층

reflector hybrid

촬영(Tomography)

안테나 기술 등이 있다.

기술,
SAR

를 사용하여 위성을 소형화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처리 분야에서는 압축 기법으로 영상의 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영상 획득을 위하여 기계

이터량을

적인 빔 지향 또는 위성의 민첩한 자세 기동을

sensing

요구한다.

득할 수 있는

Active phased array

타입

SAR

위성

은 전자적인 빔 조향을 위한 송수신(Transmit/
Receive:

T/R)

모듈이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개가 장착되기 때문에 위성의 크기가 크고 시

가

SAR

획기적으로

줄이는

compressive

기법, 고해상도의 실시간 동영상을 획
video SAR

기법 등에 대한 연구

위성 분야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

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SAR

위성 개발 동향으로는

SAR

영상의 다

스템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지만 성능 면에서

양한 활용 분야와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빔 조향 특성이 우수하며 전자적인 빔 조향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저비용으로 여러 대의

통하여 위성의 자세 기동이 단순해지므로 위성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세대

운영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위성의 소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한국 최초의 영상

본 기술 논문에서는

2장에서

레이더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5호(KOMPSAT-5)

기술 동향을 정리하고

를

SAR

2013년에

발사 성공하였으며 임무 수명

5년

최신

SAR

SAR

위성

3장에서

차세대 소형

위성 개발 동향을 알아보고

4장에서 SAR

을 완수하고 현재도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후

위성 개발 전망을 고찰하고

속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6호(KOMPSAT-6)를

도록 한다.

5장에서

결론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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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 SAR 위성 기술 동향

Sentinel-1A

과
최신

위성 기술 동향은

SAR

개발을

선도하고

(DLR)의

SAR

있는

위성 기술

SAR

독일

항공우주센터

위성 개발 로드맵

<그림

4>를

위성과

2016년에

연이어 발사하여

C-band의 SAR

의 프로젝트는

2014년

X-band에

X-band와 C-band

안테나 타입의

phased array

위성을

이어

위성 기술 기반을 다졌다. 이상

면 현재 추진 중인

참조하여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4].

Sentinel-1B

SAR

대역의

active

위성이었다

SAR

위성은 안테나 타입과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다변화하여 개발하고
있다.

Reflector

P-band

대역을 사용하여 전 지구적인

(생물학적

안테나

타입의

질량)를 측정하기 위한

성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위성으로
biomass

BIOMASS

L-band

위

쌍둥이 위성

을 군집 운영하여 바이스태틱(Bistatic)을 이용
한

간섭계(Interferometry)기법과

(Tomography)

기법을 적용한

단층

촬영

Tandem-L

위성

을 개발하고 있다. 이 위성은 효율적인 모드
운영을 통해 기존의

임무 운영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이를 통

그림 4. SAR 위성 개발 로드맵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의
로드맵을 살펴보면

SAR

해 전 세계의 영상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이

위성 개발

위성 분야에 있어서

SAR

유럽 연합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위
성 개발을 통해 궁극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유럽은 미항공우주국(NASA)과
스페이스

셔틀을

이용한

1994년

SIR-C/X(Shuttle

Imaging Radar with Payload C/X) SAR

젝트를 시작으로
(Digital

위한

Elevation

대역의

이후 독일은
SAR

위성인

2010년

DEM)을

Radar

생성하기

Topography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우주용

X-band

SAR

2007년

쌍둥이 위성인

C-band

기술 기반을 다졌다.

X-band

TerraSAR-X

프로

디지털 고도 모델

Model:

SRTM(Shuttle

Mission)

와

2000년

대역의 고해상도

위성을 개발하였고

TanDEM-X를

발사하여

편대 비행에 의한 전 세계적인 고정밀

DEM을

생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 유럽 차원에서
C-band

대역의 전 지구적인 관측 능력을 구현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럽우주국(ESA)의 코페
르니쿠스(Copernicus)

프로그램의

대역 위성에 비해

X-band

일환으로

1

년에서 수 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SAR

위성은 고해상도와

광역관측을 한 번에 수행하는 것이 기술적인
모순으로 불가능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
로운 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기존의 이동통신
기술에 주로 사용되던 디지털 빔 형성(DBF) 기
술과 멀티스태틱 기술을
적용한
2025년

SAR

위성에 새롭게

고해상도 광역관측(HRWS) 위성군을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은

중장기적으로

C-band, P-band, L-band까지

X-band,

여러 주파수 대역

기술을 구현하여 다양한 품질의

SAR

영상을

획득하여 최종적으로는 구글맵과 같이 수요자
가 원하면 언제든지 여러 주파수 대역의 다양
한 품질의
는

SAR

영상을 검색하고 제공할 수 있

Sensor Web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 세계의 지구 지형 관측, 자연
재해 감시 및 기후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위성
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기술
개발 현황을 통해 살펴본 차세대
심 기술 개발 방향을 요약하면

SAR

위성 핵

<그림 5>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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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6].

전체 결합하여

analog to digital(A/D)

변환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에 반해 디지털 빔
형성(Digital

Cross-Track Interferometry

Full Polarimetry

Sub-meter Resolution

같이

Beamforming)

element

단위 또는

기법은

<그림 6>과

sub-aperture

단위로

디지털 수신기를 구현하여 각 수신기 단위로
Along-Track Interferometry

Frequent Monitoring

Moving Target Indication

A/D

변환을 수행한 후 각 수신기로부터 획득

된 신호를 후처리 방식으로 합치는 기법을 말
한다.
Bistatic Imaging

Digital Beam Forming (HRWS)

SAR Tomography

그림 5. 차세대 SAR 위성 기술 개발 방향

차세대
파를 위한
과

위성에 적용될 핵심 기술로는

SAR

초고해상도의

sub-meter

full

해상도 기술, 다중 편

polarimetry

기술,

cross-track

방향의 간섭계(Interferometry)

along-track

기술, 이동 물체의 속도를 예측하는 이동 물체
식별(Moving

Target Indication: MTI)

성 군집에 의한 재방문 주기 개선을 통한 변화
탐지 기술 등이 있으며, 특히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기술인 디지털
빔 형성(Digital

Beamforming)을

상도 광역관측(High

Resolution

그림 6. 아날로그 빔 형성 vs. 디지털 빔 형성

기술, 위

이용한 고해
Wide

Swath)

기술, 멀티스태틱(Multistatic) 기술, 위성 군집
비행에 의한 단층 촬영(Tomography) 기술 등
에 대해서는 본 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이러한 디지털 빔 형성 기법은 기존의 아날
로그 빔 형성 기법 대비하여 시스템이 디지털
hardware로

빔으로

구성되며

software에

reconfigurable

resolution과

관측

의해 다양한

가능하며

coverage가

무엇보다

동시에 개선 가

능해지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디지털 빔 형성
(DBF) SAR

개념은

<그림 7>과

같다[7].

2.1 고해상도 광역관측(HRWS) 기술
기존의

SAR

기술은 넓은 관측폭과 고해상도

를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SAR

시스템

의 이론적인 제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고해상
도와 광역관측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디지털
빔 형성(DBF) 기술이 제안되었다. 기존의
위성에

적용된

Beamforming)

테나의 각

아날로그

기법은

빔

SAR

형성(Analog

active phased array

element로부터

수신된

echo

안

신호를

그림 7. 디지털 빔 형성(DBF) SAR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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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광역관측(HRWS)의 대표적인 기술

즉

HRWS

위성의 고해상도 광역관측 기술과

로는 디지털 빔 형성(DBF) 기법을 이용하여

편대 비행을 통한 멀티스태틱의 장점을 극대화

안테나에서 고도각 방향으로 넓은 빔 폭

하여 위성 군집 형태로 개발한다. 송수신을 수

SAR

의 신호를 송신한 후 좁은 빔 폭으로 넓은 영

행하는

역을 순차적으로 스캔하는

companion

(SCORE)

SCan-On-REceive

개념이 대표적인 기술이며

<그림 8>

main

위성과 수신을 주로 수행하는

위성들로 멀티스태틱 위성군을 구

성하며, 위성간 통신은

inter satellite link(ISL)

과 같이 디지털 수신단을 구성하여 한 번에 고

통신으로 데이터 전송 및 위성간 동기화를 수

해상도 광역관측을 가능하게 한다[8].

행하게 된다. 멀티스태틱을 적용하면 여러 대
의 위성을 띄워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송
수신단이 분리되므로
인

SAR

blind

영역 없이 연속적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므로 높은 품질

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MIMO SAR

및

단층 촬영(Tomography) 기법을 적용하는데 용
이한 장점을 가진다.

<그림 10>은 HRWS

의 품질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적용한 위성은 기존의

HRWS

TerraSAR-X와

영상

기법을

비교하여

두 배의 광역 영상 획득이 가능하며 고해상도
모드로 영상을 획득 시에는
그림 8. Scan-On-Receive(SCORE) 개념

0.25 m의

해상도로

다중 편파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9].

이러한 디지털 빔 형성(DBF) 기술을 적용한
고해상도 광역관측(HRWS) 위성은 하나의 위
성으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독일에서 개발하고
있는

multistatic HRWS

위성은

<그림 9>와

같

이 위성 군집 개념으로 계획되고 있다[9].

그림 9. Multistatic HRWS 위성 개념

그림 10. HRWS SAR Imag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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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멀티스태틱 SAR 기술
바이스태틱(Bistatic)
(Multistatic) SAR

틱(Monostatic)

SAR

또는 멀티스태틱

시스템은 전통적인 모노스태

SAR

러 장점을 가지며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여
시스템의 활용분야를

SAR

다양화하여 신뢰성과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멀
티스태틱
(Rx)을

SAR

시스템은 송신단(Tx)과 수신단

서로 다른 플랫폼에 분리함으로써 영상

그림 11. Multi-baseline Cross-Track Interferometry

획득 기하 구조를 다변화시킨다. 수신단이 여
러 개일 경우 동시에 여러 방향의 각도에서 영
상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 측정 및 간
섭계 측정에 있어서 시스템

sensitivity를

능동

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지형 매핑이
나 개선된 영상 식별 분야, 빙하의 부피 변화
량, 산림의 구조 및 생물량(Biomass)을 측정하
고

3-D

변이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4].

간섭계(Interferometry) 측정 방법은 디지털
고도 모델(DEM)을 생성하여 지구 표면에 대한
중요한 생물학적이고 지형적인 파라미터들을
추출해 내는 중요한 기법이다. 기존의

single

순간적인 비상관성과 공

기 중의 왜곡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위성 군집에 의한 멀티스태틱 위성
들에 의한

cross-track

cross-track
baseline을

방향의

interferometry

multi-baseline

기법은

여러

가지는 다양한 영상 획득 기하 구조

를 가짐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
며 디지털 고도 모델(DEM) 활용 분야에서 간
섭계 측정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림

11>은

cross-track

방향의 멀티스태틱

cross-track interferometry

기하 구조와 디지털

고도 모델(DEM) 성능을 보여 준다[10].

및

Moving

멀티스태틱 위성 군집은 이동체의 속도를 모
니터링하는

interferometry(ATI)에

along-track

적합하며 중요한 활용 분야가 해수와 조류의
측정 분야이다.

Along-track

방향의 긴

baseline

은 낮은 속도의 정밀한 측정에 요구되며 짧은
baseline은

2.2.1 Multi-Baseline Cross-Track Interferometry

pass interferometry는

2.2.2 Along-Track Interferometry
Targe Indication

모호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높은 속

도의 측정에 요구된다. 따라서
향으로

multiple

멀티스태틱

along-track

interferometry

along-track

baseline을

방

가진

기법에 의한 영상

획득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잠재적인 이동 산란
체의 좀 더 정밀한 속도 측정을 가능하게 하며
향후 교통량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10].

2.2.3 Digital Beamforming(DBF)
멀티스태틱 기술은

<그림

12>와

털 빔 형성(DBF) 기법을 적용하여

같이 디지
multiple

빔

을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 빔 형성(DBF) 수신
기에 적용이 가능하다. 고도각 방향의

multiple

빔은 높은 안테나 이득을 이용하여 동시에 넓
은 영역의 관측이 가능하다. 방위각 방향의
multiple

빔을 이용할 경우 넓은

트럼을 다른
스펙트럼으로

Doppler

Doppler centroid를

분할이

SNR(Signal-to-Nose

가능하며,
Ratio)

(Radiometric Resolution)

및

스펙

가지는 서브
이를

통해

방사해상도

개선이 가능하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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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송신단과 고도각 방향으로 디지털 빔 형

성(DBF) 기법을 적용한 여러 개의 수신단으로
구현되며 이렇게 동시 수신된 직교 신호는 시
간과 주파수의

domain

영역에서 서로 겹치지

않고 시간에 변화하고 주파수에 선택적인 디지
털 빔 형성 기법에 의해 분리하여 고해상도 광

그림 12. Bistatic SAR with DBF

역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4].

2.3 MIMO SAR 기술

2.4 단층 촬영(Tomography) SAR 기술

고해상도 광역관측을 위한 기법으로는 디지

향후

털 빔 형성(DBF) 기술 외에도 주로 통신 분야
에 많이 사용되는 기술인 다중 안테나를 사용
하는
SAR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에 고려된 멀티스태틱 기술은 송신단
(Tx)은 1개,

수신단(Rx)은 여러 개로 구성되는

Single Transmit Multiple Receive의 SIMO(Single
Input Multiple Output) SAR

시스템 구조였다

면, 개별의 여러 개의 송신단(Tx)과 여러 개의
수신단(Rx)으로 구성되는
Multiple

Output)

Resolution
SAR
SAR

Ultra

SAR
Wide

MIMO(Multiple Input

시스템 구조가
Swath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념으로 제안되었다[12].
시스템의 개념은

High

<그림 13>과

MIMO

같다[4].

위성의 임무는

SAR

빙하 등의

SAR

단층 촬영

기법을 이용하여 농작물, 산림,

(Tomography)

semi-transparent한

3-dimension의

매질에 대하여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단층 촬영 기법은

SAR

SAR

신호 송수신 방향의 수

직 방향 성분의 합성 개구면(또는 단층 개구면)
을 확장하여 수직 방향의 해상도를 구현하여
기존의
여

3-D

SAR

2-D

영상에 높이 방향의 성분을 추가하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13]. 단층 촬영

기술은 앞에서 설명한

과 결합하여

MIMO SAR

MIMO SAR tomography

로도 확장될 수 있으며 단층 촬영
위한 영상 획득 기하 구조는
다. 항공

SAR를

<그림 15>와

SAR

기술

기법으
기법을

<그림 14>와

같

이용하여 실제 획득한 영상은

같으며

2-D의 SAR

영상의 단면

정보에 높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 산림의 높이
를 프로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14].

그림 13. MIMO SAR Architecture
1개의 SAR

시스템에 서로 직교하는 신호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sub-aperture로

분리된

그림 14. SAR Tomography 영상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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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Reflector Hybrid Antenna for DBF
그림 15. Polarimetric Tomography Image

2.5 리플렉터 하이브리드 안테나 기술
앞에서 살펴본 고해상도 광역관측을 위한 디
지털 빔 형성 기술을
기법이
의

reflector

reflector hybrid

reflector

안테나에 적용한

안테나 기술이다. 기존

타입 안테나는

SAR

시스템에 주로

고이득의 지향성으로 사용하였으나 디지털 빔
형성(DBF)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빔 패턴을
디지털적으로 생성하여 고해상도 광역관측 기
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reflector hybrid

안테나 기술을 적용하여 유럽에서 새롭게 개발
하고 있는 위성은
개념은

Tandem-L

<그림 16>과

같다[2].

위성이며 운용

Reflector

안테나

를 이용하여 송신 신호는 넓은 빔 폭으로 송신
하고

수신은

기술에서

HRWS

개념을

SCan-On-REceive(SCORE)
digital

feed

array를

설명한

2024년에
<그림

발사

17>과

예정인

같이 거대한

장착한 형상을 가지며
2기가

Tandem-L
reflector

tandem으로

동시에 개발된다.

L-band

주파수 대역을

선정한 이유는

TerraSAR-X와

하여

고해상도 관측 활용 목적의 위

X-band의

Tandem-X를

편파의

36

낮은 파장 대역의

L-band를

선정하여 지구 환

경 및 과학 목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즉 지구 표면의 산림의 생물량을 측정하기 위
한

biosphere(생물권),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재해를 감시하기 위한
해빙이나

빙하의

cryosphere(빙하권),

geosphere(지리권),

변화를

감지하기

H-편파와 V-편파의

듈을 거친 다음 해당

해류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hydrosphere(수

권)로 활용분야를 선정하여 임무를 계획하였다.

적용하여

2-D feed

배열의 마이크로스트
개별 송수신(T/R) 모

DBF unit으로

입력되도

록 구현된다. 특정 방향의 수신 빔 패턴 형성
은 고도각 방향의
table로부터

element를

안테나 배열의

값들을 읽어서

FPGA에서

결합하여

look-up

complex

weights

수행된다.

위한

지표면의 수분량, 홍수 및

립 패치 배열 안테나를 적용하였고 수신된 신
호는

통

성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다음 목표로

빔을 고도각 방향으로 스캔하여 고해상도 광역
array부는 2중

안테나를

운영되도록

이용하여 고이득의 수신

관측(HRWS)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

미션은

그림 17. Tandem-L 위성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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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소형

3. 소형 SAR 위성 개발 동향

위성의

SAR

개발 동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SAR

위성 개발에 있어서

2020년

현재를 기

준으로 전문가들은 황금기라고 부를 정도로
SAR

위성 개발이 활발하며 특히 유럽을 중심

으로 최신 기술을 반영한 중대형 고성능의
SAR

위성 개발 경향과 더불어 영국, 핀란드,

미국, 일본의 상용 업체를 중심으로 소형

SAR

위성 개발이 대세가 되고 있다. 위성은 크기에
따라서
며

표 2. 소형 SAR 위성 개발 동향 요약

500 kg

이상은 중대형 위성으로 분류되

이하는 아래와 같이 소형 위성으로

500 kg

분류되며 무게 범위에 따라

<그림 18>과

같이

분류된다[15].

위성명

발사일

(국가)
NovaSAR-S
(UK)
MicroX-SAR
(Japan)
ICEYE
(Finland)
Capella X-SAR
(USA)
Umbra-SAR
(USA)
iQPS-SAR
(Japan)
Strix α
(Japan)
PredaSAR
(USA)

(총예정대수)

예상

주파수

무게(kg)

2018

S-band

430

2020 예정

X-band

<130

X-band

85

X-band

<100

X-band

50

X-band

100

X-band

140

C-band
X-band

<100

2018~
(18기 이상)
2018~
(36기 예정)
2020 예정
(12기 예정)
2019~
(36기 예정)
2020 예정
(25기 이상)
2021 예정
(48기 예정)

3.1 NovaSAR-S
NovaSAR-S는
Technology
SAR

그림 18. 소형 위성 분류

Ltd.)에서

탑재체는

현재 대표적인 소형
요약하면

<표 2>와

SAR

위성 개발 동향을

같으며 동향 조사 결과 파

악되지 않은 위성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소형
SAR

SAR

SSTL(Surrey

2018년에

개발한

위성

SAR

NovaSAR를

분야에서는

위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성 형상은

<그림 19>와

같다[16].

영국의

시작으로 소형 위성에 대한 개발
SAR

영상의 폭발적

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핀란드, 미국, 일본
등이 소형

SAR

이러한 소형

위성 분야에 뛰어들었다. 특히

SAR

위성 개발 국가들은 위성 성

능 대비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경제
적인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진 소형 위성을 단
일 또는 수십 기 이상의 군집으로 운영하여 언
제든지 원하는 때에 영상을 획득한다는 목표로

대

발사되었고 무게는

이 본격화 되었다. 광학 위성 영상이 가지지 못
하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

S-band

정도로서 최초의 저비용의 상업용 소형

위성이 개발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형

Satellite

위성 본체를 개발하고

Airbus UK가

역의 위성으로서
430 kg

영국의

그림 19. NovaSAR-S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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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와

탑재체에 많이 사용되는

SAR

사이의

C-band

3.3 GHz)을

주파수 대역(3.1

S-band

선정한 이유는

S-band

MicroX-SAR의

L-band
-

대역을 이

하여

특징은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

안테나를 전개 형태의

SAR

배열기를 장착하였다.

여 고유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4.9

탑재체의 안테나 사이즈는

1 m이며 microstrip patch
phased array

상 해상도는

3 m

방사 소자의

×

active

패널

전면에 장착하고 독특하게 후면에는 태양 전지

용하여 농경, 토양, 산림과 같은 매질을 투과하
S-band SAR

7개의

×

m

소자의

m이며

0.7

SAR

안테나의 크기는

slotted

active phased array

용하였으며 영상 해상도는

waveguide

방사

타입 안테나를 사

1 m이다[17].

타입 안테나를 사용하였으며 영

3.3 ICEYE

6 m이다.

추가적으로 부탑재체로

COM DEV사의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재하여 선박의 정보를 수신하여

ICEYE는

수신기를 탑
SAR

영상과

핀란드 스타트업 기업인

상용급 소형 마이크로 위성으로서

함께 활용하여 선박 식별 및 선박 모니터링을

18기의

위한 해양 관측의 임무도 수행한다.

3시간의

ICEYE의

2021년까지

고해상도 상용 위성을 궤도상에 올려서
재방문 주기를 가능하게 하여 전 지구

를 거의 실시간 환경 변화 탐지 및 상용 영상
제공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3.2 MicroX-SAR

리즈의
MicroX-SAR는
kg

급 소형 상용

일본

재난 관측용 저비용의
SAR

100

위성 개발을 목적으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개발이

주도로

2019년

완료

PFM(Proto-Flight

Model)

되었으며

이후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

2020년

위성 형상은

<그림 20>과

같으며

의 주파수 대역은 고해상도와
amplifier를

적용하기 위하여

SAR

탑재체

GaN solid state

X-band(9.65 GHz

중심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였다.

발사 중량
SAR

100

며

성능을 개선한

X-band(9.65 GHz

안테나 사이즈는

SAR

active phased array

으며

<그림 22>와

고도각 방향

ICEYE-X2의

초소형 상용

SAR

video

무

<그림 21>

중심 주파수) 대
3.2 m

×

0.4 m이

타입 안테나를 적용했

같이 방위각 방향

50 cm의

상 및 고해상도

서브미터 급의
SAR

25 cm와
SAR

영

영상을 공개하여

위성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15][18].

그림 20. MicroX-SAR Satellite

시

발사하여

이하의 세계 최초의 상용

수준이며 위성 형상은

85 kg

과 같으며
역의

kg

2018년 ICEYE

ICEYE-X1을

위성을 성공시켰다.

ICEYE-X1의

게는

격인

prototype

그림 21. ICEYE-X2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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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lla SAR

위성은

36기의

위성을 매년

12

기씩 발사하여 재방문 주기를 줄여서 영상 획
득 능력을

<표 3>과

같이 확보할 예정이며, 지

상국과의 통신 외에도

Inmarsat의 L-band

위성 채널 링크와 직접 교신함으로써
상의 주문에서 제공까지

90분

위성인
그림 22. SAR Image by ICEYE Satellite (Rotterdam in

10월

미국 최초

100 kg

Capella 2(Sequoia)

영상을 공개하였으며

SAR

Capella Space

급 상용

위성의

<그림 24>와

2 m

SAR

해상도

같다[20].

Netherlands)
표 3. Capella X-SAR 영상 획득 능력

3.4 Capella X-SAR
X-SAR는

Capella
Space사가

까지 총

미국

기업인

개발한 마이크로 위성으로서

2023년

위성군을 지구 전 영역 궤도에

1시간

내외에 고해상도 실시간 영상

가능하게

Capella 1(Denali)

한다는

Capella

2

위성 형상은

계획이다.

위성의 무게는
<그림 23>과

100

같으며

kg

6

12

24

36

2

4

8

12

<4

<2

1

<1

12

6

4

<2

24

12

6

4

기의

mesh

reflector

이하이며

X-band(9.65

중심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기반의

2020년

No. of orbital
planes
Average revisit
time(hour)
Maximum
revisit time
(hour)
InSAR revisit
time(hour)

위성이 발사되었다.

GHz

500 MHz

2018년

위성이 발사되었으며

8월 Capella 2(Sequoia)

며

Capella

36기의

배치하여
획득을

위성 발사 개수

3.5 m

크

안테나를 적용했으

대역폭을 구현하여 서브미터 해

상도의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a) Palm Jumeirah in Dubai

(b) Santa Ana Volcano in El Salvador

그림 24. SAR Image by Capella 2 Satellite
그림 23. Capella 2(Sequoia) Satellite

영

이내에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19].
는 지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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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Umbra-SAR

제작되었으며 안테나 무게가

15 kg에

불과하다

[22].
Umbra-SAR 2001은

미국의

Umbra Lab사가

개발 중인 마이크로 위성으로서
12기의
SAR

위성군을

위성은

25 cm의

위성 형상은

계획이다.

무게의

50 kg

용하며 대역폭
으로

발사할

2020년부터

Umbra

대역을 사

X-band

1,200 MHz로

총

구현되어 잠정적

해상도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며

<그림 25>와

같다.

그림 26. iQPS-SAR Satellite

3.7 Strix α
α위성은

Strix

Synspective

위성으로

2020년

고 있으며
25기

그림 25. Umbra-SAR 2001 Satellite

SAR

안테나는

타입

deployable high gain mesh

테나를

적용하며

radar(SDR)

최초로

개발한

reflector

software

안

defined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15].

는

첫

demo

2022년까지

위성 발사를 예정하

6기,

장기적으로는 총

SAR

안테나를 후면에는 태양 전지 배열기
140 kg이며 X-band SAR

안테나의 크기는 전개 시
m

5.0 m

×

위성은 일본의

Q-shu Pioneers of Space)

해상도는

1 m이다[23].

kg

iQPS(Institute for

사가 개발 중인

급의 상용 마이크로 위성으로

-SAR 1(Izanagi)을

100

2019년 iQPS

발사하였으며 총

36기의

위

성군을 발사할 계획이다[21].
X-band

대역을 사용하여 해상도

제공할 예정이며,
<그림 26>과

iQPS-SAR

같으며

100 kg

deployable

영상을

위성의 형상은

급의 무게를 위하

여 몰리브덴(Molybdenum) 재질의
길이의

1m

parabolic

3.6 m

mesh

단면

안테나로

0.7 m이며

의 큐브 형태로 발사될 예정이며 영상

3

3.6 iQPS-SAR
iQPS-SAR

기업인

급의 소형

위성과 유사한 형상으로 전면에

를 장착하며, 무게는
0.7

스타트업
150 kg

이상의 위성군을 발사할 계획이다.

MicroX-SAR

Lab사에서

Umbra

일본의

사가 개발 중인

그림 27. Strix α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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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PredaSAR
PredaSAR
Corporation이
Systems와

위성은
제조사인

SAR

미국의
Tyvak

PredaSAR

SAR

Nano-Satellite

prototype을

첫 발사를 목표로 총

새로운

개발하고 있으며
48기의

위성은 기존의

SAR

위성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함께 군사용, 상업용 고해상도 영상

제공을 목적으로
2021년

4. SAR 위성 개발 전망

대형

세계 최다

SAR

SAR

기술 기법들을 적용한 고성능 중

위성 분야와 무게를 줄여 발사 비용

을 줄이고 여러 대를 군집 운영하여 재방문 주

위성군을 발사할 계획이다[24].

기를 줄여 원하는 시간에 영상을 신속하게 획
득하기 위한 저비용 소형

SAR

위성 분야로 양

분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파악한 현재까지 개발된 위성과 가까
운 미래에 개발될

SAR

의 차트로 작성하면

위성 개발 동향을 하나

<그림 29>와

같다[25].

TerraSAR-X, TanDEM-X, ALOS-2, ASNARO-2, PAZ,
Cosmo-SkyMed Second Generation, KOMPSAT-5에서

향후 개발될
“High

그림 28. PredaSAR Satellite

HRWS

End

위성까지 중대형 고성능의
분야와

Performance”

ICEYE,

Umbra-SAR, Capella, iQPS와

같은 저비용 군집

의

분야로 크게 양분

“Low Cost Constellation”

하여

SAR

위성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Traditional “High End” Market
Satellite in Orbit (X-band)

Focus on high performances
GSD < 0.5 m for Spotlight
NESZ < -23 dB
GSD 1 m Stripmap Mode with 50 – 100 km Swath
Large Access Range

Future Capability (X-band)
Satellite in Orbit (C-band)
Future Capability (C-band)

HRWS

Satellite in Orbit (L-band)

PAZ
Cosmo-SkyMed
(2nd Gen)
TanDEM-X
TerraSAR-X
ASNARO-2
1m
KOMPSAT-5

TecSAR-2

RCM

UMBRA

RADARSAT-2
ALOS-2

Resolution

Sentinel-1

Capella

iQPS

ICEYE

Emerging “Low Cost” Market
Focus on high revisit time (<1 hr)
With 1 m < GSD < 2 m
NESZ < -17 dB
Very Large Access Range
Enabling for New Services / Applications

10m
10 days

1 days

1 hour

그림 29. SAR Satellite Development Trends Prospect

Re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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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세계

5. 결 론

SAR

위성의 중대형 고

성능 위성 기술 추세와 최근 급격히 수요가 증
현재 세계 각국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가된 소형화를 통한 저비용 군집 위성 개발 동

개별 국가 또는 유럽 연합과 같은 공동체를 주

향을 파악하여

축으로 범국가를 넘어 세계의 안전과 보안, 자

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위성 개

연 재해 예방, 산림 기후 환경 관측과 같은 다

발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AR

위성 분야에 대한 중장기

양한 활용 목적으로 지구 관측 위성 개발을 체
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발 분야에서는

SAR Wars라고

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SAR

위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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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데이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포맷 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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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in Development of Satellite Database Format
to Process and Manage the Satellite Data
Lee, Nayoung*, Shin, Hyun-Kyu*, Yang, Seung-Eun*, Huh, Yun-Goo**, Cheon, Yee-Jin*,
Choi, Jae-Dong***

ABSTRACT

This document describes the formats and functionalities of the satellite database
system for the processing of the satellite telecommand and telemetry data. In particular,
the trends of the telecommand and telemetry database formats which have been
developed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telecommand of the various length and complex
structures and to effectively decode and display the massive telemetry data are
described.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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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포맷과 기능들을 기술한다. 특히 다양한 길이와 복잡한 구조의 원격명령어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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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온 위성 원격측정데이터용 데이터베이스 포맷의 개발 동향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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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비 설계를 위한 각 종

1. 서 론

DB 입력 규칙과

무와 성능 요구도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TC DB의 특정 필드들을 TC 전송 로직에 반영
하는 규칙, TM Packet DB와 위성 CADU 데이터
간의 mapping 규칙을 통해 TM List의 Mnemonic
에 연결된 Calibration curve, Alarm, Status 데이

최첨단 탑재체를 이용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터의 후처리 방법 등을 정의하면서 상세 구조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위성의 원격명령어

가 도출된다. 위성 탑재컴퓨터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리
랑위성시리즈와 천리안위성시리즈는 위성의 임

(TC: Telecommand) 및 원격측정데이터(TM:
Telemetry)의 데이터베이스(DB: Database)는 TC
Uploading 기능 및 TM 후처리 기능과 연계되
어 위성 시험 및 운영에 이용된다. 따라서 정확
한 위성 TCTM DB의 구축은 위성의 안정적인
시험 및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TCTM DB의 유효성 검사와 위성 시험 및 운영
문서와의 통합 DB 변경 관리가 필요하다. 또
한, 다양한 위성들의 공통 시험 및 운영을 위해
TCTM DB의 공용 포맷 개발도 요구된다. 이
경우 후속 위성들의 새로운 TCTM 요구 사항
은 기존 위성 TCTM DB 포맷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위성 TCTM DB 포맷 개발은 고유 임
무를 가지는 위성 별로 TCTM DB 구조를 정의
하고 DB 생성 규칙들을 적용하여 정확한 위성
TCTM DB를 도출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1][2].

FSW TCTM
처리 로직은 CCSDS(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 우주통신규격을 따른다
[4][5]. 따라서 위성 TCTM DB 포맷은 CCSDS
규격에 의거하여 송수신되는 위성 TCTM 처리
설계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또한, 엑셀 양식
을 이용해 직접 위성 TCTM DB 내용을 입력
했던 방식은 위성 TCTM DB 관리 도구를 이
용하여 데이터 입력 양식을 규격화하고 자동

TCTM 파일을 생성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위성 TCTM
DB 포맷을 위성운영절차서 생성 프로그램과
오류 검사를 통한 정확한

연동하여 개발자의 절차서 생성 효율을 증가시
키는 방안도 개발되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해외 위성과 국내 위성의 위
성
한

현재는 다양한 임무의 위성들을 통합 시험 및

서

TCTM DB 포맷 개

과

DB 관리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극대화하
기 위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3].
위성 TCTM DB 포맷은 시스템 초기설계 단
계에서 TCTM Working Group(WG)을 통해 도
출된다. TCTM WG은 전기설계팀(EDI: Electrical
Design and Integration), 비행소프트웨어(FSW:
Flight Software) 개발팀, 위성시험팀(AIT:
Assembly, Integration and Test), 지상관제팀
(G/S: Ground Station)으로 구성된다. 위성
TCTM DB 포맷은 FSW의 TCTM 처리 로직
설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TCTM을 송
수신하고 후처리하는 AIT와 G/S의 소프트웨어
및 장비 설계의 기본 요구 사항이기 때문이다.
위성 TCTM의 포맷은 지상시험장비 및 위성운

한

운영할 수 있는 공통 위성
발과

TCTM DB 포맷 개발 동향을 기술한다. 또
아리랑위성시리즈와 천리안위성2호시리즈에
구축한 위성 TCTM DB 포맷의 상세 내용
향후 위성 TCTM DB 포맷 개발에서 필요
사항을 기술한다.

2. 위성 데이터베이스 개발 동향
2.1 해외 동향

Johns Hopkins University의 Applied Physics
Laboratory는 공통 지상관제시스템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 개의 위성들을 통합 운영
하기 위해 각각의 고유한

TCTM DB 포맷들을

TCTM DB 포맷으로 변환하는 방안을 연구
하고 있다[3]. 또한, 시스템 개발 기간을 단축하
기 위해 기존 TCTM DB 포맷을 후속 위성시험
공통

장비 및 지상관제시스템에 이식하는 방안도 연

이나영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8/2 (2020) pp. 103~110

있다[3].

NASDA(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 of JAPAN)의 위성 개발에
서는 위성 TCTM DB 포맷에 위성 개발 및 시험
을 위한 전용 양식이 포함된다[6]. 예를 들어, 위
구하고

성 전장품 간의 펄스 명령어 생성과 그에 의한
대응하는 상태 데이터를 해당

TCTM DB와 결합

함으로서 전기시험 절차서 작성과 시험 데이터

DB화하는 것이다. 위성 시험 과정에
서 성숙된 TCTM DB는 발사 전 지상관제시스템
에 이식되며 이때 위성 시험용 DB 포맷은 선별
를 동시에

천리안위성1호의

TCTM DB 포맷은 해외 공
동 개발 업체에서 설계하였다. 이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천리안위성2A호와 2B호(이하
천리안위성2호시리즈)에서는 아리랑위성시리즈
의 공용 위성 TCTM DB 포맷을 기반으로 하
여 천리안위성2호시리즈에 특화된 TCTM 처리
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DB 포맷들이 추가
개발되었다. 천리안위성2호시리즈는 동일한 비
행소프트웨어와 버스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서
로 다른 임무의 탑재체가 각각의 위성 버스에

적으로 분리하여 지상관제에 필요한 포맷만을

장착되는 구조로

활용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었다. 따라서

AIT와 G/S 장비는
모두 동일한 통합 TCTM DB를 사용하지만, AIT
시험 전용 DB는 G/S DB와 독립된 구조를 가진
다. 한편, 위성 TCTM DB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위성 개발자들이 원격으
로 해당 설계 분야의 DB를 수정 및 업데이트하
고 TCTM DB 관리자 없이도 최종 DB 버전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통해 TCTM DB 생성 방식과
기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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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의 위성들이 동시 개발되

2기의 위성들에 대한 공통 위성

TCTM DB 포맷을 도출하여 지상시험

TCTM DB 포맷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상이한
탑재체 TCTM 처리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
도록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아리랑위성시리즈용 공용 TCTM DB 포맷의
경우, 후속 위성들의 탑재컴퓨터 및 신규 탑재
체의 새로운 TCTM 처리 요구 사항들을 해결
하기 위해 위성 TCTM DB 포맷의 세부 필드들
을 특정 TCTM 처리 요구 사항에 활용하는 방
안을 적용한다. 이것은 천리안위성2호시리즈용
공용 TCTM DB 포맷 개발에도 활용되었다. 즉,
각각 다른 TCTM 포맷을 가지는 탑재체들의
TCTM 처리 요구 사항들을 통합 설계하기 위
해 TCTM DB 포맷의 세부 필드들이 특정 탑재
체의 TCTM 처리 요구 사항에 활용되었다. 이

장비 및 위성운영장비의 개발 일정 및 비용의

방식은 후속 위성 개발 시 지상시험장비 및 위

2.2 국내 동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리
랑위성시리즈와 천리안위성시리즈는 각각의 공
통 위성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아리랑위성시리즈의 경
우, 아리랑위성1호의 위성

TCTM DB 포맷은
아리랑위성2호의 포맷에도 그대로 활용되었다.
이후 아리랑위성3호 및 아리랑위성5호 개발 시
점부터 위성 TCTM DB 포맷 설계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탑재컴퓨터와 FSW를 국내 독자 기술
로 개발함에 따라 위성 TCTM DB 포맷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7]. 특히, 동일한 탑재컴
퓨터와 FSW를 적용하여 두 기의 위성들을 동
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용 위성 TCTM DB
포맷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은 후속 아리랑위성
시리즈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

TCTM
DB를 복제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성운영장비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3. 위성데이터베이스 포맷 설계
본 장에서는 아리랑위성시리즈와 천리안위성

2호시리즈에 구축된 위성 TCTM DB 포맷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위성 TCTM DB는 위성 시
험 및 운영 장비와 연동되어 위성 전장품의 동
작과 제어 알고리즘의 수행을 위한 절차서 구
동 시스템,

TCTM processing system, 그래픽

기반의 종합 위성 관제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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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때, 위성 개발자들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원격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해 ‘Mnemonic’이
활용된다. 즉, 사용자의 위성 시험 및 운영 문
서에서 원격명령어를 구성하는 Hex 단위의 아
규먼트 데이터를 설계하거나 FSW에서 생성된
Hex 단위의 원격측정데이터들은 활용하기 위
해 위성 TCTM DB의 Mnemonic들이 기본 단
위로 활용된다. 아리랑위성시리즈와 천리안2호
위성시리즈의 위성 TCTM DB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천리안2호위성시리즈의 경우, 탑재
체의 TCTM 포맷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원격
측정데이터의 가공 및 시현에 필요한 DB 종류
가 세분화되었다. 위성 탑재체의 TM 생성 알
고리즘은 위성 버스 FSW의 TM 처리 알고리즘
과는 독립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3.1 위성 TM DB 포맷
위성

TM DB는 위성 버스 시스템과 탑재체

에서 생성되는 원격측정데이터들을 각각의 데
이터 포맷 변환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시
현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그림 1>은 위성 TM DB를 구성하는
세부 DB 포맷들과 상호 연관 관계를 나타낸다.

3.1.1

위성

Telemetry List DB

포맷

위성 Telemetry List DB에는 위성 TM
Mnemonic을 중심으로 사용자 관리용 정보와
TM 후처리를 위한 Mom-mnemonic, FSW의
TM 생성용 정보, Status, Calibration curve,
Alarm의 요약 정보가 종합 구축된다. 각각의
요약 정보들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들과 연동되

표 1. 위성시리즈 별 위성 TCTM DB 종류 비교
아리랑위성
시리즈

천리안2호
위성시리즈

Command List

O

O

Command
Analog/Status/Discrete/
Mapping/Frame
Argument Lists

O

O

Telemetry List

O

O

Discrete Status List

X

O

Multi Status List

X

O

Event/Alarm List
Calibration curve List

O

O

Complex Calibration
curve List

X

O

S-band Packet List
S-band Packet
Sequence Table

O

O

Payload Asynch List

O

X

X-band Packet List

X

O

S-band Frame List

X

O

위성 TCTM DB 종류

어 상세 데이터 내용이 참조된다.

그림 1. 위성 원격측정데이터의 DB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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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보라색과 노란색 부분은 각 위
성시리즈의 전용 DB를 표시한 것이다. 천리안
위성2호시리즈의 Status 정보는 별도의 DB 파
일인 ‘Discrete Status List’로 구축되었다. 아리
랑위성시리즈의 Status 정보는 ‘Telemetry List’
의 ‘Status’필드를 이용해 구축하고 있다. 이 경
우, Status 정보가 한 개 셀에 입력하기에는 상
당히 많거나 가독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별도

DB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에 천리
안위성2호시리즈에서는 신규 DB 포맷으로 정
의한 것이다. TM 취합 및 검토용 양식에는
‘Status List’DB의 정보를 ‘Telemetry List’의
‘Status’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
자 검토 편의성은 유지하였다. 위성의 Hex 단
위 아날로그 TM 정보를 온도, 전압, 전류의 물
리적인 값으로 환산하기 위해 Calibration
Curve라고 부르는 변환 수식을 이용한다.
Calibration Curve의 기본 수식은 1차~3차의
다항식이며 상세 다항식 계수들이 Calibration
Curve List DB에 기술된다. Telemetry List DB
에는 Mnemonic별로 Calibration Curve의 번호
가 참조된다. 3차 방정식보다 복잡한 변환 수
식들이 사용되는 경우, 지상시험장비 및 위성
운영장비의 TM 가공 알고리즘 내부에 해당 변
환 수식을 코딩하였다.
의

3.1.2

위성

Event DB

포맷

Event 정보는 긴급한 오류 정보 및
직관적인 FSW 운영 정보들로 구성되며, 위성
TM 정보와 별도로 생성된다. 아리랑위성시리
즈의 Event 처리는 <그림 2>와 같이 Event 데
이터 영역이 포함된 특정 S-band Packet을 통
해 Event 정보를 전송받고 Event 영역을 대표
하는
Mnemonic과 Event ID, Level,
Description 정보가 구축된 Event DB를 통해
분석하는 구조이다. <그림 3>은 천리안2호위성
시리즈의 Event 데이터 처리를 위한 Event DB
와 TM DB간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위성의

그림 2. 아리랑위성시리즈의 Event DB 구조

그림 3. 천리안위성2호시리즈의 Event DB 구조

천리안2호위성시리즈의

S-band TM 전송 구
조는 아리랑위성시리즈와 다르며, Packet 전송
영역과 Event 전송 영역이 각각 분리된 구조이
다. 이러한 TM 전송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S-band Telemetry Frame Table’DB에 정의되며,
Event 영역에 할당되는 Event 데이터는 특정
Mnemonic과 Event List DB를 통해 처리된다.

3.1.3

탑재체

TM DB

포맷

TM에는 가변길
TM이 포함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일
반데이터영역(Normal area)과 가변데이터영역
(Flexible area)으로 구성된 ‘Payload Packet’을
정의하였다. 가변데이터영역은 탑재체 TM 생
성 규칙에 의해 가변 길이로 생성되는 SOH
아리랑위성시리즈의 탑재체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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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들이 전송되는 영역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
해 <그림 4>의 가변데이터영역 전체를 지정하
는 ‘Mnemonic X’를 정의하였고, 이것의 특정
bit에 정의되는 Index ‘YY’는 ‘Payload Asynch
packet List’DB와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
해 가변길이의 데이터들이 Mnemonic 기반으
로 분석된다. 후속 위성 탑재체의 가변데이터
분석은 ‘Mnemonic X’의 Index 연동 방안을 활
용하여 분석 처리가 계속 가능하며, 따라서 기
존의 탑재체 TM DB의 포맷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천리안위성2호시리즈의 탑재체 TM은 이
미지 수신용 X-band 통신 링크로만 수신된다.
따라서 임무 수행 시 대량으로 생성되는 탑재

TM은 모두 탑재
체 데이터 전용처리장비에 1차 저장된다. 위성
운영장비에서도 시현되어야 하는 탑재체 TM은
X-band Packet의 Header 정보를 이용해 분류
한다. 천리안위성2호시리즈의 탑재체들은 각각
고유의 TCTM 포맷을 가진다.
체의 이미지 데이터와 탑재체

‘X-band Packet List’DB
포맷을 신규 정의하였다. 또한, 다층 구조의
Status를 가지는 탑재체 TM 분석을 위한 DB를
추가하였다. 다층 구조 Status는 해당 TM의
Status를 분석하기 위해 특정 TM의 Status를
참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존‘Telemetry
List’에서는 ‘Switch Mnemonic’과 ‘Switch
Status’필드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하였다. 그러
나 천리안위성2호시리즈의 탑재체 TM은 보다
복잡한 다층 구조의 Status 처리 규칙을 사용
하기 때문에 탑재체 TM 전용의‘Multi Status
List’DB가 추가되었다. ‘Complex Calibration
Curve’는 다양한 함수로 정의되는 Calibration
curve 수식들을 DB화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즉, 아리랑위성시리즈의 경우 3차 방정식 이상
의 복잡한 수식은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TM
처리 알고리즘에 직접 코딩할 수 있었지만, 천
리안2호위성시리즈에서는 복잡한 수식의 개수
가 상당하여 이를 모두 포함하는 전용 DB 포
맷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합하기 위해

3.2 위성 TC DB 포맷

TC DB는 원격명령어 생성에 필요한
아규먼트의 종류, 타입, 길이 정보들을 DB화하
고TC Uploading 장비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TC 데이터의 무결점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다. 이를 위해 Hex 단위 아규먼트의 구성 정
보, 아규먼트의 타입, 총 길이, 1553B 통신 어
위성

드레스 정보 외에도 위성시험 및 운영절차서

Telemetry Verify 정보가 함께 관
TC DB 포맷이 설계되었다[9]. 원격명

작성을 위한
리되도록

령어의 핵심 요소인 아규먼트는 그 종류를

그림 4. 아리랑위성시리즈의 탑재체 TM DB 포맷과
분석 구조

analog argument, discrete argument, status
argument로 분류하고, 이들의 TC 구성 정보는
mapping 파일과 frame 파일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원격명령어 아규먼트 관리용 DB들이
별도 설계된다. CMD Argument 생성 프로그
램과 아규먼트 DB를 통해 위성 개발자들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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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명령어의 아규먼트 구조와 정보를 직관적이
고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아규

Status 옵션 또는 아
날로그 변환 수식을 이용해 작성하게 된다.
<그림 5>는 아리랑위성시리즈와 천리안위성2
먼트 정보를 이미 구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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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Uploading 장비는 TC 전송 단계에서
‘ToUnit’필드에 대한 ‘특정 인식자’를 항상 판
별하고, 이에 해당하는 TC에 대해 ‘분할 전송
인식자’와 같은 TC 분할 전송 규칙 요소를 TC
전송 포맷의 특정 위치에 자동으로 할당하면서

호시리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통 위성

분할 전송하는 규칙을 정의하였다. 천리안위성

TC DB 포맷과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Hex 아
규먼트 및 FSW용 TC 정보 외에도 엔지니어들

2호시리즈의 경우 각각의 탑재체에서 요구하는
TC 처리 규칙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2기
위성에 대한 공통 TC DB 포맷을 유지하면서

이 원격명령어를 쉽게 활용하기 위한 요소들도

DB 포맷에 포함되었다.
위성 TC 전송 포맷의 최대 길이는 각 위성
프로그램마다 특정 값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1
개 TC의 아규먼트 길이가 전송 가능한 최대 길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성 TC Uploading 장비
에서는 이를 분할하여 연속 전송해야 하고, 위
성 FSW에서는 분할 전송된 1개의 TC로 인식
하기 해야 한다. 이를 위해 ‘Command List’
DB 포맷의 특정 필드들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
어, ‘Command List’DB 중 ‘ToUnit’필드에 분할
전송 기능이 필요한 TC Mnemonic들을 일괄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 인식자를 정의하였다.

각각의 전송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Command List’DB의 특정 필드와 특정 인식
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3.3 향후 위성 TCTM DB 포맷 개발
위성 전기시스템은 하드라인 Input/Output
DB를 통해 다양한 전기 신호 종류의 하드라인
명령어와 센싱 라인을 배분하고 관리한다. 이러
한 하드라인 자원은 위성 TCTM DB와 직접 연
관되기 때문에 위성 TCTM DB 포맷과 하드라
인 Input/Output DB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해외 기술 동향과 같이 하드라인 자원
의 전기 신호 특징들을 함께 관리하여 위성 전
기시험 절차서의 작성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면

[6] 위성 전기시험에서 검증하는 하드라인 자원
들의 시험 여부와 그 결과를 모두 DB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 절차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험
결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문서에서는 여러 개의 위성들을 통합 시
험 및 운영할 수 있는 공통 위성

TCTM DB

포맷 개발과 관련하여 아리랑위성시리즈와 천
리안위성2호시리즈에서 구축한 각각의 공용 위

TCTM DB 포맷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또
한 해외 위성의 TCTM DB 포맷 개발 동향을
통해 향후 위성 TCTM DB 포맷 개발에서 필
요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성

그림 5. 공통 위성 원격명령어 DB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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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JAXA는 H-IIA의 부스터와 M-V 로켓의 고체모터를 이용하여 4년만에 엡실론 로켓의 시험발사체를 개발해냈으
나, 이후 3년을 더 투자하여 소형위성 발사 서비스에 적합한 개량형 엡실론을 완성하였다. 엡실론은 지금까지 4
번의 발사를 모두 성공하였으며, 최근의 4호기 발사에서는 다중위성 탑재시스템을 추가하여 총 7개의 위성을 동
시에 투입하였다. 엡실론은 기본적으로 3단형 고체로켓이나, 투입성능과 궤도투입 정밀도 향상이 가능한 액체 기
반 상단을 옵션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향후 엡실론의 1단은 비용절감 및 신뢰도 보증을 위해 H3 로켓의 부스터
와 공유될 예정이며, 성능향상을 위해 3단의 스핀안정화 시스템이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JAXA는 엡실론에 킥스
테이지의 추가 또는 3단의 개량을 통해 심우주탐사 임무로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 엡실론이 목표로 하는 투입
성능과 다중위성 투입능력, 그리고 점진적이고 시너지를 고려한 접근방식은 소형위성 전용 발사체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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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silon rocket(

엡실론 로켓), Solid Motor(고체모터), Small Launch Vehicle(소형발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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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로 운용에 도입하였다. 투입성능 향상

1. 서 론

과 위성탑재 공간 확장을 목적으로
일본은 고체로켓을 중대형발사체(H-II)의 사
이드 부스터와 소형발사체(Epsilon, 엡실론)의

량형(Enhanced)의 개발에 착수했으며,
월

12

기술을 개발해서

해서

용 부스터와 소형

단으

1

년

일 엡실론 2호기(개량형)의 발사에 성공

하였다.

H-IIA

2016

20

1/2/3

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나의 고체모터

년 개

2014

호기에

3

SSO1)

PBS(Post

를 적용

Boost

Stage)

에 위성을 투입함으로써 개량형 모

로 사용하는 모듈화 전략을 통해 전체적인 우주

델의 기능과 성능을 입증하였으며, 또한 궤도

수송의 개발비용을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투입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음향 정현파 및 진

고

동을 최소화하였다.

단형 소형발사체(Epsilon) 위에 액체로켓을

3

년

2019

1

월

18

일 발사된

4

추가함으로써 궤도투입 정밀도와 소형위성 다중

호기는

탑재 기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초소형 심우

성 다중 투입에 성공하였다[2].

기의 위성을 궤도에 투입함으로써 위

주 탐사선, 소형왕복선 등 더 높은 투입성능을

실론 발사체(4호기)의 형상과 구성을 보여준다.

7

<

그림

1>

은 엡

요구하는 우주과학 임무를 보다 저비용으로 실
현하기 위해서, 미래에는
모터

4

단형 엡실론을 고체

단과 고성능 소형 액체로켓 엔진을 추

1/2

가해서

3

단형으로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

양동기궤도

500

km

에

600

kg

을 올릴 수 있는

엡실론의 성능이 우주개발 진흥계획에 따라

25

년부터 개발예정인 한국의 소형발사체와 유사하
고, 비용절감 및 임무 다각화의 관점에서도 동일
한 방향성을 갖고 있으므로

2019

년 상용 발사에

돌입한 엡실론 관련 학회논문들을 통하여 개발
동향 및 미래계획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내 소
형발사체 개발전략에 참고하고자 한다.

2. 엡실론의 개발 및 발사이력[1,2]
그림 1. 엡실론 4호기의 형상[3]

엡실론 발사체는

‘

전통을 계승하고 혁신을

지속한다!’라는 구호 하에, 펜슬 과학로켓에서
시작되어

여 년 동안 이어진 고체로켓의 헤

60

2.1 엡실론 시험발사체(1호기)의 개발

리티지를 계승하고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프런
티어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M-V

로켓의 후속 발사체로

착수한 엡실론은

년

2013

9

월

년 개발에

2010

14

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선진적 기체
시스템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및

M-V

H-IIA

개발에서 확보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

년에 발사된 엡실론 시험발사체의 경우,

2013
1

단에

M-V

의 고체 부스터,

H-IIA

스템과 계측 및 항법장비에
최대한 활용하였다. 또한

3

단에

의 기술을

H-IIA

단 모터에서 발생하

1

는 연소압력의 급격한 변화가 페이로드에 미치
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진동제어장치를 새롭

함으로써, 기존 기술의 유지·계승을 도모하면서
도 자율점검 및 모바일 관제 등의 혁신기술을

단 및

2

과학로켓의 기술을 활용하고 유도제어시

1) SSO(Sun Synchronized Or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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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발하고, 자동 감지 관련 각종 장치를 새

호기(개량형)가 발사되었으며, 지구공간탐사위

롭게 개발하였다. 그리고 궤도투입 정밀도를

성

향상시키기 위해

H-IIA

하였다. 이를 통해

Control

기술을 활용해서

하였다.

System)

그림

<

발사체용

RCS(Reaction
PBS

를 개발

는 엡실론 시험발사체의 발사

2>

장면과 비행경로를 보여준다.

아라세”를 지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

“

모터와 개량형 엡실론

M-35

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PBS

와 위성분리 시

PBS

와의 분리충격을 최소

화하는 분리장치가 적용된

호기는

3

2018

년

월

1

일 발사되었으며, 고성능 소형 레이더위성

18

ASNARO-2

를 지정된 궤도에 투입하였다.

2,

3

호기의 성공으로 인해 엡실론 발사체의 개량형
이 완성되었다.

2.3 엡실론 4호기의 개발
혁신 위성기술 실증사업”의 첫 시연 기회로,

"

다중 위성을 동시에 탑재해서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엡실론
수행되었다.
일하며,

새롭게

(ESMS:

Epsilon

큐브위성
Satellite

된

방출
Orbital

위성은

Aoba
2019

년

Satellite

Mount

장치(ESSOD:
Deployer)

200

kg

급

일

JAXA

Structure)

Epsilon

기

3

NEXUS)

18

탑재구조
와

Small

가 탑재되었다. 탑재

VELOX-IV,

월

호기와 동

소형실증위성

큐브위성

1

3

다중위성

ALE-1),

RISESAT,

2.2 엡실론 개량형(2,3호기)의 개발

개발된

초소형위성

(RAPIS-1),

그림 2. 엡실론 1호기의 발사와 비행경로[1]

호기의 개발이

4

호기의 추진시스템은

4

호기

1

(MicroDragon,

기(OrigamiSat-1,

3

를 합쳐

기이며,

7

우치노라 우주공간관측

소에서 발사되어 모든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
엡실론 시험발사체의 개발을 완료한 후, 발
사성능 향상과 탑재 공간 확대에 대한 위성 측

는데 성공하였다.

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엡실론의 개량에 착수하
였다. 여기서 고체 추진기관의 주된 개발품은
단 고체모터였다. 페어링 내부에 탑재되어 있

2

던 모터케이스의 외경을 약

2.6

m

로 확대하여,

모터케이스 외피 구조를 발사체의 외피구조(외
부로 노출)로 만들고 추진제량을 약
증가시킨

M-35

1.4

배로

모터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그

리고 페어링 길이의 최적화를 통해 위성탑재공
간을 확장하고,

단 전력시퀀스분배기(PSDB)

2/3

를 경량화 하여 발사성능 향상을 실현하였다.
개량착수

년후인

2

년

2016

월

12

20

일 엡실론

2

그림 3. 엡실론 4호기의 다중위성 분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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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실론
가 수

호기는

4

km

0.1

deg.

이하, 장반경 오차

항목
이륙중량

(스핀 안정화)

고, 다수 위성의 궤도투입 능력 면에서도 세계

3단

3. 발사체의 구성 및 기술

<

표

1>

과 같다. 다음에서는

호

4

KM-V2c
메인-모터

3.1.1 1단

기의 발사결과를 통해 엡실론 각 단의 추진기
관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2.3 m
1.4 m
100 kN
88 s
299 s
*진공 기준

고체모터

단의 메인 모터는

1

SRB-A

2.5 톤

(BP-205J)
길이
직경
최대 추력*
연소시간
평균 비추력*

3.1 고체모터 추진기관[3]

의 주요규격은

2.8 톤

추진제량

최고수준의 정밀도를 입증하였다.

엡실론 발사체(4호기)의 고체모터 추진기관

설계 값

3단

로 높은 궤도투입 정밀도를 달성하였

발사체와 공유되는

H-IIB

모터이다. 자세제어장치로는 1단 추력구

간에서의 롤-제어 및 메인-모터 연소종료 후의
표 1. 엡실론 4호기 추진기관 주요규격[3]
항목
길이
직경
이륙중량(옵션형)
페이로드 중량
1단(3축 제어:
이륙중량
TVC/SMSJ)
추진제량

설계 값
26 m
2.6 m
95.7 톤
386 kg
74.5톤

최대 추력*

2350 kN

연소시간

108 s

평균 비추력*
추진제량

284 s

M-35
메인
모터
2단
SPM
스핀모터

이륙중량

17.1 톤

x 2기

(BP-250JA)
평균 추력*
연소시간

4>

는

4

의 내압을 비행시간에

대해 계측한 데이터 및 사전예측 값을

3

호기

비행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이다. 비행 중 연소
초 증가되었으나, 전체

4.1

호기 비행데이터와

3

며 설계규격 값을 만족하였다.

270 N 이상
171 s 이상

추진제량

SRB-A

50 kg(기당)

운전시간

(BP-211J)
길이
직경
최대 추력*
연소시간
평균 비추력*
추진제량

호기의 비행에서

그림

<

잘 일치하였다. 평균 진공 비추력은

모터

TVC/RCS)

기 장착되어 있다.

2

적으로는 사전예측 값과

2.6 m

2단(3축 제어:

쪽 기둥에

나타나서 연소시간이

직경

x 2기

기)가 메인-모터의 후방동체(노즐 하우징) 바깥

11.7 m

메인

(GGP-3B)
제어력*

고체모터 측면 추력

SMSJ(

후반부에 사전예측값에 비해 약간 낮은 압력이

(BP-212J)
길이

SMSJ

축 자세제어를 위한

66.0 톤

SRB-A

1단

3

15.0 톤
4.3 m
2.6 m
445 kN
129 s
295 s
1.6 kg (1기)
0.85 kN
4.8 s

그림 4. SRB-A 모터 내압[3]

283.3

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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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의

내압 이력에 대해서,

SMSJ

<

그림

5>

115

초 증가하였다. 그리고 모터 내압으로 추정

2.3

는 비행시간을 따라 측정한 데이터와 파라미터

된 진공 추력이 가속도로부터 추정된 진공 추력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 값을 보여준

에 비해 약간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에

다.

대한 이유로는 노즐목 삭마(Erosion) 이력에 대

161

초 이후는

1/2

터가 획득되지 않았다.
발사

10

단분리 이후이므로 데이
<

그림

5>

에서

2

기 모두

초 전에 점화되어, 내압이 정상적으로

한 추정 오차를 생각할 수 있다. 평균 진공 비
추력은

으로 규격 값을 만족하였다.

295.2 s

상승했으며, 연소도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예측된 값과 데이터가 잘 일치하였으며, 따라
서 연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림 6. M-35 모터 내압[3]

그림

<

7>

은 스핀 모터(SPM)

2

기의 내압 이

력에 대해서 비행시간에 따라 측정한 데이터와
사전 확인 시험 데이터로 예측한 값을 비교한

그림 5. SMSJ 내압[3]

3.1.2 2단
2

결과를 보여준다.

고체모터

단의 메인-모터는 개량형 엡실론에서 새롭

게 개발된

모터이다. 자세제어를 위해 가

M-35

변 노즐이 사용되었다.

단 추력구간의 롤 자

2

세제어 및 메인-모터 연소 종료 후의
에는 일원 추진제 방식의

RCS

3

축 제어

가 사용되었다.

또한, 스핀 자세 안정화 방식을 사용하는
의 스핀-업을 위해
부에 탑재된
M-35

2

단 분리 전에

2

단 피팅-

의 내압이력에 대해서, 비행시간에 따른

측정 데이터 및 사전예측 값을
기와

2/3

단

3

기의 스핀모터를 작동시킨다.

이터와 비교하여

<

그림

3

호기 비행 데

에 나타내었다.

6>

호

3

호기의 비행 데이터가 잘 일치하지만,

4

값과도 잘 일치하였다. 그러나 연소종료 직전
하강부의 상태는 약간 다른데, 이에 대한 이유
로는 제조편차로 인해서 단열 두께 및 추진제
내부공간 치수에 차이가 달라진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연소자체는 성공적 이였으며, 진공 총
역적은

4249

Ns

3.1.3 3단

이었다. 자세 계

단의 메인-모터는 「하야부사」를 행성-간

3

궤도에 투입한

M-V

약간 떨어져

호기 대비

Ns

고체모터

방식을 사용한다.

3

4263

섭동이 충분히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를 개조한

호기의 연소시간이

및

측 데이터로부터, 스핀모터 연소에 의한 자세

사전예측 값에 비하면 연소 후반부에서 압력이
4

기 모두 점화 후, 내압이 정

2

상적으로 상승했으며 거의 같은 이력으로 예측

5

호기의 킥모터인

KM-V2

모터이다. 자세제어는 스핀

KM-V2c

단 메인-모터의 내압을 비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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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라 측정한 데이터와 사전예측 값을
호기 비행 데이터와 비교해서
타내었다.

3

호기와

<

그림

8>

3

에 나

호기의 비행데이터는 잘

4

단에

소형

Stage)

이

액체추진기관(PBS,

는

PBS

발사체의

H-IIA

Control

소 초기에는 사전예측 값에 비해서 약간 낮은

며[1], 알려진 제원은 다음

압력이 나타나서 연소시간이

<

초 증가하였

Boost

을 탑재(옵션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일치하고 있지만, 사전예측 값과 비교하면 연

1.6

Post

그림

RCS(Reactio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었으

System)

와 같이

9>

PBS

<

표

에는 총

8

2>

와 같다.

개의 단일추진

다. 이러한 차이는 예측범위에 들어가며, 정상

제 추력기가 탑재되어 각각 주 추력 및 자세제

적으로 연소했다고 말할 수 있다. 평균 진공

어를 위한 보조추력을 발생시키며, 중앙부에는

비추력은

직경

299.7

s

이며 규격값을 만족하였다.

65

cm

의 원형 추진제탱크가 위치하고(개

량형) 측면부에 실린더형의 추진제 가압용 가
스탱크가 위치한다.
표 2. PBS 제원(개량형)
직경 / 길이

1.2 m / 1.2 m

총 중량

300 kg

추진제 중량

145 kg

추진제 종류

Hydrazine

진공추력

0.4 kN

비추력

215 sec

그림

<

그림 7. SPM 내압[3]

된

과 같이

10>

EMS(Equipment

PBS

는

Mounting

합되어 단 분리장치와 함께
다. 그리고

Avionics

가 탑재
와 결

Structure)

단 상부에 장착된

3

상부에는 위성 탑재를 위한

EMS

어댑터 또는 다중탑재구조물이 위치한다. 엡실
론 발사체의 궤도투입정밀도 규격 값(SSO
km

500

의 경우)은, 원지점 고도/근지점 고도에서의

오차가
deg

±10

km

이하, 궤도경사각 오차가

이하이지만,

가 탑재된 엡실론

PBS

3

호기의

비행에서는 원지점/근지점 고도오차가 약
km,

궤도경사각 오차가

0.03

deg

±0.2

1.5

으로, 규격

값을 뛰어넘는 투입정밀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림 8. KM-V2c 내압[3]

확인되었다. 또한

호기의 다중위성 발사의 경

4

우, 위성 분리 후 각 위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3.2 액체 추진기관(PBS)

PBS

를 통해 궤도와 자세를 제어하여 성공적으

로 위성들을 궤도에 투입하였다[2].
엡실론 발사체는

3

단형 고체모터로 구성되었

지만, 태양동기궤도로의 투입성능을 향상시키
고 궤도투입 시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

위성의 요구에 따라 수십

km

PBS

는 또한

범위로 고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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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에는 정현파 진동환경 완화를 위해 진동제어
매커니즘이 적용되었으며, 표면에는 비행 중
열제어를 위하여 다층구조(MLI)로 덮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림 9. PBS의 형상

그림 11. 다중위성 탑재시스템[6]

그림 10. PBS 탑재시의 엡실론 발사체 구성도[6]

3.3 다중위성 탑재시스템[6-8]

3.3.1
4

다중위성 탑재구조물(ESMS)

그림 12. Lightband (MLB 8.000-12)[6]

호기에서 적용된 다중위성 탑재구조물은 혁

신 위성기술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

위성분리장치는 분리시점에 위성이 받는 충

용자의 수요에 대응가능한 발사체로의 확장을

격량을 줄이기 위해 비-파이로 방식의 위성 분

위해 개발되었다. 이 탑재구조물에는

리부를 채택하였다. 전용위성 발사 및 다중위성

과 같이 상부판넬에는

11>

기, 중앙판넬에는

1

60

kg

200

그림

<

급 소형위성

kg

급 초소형위성

기, 하

3

발사의 대상이 되는

200

급 소형위성에 대해

kg

서는, 저충격형 위성분리 기구를

Marman

클램

크기

프 분리 방식의 결합/분리부에 적용하였다. 또

기를 탑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성

한, 발사체에 탑재된 위성이 지상설비와 통신할

들이 독립적으로 궤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

수 있도록 엄빌리칼 라인과의 인터페이스 커넥

각의 분리장치들이 적용되었다.

터를 갖고 있으며, 발사 전 기능 점검 및 상태

부판넬에는 큐브셋 방출장치를 통해
의 큐브셋

3U

2

ESMS

의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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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확인, 보충충전 등의 작업이 가능하다.
급 위성의 분리 기구는

60

그림

kg

제시된

Planetary

Systems

<

에

위성은 기본형(PBS 미탑재) 엡실론의 경우

사)의

스핀 상태에서 분리되고, 옵션형(PBS 탑재) 엡

12>

Corporation(

를 사용한다.

Lightband®(MLB

8.000-12)

Light

는 상부-링과 하부-링으로 구성되며, 상

band®

부-링은 분리 후 위성 쪽에 남는 구조이다.

3.3.2

의

JEM(Japanese

서 운용되면서 많은
고 있는

실론의 경우

서 분리되며, 다중위성 발사는 후자에 해당된
의해 임무마다 달라지나,
대표적인 분리성능은

Experiment

에

Module)

3>

과 같다. 초소형위

Lightband®

로부터

투입실적을 가지

방출될 때 발생하는 각속도 오차가 위성의 중
심 위치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행용

CubeSat

Lightband®

였다.

를 바탕으로

에서 큐브위성을 궤도에 투입시킬 경
ISS

표

성의 분리 성능에 대해서는,

기 위한 큐브위성 방출장치(E-SSOD)를 개발하
우 궤도가

<

축 제어 상태에서의

3

를 기반으로 엡실론에 적용하

J-SSOD

ISS

축으로 자세가 제어되는 상태에

3

다. 자세한 분리성능은 위성의 질량 특성 등에

큐브위성 방출장치(E-SSOD)

ISS

다중위성 탑재시스템의 분리성능

에 의해 제한되지만, 엡실론 발사

에 대해서는 위성의 질량특성 정보
Lightband®

스프링의 배치를 조

정한다.

체를 통해 직접 큐브위성을 궤도에 투입하게
되면 높은 정밀도로 다른 궤도에 투입할 수 있
게 된다. 큐브위성을

표 3. 대표적인 분리 성능(3측 제어)[8]

보다 높은 궤도에 투입

ISS

위성

증이나 실험들을 보다 오래 수행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Design

개당

Specification

그림

<

매커니즘은

<

해

의

의 아래 사진과 같다. 방출

그림

13>

과 같이

위성

의 작동으로

내부에
이

CubeSat

Pin-Puller

가

Lock-Door

Lock-Door

에 의

위성
(전용발사)
소형위성
(다중위성 발사)

초소형위성
(다중위성 발사)

유지되고,

가 해제되면,

pre-set

된 스프링의 힘에 의해

E-SSOD

내부의 레일을 따라 방

[deg/s]
Pitch
Roll
/Yaw

분리 속도

± 3

± 2

± 1

0.5 ± 0.1

± 3

± 5

± 5

0.5 ± 0.1

N/A

± 7

± 7

0.2~0.6

N/A

N/A

N/A

1.1~1.7

오차
[deg]

CubeSat

에 따라 설계되어 있으며,

Pin-Puller

서,

표준

11>

E-SSOD

E-SSOD

세계

크기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전체적인

3U

형상은

는

E-SSOD

각속도 오차

자세각

하게 되면 위성수명이 길어지므로, 위성의 검

큐브위성
(다중위성 발사)

[m/s]

3.4 유도제어계[4]

출된다.

3.4.1

유도제어계 개념 및 방식

엡실론 발사체의 유도제어시스템은 아래
림

14>

와 같다.

단과

1

는 자세제어를 위해서

2

간에서는

MNTVC

가 장착되어 피

SMSJ

단 연소

1

로 수행하고,

추력기)로 제어를 한다.

RCS(

그

단 고체모터의 노즐에

치, 요 방향의 자세제어를 수행한다.
중 롤 방향의 제어는

<

2

단 구

단 고

3

체모터의 노즐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스핀-모터
그림 13. 큐브위성 방출장치 매커니즘[6]

로 스핀 안정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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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의 탄성변형에 의한 제어정밀도 저하를 줄
이기 위해서,

단 연소구간 중에는

1

레이트 자이로),

(

LAMU(

R/G-PKG

횡방향 가속도 계측장

치)의 정보를 기본으로 유도제어를 수행한다.
유도방식은 관성항법장치(IMU)에 의한 관성
항법유도이며, 고체모터의 연소 중에는
로켓에 사용된 감도행렬방식을 사용한다.
림

15>

M-V

그

<

는 엡실론 유도제어계의 처리 과정을 나

타낸다.

PBS

추진시스템은 낮은 추력(200

N

급)

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인 액체로켓엔진에 비해
서 비행시간이 긴 편이다. 따라서 중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increment

LVIC

cut-off

method)

고 전이 궤도 진입(PBS
궤도투입(PBS
수행한다.

2

velocity

유도 방식을 사용하

차연소), 위성의 목표

1

차연소)과 궤도변경을 두 차례

그림

<

(Long-time

은

16>

PBS

연소구간 중의 유

도(LVIC) 개념을 나타낸다.

그림 16. PBS 연소를 이용한 유도(LVIC) 개념도[4]

3.4.2

다중위성 투입방식 및 투입결과

호기의 다중위성투입 임무에서는 위해 위성

4

이 각각 정해진 궤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비행
소프트웨어의 유도계산 횟수를 이전대비 증가
시켰으며, 위성분리시점에 궤도를 지정하는 방
법으로 ‘상대고도 지정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였
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두 위성을 확실히 서
로 다른 궤도에 투입할 수 있으므로 근접한 궤
도에서도 위성끼리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절대고도 지정방식’과 ‘상대고도 지
정방식’을 임의로 설정할 수도 있다.
17>

그림

<

은 고도 지정방식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그림 14. 엡실론 발사체의 유도제어시스템[4]
그림 17. 다중위성투입 시 고도 지정방식[4]

호기의 위성분리 시점까지의 비행시퀀스와

4

비행경로는

그림

<

과 같다. 각 위성을 계획

18>

된 궤도에 투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을 분리하고, 그 이후
위성과 큐브위성

ALE-1

RAPIS-1

을 제외한 초소형

기를 순차적으로 분리하였

3

다. 그 이후, 초소형위성과 큐브위성은 상대고
그림 15. 엡실론 유도제어계 개념도[4]

도 지정방식을 사용해서, 고도를 조금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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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각각 다른 궤도에 투입했다. 마지막으로,

고 발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위성

을 절대고도 지정방식을 이용하여 궤도

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정보의 내용과 필요한

ALE-1

에 투입하였다. 궤도투입 정밀도는

<

그림

19>

일정을 관계자 간에 공유하고, 각 위성과의 개

에 나타난 것과 유사하며, 높은 정밀도로 계획

별 인터페이스 조정을 통해

에 명확히 기

된 고도에 투입되었다.

술함으로써, 위성·발사체 쌍방 간의 인식 하에

ICD

차질 없이 작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성이 발사장에 반입된 후, 발사준비 작업
을 수행해서 발사가 완료될 때까지 위성과 발
사체의 공동 작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계획
을 공동 운영 계획(JOP:

Joint

Operation

Plan)

으로 제정하고 이 내용을 위성·발사체 모두 각
각의 구체적인 발사장 절차 등에 반영하여 작
업간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발사 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3.5.2

그림 18. 위성 투입 시퀀스[4]

임무분석 및 비행 후 평가

발사체 측은

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ICD

비행경로 등 각종 분석을 수행하고 위성 측에
서 이 정보를 사용해 궤도분석 및 초기 안착
등의 운용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발사 약

4

개월 전에 투입궤도 등 분석결과(투입오차 포
함)를 위성 측에 제시하고 있으며, 발사 후에
는 비행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위성 인터페이스
관점에서의 비행결과를 위성 측에 제시하고 있
다.
그림 19. 엡실론 4호기의 위성투입 정밀도[4]

통해

위성과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계획문서

엡실론 발사체의 임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투입 궤도와 위성 중량 등 위성의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설정해 가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기
술적 측면과 일정 등 위성과의 긴밀한 인터페
이스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엡실론은 발사체
의 임무를 설정하면서, 위성과 위성 사이에 합
의된 기술적 사항은 모두 인터페이스 관리 문
서(ICD:

Interface

Control

적합성 검증

위성·발사체 측은 각각 분석·검사·시험 등을

3.5 위성 인터페이스[8]

3.5.1

3.5.3

로 규정하

Document)

와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다. 한편,

ICD

위성 분리부 등 직접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사체 측 위성 분리부와 위
성을 실제로 결합해

Fit

Check

를 위성·발사체

공동으로 수행하고, 발사준비 작업에 앞서 기
계적·전기적 인터페이스의 검증, 결합 작업성의
확인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소형위성과 초소
형위성의 개발/시험 과정에서 발사체 측의 위
성 분리부가 필요한 경우, 실제기체의 위성 분
리부를 대여 해 주거나 결합 체크 작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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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에 대해서는, 치수 공차를

CubeSat

에 맞춰 타이트 하게 설정한

E-SSOD

Fit

Check

용 케이스와 비행진동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와 동일한 치수 공차를 갖는 진동시험

121

고 있다. 다중위성 발사의 경우는, 초소형위성
및 큐브위성 그룹의 점검 작업이 완료된 후,
CR

내에서 엡실론 발사체용 다중위성 탑재 구

E-SSOD

조체에

초소형위성을

결합하는

작업,

즉

용 케이스를 준비해 두고 있으며, 위성 측에서

E-SSOD

수행되는 적합성 검증시험을 위해 대여가 가능

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할 때, 각 위성

하도록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은

에 큐브위성을 수납하는 일을 수행한

CR

을 공유하게 되지만, 작업 일정 및 작업

장소의 조정 등에 의해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

3.5.4

발사장 작업

록 계획을 정하고 있다. 그 후, 위성은 클린 부

엡실론의 발사장인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

스(CB)로 이동하여, 추진제 충전 및 탱크 가압

소(USC)는 주로 발사체·위성의 조립·검사가 수

등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최종 외

행되는

관 검사의 수행 이후 발사체 측에 넘겨져 상단

M

발사구역(발사체 발사시설)과 발사의

발사관제 및 위성관제 등을 수행하는 엡실론

에 탑재·결합된다.

관제 센터(LCC)/엡실론 지원센터(ESC)로 구성

의 다중위성에 대한 탑재작업 흐름도를 나타낸

된다. 아래

다.

<

그림

20>

은

M

발사구역(Launch

<

그림

21>

은 엡실론

호기

4

을 보여준다.

Complex)

그림 21. 다중 위성 탑재 작업 흐름도(4호기)[8]

4. 엡실론 발사체의 미래
그림 20. M 발사구역[8]

위성 그룹의 발사작업은

M

4.1 4호기까지의 운용을 통한 고찰[5]

발사구역내 조립

는 엡실론이 세계적인 소형위성 동향에

JAXA

동에서 수행된다. 먼저 위성은 조립동 내의 클

적절한 성능을 발휘하는 발사체로 등극했다고

린룸(CR)으로 반입되어 포장을 풀고, 반입 후

평가하고 있다.

검사, 각종 점검 작업을 위성 단독으로 수행한

서

다. 조립동 내부에는 발사체도 병행하여 조립·

드 관점에서 운용성 등을 고려하려면 앞으로

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쌍방 간 위험한

검토해야 할 주요한 관점으로 다음 세 가지를

작업이 있을 경우 일정 조정 등에 의해 작업

제시하고 있다.

사이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조정하

호기까지의 발사과정을 통해

4

는 다양한 지식을 확보했으나, 페이로

J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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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로드 수주로부터 발사까지의 기간 단축

엡실론의

단에는

3

4.2.1

로켓의 킥모터를 적

M-V

용하고 있어 사이즈 관계로 페어링 내부에

단

3

페이로드 운용성 향상

단계에서 실현한 세계 최고수준의 페이로드

1

탑재환경(음향, 진동, 충격)을 계승함과 동시에,

이 포함되는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는 페이로

발사 수송서비스 기간을 표준화하여

드 수령 후에 페어링을 조립해서

단축할 계획에 있다. 또한, 페이로드를 발사체

2

단에 탑재한

12

개월로

후 처음으로 발사체 전체 전기계통의 점검이

에 탑재한 후 부터

일 이내에 발사를 목표로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페

하고 있다. 그리고 엡실론

이로드 수령 후 부터 발사까지의 기간이 긴 편

다중위성 탑재형상을 발전시켜 유연한 형태의

이다. 고체모터의 장점인 신속성, 즉 페이로드

라이드-쉐어용 확장성을 갖출 예정이다.

10

호기에서 실현한

4

수주로부터 발사까지의 기간 최소화의 관점에

4.2.2

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4.1.2 3단

발사비용 절감 및 고신뢰성 확립

안보, 지구관측, 우주과학, 심우주 등 다양한
자세제어방식

개량형 엡실론의

위성의 발사 니즈에 대응하고, 더 저렴하고 더

단은 스핀 안정화 방식을

확실한 발사 수단을 확립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로드를 포함한 발

양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기체 형상으로

사체 상단의 중량 배치에 대해 더미중량 탑재

일체화 하는 등의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를 포함하여 스핀 안정화가 되도록 조정하는

1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량조정 완료 이후

(SRB-3)

페이로드 중량변경, 페이로드교체 등에 유연하

절감을 실현하면서 발사체의 높은 신뢰성을 확

게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보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또한,

1

에

발사체의

4.1.3

3

발사비용 절감

개량형 엡실론은 고체
하고 있고,

PBS

단 고체모터에

단을 기본 형상으로

를 적용하는 개발에서는

SRB-3

outfitting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산효과에 의한 비용 절
감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지상연소시험의 기회를 사용해서 효율적

으로 진행하고 있다.

4.3 엡실론을 이용한 심우주 탐사계획[9,10]
미래의 저비용, 고빈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심우주 탐사의 기술실증을 위하여
DESTINY+

4.2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5]
는 세계를 대상으로 발사체와 위

JAXA

440

kg

중량의 탐사선을 엡실론 로켓을 통해

230

km

×

40,000

km

의 타원궤도로 투입시킬

하는

단계 개발의 요구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입성능이 부족하므로

4

시스템의 종합적인 정의시점까지 요구조건을

여 발사될 예정이다.

<

구체화 하고, 앞에서 기술한 관점을 통해 아래

의 임무 개략도를 보여준다.

고 있다.

에서는

심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약

예정이며, 기존의

와 같은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계획을 가지

JAXA

로 명명된, 엡실론 로켓을 활용한

성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
2

H3

단 모터

를 탑재한 옵션형이 있다. 주요

구성품을 공통화 하고 있으나,

현재

발사체의 고체로켓 부스터

를 적용함으로써, 양산효과에 의한 비용

SRB-3

3

H3

단형 엡실론 로켓으로는 투

3

단으로 킥모터를 추가하
그림

는

22>

DES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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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재사용 왕복선의 임무 검토안[11]
임무

내용
실험 장비와 Specimen의 회수가

궤도-내 실험

가능한 궤도-내 실험
지구관측 등 기존 위성임무를 저

인공위성 대체

비용으로 실현

안보

궤도-내 대기 및 유사시 대응
유인임무 등 미래 선도 기술 사전

Precursor

실증

검토된 재사용 왕복선의 중량은 약

1

톤으로,

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한 후 다시 재진

LEO

입하여 귀환 및 회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재사용 왕복선에 대한 기본 운영개념
그림 22. DESTINY+의 임무 개략도

및 기초형상, 초기 중량버짓이 검토되었으며,

궤도에 투입된 탐사선은 탑재된 이온추력기
로 약

년간 고도를 상승시키고(스파이럴 궤도

2

상승), 이후 달 스윙바이를 통하여 태양을 공전
하고 있는
지

Phaethon

접근하여

DESTINY+

저비용
JAXA

행성에 약

관측을

500

수행할

km

거리까

계획이다.

임무를 통해 소형발사체를 이용한

심우주

탐사기술이

실증되면

향후

는 엡실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심우주 탐

사임무를 수행 할 예정이며, 여기서 축적된 기
술 및 경험들은

H3

로켓을 이용한 대형 탐사

추진시스템과 에비오닉스 구성에 대해서도
적인 검토가 수행되었다.

그림

<

23>

서 발표한 재사용 왕복선의 초기
형상이며,
다. 향후

표

<

은

1

차

JAXA

에

3D

는 검토된 초기 중량버짓이

5>

는 왕복선에 대한 추가검토를

JAXA

거쳐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개발이 완료되
어 다양한 고객에게 저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면 사용자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
로 한 새로운 임무들도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
하고 있다.

임무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4.4 엡실론을 이용한 재사용 왕복선 검토[11]
에서는 엡실론 로켓에 재사용 왕복선을

JAXA

페이로드 또는

단의 형태로 탑재하여 기존 소

3

모성 발사체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임무
를 수행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
다. 검토된 재사용 왕복선의 임무들은 아래
<

표

4>

모델링

와 같다.
그림 23. 재사용 오비터의 3D 모델링[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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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소형발사체의 성능 및 발사비용 비교[12]

표 5. 초기 중량버짓[11]
항목

Payload mass

값

초기 중량

1,000 kg

최종 중량

932 kg

추진제 중량 (잔류량 포함)

97 kg

Vehicle

Hyperbola
-1

구조 중량

603 kg

페이로드

300 kg

ΔV

200 m/s

Electron

Manufacturer

i-Space
Rocket
Lab

New Line

5. 엡실론의 경제성

1
Kuaizhou
1A

CALT

Expace

Shavit-2

중인 소형 발사체의 성능 및 발사비용을 비교

Pegasus

Northrop

XL

Grumman

SSLV

ISRO

500

표

6>

과 같다. 엡실론은

에

km

SSO

590

kg

체로서 발사비용이 약
다[12].
$26,000

1.5

톤,

을 투입할 수 있는 발사
390

만 달러로 알려져 있

투입중량을

LEO

에

LEO

기준으로

당

kg

정도로 소형발사체의 기준이 되는 발

사 가격인

$20,000

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비슷한 레벨의 고체기반 발사체인
Minotaur

IV,

Minotaur-C

도 각각

와

VEGA

당

kg

$25,000

이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체 발사체의
가격 경쟁력은 액체 발사체에 비해 낫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액체로만 이루어진 소형
발사체인

Electron

의 경우 모두
있으며,

인도와

Kuaizhou

과

Firefly

$20,000/kg

1A,

Space

이하인 것들을 알 수

중국의

Kuaizhou

Alpha, Link

경우

SSLV,

PSLV,

과 같이 고체 부스

11

터에 액체 상단을 사용하여 저비용의 발사체
를 구현해 가고 있다. 특히

($9,800~$20,000/kg)

곧 발사를 예정하고 있는
발사에 성공한

와 이미

Firefly Alpha

Kuaizhou

은 엡실론과 비슷

11

한 중량의 페이로드를 올릴 수 있는 발사체이
지만, 발사 서비스 가격이

150

만 달러로 엡실

론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확
보를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300

6

300

200

300

200

Launcher
One
Long
March 11
Kaituozhe
-2
Alpha
Terran 1

Epsilon

IHI
Expace

Northrop

IV

Grumman

VEGA

ESA / ASI

PSLV-CA

500

4.9

500

15

gress

PSLV-XL

ISRO

300

9,800

500

600

1,250

900

50

1,458

1,054

34,294

39

1,500

590

26,000

15

1,500

1,000
(700 km)

15,000

10,000

1,080
(700 km)

50

1,735

37

1,430

1,330

1,900

500

2,100

1,100

2,800

1,400

3,800

1,750

21

Soyuz-2- TsSKB-Pro
1v

80,000

1,000

i-Space
ISRO

20,000

300

CALT

March 6
Minotaur

-2

40

800

Grumman

250

350

CASC

C

Hyperbola

300

700

Aerospace
Relativity

20,000

200

CALT

Firefly

16,667

200

Virgin Orbit 12

Minotaur-

11
Long

6

IAI

Space
Northrop

Kuaizhou

6

LinkSpace 4.5

엡실론과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개발

<

5

Zhuque-1 LandSpace
Jielong 1

하면

Cost/
to … (kg)
payload
SSO
(M$)
LEO
($/kg)
(500 km)

Cost

31

28,818
25,874

10,000

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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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발사체의 서비스 가격은 액체로만 이루어

6. 시사점

진 발사체나 고체-액체 혼합형 발사체에 비해
이상의 일본 소형발사체 엡실론의 개발동향

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 미래계획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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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발사체 엡실론은

H-IIA

와

로켓을

M-V

통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저비용화를 실
현하였다. 소형발사체의 개발과정에서도 한국
형발사체 및 시험발사체에서 적용된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면 개발비용 및 운용비용의 절감

1. Development Results
Launch Vehicle and

of

Enhanced Epsilon

our Future Plan,

제63회 우주과학기술 연합 강연회 강연집,
November

2019, JSASS-2019-44132

이 가능할 것이다.
￭ 소형/초소형위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고, 일본은 엡실론 로켓과 다중위성
탑재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 요구에 잘 대응
해 나가고있다. 소형발사체에서도 다중위성
탑재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임무에의 활용을 위해 엡실론 로켓에서는 킥
PBS

개량, 재사용 오비터 등을 검

토 또는 개발하고 있다. 소형발사체 개발과정
에서도 임무 확장성을 위해 위성 투입임무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임무를 고려하

of

the forth

Epsilon Launch

제63회 우주과학기술

Vehicle (Epsilon-4),

연합 강연회 강연집,

November

2019,

JSASS-2019-4414

3. Flight Results
for Epsilon-4,

￭ 위성 투입임무 뿐만 아니라 탐사 등 다양한
스테이지,

2. Flight Results

of

Solid Propulsion

System

제63회 우주과학기술 연합

강연회 강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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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light Result of

Guidance and

System for the 4th Epsilon
Vehicle,

강연집,

Control

Launch

제63회 우주과학기술 연합 강연회
November

2019, JSASS-2019-4416

고 이에 맞는 상단시스템의 개발도 동시에 이
5. Strengthening International

루어져야 한다.
￭ 차세대 엡실론에는 고체모터에 가변노즐이
적용될 예정이나, 국내에서는
호

1

한

TVC

년도 나로

제어가 개발되었다.

￭ 고체모터로 구성되는 엡실론 로켓의 경우에
도 다중고도 투입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상단에 재점화가 가능한 일종의 액체추진기
PBS

Epsilon Launch

Vehicle,

제63회

우주과학기술 연합 강연회 강연집,

2009

차 비행시험부터 고체모터 가변노즐에 의

관인

of

Competitiveness

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소형발사체

November

6. Epsilon’s

2019, JSASS-2019-4418

Development and Launch

Multiple Small Satellites

Mission,

for

제63회

우주과학기술 연합 강연회 강연집,
November

7. A

Plan of

2019, JSASS-2019-4417

the Multi-satellites

Adapter

에서 상단을 액체 메탄엔진으로 구성하여 재

Having a High Flexibility in

점화가 가능하게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발사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 LV for

체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련 연구개발

Innovative Satellite Technology

의 조속한 착수가 필요하다.

Demonstration

￭ 엡실론과 같은 고체 모터 중심으로 이루어

우주과학기술 연합 강연회 강연집,

Program 2nd,

layout and

제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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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용 복합재 추진제탱크 국내외 개발 현황
이승윤* , 김광수*, 윤영하*, 이무근*
1)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of Composite
Propellant Tanks for a Launch Vehicle
Rhee, Seung Yun*, Kim, Kwangsoo*, Yoon, Young-Ha*, Yi, Moo-Keun*

ABSTRACT

Traditionally, the propellant tanks for the space launch vehicles have been manufactured out of
metals to carry the cryogenic fuels such as liquid hydrogen (LH2) and liquid oxygen (LOX).
However, the weight of the launch vehicle will be reduced considerably if we can manufacture
the propellant tanks out of the carbon fiber-reinforced composite materials which have superior
high strength-to-weight ratio, because typically about 60% of total dry mass of a launch vehicle
consists of the propellant tanks. So recently many researches and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to
develop the all-composite propellant tank in US, Europe, and New Zealand.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of the composite propellant tanks for a launch
vehicle.
초 록
전통적으로 액체수소(LH2)나 액체산소(LOX)와 같은 극저온 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우주발사체

추진제 탱크는 금속재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왔다. 하지만, 발사체 전체 건조중량 대비 약 60%를
차지하는 추진제 탱크를 우수한 비강도를 갖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하여 제작한다면 발사체
의 중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다. 최근 들어 미국, 유럽, 뉴질랜드 등 우주발사체
선진국을 중심으로 복합재로만 제작되는 추진제 탱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복합재 추진제 탱크의 국내외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발 방
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Key Words : Composite(복합재), Cryotank(극저온탱크), Propellant Tank(추진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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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otank Technology Demonstration) 프로젝트
를 2011년 착수하였다[1].

1. 서 론
과거 수십 년 간 탄소섬유 복합재는 비강도
및 비강성이 높아 항공우주 및 자동차 분야에
서 전통적인 금속재의 일부를 대체하는 소재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발사체의 경우 경량화에
따른 구조비 감소가 발사체의 성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터스테이지

(interstage)나 페어링 등의 동체를 금속재 대신
복합재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의 경우
Delta IV의 페어링, 페이로드 어댑터,
CBC(common booster core) 등이 복합재로 제
작되었고, Atlas V의 페어링과 인터스테이지
어댑터가 복합재로 제작되었다. 또한 유럽의
Ariane V는 페어링, 페어링 어댑터, 인터스테
이지 제작에 복합재를 사용하였다. 2010년부터
개발 착수한 1.5톤급 저궤도 실용위성용 한국
형발사체인 누리호에도 페어링, 2단 전방동체
및 후방동체, 1단 전방동체를 복합재를 이용하
여 경량화 설계를 하고 있다.

이는 미국 최초의 극저온용 복합재 추진제탱

X-30, 최초로 액체수소 탱
크를 이용하여 비행에 성공한 DC-XA, 그리고
수평이착륙(HTOL)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인
재사용발사체 X-33의 실패를 딛고 진행된 대형
국가 프로젝트이다. CCTD의 주요 개발 목표는
직경 5m 급의 LH2 추진제 탱크를 기존의 금
속재 탱크 대비 30% 이상의 중량 절감과 25%
이상의 비용 절감을 달성하는 것이다[2].
크 개발 프로젝트인

복합재 만으로 제작된 추진제 탱크의 경우
금속재 탱크 설계에서는 주요 고려 대상이 아
닌 탱크 벽을 통한 기체 투과를 고려하여야 한
다. 이는 극저온 환경에서 탄소섬유와 레진의
열팽창율 차이에 의한 응력으로 인해 미세균열

Type III 압력용기(Composite
Overwrapped Pressure Vessel, COPV)에 대해

(microcrack)이 발생하고 이러한 미세균열을 통
해 기체 누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NASA의 SLI(Space Launch Initiative)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소 투과율(permeation
rate)의 허용치 설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결과
에 따르면, 허용가능한 연료 손실율을 탱크 체
적의 0.25%로 가정하는 경우 발사체 각 단 탱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실제 실용

크의 임무 수행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투과율

화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허용치를 낮게 설정하여야 한다[3]. 따라서 복

Type III 압력용기는 엔진 및 터보펌프 퍼지

합재 추진제 탱크 설계 시 적절한 투과율 요건

또한 금속재 라이너에 고강도 탄소섬유 복합
재를 와인딩한

등을 위해 고압의 헬륨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을 설정하고 이를 시험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Type V 복합재

CCTD 프로젝트에서 적용한 투과율 허용치는
10-3 scc/sec/in2 이다[4].
한편 국내에서도 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4

압력용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

축 와인딩 장비를 이용하여 라이너없는 축소형

다.

복합재 탱크 제작 및 극저온 시험을 진행하는

용도로 한국형발사체에 적용되고 있다. 더 나
아가 압력용기의 무게와 제조비용을 더욱 경감
시키기 위하여 라이너가 없는

한국형발사체의 극저온용 추진제 탱크는 알

등 관련 기초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다. 또한,

루미늄합금을 용접 공정을 통해 제작하고 있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의

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금속재

일환으로 우주발사체 성능 향상을 위한 복합재

를 이용하여 추진제 탱크를 제작하고 있다. 하

추진제 탱크 핵심기술 개발 연구 과제가 현재

지만 최근에는 탄소섬유 복합소재 만을 이용한

진행 중이며,

25% 이상 경량화된 추진제 탱크

극저온용 추진제 탱크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

를 개발하여 한국형발사체의 후속 모델에 적용

NASA와 보잉 社를 중심으로 CCTD(Composite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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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개발 현황

록 미세균열의 생성이나 진전 가능성을 낮출

2.1 CCTD 프로젝트

그리고,

수 있어 투과율 성능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NASA는 달이나 화성 등 저지구궤도
(Low Earth Orbit, LEO)를 벗어난 목적지로의
미국의

70 gsm의 얇은 두께의 프리프레그를

145 gsm 프리프레그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투과
율을 요구 수준 이하로 충분히 낮출 수 있었다.

우주탐사를 위하여 액화수소 및 액화산소 추진
제 탱크의 제작비용과 중량을 줄일 필요가 있
다는 판단 하에, 고성능의 복합재료를 극저온
용 추진제 탱크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50여년 이상 LH2 및

LOX를 저장하기 위한 극저온 추진제 탱크는
금속재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통상 연료탱크
와 산화제탱크가 발사체 건조중량의 60% 가량
을 차지하므로, 발사체에 적절한 성능의 복합
재 추진제 탱크를 적용할 수 있다면, 알루미늄
합금 탱크에 비해 약 30% 가량의 경량화가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1]. 또한, AFP(Automated
Fiber Placement) 장비나 ATL(Automated Tape
Laying) 장비와 같은 자동적층장비의 성능이
많이 향상되어, 이를 활용하여 실린더와 돔 형
상이 포함된 추진제탱크를 제작함으로써 제작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NASA와 Boeing

LH2 저장용 복합재 추진제탱크
를 개발하기 위한 CCTD 프로젝트가 2011년
착수되었으며, 최종 목표인 10 m 직경의 추진
社를 중심으로

제 탱크를 바로 개발하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2.4 m 직경의 예비제품과 5.5 m의 시험

용 시제 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2].

2.1.1

얇은 두께의 고인성 에폭시 복합소재

비용 절감 및 환경친화적 공정 적용을 위해
탈오토클레이브(Out-Of-Autoclave) 공정을 적용
하였다.

Boeing 社는 오토클레이브 경화가 필요
없는 고인성 에폭시 레진인 Cycom 5320-1를
시험한 결과, 오토클레이브 경화로 제작된 제품
과 등가의 품질과 물성을 갖는 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또한, 인성이 높은 레진을 사용할수

그림 1. 얇은 두께의 프리프레그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적층

미세균열은 균열로 인해 방출되는 변형에너
지가 소재의 미세균열 파단인성(microcracking

fracture toughness)을 초과할 때 생성된다. 그
런데 이러한 변형에너지는 응력의 제곱과 플라
이 두께에 비례하므로, 플라이 두께가 얇을수
록 균열 생성을 위해 보다 높은 응력이 필요하
다. 따라서, 미세균열 방지를 위해 고인성 레진
과 얇은 두께의 복합재 층이 필요하다[5,6].

2.1.2

복합재 분리형 맨드릴

라이너가 없는 추진제 탱크를 제작하기 위해
서는 복합재 적층 후 내부에 있는 맨드릴을 제
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용도로 용해형 맨드릴
도 가능하나 대량 생산 측면에서는 불리한 측
면이 있다. 혹은
후

실린더

2개의 반구형 구조를 제작한

중심부에서

양면겹치기

조인트

(double lap joint)로 결합시켜 제작할 수도 있
으나 중량 증가와 복잡한 치구를 추가로 제작
해야 한다.

CCTD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조각의

맨드릴 부품을 조립하여 복합재 적층 및 경화
공정을 거친 후 맨드릴을 분해하여 꺼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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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는 분리형 맨드릴을 적용하였다.
맨드릴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고 복합재 적층

로봇 타입

AFP

Gantry 타입의 AFP 장비는 추진제탱크의 돔

과정에서 자동적층 장비에 장착된 맨드릴의 회

부위 중 적층하기 어려운 영역이 넓고 맨드릴

전 모멘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맨드릴이

축과의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벼워야 한다. 또한 경화 과정에서 열팽창율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도 최종 제품의 형상을
제어하기에

유리하다.

따라서,

Boeing 社는

Janicki 社와 협력하여 복합재 분리형 맨드릴을
제작하였다[7]. 또한, 탱크의 배럴을 경화시킨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Boeing 社는 로봇 AFP
AFP는 일반적으로 제

장비를 활용하였다. 로봇

어하는 축수가 많으며, 각 축수의 작동 범위도
넓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후 이를 스커트 구조와 결합시키기 위해 스커
트 정렬 치구를 제작하였다. 이는 여러 조각을
조립하여 실린더 형상을 구현하며 각 조각은
적층장비의 주축에 체결된다.

그림 4. 로봇 AFP

2.1.4

플루트 코어 복합재 스커트

운용 중 압축 하중을 견디면서 탱크 벽에 스
며든 수소 가스를 배출시키기 용이하도록, 스

커트를 플루트 코어(fluted-core) 형상으로 설계
하였다. 이는 샌드위치 복합재 구조로 제작된
그림 2. 분리형 맨드릴 조립 형상

LH2 탱크인 X-33 시제의 지상시험에서 발생한
사고로부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8]. 당시 사고 분석 결과, 벽을 통해 스며든 수
소 가스가 코어 내부에 갇혀 있다가 온도 변화
에 따라 팽창하면서 스킨과 코어 간 분리를 유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3. 2.4 m 스커트 정렬 치구
그림 5. 플루트 코어 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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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직경 5.5 m 탱크 제작 절차[2]

2.1.5

직경

5.5 m

탱크 제작 공정

소섬유 테이프를 와인딩한 후 오븐으로

(1) 돔 커버(fwd cover) 및 맨홀 덮개(access
door) 제작
Ÿ 돔 커버는 탱크 쉘과 스카프 조인트(scarf
joint)로 접합되는 구조로, 탱크 쉘 경화
후 분리형 맨드릴을 제품 외부로 추출하
기 위해 별도 구조로 제작되었다.

AFP로 적층
후 오토클레이브 경화로 제작하였고, 맨홀

Ÿ 돔 커버는 맨드릴 상에 로봇

플랜지에 맨홀 덮개 체결을 위한 인서트
를 삽입하였다.

76 cm 직경의 맨홀 덮개는 평직 패브릭
으로 핸드 레이업(hand lay-up) 후 오토
클레이브로 경화 후, 연료 주입 및 배출,
가압, 벤트, 센서 삽입 등을 위한 컷아웃
을 가공하였다.
(2) 배출구(sump) 및 배출구 캡(sump cap) 제작
Ÿ

Ÿ 배출구 캡은 탱크 쉘과 스카프 조인트로

경화한다.

(4) 플루트 코어 스커트 제작
Ÿ 플루트 코어와 안쪽/바깥쪽 스킨을 극저
온 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예상되는 접착
제 접합부를 피하기 위해 오토클레이브
동시경화(co-curing)로 제작한다.

(5) 탱크 쉘과 플루트 코어 스커트 조립
Ÿ 탱크 쉘 외부를 플루트 코어 스커트로 덮
어 오븐 동시접착(co-bonding) 공정으로
조립하였다.
Ÿ 초기 설계 형상에서 탱크 쉘의 돔 시작부
와 스커트 사이의

Y-joint 부의 안전여유

가 매우 낮아 상세 검토 후 국부적인 전
단응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Softening

Strip을 삽입하였다.
Ÿ 스커트 양 끝단에는 구조 시험 시 하중
부가를 위해 금속재 피팅으로 덮었다.

접합되며, 배출구와는 볼트로 체결된다.
(3) 탱크 쉘(tank shell) 제작
Ÿ 탱크 쉘은 탱크 실린더와 돔 일부를 포함
하는 내압 담당 구조로, 로봇

AFP 장비를

이용하여 분리형 맨드릴 상에 일방향 탄

그림 7. Y-joint Softening Strip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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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5.5 m

탱크 시험 결과[2]

(1) 액체수소를 이용하여 극저온 내압시험을 수
행하여 100%의 변형률 요건을 만족하였다.
(2) 상온 질소가스로 가압 후 비행하중 시험을
수행하였고, 100%의 내압 및 비행하중 요
건을 만족하였다.
(3) 액체수소를 이용하여 극저온에서 가압 후
비행하중 시험을 수행하였으나, 하중 부가
과정에서 시험설비의 기계적 문제가 발생하
여 20% 하중 레벨에서 시험이 중단되었다.
(4) 액체수소를 이용하여 극저온 반복 내압시험
(20%~90% 압력 반복)을 수행하였고 80회
반복 성능을 만족하였다.

그림 8. 돔 커버 제작

2.1.6

기체 투과율 측정

탱크 시제품에 우레탄폼으로 단열처리를 하
기 전에 금속 필름 및

TFE 분리 필름과 극저

온용 에폭시를 활용하여 돔 표면의 일부 영역
을 밀봉한 후 기체투과율을 측정하였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GC-MS

analysis)을

이용하여 투과율을 측정하였고 캐리어 가스

(carrier gas)로 헬륨을 활용하였다[5].

2.2 Firefly - Alpha
미국의

Firefly 社는 급증하는 소형 위성 시

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급 대비 최소의
발사비용으로 최대의 페이로드 중량을 실어 궤

Alpha를 개발하
였다. Alpha 발사체는 지구저궤도(LEO)에
1,000 kg의 페이로드를, 500 km의 태양동기궤
도(SSO)에 630 kg의 페이로드를 1,500만 달러
에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Alpha 발사
도에 올리기 위해 소형발사체

체는 보다 많은 페이로드를 탑재하기 위해 모
든 동체를 고강도 경량 소재인 탄소섬유 직물
복합재로 제작되었다. 특히, 등유(RP-1)를 저장
하는 연료탱크 뿐만 아니라 극저온 액체산소

(LOX)를 저장하는 산화제탱크도 금속재 라이
너 없이 탄소섬유 복합재 만을 이용하여 제작
되고 있다.

Firefly 社는 2단 산화제탱크에 대한
6.9
bar(100 psi)의 압력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고, 2019년 4월, 2단 연소시험을 300초 동안 수
행하여 구조, 전자장비, 추진시스템의 성능을
입증하였고, 2020년 9월, 1단 수락시험을 수행
하여 35초 간 추력벡터제어 기동을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9].
극저온 내압 시험을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그림 9. 기체투과율 측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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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lpha 2단 산화제탱크 극저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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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을 개발하였다. 전장은 17 m, 직경은
1.2 m이며, 건조중량은 1.2톤, 이륙중량은 12.5
톤이다. Electron 발사체는 LEO에 200 kg의 페
이로드를, 500 km 의 SSO에 150 kg의 페이로
드를 500만 달러에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된 것이다. 이는 SpaceX 社 Falcon 9의 발사비
용인 6,200만 달러에 비해 1/10 이하 수준이다.
2017년 5월 25일 최초 발사하였으나 지상 장비
문제로 인해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으며, 2018
년 1월 21일 2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
다. 이는 복합재 추진제탱크 액체연료 로켓으
로 궤도진입에 성공한 최초의 발사이다[10].
Electron 소형발사체의 페어링과 추진제탱크
를 포함한 주요 동체는 모두 가볍고 강도가 높

Alpha 발사체는 전장 29 m, 코어 직경 1.8
m(페어링 직경 2.0 m), 건조중량 3.8톤, 최대이
륙중량 54톤인 2단 소형발사체로, 1단은 터보
펌프식 액체 로켓 엔진인 Reaver 1 엔진 4기로
73.6톤의 추력을 발생시키며 2단은 터보펌프식
액체 로켓 엔진인 Lightning 1 엔진 1기로 7톤
의 추력을 낸다. 당초 2020년 초에 첫 시험비
행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은 복합재로 제작되었다. 특히, 극저온 상태의
액체산소를 저장하는 추진제탱크 또한 탄소섬
유 복합재로 제작하였다. 복합재 부품을 핸드

400시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2019년 후반 RocketLab 社는 로봇 장
비를 설치하여 모든 복합재 부품을 12시간 이
내에 제작하고 있다.
레이업으로 제작하면

인해 동년 하반기에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2.3 RocketLab - Electron

2007년에 설립된 뉴질랜드의 RocketLab 社
는
MicroSat(10~120kg), NanoSat(1~10kg),
CubeSat(~1kg) 등 초소형 위성을 손쉽게 자주
발사하기 위해 복잡한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하
지 않고 간단하게 제작하여 위성을 원하는 궤
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저비용 발사체 개발을
진행하였다.

RocketLab 社는 RP-1/LOX를 연료
로 사용하는 추력 2톤의 전기펌프식 액체 로켓
엔진인 Rutherford 엔진을 3D 프린팅 공법으
로 제작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Falcon 9과 유
사하게 1단에 9개의 엔진(추력 20톤), 2단에는
1개의 엔진(추력 2톤)을 장착한 소형발사체

그림 11. Electron 발사체

2.4 Scorpius Space Launch Co.
우주발사체

로켓

추진

부품

전문회사인

Scorpius Space Launch 社(SSLC)는 최근 10년
동안 높은 구조 강도를 갖는 Type V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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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MAXXTM를 개발하여, 100개 이상의
압력용기를 25개 이상의 항공우주 업체에 판매
하였다. 2018년 SSLC는 슬로싱 방지용 복합재
배플이 탱크 실린더 내부 벽에 포함된 Type V
극저온용 탄소섬유 복합재 고압탱크를 선보였
다. 배플 외에도 탱크 외부에는 핀 또는 스트
링거와 같은 하중지지 구조가 접착체 없이 기
계적인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이러한 슬로싱
배플 및 외부 스트링거 구조는

SSLC 자체 특

허 기술을 이용하여 복합재 추진제탱크에 반영
되었다. 이러한 복합재 추진제탱크를 소형발사

그림 13. PRESSURMAXX 내부의 배플

체 업체로 납품하면서 복합재 추진제탱크를 발
사체의 주요 하중지지 요소로 사용하는 설계를
가능하도록 하였다[11].

PRESSURMAXXTM 제품군에는 최대 수천
psi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압탱크가 포함되
어 있다. 이러한 고압탱크는 항공우주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유체 및 기체와 호

-195℃~77℃의 온도 범위를 견딜 수 있
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SSLC가 자체적으로 개
발한 극저온 레진 소재인 “Sapphire 77”과
Hexcel 사의 탄소섬유 소재로 제작된 탱크는
금속재, 체결류, 용접부 또는 추가적인 실런트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스 나사산을 포함한
양쪽 보스 또한 SSLC 자체 특허 기술로 제작
되었다. 이를 통해 경량화 및 고성능화를 달성
하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환되며

2.5 Cimarron Composites Co.

Cimarron Composites 社는 가압 액체질소
환경에서 15,000 με의 변형률 성능을 갖는
Type V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 압력용기를 개
발하였다. 기존 소재의 5배 이상 되는 높은 수
준의 변형률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라이너 없는 복합재 탱크 구조를 기존 탱크보
다 훨씬 얇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라
이너가 없기 때문에 라이너 제작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그만큼 경량화를 달성할 수 있었
다.

Cimarron Composites 社의 탱크는 직물
복합재와 일방향 와인딩 섬유, 그리고 자체
제작한 레진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적용된
복합소재는 액체산소, 액체수소 또는 액체메탄
과 같은 극저온 환경에서 미세균열의 발생없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12].

그림 12. 주요 및 이차 지지구조가 반영된 일체형
복합재 추진제탱크

Cimarron Composites 社는 자체 보유한 4축
와인딩 장비를 이용하여 1.83 m 직경과 15.2
m 길이의 구조까지 제작가능하며, 액체 질소를
이용한 극저온 시험 설비에서 137 MPa 까지
보증압 시험이 가능하고, 반복 내압 시험 및
파열
시험도
가능하다.
실제
Cimarron
Composites 社는 34.5 MPa의 파열압력을 갖는
3.63 kg의 Type V 복합재 탱크를 제작하여,
10,000 με까지 누설없이 보증압 시험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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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polymer) 소재로 분류되며, 시

험을 통해 탄소섬유 복합재 라미네이트와의 접
착성능(adhesion), 상온 및 극저온에서 균열에
대한 저항성능, 열적 노화 특성, 파단 변형률
등을 비교하였다. 극저온 환경에서 불소중합체
소재가 고분자액정 소재에 비해 파단 변형률과
연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상온에서의 균열 저
항성 또한 불소중합체가 높았으나, 극저온에서
는 모든 후보 소재들이 균열이 잘 전파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열적 노화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시편을 액체질소에 담궜다가 상온으로 회
그림 14. Cimarron Composites 社의 Type V 탱크
극저온 시험

140~200회 가량 반복하는 열충
격 시험을 수행한 결과, 불소중합체의 강성 및
복시는 과정을

인장강도는 상당히 감소하였고 고분자액정은

2.6 CHATT 프로그램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14].

4개의 탄소섬유 복합재 추진제 탱크 시제
를 설계 및 제작한 후 시험을 수행하였다[13].
(1) PE 라이너 양 끝단에 SUS 금속재 돔을 접
총

유럽에서는 속도 및 안전성 뿐만 아니라 환
경 문제까지 고려한 차세대 운송 수단으로 액
체수소, 액체메탄 또는 액체산소를 이용한 추
진제 탱크를 장착한

SpaceLiner 또는 Lapcat

A2와 같은 극초음속 항공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극저온용 추진제 탱크를 연
구하기 위해 유럽연합 소속 7개국이 참여한
CHATT(Cryogenic Hypersonic Advanced
Tank Technologies) 프로젝트를 2012년 초에
착수하여 2015년에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13].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중량 절감과 함께 구조
성능을 향상시키고 수천 회 이상의 비행을 보

합하고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로 습식 와인
딩한 후 오토클레이브 경화를 수행하였다.
(2) 블로우 몰딩(blow moulding) 공정으로 제
작한 PE 라이너 양 끝단에 알루미늄 인서
트를 삽입하고 탄소섬유로 건식 와인딩한
후 경화를 수행하였다. 건식 와인딩의 가장
큰 단점은, 극저온 환경에서 가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해 섬유
가 라이너로부터 분리되어 원래 위치를 벗
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 추진제 탱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

(3) 극저온에서의 내압 및 축하중 시험을 용이
하도록 양 끝단이 뚫린 165 mm 직경의 튜

적인 구조안전성을 낮추지 않으면서 낮은 설계

브 시편을 라이너없이 습식 와인딩으로 제

안전여유를 허용하기 위해 구조 모니터링 시스

작하였다.

장할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한 탄소섬유 복합

템(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을 설
계에 반영하였다.
초기 단계로 라이너 소재에 대한 조사가 이
루어졌으며, 극저온 환경에서 파단변형률이 크
고 외부 복합재 라미네이트와 열팽창계수 차이
가 적은 소재 위주로 선정하였다. 후보 소재군
은 크게 불소중합체(fluoropolymer)와 고분자액

Oxeon 社 스프레드 토우(spread
tow) 소재인 TeXtreme®를 적용하였으며,
두께가 46 μm로 얇아지면 일반적인 두께
의 라미네이트에 비해 횡방향 미세균열 발
생 응력이 약 2배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4) 초음속 항공기의 동체 및 날개 내부에 탑재
하는 연료의 체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중
셀(multi-cell) 형태로 탱크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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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T 프로젝트를 통해 극저온용 복합재
탱크 설계/제작 기술에 상당한 성과와 진전을
보였으나, 아직 미국에 비해 2단계 가량 낮은
TRL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부에 와인딩함으로써 비행하중 지지를 위한
스커트 구조를 반영하였다[15].

3. 국내 개발 현황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중점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주발사체 성능 향
상을 위한 복합재 추진제탱크 핵심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국내 업체인 (주)에이엔에이치스트
럭쳐 주관으로

2018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
60%를 차지하

이다. 우주발사체 건조중량의 약

는 추진제탱크를 강도비가 우수한 복합재를 적
용함으로써 경량화를 달성하고, 자동적층장비
를 활용하여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목표로

그림 15. Moldless 복합재 추진제탱크 개념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과제는 현재 개
발 중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단 연료탱크

와 동일한 크기의 추진제탱크를 탄소섬유 복합
재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있다. 직경은

2.6m이

며, 최종 목표는 기존 금속재 탱크 대비 무게
및 비용을

2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등유 외에도 극저온 액체산소 탱크에 적용하기
위해 극저온 내압 성능과 기체투과율 요건을
만족하도록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량화를 위해 금속

복합재 만으로 액체 및 기체 형태의 연료를
보관해야 하므로, 복합재 벽을 통한 투과율이
설계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해외에서는 극저온에서도 고인성 및 적정
수준의 기체투과율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업
체 및 연구기관에 의해 고성능 에폭시 수지 개
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존
의 고인성 복합소재 중 극저온 복합재 탱크에

로 인해 와인딩 시 맨드릴 중량에 의한 처짐과

TenCate 社
TC350 소재를 채택하였다. 맨홀 덮개 및 배
관 연결부에서의 누설 기준은 10-3 mbar·l/s 미
만을 적용하였고, 복합재 벽을 통한 투과율 기
준은 10-4 mbar·l/s 미만을 적용하였다. AFP

취급 상의 어려움, 그리고 비용 문제로 인해

경에 반복 노출시킨 뒤 인장 하중을 가한 후

재 라이너 없이 복합재 만으로 탱크를 설계하
였다. 라이너 없이 복합재 와인딩으로 제작하
기 위해서는 분리형 맨드릴이나 수용성 맨드릴
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추진제탱크의 크기

맨드릴 없이 제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를 위해 복합재로 제작한 실린더 형태의 내부
프레임(Inner

Frame) 여러 개과 상하부 돔 프
레임(Dome Frame)을 각각 핸드레이업으로 제
작한 후 이를 적층하여 내압 구조물인 배럴

(Barrel)을 제작한다. 이후 Gantry 타입 AFP 장
비를 활용하여 일방향 탄소섬유 복합재를 배럴

적용되어 검증된 것으로 판단되는
의

장비로 제작한 복합재 평판 시편을 극저온 환
헬륨 투과율 시험을 수행한 결과, 설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현재 여러 시행착오 및 설계변경을 거쳐 첫
번째 검증용 시제가 제작되었으며,

2021년 상

반기까지 상온 수압 시험 및 극저온 내압 시
험, 그리고 비행하중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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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재 압력용기 보다 금속재 라이너가 없는

Type V 형태의 압력용기를 제작하는 것이 유
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합재와 금속재
간 열팽창율 차이로 인해 극저온 상태에서 디
본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동일 소재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극저온에서 복합재의 메짐성(brittleness)으로
인해 레진 내부 또는 레진과 섬유 사이에 미세
균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연
료의 누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진제
탱크의 용도와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누설율
기준에 맞도록 소재 선정 및 복합재 설계가 이
루어져야 한다. 복합재 벽을 통한 누설율을 낮
추기 위해서는 고인성 에폭시 소재가 유리하
며, 일반적인
그림 16. Moldless 복합재 추진제탱크 배럴

140 gsm 급의 소재 보다 70 gsm

정도로 얇은 두께의 테이프 소재를 복합재 층
가운데에 삽입하는 것이 투과율 저하에 유리하
다는 시험 결과가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오토클레이브 경화가 오븐 경화에 비해 투과율
저하에 유리하나, 최근에는 투과율 기준을 만
족시키는

OOA 소재가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

로, 이러한 소재를 이용함으로써 오토클레이브
경화에 따른 제작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극저온용 복합재 추진제탱크에 대한 연구 개
발이 미국이나 유럽 및 뉴질랜드 등 발사체 개
발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복합
그림 17. Moldless 복합재 추진제탱크 스커트
와인딩

재 추진제탱크를 장착한 소형발사체의 경우 궤
도 진입에 성공하는 등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직경이

5 m 이상 되는 추진제
NASA에
의해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례가 있어, 향후 장

4. 결 언

탱크에 대한 극저온 가압시험도 미국

고강도 경량화 소재인 탄소섬유 복합재를 활

시간의 투과율 제어 성능이나 복합적인 조인트

용하여 극저온용 추진제탱크를 제작하는 사례

하중 전달 등 대형화에 따른 일부 기술적인 문

및 공정을 살펴보았다. 발사체 중량의

60% 가

제들을 해결한다면 새로운 세대의 대형 발사체

량을 차지하는 추진제탱크를 경량화 함으로써

에 복합재 추진제탱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동일한 엔진과 동체 형상으로 보다 많은 탑재

로 판단된다.

물을 실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사 비용을 줄

한편, 국내에서도 복합재로 제작된 극저온용

2018

일 수 있다. 복합재 추진제탱크의 중량을 최대

추진제탱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한 줄이기 위해서는,

년에 착수하여 현재 검증용 시제 제작이 완료

Type III 나 Type IV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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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극저온 내압 시험을 앞두고 있다. 와
인딩 시 맨드릴 중량에 의한 처짐 문제와 취급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절
감하기 위해 맨드릴 없이 제작하는 방식을 적
용하였다. 상온 수압 시험 및 극저온 시험과
비행하중 시험 등 모든 검증 시험을 통과한다
면, 금속재 탱크에 비해

20% 가벼운 추진제탱

크 제작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발사체 설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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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발사기준 활용을 위한 수직측풍장비(윈드라이다) 기술 동향
김홍일*, 최은호*, 서성호*, 서성규**2)
1)

Technical Trend of Wind Lidar for Utilization of
Weather Launch Commit Criteria
Kim, Hong-il*, Choi, Eun-ho*, Seo, Seong-ho*, Seo, Seong-gyu**

ABSTRACT

Vertical wind observation device is an equipment that observes vertical wind
direction/wind speed by radiation radio waves into the atmosphere and detecting signals
that are scattered and returned from the atmosphere. There are two types of vertical wind
observation device: wind lidar using Near Infrared(1.4∼2.2㎛) wavelength and wind profiler
using UHF(300~3,000MHz)/VHF(30~300MHz) frequency. Naro Space Center is performing
real-time operation and analysis to secure the flight safety from wind threats on the day of
launch using wind lidar.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the technical trends of wind lidar
that are being used around the world, and identify an detecting factor that can use wind
lidar in the WLCC(Weather Launch Commit Criteria) when launching a KSLV-II.
초 록
수직측풍장비는 대기 중으로 전파를 방사하고 대기에서 산란되어 되돌아오는 신호를 검출하여

연직 풍향/풍속을 관측하는 장비이다. 수직측풍장비에는

Near Infrared(1.4~2.2㎛) 파장을 사용하
UHF(300~3,000MHz)/VHF(30~300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윈드프로파일러의

는 윈드라이다와
두 가지 형태의 장비가 있으며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윈드라이다를 활용하여 발사당일 바람 위협
요소로부터 발사체의 비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운용 및 분석을 수행 중이다. 본 논문
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윈드라이다의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한국형발사체 발사 시
기상발사기준에 윈드라이다를 활용할 수 있는 탐지요소를 확인하고자 한다.

Key Words : Wind lidar(윈드라이다), Wind profiler(윈드프로파일러), Vertical Cross Section(연직단
면), Doppler lidar(도플러 라이다), Weather Launch Commit Criteria(기상발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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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발사당일 기상발사기준 수립 시 윈드라이

1. 서 론

다를 활용할 수 있는 탐지요소를 확인하고자
수직측풍장비는 대기 중으로 전파를 방사하

한다.

고 대기에서 산란되어 되돌아오는 신호를 검출
하여 연직 풍향

/

수직측풍장비에는
장의

레이저

풍속을 관측하는 장비이다.

Near Infrared(1.4~2.2㎛)

파를

사용하는

파

윈드라이다와

UHF(300~3,000MHz) / VHF(30~300MHz)

주파

수를 사용하는 윈드프로파일러의 두 가지 형태
의 장비가 있으며, 나로우주센터에서는

IR

파장을 사용하여 대기 중의 풍향

/

Near
풍속을

관측하는 윈드라이다 장비를 사용 중이다.
윈드라이다는
사용하여

3차원

360。

회전 가능한 스캐너를

바람장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

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탐지거리
에 따른 분류로서 중·대형 윈드라이다는 전 세
계 공항, 발사체 발사장 및 중층 대기의 기상
예보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소형 윈드라이다
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및 해양환경 분야 등에

그림 1. Air Vehicle에서 나타나는 윈드시어 & 돌풍
현상 (출처: Wind Imaging Technologies, Inc.
technical note)

2. 윈드라이다 관측원리
2.1. 도플러 관측

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항이나 우주발사체

적외선 도플러 윈드라이다의 관측 원리는 일

발사장 지역에서 최근 중·대형 윈드라이다의

반적으로 레이저 파를 상공으로 발사하여 대기

도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온난화

중에 있는 에어로졸 입자에 반사된 파를 수신

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는

Wind shear

Microburst

또

등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비행기의 이착륙 및 발사체의 비행안전에 크게

하고 수신신호의 도플러 편이를 측정하여 바람
관련 값들을 측정하며 그림

2

에 나와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대형 윈드라이다는 일본

Mitsubishi社,

미국

Lock Heed Martin社

개의 제조사에서 대표적으로 생산하고

2
있으며,
총

각 제조사별로 파장, 연직해상도 등의 기술규
격은 상이하지만 측정원리는 유사하다. 나로우
주센터에서는

2016년

일본

Mitsubishi社의

윈

드라이다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한국형발사체

(KSLV-II)

발사당일 발사대 및 발사궤적 상의

바람위협요소로부터 발사체의 비행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간 운용 및 분석을 수
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윈드라이다의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한국형발

그림 2. 도플러 윈드라이다의 관측원리 (출처:
MELCO Mitsubishi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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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눈에 안전하며

(1.6

마이크로파장),

눈에 보이지 않는 단색의 펄스가 스캐너를 통

750회, 75 ~ 90미터 길이의 펄스로
중으로 전송된다. 그리고 각 펄스가 시스

141

먼트로 분할되며, 각 세그먼트는 송수신기로부
터 특정

range

시간에 위치하게 된다. 일반적

하여 초당

으로 윈드라이다는 시스템의 최대 관측반경에

대기

걸쳐 균일한 간격으로 배치된 약

템을 통해 전송될 때 정확한 주파수가 측정되
고 기록된다. 목표물의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조정된 광 펄스는 시선을 따라 전파될 때 대기
중의 에어로졸 입자와 만나게 된다. 펄스 레이

gate

범위에서 구성된다.

각각의

range gate는

100 range

반사된 레이저의 평균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 처리된다. 평균 주파수
는 최초 방사된 주파수와 비교되며 그 차이는

range gate에

저의 일부는 이러한 에어로졸에 의해 수신기로

도플러 과정을 통하여 해당

다시 반사되게 되며, 도플러 원리에 따라 반사

radial velocity(윈드라이다로부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각 range gate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과정은
range gate 내의 흐름이 층류(laminar)인지 난
류(turbulent)인지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인 스

된 빛의 주파수는 시선과 정렬된 입자의 속도
성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이동한다.

대한

펙트럼 폭 측정을 제공하기 위해 반환된 광 주
파수 스펙트럼의 분석이 포함됩니다. 층류(동일
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든 입자)가 있

range gate는 작은(narrow) 스펙트럼 폭을
가지며, 난류흐름은 더 큰(wider) 스펙트럼 폭
을 갖는다.
는

그림 3. Range-Hight Indicator (RHI) - radial velocity
예시 (출처: Lock Heed Martin社 Technical
note)

스펙트럼 추정치의 전력은 반환된 신호의 신
호 대 잡음비(SNR

: Signal Noise Ratio)를 계
산하는 데 사용된다. SNR은 에어로졸 후방 산
란의 추정치로 변환될 수 있으며, 이는 굴뚝연
기나 접근하는 안개와 같이 더 높은 농도의 에
어로졸이 있는 위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2.2. VAD(Velocity Azimuth Display)

그림 4. Range-Hight Indicator (RHI) - aerosol
backscatter (출처: Lock Heed Martin社
Technical note)

도플러효과로 반사된 레이저는 펄스가 최초
에 투사한 후 측정된 시간에 윈드라이다로 수
신되며, 시간 차이는 반사입자 범위로 변환될
수 있다. 대기 중의 에어로졸 입자와 만난 후
반사된 레이저의 시계열자료는 일반적으로 길
이가

50 ~ 200m의 range gate라

불리는 세그

그림 5. VAD 기법을 이용한 풍향/풍속 측정 (출처:
MELCO Mitsubishi 社 Technical note)

도플러 윈드라이다는 시선풍속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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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XA(일본

항공우주탐사국)에 최첨단

측정방식은 스캐닝 경로에 따라 다중지점 상의

월에는

시선바람 측정 및 원추형 스캐닝을 수행함으로

도플러 윈드라이다 기술을 사용한 난기류 센서

써 풍속과 풍향 값을 얻을 수 있다. 연직바람

를 납품하여 우주항공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

프로파일은 펄스라이다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다.

3. 해외 윈드라이다 기술동향
3.1. 일본 Mitsubishi 社

DIABREZZA 윈드라이다
는 레이저 빔으로 원격으로 풍향/풍속을 측정
하는 기상장비이다. 중·대형 long-range 윈드라
일본

Mitsubishi

社

이다의 경우 공항 주변의 심각한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하층 바람 전단, 돌풍 및 항력 난기
류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
하고 있다. 소형

short-range 윈드라이다는 풍
력 터빈의 pitch/yaw를 제어하는 데 주로 이
용되고 있다. 일본 Mitsubishi 社 윈드라이다의
고유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고출력 WGA(WaveGuide Amplifier) 기
술을 적용하여 boundary layer 대기의
풍속을 약 평면 30km까지 측정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장사항 충족
§

그림 6. Mitsubishi 윈드라이다 측정 범위 (출처:
MELCO Mitsubishi 社 web page)

기상레이더와 비교하여 맑은 하늘 조건
에서도 풍속 측정 가능

§
§

1.5㎛ eye-safety 파장의 레이저 사용
대기 3차원 바람장 및 난기류 측정

이 시스템은 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전송
하고 에어로졸에 의해 반사된 레이저를 수신하
고 수신된 신호를 사용하여 대기 특성을 분석
한다. 움직이는 물체(에어로졸)의 신호는 속도
에 비례하는 도플러 시프트를 가지므로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DIABREZZA

랍콕 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국제공항,

2019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제공

항까지 다수의 공항에

shear를

2015년 홍콩 첵
2017년 중국 베이징

윈드라이다는

microburst

감지하기 위해 공급하였으며,

wind
2017년 5

및

그림 7. Mitsubishi 윈드라이다 방향 및 속도측정
(출처: MELCO Mitsubishi 社 web page)

3.2. 미국 Lock Heed Martin 社

Lock Heed Martin 社 가 개발하고 제
작한 WindTracer 윈드라이다는 항공 안전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방 및 보안 운영을 돕고,
풍력 자원을 측정하고, 기상 연구를 수행하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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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에어로졸 측정
기술이며,

항공

WindTracer는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전 세계 수백만 편의 항공기에

대한 실시간 위험바람을 경고하고 있다.

2002년부터 Lock heed Martin Coherent
Technologies(LMCT)에서 생산한 WindTracer
윈드라이다는 2007년 라스베이거스 맥캐런 국
제공항에 설치되었으며, 2013년에는 프랑크푸
르트, 뮌헨, 방콕의 공항에 설치되어 운용 중이
다. 또한 독일 항공우주센터(DLR), 미국 애리

원래

공항에서

Microburs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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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shear

위험한

및

감지하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항공기 주위의 돌풍을 감지 및 추적하고, 산과
같은 지형풍을 모니터링하고, 오염연구에서 먼
지 및 에어로졸 연기를 모니터링하고, 마이크
로 규모의 풍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데 활용
된다.
미국

Lock Heed Martin

드라이다의 고유 기능은
§

layer

하고

하는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스캐닝 기능 구현

§

§

윈

데이터 분석 장에서 개별 측정값을 표시

조나 주립대학은 윈드라이다를 다양하게 활용
§

WindTracer
다음과 같다.
社

별로 처리할 수 있는

3차원

Clutter-free 위험감지기능을 갖춘 낮은
dBZ 기능
4-6nm 반경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위험바
람 감지: Microburst, Gust front,
Terrain-induced, Sea breeze, Vertical
shear, Wake vortex, Plume, Mountain
wave
미국연방항공청(FAA) wake turbulence
프로그램에 WindTracer 탑재

4. 나로우주센터 윈드라이다
그림 8. Gust Front Shear (출처: Lock Heed Martin社
web page)

나로우주센터는

2016년

일본

Mitsubishi

社

DIABREZZA 도플러 윈드라이다를 도입하
였으며 Scanner, Optical transmitter/receiver,
LIDAR signal processor, Data display로 구성
된다.
의

4.1. Scanner
레이저 펄스를 스캐너를 통해 대기 중에 방
사되고 대기 중의 에어로졸 입자에 의한 후방
산란된 신호를 수신한다. 수평/연직 방향의 스

3차원 바람장 측정이 가능하
다. Scanner는 Scanner driver unit, Scanner
control unit, Scanner dehumidification unit,
캐너 회전을 통해

그림 9. Terrain-Induced Shear and Turbulence (출처:
Lock Heed Martin社 web page)

그리고 카메라로 구성되며 스캐너의 기능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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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1)

2)

소스의

signal processor의 명령에 따라
수평/수직 위치를 제어한다. 독립적인 제
어 시스템으로 인하여 수평/수직 스캔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스캐너는

독립 제어 시스템은 항공기의 지정된 착

GLIDE PATH를 따라 특정스캔
들 제공한다.
3) 섹터차폐영역은 Signal processor에 의해
스캐너 제어장치에 미리 설정되며, 스캐
륙경로인

너가 섹터차폐영역에 있는 동안에는 셔터

4)

가 닫힌다.

Scanner driver unit의
부착되며, 시선에 대한 비디오

의해

1.5㎛

2개로

연속파 빛은 광 커플러에

분리된다. 하나는 균형 잡힌

수신기로 보내지고 헤테로다인 탐지의 국
부

빛으로

사용된다.

다른

하나는

Acousto-Optic Modulator(AOM)에 의해
펄스변조와 주파수 편이 되며 Erbium
Doped Fiber Amplifier(EDFA)에 의해
5W의 피크전력으로 증폭된다.
3) 1st post amplifier는 1.48㎛ LDs 로 펌핑
된 Er,Yb doped fiber(EYDF)로 구성된다.
1.48㎛ 펌프 빛은 펌프 장치에서 공급된
다.(1st post amplifier용) 이 EYDF는 단일

카메라 유닛은

조

모드 광 전파를 허용하는 최대 코어 직경

리개에

이

을 가진 짧은 길이의 희토류로 도핑된 편

미지를 제공하고 원격으로 비디오 이미지
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광유지섬유이다. 이

Amplifier는 피크 전
40W로 증가시킬 수 있다.
4) 2nd post amplifier는 0.94㎛ LDs 로 펌핑
된 Er,YB 유리 평면 도파관을 사용하는
최근에 개발된 증폭기이다. 2nd post
amplifier의 출력은 투과광으로 사용된다.
이 빛은 Circulator와 Telescope를 통하여
대기로 전송된다. 전송된 펄스 피크 전력
은 6.0kW이고 펄스폭은 500ns(즉, 3.0mJ
의 펄스 에너지)이며, 펄스 반복 주파수
는 1kHz이다.
5) MELCO에서 개발한 2nd post amplifier는
력을

그림 10. Block diagram of Scanner (출처: MELCO
Mitsubishi 社 Technical note)

4.2. Optical Transmitter / Receiver

Optical transmitter / receiver는

고 신뢰성이고 고 이득 증폭을 실현합니
다. 이 고출력 증폭기를

레이저 펄

스를 방사하는 기능과 수신하는 기능을 하며,

Optical amplifier unit, Optical transmitter /
receiver unit, Pump unit, LD power supply
unit, Chiller unit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광증폭기는 1st post amplifier, 2nd post
amplifier, the circulator, the telescope,
Pump LD unit으로 구성되어 있다.
2) Optical transmitter / receiver에는 바람
감지 CDL(Coherent Doppler Lidar)의 핵
심 구성요소가 있다. 이 장치에서 레이저

6)

다.

후방

산란광은

“WGA”

광섬유에

라고 한
결합되고

Optical transmitter / receiver unit

의

헤테로다인 감지를 사용하여 균형 잡힌
수신기에 의해 감지된다.

MELCO는 CDL(Coherent Doppler Lidar)의
“WGA”를 개
발했다.
안정적인 작동을 실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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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LIDAR Signal Processor

그림 11. WaveGuide Amplifier(WGA) (출처: MELCO
Mitsubishi 社 Technical note)

WGA는 Er,Yb:

이중 유리 접합 도파관 증폭

기이다. 도파관은

Er,Yb: glass 코어, 즉 도핑
되지 않은 인산염 유리의 1차 상부 클래딩 및
1차 상부 클래딩과 코어의 외부에 결합된 2차
외부 클래딩으로 구성된다. 1st post amplifier에
서 전송된 펄스 신호 빛은 그림 12의 Er,Yb:
glass 코어의 비 반사 부분에 집중 주입되어 도
파관으로 전파된다. 다중 광학 경로는 평행이
아닌 측면의 고 반사 코팅으로 구현된다. 이
구성은 신호 빛을 위한 긴 증폭 경로길이를 제
공하고

24dB

Signal processor and Control(LSPC)는 A/D
변환, 기초자료 계산(base data calculation), 산
출자료 계산(product data processing), 자료 현
시/분배, 그리고 LIDAR 제어와 모니터링 기능
을
수행한다. LSPC는 Signal processor
PC(SPPC), 제어 모니터링 장치(RCU) 및 2개의
UPS 장치로 구성된다.
Optical transmitter / receiver unit의 중간
주파수는 샘플링 수가 250MHz인 A/D 변환기
에 의해 8비트 시계열로 디지털화된다. 각
range gate의 시계열 신호에 window function
을 곱하고 각 range의 전원 스펙트럼은 고속
푸리에 변환(FFT)에 의해 얻어진다. 도플러 스
펙트럼은 periodgram으로 변환되고 지정된 수
의 펄스와 비정형의 결합이 적용되어 신호 대
잡음비(SNR)을

periodgram은

향상시킨다.

누적된

신호처리PC로 전송된다.

이상의 높은 이득증폭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평면 방향의 전력 확장성으로
인해 비선형 효과 없이 높은 펄스 에너지 출력
이 실현된다.

그림 13. Signal processor의 구조 (출처: MELCO
Mitsubishi 社 Technical note)
그림 12. WGA의 운영원리 (출처: MELCO Mitsubishi
社 Technical note)

WGA의 장점은
이전과 다른 유형의 광증폭기로 Q-스위치 발진
기 또는 광섬유 증폭기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다른 증폭 방법과 비교하여

4.4. Data Display
자료 현시는

Signal processor에서

계산된 결

과를 현시하는 서버를 의미하며, 관측 스케줄

에 따른 실시간 자료현시, 과거자료 현시, 자료
저장 기능을 수행한다.

원격제어 및 감시 부는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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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processor에 접속하여 관
측 스케줄 설정, 관측 시작/멈춤 등의 기타 제
어를 수행한다. 또한 윈드라이다의 모든 시스
개발되었으며

템의 운영 상태를 감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종
료(Shutdown) 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시스템의

각도이다. 따라서 그림

14(하)와 같이 횡좌표가
방위각 방향인 그래프에 Vd를 투영하면 Vd는
360도의 사인파가 된다. 이 사인파를 VAD 곡
선이라고 하며, 각 거리에 대한 VAD 곡선은
해당 레이더 빔 높이의 수평 풍속을 보여준다.
수평 풍속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원형 스캔의

모든 로그를 남김으로써 문제의 원인 파악 및

일부를 사인파에 맞추어 풍향과 풍속을 계산할

해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 있다. 따라서

Radial velocity

즉, 원형 스캔

중 일부의 도플러 속도를 윈드라이다로 관측하
면 풍향, 풍속 값을 얻을 수 있다.

5. 윈드라이다 바람 탐지요소

5.2. Microburst와 Shear Line

5.1. 풍향 및 풍속
풍향,

풍속의

Display(VAD)

Velocity Azimuth
사용한다.

계산은

방법을

Microburst(MB)는

4km 이내에
뜻한다. Microburst

수평방향으로

서 외부로 발산하는 바람을

는 지표에서 강하게 발산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Microburst는 일반적으로 2-5분 정도 지속되고
10분 이내에 소멸되므로, 윈드라이다를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험기상 탐지요
소이다.

그림 14. VAD 방법과 풍향/풍속 계산 (출처: MELCO
Mitsubishi 社 Technical note)

LIDAR

빔이 그림

14(좌상)와

같이 일정한

고도각 ψ로 방위각 방향(원의 원주)을 따라 스
캔한다면 점A의 원추형 표면상의 관측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그림

14(우상)와

같이 원형

V가 일정하게 불어온다면,
θ(기준 방향 C로부터의 각도)에 대한
속도 Vd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스캔의 수평 풍속
방위각
도플러

      

그림 15. Microburst와 Shear line 개념 (출처: MELCO
Mitsubishi 社 Technical note)

Shear line은 Gust front에 의해 생성된다.
하강류, 수렴라인, 냉기 및 온기의 경계에 의해
발생하며 공기덩어리의 끝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는 수 킬로미터 정도에 걸쳐서 발생되며 수

여기서 α는 수평 풍향과 기준방향

c

사이의

십분 길게는 수 시간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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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참고문헌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사용하여

360。

회전 가능한 스캐너를

바람장 관측이 가능한 윈드라

이다의 기술동향 및 기상발사기준에 활용 가능
한 바람 탐지요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대기 중의 연직 바람분포를
입체적으로 관측하는 장비는 라디오존데가 유
일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라디오존데의 경우
지속적인 연직바람분포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으며, 여러 명의 관측자가 요구되는
제약사항이 항상 존재하였다. 하지만 윈드라이
다를 활용함으로써, 날씨 및 인력소요에 대한
제약사항이 해소되었으며 지속적인

3차원

연직

바람분포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대기 중의 바
람 위협요소들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나로우주센터와 같은 발사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의 경우 발사체의 비행준비 및
비행궤적 상의

Microburst나 Shear line과

같은

바람 위협요소 존재는 발사지연과 직접적인 연
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탐지하는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로우주센터에서 현재 운용
중인 윈드라이다는

VAD

방법을 사용하여 바

람 관련 인자를 산출하기 때문에 연직해상도가
좋으며,

연직관측

뿐만

아니라

수평(PPI),

Volume, Point 관측이 가능하므로 앞에서 말한
바람위협요소(Microburst 등)들을 정밀하게 분
석할 수 있다. 또한 최신 광학 증폭기술인
“WGA”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고출력, 고이득
의 안정적인 장비운용이 가능하다. WGA 기술
을 적용한 윈드라이다는 현재 전 세계 많은 국
제공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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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XA와

같은 우주발사장에서도 도

입 및 운용 중에 있으며 관측 자료의 분석결과
는 심포지엄 및 국제학회에 발표되고 있다. 이
러한 전 세계 최신 기술경향에 부합한 윈드라
이다 운용을 통하여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한
국형발사체(KSLV-II)의 발사임무 수행 및 자료
분석 기법의 다각화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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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입을 위한 미국 및 유럽의 재사용 열보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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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seable Thermal Protection System in U.S.A and
Europe for Re-entry
Shin, Jae-Sung*, Kim, Dae-Yeong*, Choi, Gi-Hyuk*

ABSTRACT
Interests in Space and Planetary exploration increase and the research for sample return
mission is under development in many countries. While Space Vehicle is on reentry phase, it
is exposed to very high temperature, therefore, TPS(Thermal Protection System) is necessary
for it to safely return. Although some countries had begun researches for Space Vehicle and
TPS, all real flight tests are not performed due to the problem such as budget. In Europe
and U.S.A, however, some post-flight analysis for reentry technologies were carried out and
the data is accessible. Based on these materials, this paper introduces TPS technologies in
U.S.A and Europe for re-entry.

초 록
최근 우주 및 행성탐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행성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로 귀환하는 연
구도 국내 및 해외에서 수립 중에 있다. 우주비행체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기 위해서는 수천도
의 초고온에 노출이 되는 재진입 구간을 돌파하여야 하는데, 이때 초고온으로부터 우주비행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보호시스템(TPS, Thermal Protection System)이 필수적이다. 해외 각국에서
재진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예산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실제 시험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다만, 미국 및 유럽에서는 실제 시험된 사례들과 공개된 자료들이 많이 있으므로, 본 문헌
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및 유럽식 열보호시스템의 기술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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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mal Protection System(열보호시스템), Reentry(재진입), Space Shuttle(우주왕복선),
IXV, SHE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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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후 국내에서 연구될 재사용 열보호시스템

1. 서 론

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우주 및 행성탐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
어감에 따라 위성, 발사체 등 높은 수준의 기

2. 열보호시스템

술들이 요구된다. 그 중 하나가 열보호시스템
(TPS, Thermal Protection System)이며,

이 기

재진입시에 발생되는 열의 정도는 초기속도,

술은 지구로 재진입시에 발생되는 초고온으로

비행체 형상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표적으로

부터 우주비행체 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

아래와 같이 반복사용이 가능하거나(Reusable

시 필요하게 된다.

TPS)

재진입시 발생하는 높은 열 유속은 초기속도

또는 삭마현상(Ablative

TPS)을

이용하여

야 하는 열 환경으로 나뉠 수 있다(그림

1).

및 우주비행체 형상과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그 열 환경에 맞는 적절한 열보호시스템이 선
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미국의 우주왕복선(Space
Shuttle)이다.

이 우주비행체에는 열유속이 가

장 심한 부위인 노즈콘(Nose
(Wing Leading Edge)에는

므로

RCC(Reinforced

Cone),

날개앞전

가장 고온에 노출되

Carbon–Carbon)가

되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아랫면,

사용

Windward)

그림 1. Reusable vs Ablative TPS[4]

은 그 보다 낮은 열유속이므로 타일형이 사용
되고, 바람에 가려 져서(윗면,

Leeward)

열유속

캡슐형(e.g.

Apollo)과

같이 지구 재진입시 초

이 심하지 않은 위쪽 부위에는 블랭킷(Blanket)

기속도가 큰 경우에는 매우 극심한 열 환경에

타입의 열보호시스템이 사용된다[1].

노출되게 되므로, 현재

마찬가지로 최근 시험비행에 성공한 유럽의
우주비행체
Vehicle)의

IXV(Intermediate

경우

Nose와

은 온도를 버틸 수 있는
Composite)기반의

eXperimental

Windward부위에

높

Impregnated Carbon Ablator)와

PICA(Phenolic

같이 삭마특성

이 적용된 열보호시스템이 채택된다. 재료가 희
생되는 삭마현상을 이용하다보니 단 한번만 사

CMC(Ceramic Matrix

용이 가능하며, 극심한 재진입 열 환경으로 인

열보호시스템이 사용되었고,

해 두께에 대한 요구가 크므로 본체대비 질량

그 외 부위에는 코르크(Cork) 재료의 열보호시
스템이 사용된 예시를 찾아 볼 수 있다.
두

Cork,

우주비행체는

고도

120km에서

비율이 높은 단점이 있다.
반면에,

약

7

IXV,

우주왕복선과 같은 경우는 캡슐

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속도(~7km/s)로

km/s

로 재진입 진입조건과 재진입 시간(~20

지구로 재진입하므로, 캡슐형보다는 덜 극심한

분)이

흡사하기에[2,3], 본 연구에서는 앞선 재

열환경에 노출되므로 반복사용이 가능한 열보

사용 비행체(미국:우주왕복선, 유럽:IXV)를 바탕

호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3,4]. 다만, 반복 사

으로 미국 및 유럽의 열보호시스템 기술에 대

용이 가능하더라도 재진입 자체의 위험성(e.g.

해 조사를 하였다.

챌린저 우주왕복선), 수분흡수에 의한 무게증

또한, 유럽(독일)에서

열보호시스템에

가, 미세파편에 의한 충돌데미지, 반복 사용에

대한 응용 시험이 수행된 사례(SHEFEX)에 대

의한 성능저하[5] 등이 존재하므로 매 비행이

해서도 기술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내용

끝난 후 또는 저궤도 중에서 점검 및 유지보수

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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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반된다.
열보호시스템은 재료 자체만으로 열을 보호
하는

Passive

개념 외에도 내부

Film의 Cooling을

통한

시스템도 존재한다[6].

본 문헌에서는

개념의 열보호시스템 위주로 다루기로

Passive

하며,

또는

개념의 열보호

Active

다만,

Pipe

Active Cooling에

호시스템의

대한 것은 유럽식 열보

SHEFEX사례에서

간단히 소개하기

로 한다.

2.1 미국식 열보호시스템
미국의 재진입비행체는 대표적으로 우주왕복
선이 있으며, 열보호시스템은 요구되는 열 환
경에 맞게 적절히 활용된다(그림
우주왕복선은 받음각을
며 진입하기 때문에

40도

Leeward의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Leading Edge가

2).

정도로 유지하
열 환경이 타

Windward,

Nose,

열 환경이 높은 편이다.

그림 3. 상승 및 하강시의 우주왕복선 온도분포[7]

우주왕복선에 사용되는 각 열보호시스템의
온도 성능은 아래 표와 같으며, 우주왕복선이
노출되는 열 환경에 맞게 열보호시스템이 적절
하게 활용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우
주공간에 머물며 임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저온에 대한 온도 조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표 1. 왕복선 TPS 온도 한계[8]

Type

그림 2. 우주왕복선 TPS 적용부위[1]

그림

3은

우주왕복선이 상승 및 하강(재진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Minimum
operating

of TPS

100mission
life

singlemission
life

temperature

HRSI

1260℃

1427℃

-128 ℃

입)시에 발생되는 위치별 온도를 나타내는데,

LRSI

1083℃

1149℃

-128 ℃

Nose, Leading Edge는 1500℃

FRCI

1260℃

1427℃

-128 ℃

고,

Windward는 1000℃

는

500℃

이상의 온도이

수준 그리고

Leeward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다. 상승 시에

도 수백도 수준으로 온도가 증가하나 재진입
에 비해 치명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FRSI

399℃

482℃

-128 ℃

AFRSI

816℃

982℃

-128 ℃

RCC

1482℃

1816℃

No lower
limit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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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용 시 성능저하가 발생하며
하였을 경우 최대

300℃

100회

사용

가량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가 필수적이게
된다. 유지보수는 지상 또는 우주정거장에서

RCC Panel 9번

151

위치에서 가장 강한 열하중으

로 인해 사용 횟수가

61회로

가장 적다고 알려

져 있다[14].
수명에 대해서는 산화(Oxidation)의 영향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유지보수 관련 내

존재하는데

용은 참고문헌

은 우수한 강도와 내열성을 지니지만 산화에

에서 찾아볼 수 있다.

RCC의

기본 구성인 카본(Carbon)

취약한 단점이 있으므로, 산화를 막기 위하여

2.1.1 RCC
RCC

[9-13]

열보호시스템

표면에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열보호시스템은 우주왕복선에서 열 환

경이 가장 높은

Nose, Leading edge에

Carbide)와

은 코팅층이 필수적이게 된다(그림

같

5)[15].

사용되

는 구조물 패널이며, 그 조립 구성은 아래와
같다(그림

4). RCC는

열전도 특성이 높아 맞닿

는 금속부위 및 내부공간에도 열보호가 필요하
므로 조립 시 내부에 단열재(Insulation)가 이용
되며,

RCC

패널 사이의 틈새(Gap)는 같은 재

료로 만들어진

T-Seal을

사용하여 막게 된다.

그림 5. RCC 도식도

표면의 코팅층과

Carbon의

로 인하여 제작 과정 중
(Crack)이

열팽창계수 차이

RCC

표면에 균열

발생하므로, 실런트(Sodium

Silicate)

를 추가로 적용하여 그 균열을 채워 산화가 발
생될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균열이 채워지더라도 그 경로를 통
해 코팅층 내부
그림 4. RCC 패널 및 조립구성

Carbon의

산화가 충분히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과정 중 산화되는 내부영역
이 커지게 되면서 코팅층 일부가 떨어지게 되

RCC의

디자인은 대부분

100회

사용에 맞추

어 지지만, 같은 날개 앞전이더라도 열이 조금
더 강하거나 공력하중이 더 높은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 안에서도 수명이 다르다. 실제
로

콜롬비아(Columbia)

우주왕복선의

경우

어 결국 산화가 발생하는 경로가 더 커질 수
있게 된다(그림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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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시키기

위하여

Filler bar가

기 위하여

SIP(Strain

Isolation

Pad),

사용되며, 타일 사이의 틈새를 막
Gap

Filler도

같이 사용 된다(그림

7).

그림 6. RCC 산화 과정[14]
RCC는

내열재료 및 구조물로써 우수한 물성

을 지니지만 밀도가 약

2g/cm

으로 타 열보호

3

시스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내부 금
속 체결로 인한 무게상승과 복잡한 구성의 단
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미국의
주비행체의 경우
에

RCC를

TUFROC이라는

X-37B

무인 우

채용하지 않고, 대신

새로운 열보호시스템을 개

발하여 활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
TUFROC에

다.

2.1.2

그림 7. 타일형 열보호시스템 구성

대한 것은 추후에 소개하기로 한
타일형 열보호시스템의 제작은 단열재료로써
활용될

타일형 열보호시스템

타일형 열보호시스템은 주로 우주왕복선 아
래면과 윗면 일부에 활용되는데, 우주왕복선
아래면은

Nose, Leading Edge

Substrate를

선정하여 크기에 맞게 제단

후 표면에 코팅층을 적용시켜 건조 후 오븐에

다음으로 열 환

가열(2200℉)시켜 만들게 된다.
Substrate는

계수,

다공성(Porous)으로 인해 열팽창

열전도도

밀도가

낮아

주로

경이 높은 부위이자 가장 넓은 부위이므로 타
일형 열보호시스템은 내열 및 단열 성능과 밀

편이다. 대표적인 제품 후보군으로는

도가 중요하게 된다.

LI-2200,

타일형 열보호시스템은 가벼운 단열재료를
바탕으로 표면에 내열재료로써 두께가 얇은 코

Ceramic

FRCI-12,

Substrate가

실리콘

(Silicon)기반의

AETB-12

사용되는
LI-900,

등이 있으며 제품

명칭의 뒤 숫자는 밀도를 나타낸다(표

2).

밀도가 낮으면 경량화에 유리하나 기계적 물

팅층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구조물과의 조립을

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위해서 접착제가 사용된다. 이때, 열팽창을 상

조건이 따르게 된다.

Substrate의

사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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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표면에 밀집된 형태로써 두께는

표 2. 타일형 열보호시스템 밀도

수준인 반면

Density

Substrate

[lb/ft3]
9
22
12

LI-900
LI-2200
FRCI-12

kg/m3]
144
352
192

LI-900이

밀도가 가장 낮아 경량

화에 유리하나 기계적 물성이 충분하지 않아
창문, 랜딩기어와 같이 하중이 큰 곳에는 사용
하지

못하고,

밀도가

(LI-2200, FRCI-12

높은

다른

Substrate

등)로 제작된 타일을 사용하

게 된다[16].
참고문헌

[17]에서는

위

3가지

Substrate에

대하여 기계적 물성평가를 수행하였는데, 면내
방향(In-plane)의

강도,

강성이

(Through-The-Thickness)의

로 더 높았고, 무게 대비

두께방향

물성보다 일반적으

FRCI-12의

기계적 물

성이 우수하였다고 한다.

TUFI는

0.38 mm

입자크기가 침투할 정도

로 작기 때문에 코팅층

2.5mm

정도로 넓게 분

포되어 있다[18].
형성된 두께층에 의해서 충격특성이 서로 다
른데,

TUFI는

RCG보다

만,

형성된 코팅층이

Fiber들과

Silica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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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rate의

잘 결합되어있는 형태이므로,

충격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19]. 다

TUFI는

균질성(Homogeneity)의

AETB(Alumina-enhanced
Substrate와

이유로

thermal

barrier)

사용된다.

코팅층의 내열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방사율(Emissivity)이다. 방사율은 열
을 빠르게 배출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Body)과 1(Black Body)사이의

0(White

값을 지닌다.

검은색계열의 타일(HRSI)의 방사율은

0.8

이

상이므로 열을 빠르게 배출하므로 흰색 계열의
타일(LRSI)보다 열 저항성이 높아 배면에 주로
활용된다.
반면에 윗면에 일부 사용되는 흰색계열의 타
일(LRSI)은 방사율은 낮으나 광학 특성으로 인
해 궤도상에서 태양광에 의한 열을 최소화 (또
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
용된다[1,20].

2.1.3

블랭킷(Blanket) 열보호시스템

상대적으로 열유속이 낮은 윗면에는 블랭킷
타입의 열보호시스템(e.g.
된다(그림

AFRSI, FRSI)이

사용

9).

AFRSI는

저밀도의 실리카(Silica) 섬유들이

퀄트(quilted)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력
에 의한 악화(Degradation)을 막기 위하여 표

그림 8. RCG vs TUFI

면에 얇은 세라믹 코팅
내열재료에 해당하는 코팅층은 크게
(Reaction

Cured

Uni-piece

Fibrous

다(그림
RCG

Glass),

RCG

TUFI(Toughened

Insulation)

2가지로

존재한

코팅은 코팅재료의 입자(Particle)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서

Substrate

내부로 침투하지 못

코팅)을 하게 된

다.
블랭킷 타입은 무게절감, 생산성, 지속성, 비
용 등에서 뛰어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윗면의
LRSI

8).

(C-9

열보호시스템을 대체하여 사용되기도 한

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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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TUFROC
최근

열보호시스템

미국의

무인비행체인

TUFROC(Toughened

X-37B에는

Uni-Piece

Fibrous

Reinforced Oxidation-Resistant Composite)이라
는 새로운 열보호시스템이 개발되어 Leading
edge에 활용되고 있다.

그림 9. Blanket TPS(AFRSI)

열유속이 크지 않은 윗면에 사용되다 보니
타 열보호시스템에 비하여 중요도가 낮은 편인
데, 실제로
20인치

Discovery호는

우주정거장에서 약

크기의 블랭킷이 찢어진 상태로 발견되

었으나, 손상이 입은 채로도 열을 버텨내는가
에 대한 문제보다는 재진입중 블랭킷이 떨어져
구조물에 부딪혀 야기되는 문제가 논의 대상이

그림 11. X-37B 및 TUFROC

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상시험 및 해석 등을 통

TUFROC은

내열층, 단열층 및 그 둘을 연결

해 수리 없이 재진입을 결정하였고, 결과적으

해주는

로 블랭킷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손상이 있는

한 구성의 열보호시스템이다. 다만, 내열층은

채로도 열보호시스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

타일처럼 단열재료 표면에 코팅하여 만드는 것

행하였다[22-24].

이 아니라 내열부위로 사용될 부위(Cap)를 따

Pin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타일형과 유사

로 제작하고, 단열층과

Pin을

통해 홈을 통한

기계적 연결과 접착을 통해 연결이 되는 방식
이다(그림

12).

그림 12. TUFROC Configuration[25].
그림 10. Discovery Damaged Blanket

내열 부위는

Carbon

ROCCI(Refractory

Substrate를

Oxidative-resistant

Carbon Insulation) Cap을

이용하여
Ceramic

제작한 후 표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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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여 만들게 된다. 다만, 타일형에 사용되었
던

RCG,

Edge의

TUFI

표면처리 기술로는

Leading

환경온도(~1650℃)를 충족시키지 못하

CMC

열보호시스템 구성은

능과

하중기능이

Design’이라

리 기술(HETC,

림

High Efficiency Tantalum-based

단열재료와

Pin은

활용하게 된다[26,27].

단

분리되어

있는

‘Shingle

불리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그

15).

내열층은 최전방에 위치하므로, 초고온의 열

Substrate

을 버텨낼 수 있어야하고 그 환경에서도 충격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게 되며, 위의 구성 요

및 공력하중을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기계적

소들을 조립 후 한 번에 소결(Sintering)을 하

물성이 충분하여야 하므로, 내열재료로는

여

가 사용되었다. 참고로,

TUFROC을
TUFROC의

RCC보다 4배

타일형과 유사한

3부위(내열층,

열층, 연결부위)로 분류될 수 있고, 열보호 기

므로, 탄탈륨(Tantalum)기반의 새로운 표면처
Ceramic Composit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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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게 된다.
성능은

RCC와

동급이나 밀도가

더 가볍고, 제작기간도 짧은 장

능은 우주왕복선의

점이 있으며, 접착을 통해 구조물에 연결되므
로 기존보다 더 단순한 장점이 있다[28].

IXV의

1650℃이므로[30], IXV에

예상 최고온도는

사용된

RCC와

CMC의

동급으로 판단된다.

를 사용하여 열이 본체로 전도되는 것을 억제

2.2 유럽식 열보호시스템

Panel

사이의 틈새를

통해 침투하는 열을 막기 위해 세라믹 섬유 및
알루미나(Alumina) 섬유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유럽의 재진입 비행체는
IXV는

내열성

단열층은 세라믹 섬유로 이루어진 단열재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다.

CMC

IXV가

있

우주왕복선과 비교할시 날개가 없다는

것과 크기가 작다는 공력학적 디자인 차이가 존

용하게 된다. 이때,

Seal은

Seal을

사

내부에 위치한 형태

이므로 외부로 노출되어 발생되는 문제가 없는
장점이 있다.

재하나, 비슷한 재진입 속도(7km/s)와 재진입 시
간(~20분)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지닌다[29].
IXV

윗면에는

Cork기반의

였고, 그 외 부위에는
림

13),

CMC를

아랫면의 열 환경이

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삭마제를 사용하
사용하였는데(그

Nose보다

CMC를

적음에

사용한 것이 특

징이다.

그림 14. CMC TPS

연결부위는 구조물과

CMC를

기계적으로 연

결하는 부위이며 금속(Metallic) 파트로 이루어
져있다. 다만, 패널의 열 뒤틀림 및 금속파트
자체의 열팽창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연결
부위를 통하여 구조물로 열이 전도되는 것 또
그림 13. IXV TPS

한

예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라믹

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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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Ceramic Washer)

루어져 있다(그림

Stand-off의

구성으로 이

그 외

열보호시스템이 사용된 부위에

CMC

대한 시험 및 해석 결과도 몇 가지 존재하는

15)[31,32].

데, 기체(gas)의 재결합 반응을 유도하여 열유
속을 증가시키는 촉매반응(Catalysis)에 의하여
해석과 데이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종면인

Body Flap에

수행하였는데
1135℃,

대하여

Non-Catalytic

열해석을

조건에서

조건에서 최대

Fully-Catalytic

에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림 15. Attachment Configuration

3D

최대
1345℃

Non-Catalytic

가정의 해석이 시험 데이터와 더 일치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35].

IXV

초기모델인

Pre-X에서는

윗면부위에 블

또한,

Nose

및

Windward

부위에 대하여

랭킷 타입이 사용될 계획이었으나[33], 결국 윗

Fully-Catalytic

면, 옆면(Lateral), 뒷면(Base)부위에

고 시험 데이터와 비교하였는데,

Cork기반의

삭마제가 사용되었다.

최대

삭마제는 매우 높은 열 환경에 사용되어 삭
마현상을 통해 일회성으로 열을 보호하는 개념
이나, 삭마제가 사용된

IXV부위는

열유속이 크

지 않은 부위이므로, 재사용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IXV에는

두께

22mm

삭마제가 사용

가정의 보수적 해석을 수행하였

400K, Windward에서

이 중요한데,

IXV에서는

를 측정 및 비교하였고,
Non

확인하였다(그림

17)[37].

림

온도

실제 비행시험에 촉매

반응을 유발하는 패치를 붙임으로써 온도변화
열보호시스템은

70℃정도

600K의

이처럼 열보호시스템에서는 촉매반응의 영향

의 없었고,

온도 한계(~150℃)에서

Nose부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31,36].

되었는데, 비행 시험 결과 침식(Erosion)은 거
Structure의

최대

IXV에

사용된

Fully-Catalytic

CMC

재료임을

여유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그

16)[34].

그림 17. Patches for CATE(CATalytic Experiment)

CMC

열보호시스템과 관련되어 독일에서는

SHEFEX(SHarp

Edge

Flight

EXperiment)라는

극초음속 재진입비행체를 시험하였다.
Nose

그림 16. Post Analysis of Ablator TPS

부분이 뾰족하여 뭉툭한 경우보다 더

강한 열 환경에 노출되지만, 재진입 시간이

1

신재성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8/2 (2020) pp. 148~160

157

분 내로 짧아서 실제 측정된 온도는 수백도 수

니도록 밀링(Milling)을 통해 제작한 후

준으로[38,39], 내열특성 보다는 평평한

Fastener를

패널을 조합하여 형상을 만드는 것과

CMC
Active

통해

Nose

CMC

부위에 체결함으로써,

뾰족한 형상을 만들었다[42].

개념을 시험한 것이 목적으로 판단된

Cooling

다.

그림 18. SHEFEX I & II

Active

시험은

Cooling

수행되었는데, 이 시험을 위해 그림
구성의

패널을

Coolant

gas만

양쪽에

Ⅱ에서만

SHEFEX

19와

장착하여

같은

한쪽에만

나오게 하여 온도를 비교하였

다. 결과적으로,

Cooling을

통해 최대

58%의

효율을 보았으나 증가하는 열유속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볼 수

그림 20. SHEFEX Ⅱ TPS Configuration

있었다[40].

SHEFEX

대하여도
IXV의

Ⅰ,Ⅱ의 성공에 이어
연구가

SHEFEX

진행되었는데,

Ⅲ에

우주왕복선,

재진입 조건에 조금 못 미치지만 형상

으로 인해

3000K

이상의 더 가혹한 환경에 노

출

된다.

그러므로,

되게

SHEFEX

Active Cooling기법이 Leading Edge에

Ⅲ에는
적용되

는 시험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43], 실제 비행
시험은

2021년에

수행될 예정이므로[44] 아직은

상세한 데이터 및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
이다.
그림 19. Active Cooled TPS

위

Cooling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열

보호시스템은 그림

20과

같은 구성의

CMC

열

보호시스템이 사용되었고, 연결부위(Fastener)가
CMC로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IXV와

동일

하게 이루어져있다[41].
Nose부위는

Tip부위를

반지름

0.8mm를

지

그림 21. SHEFEX Ⅲ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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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4. S.M. Johnson “Thermal Protection Systems:
Past, Present, and Future”, NASA Tech

대표적인 재진입 우주비행체인 우주왕복선,
IXV, SHEFEX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의 열보호

시스템에 대하여 다루었다.
미국의 경우

및 타일형 열보호시스템이

RCC

대표적이며 명확하게

RCC와

타일형 열보호시

스템을 성능에 따라 사용 부위를 구분하여 사
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TUFROC

이라는

RCC

단점을 보완한

열보호시스템을

X-37B의 Leading Edge에

개발하여

사용하는 등

RCC를

반면에, 유럽은 미국만큼 부위에 따라 다양
한 열보호시스템을 최적화하여 활용 하지는 않
CMC

열보호시스템을 주력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독일의
같이 평평한
개념과

Panel을

SHEFEX

경우와

Thermal Protection System Design and Flight
Experience”, NASA Tech Report,
NASA-TM-104773
6. David E. Glass, “Ceramic Matrix Composite
(CMC) Thermal Protection Systems (TPS) and
Hot Structures for Hypersonic Vehicles”, 15th

and Technologies Conference, 2008
7. Donald M. Curry “Space Shuttle Orbiter
Thermal Protection Systems Design and
Flight Experience”, NASA TM-104773, 1993

활용하여 형태를 만드는

Active Cooling과

같이 열유속을 감소

시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 두 기술
을 활용하여 뾰족한 극초음속 비행체 형상의
재진입 시간을 늘리는 시도(SHEFEX Ⅲ)를 꾀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외 열보호시스템은 삭마제, 블랭킷(e.g.
AFRSI)

5. D.M. CurryJohnson “Space Shuttle Orbiter

AIAA Space Planes and Hypersonic Systems

대체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고,

Report, ARC-E-DAA-TN29151

등이 있으며 주로 열유속이 낮은 윗면

부위에 단일구성으로 사용되고 있다.

8. D.M. CurryJohnson “Space Shuttle Orbiter
Thermal Protection System Design and Flight
Experience”, NASA Tech Report,
NASA-TM-104773
9. Ali R. Mazaheri, William A. Wood “Re-Entry
Aeroheating Analysis of Tile-Repair Au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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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physics Conference, 2007
10. Gilmore A. L., Estes L.R., Eilers J. A., Logan

참고문헌

J. S., Evernden B. A., Decker W. S., Hagen J.
D., Davis R. E., Broughton J. K., Campbell C.

1. NASA Facts, NS-2008-02-042-KSC

C., “Space Shuttle Orbiter Structures and
Mechanism”, AIAA SPACE 2011 Conference

2. L. Gong, W. L. Ko, R. D. Quinn., “Thermal
Response of Space Shuttle Wing During

& Exposition 27-29 September 2011, Long
Beach, California, AIAA 2011-7158

Reentry Heating”, 19th Thermophysics
Conference, 1984

11. William L. Ko, Leslie Gong, Robert D. Quinn
“Hypothetical Reentry Thermostructural

3. G.Tumino, S. Mancuso, J-M. Gallego, S.
Dussy, J-P. Preaud, G. Di Vita, P. Brunner,
“The IXV experience, from the mission

Performance of Space Shuttle Orbiter With
Missing or Eroded Thermal Protection
Tiles”, NASA/TM-2004-212850.

conception to the flight results”, Acta
Astronautica Vol. 124, 2016.

12. Robert R. Meyer Jr., Jack

신재성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8/2 (2020) pp. 148~160

Barneburg“In-Flight Rain Damage Tests of
the Shuttle Thermal Protection System”,
NASA Technical Memo 100438, 1988.
13. Scott A. Berry, Thomas J. Horvath, Amy M.
Cassady, Benjamin S. Kirk, W. C. Wang,

159

Exposition, 2011.
21. https://spaceflight.nasa.gov/shuttle/refere
nce/shutref/orbiter/tps/blankets.html
22. https://space.com/1354-nasa-eyes-damaged
-thermal-blanket-discovery-hull.html

Andrew J. Hyatt, “Boundary Layer
Transition Results From STS-114”, 9th
AIAA/ASME Joint Thermophysics and Heat
Transfer Conference, 2006.
14. Columbia Accident Investigation
Board(CAIB) Report Vol.2 Appendix D.7
Working Scenario, 2003.
15. Nathan S. Jacobson, Donald M. Curry,
“Oxidation microstructure studies of
reinforced carbon/carbon”, Carbon, Vol 44,
2006.
16. NASA, Orbiter Thermal Protection System,
FS-2004-09-014-KSC.

23. https://newscientist.com/article/dn7788-na
sa-checks-out-damaged-thermal-blanket/
24. James D. Walker., “From Columbia to
Discovery: Understanding the impact threat
to the space shuttle”, International Journal of
Impact Engineering, Vol 36, 2009.
25. DA. Steward, DB Leiserm, Toughened
Uni-Piece Fibrous, Reinforced,
Oxidization-Resistant Composite, US patent
No. 7,381,459, 2008.
26. DB Leiser, MTS Hsu, TS Chen, Refractory
Oxidative-Resistant Ceramic Carbon
Insulation, US patent No.6225248, 2001.

17. Hardy, Robert Douglas, Bronowski, David
R, Lee, Moo Yul, and Hofer, John H.
“Mechanical properties of thermal
protection system materials”, United States:
N. p., 2005. web. doi:10.2172/923159
18. Daniel B. Leiser., David A. Steward., Robert
DiFiore., Michael Gordon., Jim Arnold.,
“Flight Performance of a Functionally
Gradient Material, TUFI on Shuttle Orbiter”,
NTRS, 2001.

27. DA Stewart, DB Leiser, RR. DiFiore, VW.
Katvala, High Efficiency Tantalum-based
Ceramic Composite Structures, US Patent
No. 7,767,305, 2010.
28. Syliva M. Johnson, Matthew J. Gasch, Dan
Leiser, David Steward, Jr. “Development of
New TPS at NASA Ames Research Center”,
15th AIAA International Space Planes and
Hypersonic Systems and Technologies
Conference, 2008.

19. Daniel B. Leiser., Rex Churchward, Victor
Katvala, David Steward, Aliza Balter
“Advanced Porous Coating for Low Density
Ceramic Insulation Materials”, Journal of the
American Ceramic Society, 72, 1989.

29. G. Tumino, S. Mancuso, J-M. Gallego, S.
Dussy, J-P. Preaud, G. Di Vita, P. Brunner,
“The IXV expereince, from the mission
conception to the flight results”, Acta
Astronautica, Vol 124, 2016.

20. Rodriguez, Alvaro C., Snapp, Cooper G.,
“Orbiter Thermal Protection System Lessons
Learned”, AIAA Space Conference &

30. F. Buffenoir, C. Zeppa, T. Picheon, F. Girard,
“Development and flight qualification of the
C-SiC thermal protection systems for the

160

신재성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8/2 (2020) pp. 148~160

IXV”, Acta Astronautica, Vol 124, 2016
31. Romain BERNARD, Thierry PICHON,
Jacques VALVERDE “From IXV to Space

gas-surface interaction modelling for lifting
body re-entry flight design”, 2017.
38. Tarik Barth, J́osé M.A. Longo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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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V-I 급 KASS 통합운영국 및 통신네트워크 설계 현황
손진관*, 최철희*, 최광식*, 홍운기*, 이은성**2)
1)

Design Status of KASS Control St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for APV-I Service
Son,Jin gwan*, Choi,Chulhee*, Choi, Kwang sik*, Hong, Woonki*, Lee, Eunsung**

ABSTRACT
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is provide correction information and integrity
information of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signal through GEO (Geostationary
Orbit) Satellite, and it has been designated as international standard by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is Korean SBAS.
The main purpose of KASS is to provide the APV-I service, KARI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is carrying out a KASS project. In this paper, described design and design
status of KCS (KASS Control St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system, which are based
on KASS requirements.

초 록
SBAS (위성기반 보강항법 시스템)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국제표준으로 정한 GEO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 GNSS 신호의 보정 정보와 무결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KASS는 한국형
SBAS로 주요 목적은 항공기에 APV-I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항우연은 현재 KASS 프로젝
트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KASS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KASS 시스템의 통합운영국 및 통신
네트워크의 시스템 설계 및 설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Key Words

: SBAS(위성 기반 보강 시스템), KASS(한국형 SBAS), KASS KCS(KASS 통합운영국),
KASS communication Network(KASS 통신네트워크), CDR(상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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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진행, 2017년 시스템 기본설계 검토인

1. 서 론

SDR(System Design Review), 시스템 예비설계
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검토인 PDR(Preliminary Design Review)을 완

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ervice)

료 하였으며, 현재 KASS 시스템 설계 기술 이

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전의 일환으로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시계 오차, 위성궤도 오차, 전리층지연 오

올해

KASS

시스템은

최종

상세설계

차와 같이 위치 정확성에 저해를 주는 요인들

CDR(Critical Design Review)를 완료하였으며,

을 보정하여, 최종적으로 위치정보신호 사용자

설계 진행상황으로는 KASS 하위시스템인 기준

들에게 정확성, 무결성이 향상된 신호를 제공

국(7개), 위성통신국(3개)에 대하여 기준국은 현

하는 시스템이다. SBAS의 높은 정확도 및 신뢰

장조사 및 사이트 구축완료, 위성통신국은 사

성은 항공, 운송, 측량 및 시각분야와 같이 다

이트 구축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 한국항

향후 KASS 사이트 내 모든 장비의 설치가

공우주연구원의 주도하에 한국형 보강위성시스

완료되면

템(SBAS)인

SAT(Site Acceptance Test)를 수행하게 되며,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명칭으로 개발 중에 있다.

현장인수

및

품질보증을

위한

SAT가 완료되면 KA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통

KASS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국제민간항

합 및 검증이 2022년까지 수행 및 완료될 예정

공기구인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이다. 또한 시스템 수락, 수검, 품질보증 활동

Organization)에서

권고인

인 SQR(System Qualification Review)은 2022

And

Recommendation

년 말에 예정되어 있으며, KASS 시스템 구축

적합한

APV-I(Approach

을 위한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완전한 운영 상

Procedures with Vertical guidances)급 항공용

태로 개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2023년

서비스를 국내 항공구역에서 위치정보신호 사

부터 SoL(Safety Of Life) 서비스를 제공할 예

용자들에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는

정이다.

SARPs(Standard
Practices)[1]에

제시한

표준

및

KASS 시스템이 항공기의 이착륙을 포함한 모

지속적인 KASS APV-I급 항공용 서비스 성
위한

로 KASS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기는 출발지

and

와 목적지 사이의 항행경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Arianespace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Space에서

임차위성은

Airbus Defence

든 비행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

능확보를

구축한

Measat-3D가

선정,

구성이 가능함과 동시에 공역용량을 개선함으

KASS는 향후 APV-I급 항공용서비스 인증시,

로서 항공기 연료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항공운영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무결성, 정확

있다.

성, 연속성을 가진 항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
한민국 공역 상에서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2. KASS 개발 개요
항우연은 KASS 프로젝트 개발기관으로 국외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2][3]

3. KASS 시스템 아키텍쳐

공동개발업체인 프랑스의 TASF(Thales Alenia

Space France)와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KASS

그림 1, 2는 KASS 시스템이 설치되는 지상

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각 시스템에 할당된 요

국 시스템 현황 및 전체적인 KASS 시스템 구

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TASF와 시스템 개발

조의 개략도를 나타내고 있다. 7개의 기준국(양
주, 함평, 제주, 서귀포, 영도 울릉, 양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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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신호 및 정지궤도위성에서 제공한 위치정

KASS는 항공용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

보신호를 수신하게 되며, 수신한 신호는 중앙

문에 설계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여러 국제 표

처리국(인천, 청주)으로 전송하게 된다. 중앙처

준을 따라 개발된다. TASF는 시스템 레벨 개

리국은 수신된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위성시계

발을 담당하며, 이에 따라 KASS 시스템 설계

오차, 위성궤도 오차, 전리층지연 오차 등을 보

를

정하여 위성통신국(영주, 금산)으로 전송, 위성

ESA(European cooperation Space Agency)에서

통신국은 오차 보정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발행한 ECSS(European Cooperation for Space

신호를 정지궤도위성으로 재송신하여, 최종적

Standardization)의 표준을 따라 설계하게 된

으로 위치정보 사용자들에게 항법신호 보정에

다.[4]

위하여

할당된

표준

또한

유럽우주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림 3. KASS APV-I급 항공용서비스 성능
표 1. KASS APV-I급 항공용 서비스
성능요구사항
항목

기능 및 성능 목표

기능

SoL SBAS 메시지 방송
수평위치오차 (95 %): 16 m
수직위치오차 (95 %): 20 m
무결성 확률:    ×  /접근
경보시간: 10 초
경보한계: 40 m (수평), 50 m (수직)

정확성

그림 1. KASS 사이트 현황

무결성
연속성

   ×   /15초

가용성

0.99

4. KASS 통합운영국 장비 구성
그림 2. KASS 시스템 구조

KASS 통합운영국은 지상국 시스템들 간의
동작상태 감시, 제어, 시스템 유지 보수, SBAS

그림 3과 표 1은 KASS 시스템이 제공하고자

신호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 4

하는 APV-I급 항공용서비스의 성능 및 요구사

는 통합운영국의 시스템 구조를 나타내며, 기

항이며, KASS 시스템은 항법신호 사용자들에

준국, 위성통신국과는 달리 통합운영국의 주/

게 보정된 항법신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KASS

부(Master/Backup)모드 변환이 가능하며, 이는

하위 시스템들과의 연결에 따른 정확성, 무결

운영자의 조작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변

성, 연속성, 가용성 또한 충족하여야한다.

환된 통합운영국의 주 모드는 KASS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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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권한을 가지게 된다. (부 모드는 상태감시

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능 수행)

그림 4. KASS 시스템 구조

KASS의 임무요구사항과 통합운영국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통합운영국의 기능/논리

/물리적 구조를 설계하였고, 각 구조들 간의
인터페이스와 입출력 데이터를 도출, 이를 바
탕으로 통합운영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림 5. KASS 통합운영국 시제품

구성을 도출하였다.
통합운영국은 KASS의 임무 요구사항에 따라
크게 2가지의 시스템으로 구분되어지는데, 하

5. KASS 통신네트워크 장비 구성

나는 KASS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들을 제어하

KASS 통신네트워크는 지상국 시스템들 간

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성능을 감시하기 위

데이터 송수신, 관제 및 제어를 위한 전용회선

한 CCF(Centralized Control Function)부분으로

CCF

Workstation,

M&C(Monitoring

&

Control), MiMo(Mission Monitoring) 등으로

이며, 예비설계를 통하여 통신네트워크의 하드
웨어의 규격 및 인터페이스를 도출하였다.
통신네트워크 설계를 위하여 국내 네트워크

구성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수집된 데이터를

환경 및 국외협력업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

저장하고 데이터 교환 시 발생 가능한 비인가

발, 시험, 검토 일정을 수립, 현재 통신네트워

접근을 방지하며 시스템 각각의 상세 형상을

크의 상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완성된 통신네

관리하기 위한 SF(Support Function)부분으로

DMZ(Demilitarized Zone), A&C(Archive &
Configuration), Data Storag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항공고시보인 NOTAM(NOtice

To AirMan)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전송
전용 인터페이스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통합운영국은 위와 같은 구성으로 현재 상세설
계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림 5와 같
이 통합운영국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상세설계가 완료된 KASS 통합운영국은 향후
설계 요구사항 준수여부 확인 및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통합운영국 운

트워크 통합을 위한 연동 및 시험평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상세설계를 기반으로 도출된 통신네트워크의
기능은 데이터 전송의 WAN 서비스와 회선 상
태 모니터링의 WNM(WaN Monitoring)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계요구사항 만족을 위하
여 통신네트워크의 기능/논리적/물리적 구조
를 설계하였다. 설계사항으로는 통신회선의 이
중화 또는 다중화를 통하여 각 회선의 오류,
장애 발생 시 예비회선으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동작하지
않아도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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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POF(No Single Point Of Failure)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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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계획

하여야한다.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지상국 시스템 간 데이

본 논문은 APV-I급 항공용서비스 제공을 위

터 송, 수신은 각 시스템에 할당된 IP를 통하여

하여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설계 및 구

이루어지며, 비인가 및 외부 접근 차단 등의

축 중인 KASS 시스템의 통합운영국과 통신네

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만족하여야한다.

트워크의 설계현황 및 설계를 위한 요구사항을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송, 수신시 중

기술하였다.

단(Break), 지연(latency) 등의 전송지연에 따른

상세설계가 완료된 통합운영국과 통신네트워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송, 수신된 패킷의

크의 설계현황과 각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요구

에러 발생률에 대한 무결성이 만족함을 증명할

사항 확인 이를 반영하여 제작한 시제품을 제

수 있어야한다.

작하였으며, 통합운영국은 시스템 검증을 위한

그림 6은 상세설계를 기반으로 설계완료 된

시험평가,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통합운영국

통신네트워크 시제품이며 통신네트워크 구성장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을 수행할 예정

치는 광케이블 분배장치 OFD(Optical Fiber

이며, 통신네트워크는 하위시스템 간 연결성검

Distribution), 신호데이터 처리 및 전송기능의

증 시험, 통신네트워크 운용에 따른 시스템 유

MSPP(Multi Service Provisioning Platform),

지보수 절차를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KASS

보안시스템UTM(Unified Threat Management),

전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스템 통합 검

라우터인 L3 switch와 패킷 성능측정 장치인

증의 일환으로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일치확인

PMTP(Performance Measurement Tool Probe)

및 성능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현재 통신네트워크 상세설계가 완료됨에 따
라 성능을 평가를 위하여 기준국-통합운영국,
통합운영국-위성통신국, 통합운영국 간 네트워
크 연동을 통하여 연속성, 가용성 및 시간지연
등의 성능측정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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