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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폐기와 우주개발
황진영*1)

The abolition of Korea-U.S. Missile Guideline and
Korea’s Space Development
Hwang, Chin-Young*

ABSTRACT
Space development is an area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it is heavily influenced by
socioeconomic and international diplomatic and political factors. In particular, space launch
vehicles are essential for independent space activities, but technology transfer between
countries is strictly restricted because they can be used to deliv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s. The South Korea-U.S. missile guidelines have changed
for 42 years. In fact, missile guidelines mainly include restrictions on military missile
capabilities, but the space launch vehicle and UAV fields are also included in the list. Here,
we will look at the background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Korea-U.S. missile
guidelines, and the impact of the abolition of the missile guidelines on Korea's space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초 록
우주개발은 과학기술분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 국제 외교정치적 영향 등 외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특히 우주발사체는 독자적인 우주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나, 핵무
기 등 대량살상 무기의 운반체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간 기술이전이 엄격히 제한되
는 등 기술자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미미사일 지침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상존
하고, 중국·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라는 국제외교안보적 관점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탄생되고 폐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천이 있어 왔다. 사실 미사일지침은 군용 탄두 미
사일 역량의 제한이 주 내용이지만, 우주발사체분야와 무인기분야도 그 대상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한미미사일지침의 배경과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미사일지침의 폐지가 우
리나라 우주개발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Key Words : Missile Guideline(마사일 지침),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Space Development(우주
개발), Space Launch Vehicle(우주발사체),
*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획정책본부 정책연구부
cyhwang@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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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8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은 개발하지 않겠
다“는 한국정부의 서신을 보냄으로써 한미미사

5월 21일 문재인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일지침이 성립되었다.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미사일지침은
표 1. 한미미사일 지침 주요내용(’79.9)

완전 폐기되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10월 성립된 후 2001년 1차 개정, 2012년 2차
개정, 2017년 3차개정, 2020년 4차 개정에 이어

42년 만인 이번 2021년 완전 폐기에 이르렀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 미국은 미사일 관련 對韓 기술이전 및
부품지원을 보장
○ 한국은 사거리 180km와 탑재중량 500kg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획득 금지

무인기, 우주발사체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
었고, 이로 인해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우리나

미사일 개발은 고 박정희대통령의 자주국방

라 우주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

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어 오던 것이었

실이다.

으나, 1979년 12월 고 박정희대통령의 서거이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미 양자간 군사적 문

후 전두환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

제에 대한 합의이기는 하나, 국제적 관점에서

의 미사일 개발팀이 해체되는 등 많은 우여곡

는 1987년 설립된 비확산체제의 하나인 미사일
통제체제(MTCR)와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받아왔으며, 한미미사일지침이 완전 폐기된 현
재에도 여전히 MTCR은 한국 우주개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미미사일 지침의 변천과정과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

절을 겪게 되었다.
한미미사일 지침은 형식적으로는 양자간 협
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미사일개
발 자율규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은 그 후 42년간 우리나라 미
사일개발과 우주발사체 개발에 있어 매우 강력
한 제약요건으로 작용해 왔다.

고, 향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미치게 될 파급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한미미사
일지침은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있어 정확한 내
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나, 그
간 언론, 정부 발표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 한미미사일 지침의 변천과정
2.1 한미미사일 지침의 배경
1979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내 최초의 탄
도미사일인 “백곰” 개발1)에 성공하자, 한반도
의 군사적 긴장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측에서

2.2 미사일 지침의 개정
한미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4차례 개정을 거
듭해 왔다. 첫번째 개정(2001년)은 1987년 설립
된 다자간 비확산 체제의 일부인 미사일기술통
제체제(MTCR)와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한
미 미사일 지침은 한미 양자간 협정이지만,

MTCR은 국제적인 다자간 협정으로 더 포괄적
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을 보기에 앞서 MTCR
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1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개발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이 있었다.

MTCR은 핵무기, 생물 및 화학무기의 운반

이에 대해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이 ‘사거리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미사일의 확산을

1) 사거리 180km 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제한하기 위해 1987년 4월 미국, 캐나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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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등 7개국이 중심이
되어 창설하였다.

MTCR은 기본 이념과 취지를 설명하는 지침
서(Guideline)와 기술부속서로 구성되는데, 기술
부속서는 카테고리 I과 카테고리 II로 나뉜다.
카테고리 I 은 가장 민감한 품목을 의미하며
해당 품목은 목적에 관계없이 국가간 이전이
사실상 금지된다. 아주 예외적으로 정부간 구
속력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최종용도로만 사용
하는 것을 보증하고 확인하기 위한 여러절차를
담보하는 경우 허가되기도 한다.
카테고리

I에는

탑재중량

500kg,

2.2.2

5

제1차 한미미사일 지침(NMG,

2001)

개정

1979년 한미미사일 지침 발효이후 22년만인
2001년 한미 미사일지침의 첫 번째 개정이 이
루어진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군용 로켓 보유
제한이 사정거리 180km, 탑재중량 500kg에서

MTCR 카테고리 I과 같이 사정거리 300km, 탑
재중량 500kg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인기와 우
주발사체에 대한 조항도 포함이 되었다.
무인기(순항미사일을 포함)의 경우 500kg 이
내인 경우에는 사거리 제한 없이 보유가 가능

사거리

300km 이상의 로켓시스템(탄도미사일, 우주발
사체 및 과학관측 로켓)과 무인항공기 시스템,
순항미사일, 표적기, 정찰기 포함)이 해당된다.
아울러 완성 운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로
켓의 각 단(stage),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재진

하고, 300km 이내의 경우에는 탑재능력의 제한
이 없이 보유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제1차 개정에서 처음으로 민간 우주발
사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우주발사체(과학
로켓 포함)의 경우에는 사거리 및 탑재중량의
제한이 없이 보유가 가능하고 민간 우주발사체

입체 및 관련 설계, 제조 관련 장비, 그리고 고

를 이용하여 통신 및 정찰위성과 같은 군사위

체추진 로켓 모터 또는 액체추진 로켓엔진으로

성의 발사도 허용이 되었다. 다만, 군용으로 개

총역적 1.1x백만 Ns 이상인 것 등이 포함된다.
카테고리 II의 경우에는 정부 보증하에 이전
이 가능한 품목들로써 추진체 부품 및 장비 등
이 포함된다.
그러나 MTCR은 다른나라로의 이전(수출)은
제한되지만, 자체 개발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반면, 미사일지침은 우리 자체적인 개발까지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MTCR과 한미미사일
지침은 넓게는 관련성을 가지나, 구체적으로는
한미미사일지침이 MTCR에 비해 더 엄격한 제

조할 수 없으며 군용 로켓 단(stage)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요인이 있었다. 또한 민간우주
발사체는 액체추진기관을 전제로 하며, 고체추
진제는 총역적 1백만 파운드·초2) 이하의 보조
추진단과 위성 아포지 모터에 한해 개발이 허
용되었다. 2001년 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액체추진기관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
체 개발이 가능해졌다.
표 2. 제1차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 주요내용(2001년)

한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미미사일 지침이 성립된 후에도 한국 정부
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사일 성능개량을 추진해

탄도미사일
무인기

왔으며, 1990년 ‘사정거리 180km를 넘는 현무

(백곰-2)’를 개발하면서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제1차 한미미사

우주발사체

사정거리
300km
300km
무제한
무제한
고체추진제는

탑재중량
500kg
무제한
500kg
무제한
총역적

1백만

파운드·초 이내

일 지침 개정과 함께 33번째 MTCR의 회원국
으로 가입하게 된다.

2) 총역적 100만 파운드초 는 구조비, 비추력 등에 따
라 차이가 있으나, 개략적으로 당시 미사일 제한 수
준인 탑재중량 500kg, 사거리 300km 정도의 탄도미
사일 구성 수준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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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2차 한미미사일 지침(RMG

2012)

개정

2001년 1차 개정이후 11년만인 2012년 제2차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이 이루어졌다.

2.2.4

제3차 한미미사일 지침(RMG

2017)

개정

2012년 2차 개정이후 5년만인 2017년 한미미
사일지침의 제3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개정의 주요사항은 기존의 탑재중량 500kg,

북한은 3~6차 핵실험과 2017년 ICBM급 탄도

사거리 300km에서 탑재중량은 유지하되 사거

미사일 화성-14호를 발사하는 등 한반도의 긴

리를 800km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였다.

무인기분야(순항미사일 포함)에서는 탑재중

주요내용은 사거리가 800km 이내일 경우 탑

량 2,500kg 이내인 경우 사거리는 무제한으로

재중량은 기존의 500kg에서 제한없이 보유할

확대하였고, 최대비행거리가 300km 이내인 경

수 있도록 크게 완화하였다.

우에는 탑재중량은 무제한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3차 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 우주발

다만, 우주발사체의 경우에는 개정되지 않고

사체의 고체추진제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2001년 제1차 한미미사일지침이 동일하게 유지

완화되지 못하였으며, 다만 민간우주발사체의

되었다.

고체추진제 사용에 대한 완화는 별도로 협의한

1차 개정 이후인 2002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다는 조항만이 포함되었다.

나로호(KSLV-1) 우주발사체는 1단은 러시아의
액체 단(stage)을 들여오고, 2단은 우리나라가

표 4. 제3차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 주요내용(2017년)

개발한 고체추진단을 결합하여 시스템을 구성
하였는데, 한미미사일 지침의 고체추진제 사용

탄도미사일

한계인 총역적 100만 파운드·초 제한 범위에서

무인기

개발되었다. 미사일 지침 개정논의와 더불어
민간 우주발사체의 성능향상을 위해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제 사용범위의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 제2차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군사적 용도의 고
체로켓의 사거리 제한은 완화된 반면, 민간 우
주발사체의 경우에는 기존 한계가 유지되었다
는 측면에서 개정의 합리성과 미국의 의도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사정거리
800km
300km
무제한
무제한
고체추진제는

탑재중량
무제한
무제한
2,500kg
무제한
총역적 1백만

파운드·초 이내

2.2.5

제4차 한미미사일 지침(RMG

2020)

개정

2017년 3차 미사일지침이 개정된지 3년만인
2020년에 제4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은 민수용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에 대한 총역적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표 3. 제2차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 주요내용(2012년)

것이었다. 이것으로써 민간우주발사체 개발과

사정거리
800km
300km
무제한
무제한
고체추진제는

관련하여서는 고체추진제 혹은 액체추진기관과

탄도미사일*
무인기

우주발사체

탑재중량
500kg
무제한
2,500kg
무제한
총역적 1백만

파운드·초 이내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 탑재중량간의 Trade-off
적용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해졌다.
다만, 민간우주발사체의 군사적 전환이나 군
용 로켓단의 사용제한, 이동형 발사대 사용제
한 등 여타의 제한사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군사용 미사일의 경우에는 제3차 개
정과 같이 사거리 800km이내라는 제약요건에
는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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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4차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 주요내용(2017년)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2.2.6

사정거리
탑재중량
800km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고체추진제 사용 무제한

7

과학로켓-3호부터는 액체추진기관으로 개발
하기 시작하였는데, 과학로켓의 성능향상이나
추진기관의 대형화/고성능화를 위해 액체추진
기관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으며, 또한 MTCR등
국제적 기술이전 환경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MTCR가입과 함께 2001년 한미미사일 지침

미사일 지침 폐기

1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민간 우주발사체 개

제4차 개정이후 1년만인 2021년 드디어 한미
미사일지침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02년부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나로호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여기에는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800km라는

다. 나로호는 우여곡절 끝에 3번째인 2013년

족쇄가 풀리고 탑재중량도 무제한 개발 및 보

발사에 성공하였다. 누리호는 100kg급 인공위

유가 가능해졌다. 무인기에 있어서도 비행거리

성을 발사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

와 관계없이 탑재능력의 제한 없는 보유가 가

체였다. 1단은 러시아의 150톤 추력 액체엔진

능해졌다.

을 도입하였고, 2단에는 고체추진 모터를 사용

민간우주발사체의 경우도 군사적 전용, 군용

하였다. 2단 고체 추진기관의 총역적은 한미미

로켓단 이용, 이동형 발사대 등 모든 제약사항

사일지침 허용범위인 100만 파운드·초 이내로

없이 개발이 가능해졌다.

설계되었다.

그림 2.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 개발

한국형 달탐사선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

그림 1. 한미미사일 지침 변천 과정

초 설계중량을 650kg으로 설정한 배경에도 한
미미사일 지침의 한계를 지키면서 우리의 발사
체로 달탐사선을 발사하려던 것도 중요한 이유

3. 미사일 지침과 우주개발

중 하나였다. 그리고 달탐사선 개발이 진행되
는 중에 미사일지침의 1차 개정(2012년)과 2차

3.1 우주발사체 개발

개정(2017년)이 있었다. 이를 통해 고체미사일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 개발 역사를 살펴보

의 탑재중량과 사거리는 대폭 완화되었다. 과

면 1993년 1단형 과학로켓(KSR-1)과 1997년 2

기부와 항우연은 군사용 미사일의 역량 확대에

단형

과학로켓

KSR-2를

개발한

바

있다.

상응하는 우주발사체의 고체 역량 강화를 미국

KSR-1과 KSR-2는 모두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측에 요구해 왔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여기에

고체로켓이다.

는 미사일지침 개정의 주관심사가 군사적 목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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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 때문에 민간 우주발사체분야는 상대적

하고 있다.

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

우리나라는 90년대의 과학로켓 1,2호, 나로호

된다. 결국 우주발사체 분야에서는 2001년 제1

상단을 고체연료로 개발한 바 있다. 또한 ADD

차 개정 당시의 군사적 미사일 허용범위 수준

를 중심으로 국방 분야의 미사일 개발을 통해

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의

고체연료 로켓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나로호

우주발사체는 고체추진제를 사실상 완전히 배

이후 민간 우주발사체 분야에서는 75톤급 및 7

제하고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를 1,2,3단 모두

톤급 액체추진기관을 개발하여 금년 10월 1.5

액체추진 기반 엔진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톤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누리호를 시험발

2020년 민간 고체추진제 총역적 제한 해제에

사할 예정이다.

이어 2021년 군용 로켓추진단 사용, 이동형 발

미사일지침 폐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고

사대등 제약요건이 완전히 철폐되면서 우리나

체연료의 활용성은 첫째로, 학계 과학탐구용 고

라 우주발사체 개발에도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

체연료 과학로켓 개발에 활용하여 과학탐구 및

었다.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둘째로, 초소형/소형 위성발사체 개발시 2~3

3.2 향후 우주발사체 개발에 미치는 영향

단형 고체연료로켓 개발이 가능하며, 또한 소형
위성 발사용 2~3단형 발사체 개발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분야의 고체추진제 사용 제약이

로켓과 액체연료엔진을 단별로 다르게 적용하

해소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 개발

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셋째로 개량형 한국

이 가능해졌다. 고체연료는 시스템구성이 상대

형발사체의 달착륙선 발사성능 개선을 목적으

적으로 단순하고, 액체연료와는 달리 충전, 배

로 4단용 고체모터 개발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출 장치가 필요 없어 발사장 설비도 단순하며,

보인다. 넷째로, 중대형 우주발사체용 고체연료

이로 인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발사절차가

보조부스터 개발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단순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액체연료에 비해
비추력이 낮아 대용량 및 고성능화에는 단점이

표 6. 고체연료의 우주발사체 활용방안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주선진국은 고체연료는
주로 군사용으로, 그리고 액체연료는 주로 민
간 우주발사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고체와 액체 연료를 보완적으로
병행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적으로 고체추진제의 활용을 보면 첫째,
소형위성 발사용 고체발사체로 활용하고, 두
번째로는 대형 우주발사체의 부스터로 사용 가
능하며, 세 번째로는 발사체 시스템구성에서

자료: 항우연, 내부 검토 자료

액체단과 고체단을 조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Ariane 발사체와 일본의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사업은 국가우주

H-2발사체는 액체+고체 부스터를 사용하고 있

개발진흥기본계획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현재

고, 미국 Space X의 Falcon-9, 러시아의 Soyuz

는 2018년 수립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는 액체연료만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의

이 있으나, 금년부터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

PSLV는 액체+고체를 병용하여 시스템을 구성

계획 수립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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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약이 있었다. 이번 한미미사일지침의 폐
기는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개발의 유연성과 활
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만큼 매
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와 관련되는 제약요인
은 한미미사일지침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은 이번 한미미사일지침 폐기로 한국의 우주발
사체의 제한없는 개발을 인정한 셈이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
그림 3.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 개발 계획

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과 비확산 정책의 연
장선에서 한국의 우주발사체로 발사되는 경우

이번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에
는 고체발사체 개발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방

미국의 인공위성 부품도 수출을 불허하는 수출
통제정책(ITAR)를 견지하고 있다.

향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은 소규모

이것은 비록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우주발사

의 고체연료 개발 사업부터 진행하여 점진적으

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고성능 부품

로 중대형 보조부스터 개발까지 확장시켜 나가

이 포함된 위성이나, 외국의 위성을 발사서비

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

스 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형발사체 후속사업에 4단용 고체연료로켓 개발

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미국의 수출통제 문제

의 필요성 및 타당성 관련한 세부기술 검토 및

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정부 차원 종합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번 미국의 한미미사일지침 폐기를 계기로 미국

다만, 그동안 세계의 우주발사체 기술개발에

의 우리나라 민간우주발사체의 자유로운 활용

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우주개

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지도 확인할 필

발목표와 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주발사

요가 있다. 앞으로 누리호 개발이 완료되고 국

체 개발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가

내의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이러한 제

적 우주개발 계획과 세계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반 제약요인을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

추진하게 된다. 기술적 타당성과 함께 국내외

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요를 감안한 경제성, 앞으로의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존재
하던 한미미사일 지침이 42년만에 완전 폐기되
었다. 미사일지침은 주로 ICBM용 탄도미사일
기술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우
주발사체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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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ternatives for the Army’s Space Pow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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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rmy has already carried out space operations utilizing space capabilities, and joint
space operations are essential elements in the operation of the entire uni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strategy for developing defense space power to strengthen the joint space power
of the army. The space is one of the five-dimensional battlefields in the future - earth, sea,
air, and cybers space. The current space power level is understanding and managing the
situation in outer space, suppor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or wars, and operations
on Earth in outer space. It is needed to suggest the rold of the army with the perspective of
space power operation and realizing joint coordination in the future multi-dimensional
battelefiel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development prosepcts of the Army's space
oper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rends of space military pow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초 록
육군은 기존에 이미 우주능력을 활용한 우주작전을 수행해 왔으며, 합동우주작전은 전 제대의
작전에 긴요한 요소이다. 육군 우주력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국방우주력 발전전략이 긴요한 시
점이다. 우주는 지·해·공·사이버 공간과 함께 미래

5차원 전장의 하나이다. 육군 우주력의 현재

수준은 우주 공간의 상황 파악·관리, 우주 공간에서 지구상의 전쟁과 작전에 필요한 정보와 통
신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미래 다차원 전장에서 우주력 운용 개념 정립, 합동성 구현의 관점에서
육군의 역할과 추진과제를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대내외 환경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
주군사력 동향 분석을 통한 육군의 우주작전 발전전망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다.

Key Words : Army(육군), Space Capabilities(우주능력), Joint Space Operations(합동우주작전),
Defense Space Power(국방 우주력), Army's Space Operations(육군의 우주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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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우주력의 의의
국방부는 국방 우주력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

긍심을 높이는 ‘소프트 파워’로 이용하는 신흥
국가와 개발도상국이 늘어났다. 또한 ‘시장 실
패’를 극복하는 정부 ‘공공사업’의 특성이 강함

2020년을 계기로 육군 우
주력 발전을 위한 부서 신설, 전투발전요소별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합동우주전
력의 주요 수행군으로서, 단말기 기준 위성통신
의 70%를 육군이 사용하고 있다. 육군은 기존

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

에 이미 우주능력을 활용한 우주작전을 수행해

파구를 모색하는 지름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

왔으며, 합동우주작전은 전 제대의 작전에 긴요

다. 정부의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산·학·연

한 요소이다. 육군 우주력의 합동성 강화를 위

이 연계하여

한 국방우주력 발전전략이 긴요한 시점이다.

는 향후 우리의 기술혁신과 국민경제의 중심적

울이고 있으며, 특히

국 또한 우주기술을 ‘상품’으로 활용하여 주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2].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의 문턱에 있는 지
금, 우리의 우주개발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돌

R&D 역량을 모은다면 우주분야

2000년대 들어 우주활동을 둘러싼 국제사회
의 화두는 ‘우주활동의 안전‧안보‧지속가능성’이
다. 상기 슬로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된 개
념은 없지만, ‘우주 안전’은 소행성이 충돌하거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우주물체가 지구로 낙하하는 것으로부터 안

작전에 필요한 정보와 통신을 지원하는 수준이

전한 상태, 그리고 ‘우주 안보’는 우주에서 우

다. 미래에는 우주에서 지구상의 전장을 화력

우주는 지·해·공·사이버 공간과 함께 미래

5

차원 전장의 하나이다. 현재는 우주 공간의 상
황 파악·관리, 우주 공간에서 지구상의 전쟁과

주물체 간 충돌 등 의도적인 우주물체의 사고

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주 공간에서 적대

의 예방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상태라고 설명

적 쌍방이 전투 또는 전쟁을 벌이는 시점 도래

할 수 있다[1]. 따라서 안전과 안보가 보장되면

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우리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확보되

육군도 우주력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는 것이다.

적 실천과제를 체계화하기 위한 적극 논의가

2010년부터 유럽연합의 주도로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과 유엔의 ‘우주활동
장기지속성 가이드라인안’이 논의되기 시작하
였다. 양자 모두 국제사회에서 첨예한 노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은 논의가 정지되어 사실상 폐기에 이르렀다.

필요하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우주분야 선진

다행히도 우주활동 장기지속성 가이드라인은

향성 에너지 무기 개발 및 운용 등 육군의 지

2019년 유엔 우주평화적 이용 위원회(UN
COPUOS)에서 채택되었다. 향후 UN COPUOS

상작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태와 기술적

이를 위해

국의 군사적 동향 평가하여 우주전력 보호와
공세적 운용의 특성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공군 이외에 육군 차원의 우주 정
책, 전력 운용 실상과 발전 노력 등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우주 궤도상 위협과 킬러위성, 지

진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미래 다차원 전장

회원국들은 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을 위한 방

에서 우주력 운용 개념 정립, 합동성 구현의

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점에서 육군의 역할과 추진과제를 제시해 볼

우주개발은 정치적 힘으로서의 ‘하드파워’의
측면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의 일상 생활에 편
의성을 제공하는 ‘사회 인프라’의 성격도 강화
되고 있다. 수많은 국가들이 우주기술에 접근
할 수 있게되면서 우주개발 능력을 국민의 자

필요가 있다.
육군은 국방부 및 합참의 우주력발전 추진과
제를 지원하고, 타군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
다. 우주를 위해 육군이 내딛는 노력들은 대한
민국 국방우주력발전의 큰 도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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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주작전 발전전망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2017년 10월 국
가우주위원회 의장인 부통령 마이크 펜스(Mike
Pence)는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여 화성탐사계

자 한다.

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구체화하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의 우주군사력 동향 분석을 통한

2030년 육군

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어

기 시작하였다[3].

2. 주요국 우주력 동향
2.1 미국

2019년 8월 우주군 창설준비를 위해 미합중
국 우주사령부가 재창설되었고, 2019년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에 서명하여
우주군 창설이 확정되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우주
정책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다. 우주 정책 지침

(SPD)은 우주 활동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과 절
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4개의 우주정책지침을 발표한 바 있
으며, 이는 미국의 우주정책방향을 명확히 설
명해 주고 있다.
SPD-1은 미국의 유인 우주 탐사 프로그램
활성화(2017년)이다. 대통령 정책 지침(2010년)
을 개정하여 LEO를 넘어, 특히 달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화성과 다른 천체들에 대한 직접적
인 우주 임무 요청을 명시한다.

SPD-2는 우주
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효율화 규정(2018년)이
다. 행정각부 기관에 기존의 규제를 검토하고
규칙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 성
장을 촉진하고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목표를
향상시키며 미국의 우주 상업 리더십을 장려할
것을 요청한다.

SPD-3은 국가 우주교통관리
(STM) 정책(2018년)이다. 현재와 미래의 위험을
충족하고, 우주 상황 인식과 STM 혁신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국가 안보 우선 순위에
부합하며, 미국의 상업적 공간 성장을 장려하는
새로운 우주 교통 관리(STM) 방법을 요청한다.
SPD-4는 미국 우주군 창설(2019년)이다. 미 국
방부에 미 육군의 제6지부를 창설하는 입법 제
안서와 미 우주사령부 창설 등을 지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정책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작업
도 병행하였다. 그 결과

2017년 7월 국가우주
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를 부활시킨 것

2.2 인도
인도는 국가 안보 목적으로 우주를 활용하기

2018년 10월 DSA(Defence Space
Agency)의 설립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았고
2019년 4월 정식 설립되었다. DSA는 국방 이
미지 처리 및 분석 센터(Defence Imagery
Processing and Analysis Center)와 국방 위성
제어 센터(Defence Satellite Control Center)를
통합하여 우주 안보에 관한 임무 및 ISRO와
긴밀한 업무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인
위해

도 정부는 무기 시스템 및 군사 기술 개발을

DSRO(Defence Space
Research Organization)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인

이러한 우주관련 조직의 재편은 인도 우주 전
략의 전환을 위한 초기증거로 평가 받는다.

2.3 중국
중국은 우주 개혁을 위해 ‘국제화’ 및 ‘상업
화’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
다. 국제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자국의 우주관
련 프로젝트에 외국의 회사를 참여시키는 방식
과 자국의 우주시장에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이 합작 투자하여 일정부분 또는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이 그것이다.

2014년 이전 중국

의 우주산업은 국가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국영
사업이었으나

SpaceX 등 일부 우주선진국의 민

간기업에 의한 우주산업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
기 위해

2014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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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상업화

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중국이 추진 중인 우주

로 인해 액체 엔진과 같은 부분품을 생산하는

정거장의 재보급 임무를 병행할 것으로 보여

신생 스타트업(start-up)의 수가 증가하였다.

중국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중추적인

중국의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두(BeiDou)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LM-5호의

핵심 우주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중국 정

경우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주력 중형발사체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7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베이두 위성 2세대 및 3세대
를 우주공간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
로 위성항법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을

활용될 계획으로 다양한 페이로드(payload)가

부는

통해 해외 네비게이션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
율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현재

GPS 칩셋

2배가량 더 비싼 베이두 호환 칩셋의 가
격을 낮추기 위해 20억 위안을 투자하여 태국
의 Yuan 센터를 건설한 것을 비롯해 튀니지에
도 관련 연구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
럼 중국은 BeiDou 위성항법 시스템 및 관련
제반 기술 개발, 해외 교류확대 등 다양한 육
대비

탑재될 예정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Chang’e-5호

Tiangong-3호에 대한 발사임무 수행이 두드
러진다.
중국의 ‘우주굴기’는 미‧중 우주경쟁을 촉발
하고 있는데,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중국
위협 인식은, 중국은 우주를 현대전을 수행하
및

고 미국과 연합국들의 군사적 효능을 축소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는
데서 비롯된다. 중국의 우주감시 네트워크는
탐색과 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대국의 우
주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미국이 중
국을 견제하는 이유이다[4].

성정책을 통해 위성항법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넓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4 러시아

중국은 현재 개발 중인 신형 발사체에 대한
재사용성(reusability) 및 액체 추진제 엔진 개
발, 발사중량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AST에 의해 개발된 장정(Long March)-6호를
제외하고 중국의 대부분의 발사체는 CALT가
맡아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민간 투자를 허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 향후 10년

(2016-2025)간 우주분야 전략 계획인 연방 우주
프로그램(Federation Space Program; FSP)를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러
시아는 통신 위성을 최우선 순위 전략 개발 과

용함에 따라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

제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 투자가 경제ž사

CASIC의 자회사인 Expace가 개발한
Kuaizhou-11호처럼 독자적인 중소형 발사체 개
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회적으로 실효적 이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였으며

중대형 발사체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전 계획보다 더 많은
과학관련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눈길
을 끈다.

경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러하지 않

FSP와는 별개로 러시아는 자국의 국영 우주
회사인 Roscosmos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우주

은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리가 지속될 것

전략을 준비 중으로 이 전략을 통해 향후 우주

으로 보인다.

관련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러시아의 독자성을

민감도가 낮고 기술적 성숙도가 높은 기술의

Long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기회가 주어질

March(LM)-5호와 7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LM-7호의 경우 기
존의 정지궤도용 발사체인 LM-2F호를 효과적

경우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양

중국이

개발

중인

신형발사체

중

성 역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하여
푸틴 대통령은

2018년 7월 Roscosmos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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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위성통신, 위성정보 등의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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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본

사회의 다른 분야로 파생되는 서비스로부터 발
생하는 수익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역설하
였다. 대표적인 예로 네비게이션, 통신, 원격탐
사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

2028년까지 약 640기의 위성군을 발사하는
‘Sphere'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이는
Roscosmos가 상업적으로 이행 가능한 프로젝
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해

움직임은 우주산업의 상업화 및 국제 시장에서
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들로 내비게이션
서비스 및 위성통신, 위성 이미지 시장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채택되어 현재 시행중인
“Roscosmos Development Strategy until 2030”
은 현재 러시아의 우주시장 점유율인 4-5%를
2030년까지 9%로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
정하였고 이를 위해 미국 및 EU를 제외한 과
거 전통적 우방인 인도,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아랍(Arab)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
색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주개발에 중
요 역할을 수행하는

Roscosmos는 약 2천억 루

민간부문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일본우주항공
국(JAXA)는

2018년 예산으로 1,831억 엔을 지
급받았다. JAXA의 가장 주된 투자분야는 우주
비행 및 운영과 관련된 영역으로 전체의 26%
에 해당하는 예산이 사용되었고 이어 국제 공
동으로 추진 중인 우주사업에

19%의 예산이

사용된 걸로 분석된다. 또한 우주 활용분야 및
우주 기술, 항공부문 예산을 합칠 경우 전체

23%(356억 엔)를 차지하며 우주과학 및 탐사
관련 예산은 8%(122억 엔)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18년 JAXA는
Hayabusa-2호를 Ryugu 소행성에 착륙시켰으
며 ESA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성 탐사
선 BepiColombo 발사에 성공하는 등 다수의
성과를 이루었다.
일본 우주산업 협회(SJAC)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2017년 우주산업 인력은 8,696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6년 8,980명보다 3.2%p 감
소한 수치이나 지난 10년 간 평균치보다는
15.6%p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한
세부분야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이 이 기

Pion- NKS와
러시아의 최신 전자 광학 프로그램인 Bars-M

9.8%p(118명) 감소하였고 발사체 분야의 인
력 역시 2.6%p(16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발사체 분야의 경우 10년 전 인력규모와 비
교 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지난 10년간 일본이 H-IIA, H-IIB 및
Epsilon 등 다수의 발사체를 개발함에 따른 결
과로 풀이된다. 한편 JAXA의 2018년 인력규모
는 2017년과 비슷한 1,520명 규모를 유지하였
으며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인력규
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JAXA

을 최우선 도입순위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

의 내부 인력 분포를 살펴보면 엔지니어 및 연

다. 이러한 러시아의 군사 자산 현대화 움직임

구직이 전체 근로자의

블(3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은

Roscosmos에 대한 엄격한

재무관리를 지시한 바 있어 향후 이 문제가 러
시아 우주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18년 3월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 해군
과 육군을 지원하기 위한 군용위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차세대 정찰위성인

에 따라 러시아 군은 군에 제공되는 우주관련
서비스에 대한 통합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는 위성 데이터 보완을 위해 해상 및 항공, 지
상기반 정찰 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

6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의 연령대는 35세 이하
인력이 23.2%를, 54세 이상 인력이 14.2%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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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국방
3.1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IoT, 인공지능, 빅테이터 등으로 알려진
최신 기술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
래를 맞이하고 있어, 기존의 인간의 분석, 해석
최근

3.2 미래 전장의 변화
역사적으로 전장은 육상전을 기반으로, 해상
전, 그리고 2차대전 중 공중전이 시작되어 최근
까지도 육·해·공 전장을 기반으로 전장이 형성
이 된다. 특히, 2차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의 결
과물로서, 많은 종류의 화기 및 개인 화기의 보

능력이 필요한 부분 등이 컴퓨터의 계산으로 대

급은 물론, 전차, 전투기, 전함, 미사일, 로켓 등

체되고, 다양한 제품들의 원격 연결이 가능해진

의 생산이 보다 쉽게 가능하게 되어 대량파괴,

다. 이러한 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기술들의 최적

살상 위주의 전장이 형성된다. 3차 산업혁명 이

화와 효율성을 극대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인간

후에는 지휘통제와 네트워크중심전의 양상이 형

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대체하는

성됨. 상대 지휘통제부나 핵심적인 시설의 요격

한편, 독립적으로 활용되던 기술들도 다양한 융

이 가능하게 하는 유도무기, 정찰위성 등이 사용

합형태로 적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되어졌고 전장무기의 사용가능한 물리적인 범위

1, 2차 산업혁명을 통
해 기계화, 전력, 철도 자동차 등의 발전이 전차,
항공기, 폭격기 등과 같은 대량파괴 전쟁 양상으
로 반영되었고, 3차 산업혁명시대에의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전은 위성 감시 정찰, 정밀유

가 확장되었으나, 전체적인 양상은 기존의 육·

도무기 등 네트워크 중심전 양상으로 변화하고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

있다.

되고, 과학기술에의 의존성과 변화속도는 더욱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이하는 현재, 선진
국들은 앞서 언급한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이를 위한 무기 획득

의 육·해·공의 전통적인 전장에서 우주 및 사이

국방과 관련하여, 과거

해·공 전장의 내에서 형성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전장은 각국의 최첨단 과
학기술 경연장으로서 형성이 될것으로 보인다.
전장환경 및 무기체계의 적용이 앞선 전장에서

가속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공간적으로는 기존
버 공간까지 포함한 4차원 전장이 될 것으로 보

체계 변화에서부터 실제 기술의 적용까지 적극

고 있고, 이러한 공간에서 사용되는 무기체계의

적인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도입 및 활용이 이미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기존 국방

R&D 또는 민군기술협

전쟁의 방식에서도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 정보

R&D 체계 안에서 전장환경 변화 및 첨단 무

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고효율의 무기

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를 사용하는 통합 스마트전 양상이 형성될 것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대

로 전망된다.

력

비하여 제한적인 재원과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
되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전력 우위 확보를

R&D 결과가 국
R&D 체계
와 이 체계에 담을 수 있는 도전적(Game
Changing) 요소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6].

3.3 정책 환경의 변화

위해 광범위한 기초·원천 국가

방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효율적

미래국방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매우 포
괄적으로, 앞 절에서 안보, 과학기술, 미래전장
의 변화에 대해 언급한대로 미래국방은 기존의
국방의 개념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및 ICT

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 기반의 다차원화된 전
쟁수행 능력과 동시적인 전력통합 능력이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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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전장이다. 또한, 이와 같은 구현을 위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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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군의 우주전략

행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미래적인 원천기술
또한 미래국방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
문에,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정책 역시 이에 포

4.1 감시정찰

함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방 분야의 폐쇄

센싱분야 국내 기술개발동향을 보면 지금까

성, 경직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이 곧 국

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재현시키는 연구

방력이 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는 기초원천 기술

과정을 시도해 왔으며, 기술보호의 장벽 때문

의 개발 정책이 필수적이다

에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미래 전장에 핵심적인

되고 있다. 원천소재인 감지물질을 수입하여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을 응용한 모듈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

는 있는 현재,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기술 트렌드

어서 검출 가능한 가스 종류로는

와, 미래전장의 전망 및 국방 수요와의 연계성을

CO, VOCs,
NOx, SOx, O2 등이 연구되고 있지만, 국내의

고려하여 미래국방의 요소기술을 조사·발굴할

경우 산·학·연에서의 활발한 연구 진행에도 불

필요가 있다[6].

구하고 산업화는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 있다.
현재 및 향후 우리나라 감시정찰을 위한 위

3.4 미래 국방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국방력 우위로 직결
되는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과학기술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활용하여, 국방
R&D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혁신적 국방기술
확보 지원이 요구된다. 기존 국방 R&D의 한계
를 극복하고, 미래전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
해 국가 R&D 역량을 결집·활용한 미래국방 핵
심원천기술 개발 추진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래전장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전장공간
측면에서, 전장이 지상·해상·공중에서 우주·사

성으로는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425

위성 등이 있다. 위성의 관측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요구되고, 고해상도
위성 영상의 대용량 크기의 데이터에 대한 실
시간 지상전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수십기
위성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위성자체 자
료처리 시스템이 요구되며, 위성 운용 궤도면
에서 관측 가능한 국가들과 정부공유 등의 수
단으로 활용하여 우방국과의 결속력 강화가 요
구된다.

4.2 통신

이버 공간으로 확장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다차
원으로 진화하며, 첨단 정보매체가 등장하면서

유선 통신 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다

정보공간에서의 우위확보를 위한 정보 작전의

양한 신서비스에 대응하여 대용량 트래픽을 실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시간으로 처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탄

전투 형태 측면에서, 다양한 작전요소들을

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술, 어떤

연결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중

상황에서도 고신뢰‧고가용도를 제공하는 자율

심 작전환경(NCOE)으로 변화하고,‘다차원 동

네트워킹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시·통합전투’를 통해 개별전력의 능력을 극대화

분야로서, 강화학습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기술,

하며, 정밀 파괴·살상에 의한 최소파괴 및 효과

그리고 정보중심 지능 네트워크, 종단간 안전

위주의 전쟁양상으로 전환과 군사 비군사적 제

한 정보 전달을 보장하는 신뢰 네트워크 기술

반 수단을 활용하여 적의 정치적 의지에 타격

로서 국방 스텔스 인터넷 기술로 구성된다.

을 주어 승리하려는 전쟁 수행이 요구된다[7].

전파 위성 통신 시스템은 위성통신탑재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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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 사용되는 위성통신시스템으로 구성된

대 형성이 미흡하였고, 先 기술개발

- 後 체계

다. 디지털중계용 위성탑재체 기술 개발 사업은

개발로 연결되는 무기체계 획득절차로 인하여

디지털 중계가 가능한 위성통신탑재체를 개발

개발 완료까지는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따라

하는 사업이며, 위치/전황 정보 공유 기술 개발

서, 무인화 기술은 산학연의 우수한 기술을 바

사업은 통신탑재체를 이용하여 군에 필요한 아

탕으로 민간에서 주도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한

군 위치 및 전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위성통

후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여 군 적용 사업을 추

신 응용서비스 개발 사업으로서 위성통신시스

진할 필요가 있다.

템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탑재체용 내방사선

정찰 및 타격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생

부품기술 개발 사업은 통신탑재체의 구현에 필

체모방형 로봇, 군집 로봇 등의 운용을 통하여

요한 우주급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투력 우위 확보 및 인명손실을 최소화할 수

사이버보안 분야는 초연결 전장에서 적의 사
이버전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공유 정보와 정보
통신체계를 보호하고 전·후방 전·평시에 무관
한 안전한 국방망 실현을 위한

AI 기반의 능동

적 사이버공격 예방･탐지･대응 핵심 기술 분야
이다.

4.3 무인화

있다. 특히, 장거리, 원격운용을 통한 지능화,

Risk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플랫폼 설계기술, 소재 기술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가전, 테러전, 항만과 연안 정
찰/경비 등 지상·해상·공중 등 다목적 임무 수
행용 무인체계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 육
군을 중심으로 드론봇전투단 부대 창설, 드론
봇Challenge 대회 등을 통해 무인화 체계의 군
자동화로 전투병력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 활용
무인화는 사람을 대신하여 외부 환경을 인

하여 산학연에서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식, 스스로 상황 판단 및 이동하여 주어진 작

적 응용이 가능한 핵심, 원천기술을 적극적으

업을 수행하는 이동체 설계기술로, 미래 전쟁

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양상의 다양화 및 전쟁 수단의 다변화로 인하
여 국방 분야에서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미

4.4 항법

래 전장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상·해상·공중·
우주 등 모든 영역에서 감시정찰 및 타격이 가

국가적인 독자 항법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형

능한 무인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정보통신, 센

위성항법시스템(KPS)이 예타 진행 중이다. 길

서기술 등의 발달로 실시간 통합 전장인식 및

찾기부터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지상-해양-공중의 복합
임무수행이 가능한 융복합형 무인체로 발전할
것이다. 다수, 다종의 무인이동체 통합 시스템
운용이 증대할 것이다.
국방 로봇에 대한 소요는 병력 감축 및 유무

2018년 1% 수준에서
2030년 10%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생체모
방, 착용형 로봇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소요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국방 무인화는 대
부분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의 기술
인 복합체계 운용 등으로

개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소요군과의 공감

19 대응까지 PNT(위치
(Positioning),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
정보)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되는 필수
인프라이며, 관련 시장도 성장 중이다. 그러나,
현재는 해외 시스템(美 GPS 등)에 전적으로 의
존 중이므로, 국제환경 변화, 신호 장애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평시에는 GPS를
코로나

보완하여 신산업용 초정밀 항법정보를 제공하
고, 유사시에는 기본적인

PNT 정보 제공이 가
8기의 KPS 위성을 배
치하여 초정밀 PNT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능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교통·금융·통신 등 국가 인프라 운영의 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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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로써, 초정밀

PNT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현재는 6대 우주 강국(美, 러,
EU, 中, 印, 日) 만이 독자 항법위성을 보유 중
이다.
정확한 PNT 정보 없이는 현대전/미래전에
서 승리하기 어렵다. 북한도 사용할 수 있는
창출 및 세계

공개된 위성항법 신호는 전쟁 시 차단될 수 있
으며, 이때 우리만의 독자 시스템이 있다면 전
장에서 매우 유리해진다. 또한, 다양한 위성항
법 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적의 항재밍 능력
도 향상된다. 육군에서는 현재 상용/군용

GPS

수신기를 사용 중이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KPS 군용 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다. 미래 모든 전투병들에게 통신장비가
제공될 수 있고, 이 장비에 항법수신기를 장착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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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분야 중대형급 무인항공기 활용 가능성 조사·분석
김명집*

1)

An Analytic Study on Using Possibility of Medium and
Large Class UAV in Disaster Areas
Kim, Myungjip*

ABSTRACT

Unmanned Aerial Vehicles(UAVs), popularly called drones, have been increasingly used in the
scene of the accident by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authorities in major countries. In spite of
these active applications in public sector, many people still regard small-sized drone’s own
technical limits, i.e. insufficient flight time, short flight distance, and light payload as the biggest
constraints for public operators who want to utilize drones efficiently in disaster and safety area.
This paper is intended to inquire necessity of medium and large class UAVs in semi-wide
disaster areas and to survey and identify what kinds of technical options Korean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authorities may have based on domestic industrial R&D capabilities. For this study,
macro and micro environmental analyses were performed to review the necessity, and gap
analysis were performed to identify gaps between demand of national authorities and supply of
domestic industries and to present various proposal to close gap between supply and demand
mechanism. Lastly, this paper ends with adequate application proposal to national authorities of
disaster and safety and development portfolio proposal to relevant national ministries of R&D for
medium and large class UAV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in real disaster fields.
초 록
드론이라 널리 불리는 무인항공기(UAV)는 주요국 국가재난안전 관청에 의해 사고 현장에서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소형 드론 고유의 기술적 한계인 부족
한 비행시간, 짧은 비행거리, 경량 탑재중량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드론 사용을 원하
는 공공 운용자에게는 최대 제약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준광역 재난 분야에서 중대형급
무인항공기의 필요성 조사연구와 국내 산업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한국의 국가재난안전 관
청이 가질 수 있는 기술적 선택지들의 조사·식별하고자 하였다. 이런 연구를 위해, 거시·미시 환
경분석을 필요성 검토를 위해 수행하였고, 국가관청 수요와 국내 산업 공급 간의 갭 식별과 수
요-공급 체계 간에 갭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위해 갭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본
논문은 실제 재난 분야에서의 중대형급 무인항공기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적정한 활용방안을 국
가재난안전 관청에게 제안하고, 국가R&D관계부처에는 개발 포트폴리오 제안으로 마무리하였다.

Key Words : UAV(무인항공기), UAS(무인항공기시스템), Disaster(재난), Safety(안전)
*

김명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구소 항공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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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조사하였다.

1. 서 론

본 논문은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 및 시사점
정부는 국가재난안전 분야의 무인항공 대응

을 토대로 재난·안전 대응용 중대형 무인항공

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난·치안 현장환경에

기의 활용·개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

을 제외하면 첫 번째 계층으로 소방차, 해경함

업으로

충, 두 번째 계층은 소형 드론과 같은 무인비

특화된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개발이라는 ‘국민
축 및 운용’ 사업을

2015년

2015년 다부처공동기획사
선정하여 2017년부터 사업화하였다.
기획보고서[2]에 따르면 중대형 무인항

현재의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망은 인공위성

정, 초동대응인력 등으로 구성된 지상·해상 계

행장치 계층, 세 번째 계층은 산림항공헬기, 응

3단

공기가 소형 무인비행장치보다 기술적으로 더

급의료헬기 등의 유인항공 계층으로 크게

급성과 최초 도입 시 운용부담을 고려하여 국

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첫 번째 계층과 세 번

지적 재난·치안 대응용 소형급 무인비행장치

째 계층 간에 대응능력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욱 적합하지만, 국가재난치안 관청 수요의 시

시스템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 사업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당초 기

획의도에 따라 그간 변화된 대내외 거시·미시

계 계층화가 된다. 하지만 무인비행장치 고유

현상을 중대형 무인항공기의 성능·기능적 능력
으로 메꾸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중대형 무인항공기의 우

적 환경과 활용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중대형

수한 통합임무(Integrated

급 무인항공기의 국가재난·안전 분야 도입 필

기반으로

4가지

Mission) 수행능력을
대표임무유형과 4가지 대표임

요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무지역 별로 국내 중대형 무인항공기 산업체가

립산림과학원),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하고 수요자가 배치·운용 시 참고할 만한 방안

분야 중대형 무인항공기 활용 수요조사를 시행

한편, 공급자 측면에서 수요자와의 갭 축소

국가재난안전 관청인 행정안전부, 산림청(국

5대

관청(이하 ‘수요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하여 수요를 식별하였다. 수요조사결과를 국내
중대형 무인항공기 연구개발·제작·판매 실적을

5개 산업체·연구소(이하 ‘공급자’)에 제
공하여 R&D사업화를 통해 공급 가능한 운용
개념(ConOps: Concept of Operation)을 제안받
았다. 수요자 요구도와 공급자 운용개념 간 식
별된 갭(Gap)을 분석하기 위해, 갭 분석 항목
보유한

운용개념을 통해 제안한 기종의 적합도를 제시
을 개략 제안하고자 한다.

를 위해 향후 체계개발과 같은

R&D사업화

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R&D 관계부
처 측면에서는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R&D사업화

3가지

R&D투자

판단유형 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식별 → 갭 목록화 → 갭 영향성 예측 → 갭
축소 방안 도출 순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수요자-공급자 조사 및 갭 분석과 함께, 수요

자의 현장관서에서 예상하는 중대형 무인항공
기 운용부담과 인프라·운용인력 부재 등의 현
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내 항공 인프라 최
대보유기관인 산림청,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
로 현재 인프라를 재난·안전 대응용 중대형 무
인항공기 운영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수용

추

진 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갭 축소 방안을 제

그림 1. 조사·분석 방법론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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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법률적으로 정의·규정하고 있다. 또한,

2. 본 문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사회재난은 재난

2.1 전제

안전법 제3호 제1호 나목에 정한 시군구재난안

한국의 항공안전법에는 중형 및 대형 무인항

공기의 등급 판단 기준이 없으나, 산업통상자

2016년 KS W
9000을 제정 고시하며 최대이륙중량 600kg 초
과는 대형 무인항공기(Large UAV), 150kg 초
과 600kg 이하는 중형 무인항공기(Medium
UAV),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는 중소
형 무인동력비행장치(Light UAV)로 분류하였
다[3].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무인
항공기 중 최대이륙중량이 600kg을 초과하는
기종은 극소수이므로, 조사대상 범위의 확대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중형, 대형 무인항공기 분
원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은

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위 국가표준과 일부 다
르게 분류·적용하였다.
Ÿ

대형 무인항공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
조에서 규정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Ÿ

중형 무인항공기: 항공안전법

124조

안전성

25kg을

인증

대상인

표 1. 재난 분류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자연 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대발생·조수·
화산활동·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재난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
고를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사회 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재난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
로 인한 피해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과

사고 통계는 재난연감에, 자연재해 통계는 재

해연보에 정리·수록하여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은

또는 무인멀티콥터

통계, 최근

유형으로

10년간

통계 등을 수록하고 있다.

구분

유형

사회
재난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규모 수질오염,
대규모 해양오염, 공동구재난, 댐붕괴, 지하철
대형사고, 고속철도 대형사고(일반철도 포함),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해양선박사고,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교정시설 재난
및 사고, 가축질병, 감염병 정보통신, 금융전산,
원전안전(방사능누출사고), 전력, 원유수급,
보건의료, 식용수, 육상화물 운송, GPS전파 혼신,
해양유도선사고, 공연장 안전사고, 기타

사고

도로교통, 화재사고, 산불사고, 철도사고(열차,
지하철), 폭발사고, 해양사고, 가스사고,
유·도선사고(내수면, 해수면), 환경오염사고,
공단내 시설 사고, 광산사고, 전기(감전)사고,
승강기사고, 보일러사고, 항공기사고, 붕괴사고,
수난사고(물놀이, 익사 등), 등산사고, 추락사고,
농기계사고, 자전거사고, 레저(생활체육)사고,
놀이시설사고

국제연합(UN)은 재난(Disaster)을 ‘인간의 사

망, 물질적·경제적·환경적 손실과 영향을 포함
하여 사회의 기능이 심각하게 붕괴된 상태로
서, 피해를 본 지역의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경
우’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국민의

23종의

자연재난의 국내외 개요, 발생·피해 및 복구비

2.2 재난

따라 재난을

일반사고는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재해연보는 당해

최대이륙중량이

초과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재난안전법’)에

28종,

표 2. 사회재난 및 사고 유형 분류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0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
치

전대책본부 이상이 운용된 재난이다.

생명·신

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최근

10년간(2009~2018)

사회재난은 국민안

전 의식 제고와 국가재난안전 관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로서, 총

94건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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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명의

2조8천억

인명피해와 약

피해가 발생했다[4].

원의 재산

경
제

그림 2. 최근 10년간(2009~2018년)
사회재난 발생 추이 (단위: 건) [4]

사회재난 급은 아니지만, 사고로서 최근

(2016~2018)간

총

88만여

건이

백만 명의 인명피해와 약
가 발생했다[4].
한편,

1.6조

3년
발생하여, 약 1
원의 재산피해

10년간(2009~
2018) 인명피해 331명, 이재민 20여만 명, 재산
피해 약 3조6천억 원이 발생하였고, 피해복구
비로 약 7조7천억 원이 중앙지원과 자력복구로
투입되었다. 특히,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 라
니뇨·엘니뇨, 극지 융빙 등의 전(全) 지구적 공
자연재난으로는

최근

통원인으로 한반도의 이상기후도 해마다 그 양
상이 변화 중이다.

2.3 도입 환경분석
재난·안전 분야의 중대형 무인항공기 도입

필요성 검토를 위해, 거시적·미시적 환경과 활

환
경
정
치
/
법
규

Ÿ 국내외에서 공공목적·과학탐사용으로 시범
운용 중
Ÿ 해외 대규모 재난 현장에 군사용 중대형 무
인항공기 임시 투입 사용
Ÿ 글로벌 재난 경제 손실액은 최근 20년간
(1998~2017) 2,908억 달러
Ÿ 최근 10년간(2009-2018) 국내 사회재난으로
2조8천억 원 재산피해
Ÿ 자연재난은 3조6천억 원 재산피해와 7조7천
억 원 피해복구비 투입
Ÿ 기후변화로 라니냐, 엘니뇨, 연안지역 침수,
극한 저온/고온 등 빈번 발생
Ÿ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홍수, 호우 등의 증가
Ÿ 산업화로 인한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
Ÿ 무인비행장치 법규제는 촘촘하며, 산업 활
성화 정책 지원 활발
Ÿ 반면, 무인항공기(자체중량 150kg을 초과)는
법령·기술기준 정비 필요
Ÿ 또한, 초기 공공시장 창출 등의 제반 육
성·진흥 정책 미약

미시적 환경분석은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항공계층, 무인비행장치 대비 장단점, 투입가능
재난유형, 무인기 기술동향, 무인기 후보군 등
의 세부적인 요소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표 4. 미시환경 분석
국가
재난안전
관리체계
무인비행
장치
대비
장단점
투입가능
재난유형

용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STEEP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법규 등 5가지 거
거시적 환경분석은

무인기
기술동향

시환경 요소별 분석을 통해 영향성과 핵심근거
를 조사·분석하였다.

표 3. 거시환경 분석

사
회

기
술

Ÿ 도시화 및 지구온난화로 재난이 복잡화, 대
형화·집중화, 불확실화, 초국경화
Ÿ 국민의 재난·안전 민감도 증가와 SNS 전
파력 증대로 여론 파급력 증대
Ÿ 국가의 재난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 증가
Ÿ 중대형 무인항공기 시장은 군용시장이며,
상용시장은 미형성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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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후보군

Ÿ 관계관청은 약 137대의 유인항공기
운용 중, 고위험 조건에서 운용제약
Ÿ 무인비행장치도 제한적 임무에 운용
중, 성능·기능 한계로 대응공백 존재
Ÿ 무인비행장치 대비 성능·기능·운용
측면에서 우월한 장점 보유
Ÿ 반면 획득비, 운용유지비, 사고 시 피
해규모 등은 단점
Ÿ 사회재난 유형 28개 중 10개, 일반사
고 유형 23개 중 4개 유형 투입 가능
Ÿ 자연재난은 기상환경에 따라 투입 가
능여부 좌우
Ÿ 중대형급 무인항공기 전문 항공산업
체는 소수
Ÿ 정부는 무인항공기 인증기술 기준 개
발사업 추진 중
Ÿ 기존 국가R&D사업·과제와 중복성은
적고 차별성은 큼
Ÿ 국내 중대형 무인항공기 전문 항공산
업체 기술개발 현황과 제품 확인
Ÿ 최대이륙중량, 운용반경, 운용시간 등
의 핵심 성능 벤치마크
Ÿ 재난·안전 대응용 중대형 무인항공
기 후보 발굴

활용사례 분석으로는 무인비행장치의 국내외
전반적인 활용사례와 중대형 무인항공기의 국
외 주요 활용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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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특화된 중대형 무인항공기 상용화는 없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대형
무인
항공기

Ÿ 국내 상당수 재난·안전 관계관청은 행정
규칙 운용 중
Ÿ 국내외 관계기관들은 소방, 치안, 해양,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Ÿ 초동대응뿐만 아니라 재난원인 분석 분
야도 활용 중
Ÿ 후쿠시마 원전 사고지역과 같은 준광역
재난 현장에서 군용 중대형 무인항공기
임시 투입, 농업용 중형 무인헬기 개량
후 사용 등
Ÿ 미 NASA는 퇴역 군용 무인항공기를 양
여 받아 과학탐사용 개조·사용
Ÿ 한국은 재난·안전 분야 중대형 무인항공
기 활용사례 없음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은 ‘19년 해양임무용 틸트윙 무인항공기 개
발 착수)

위와 같은 도입 환경분석을 통해, 국가 재난
안전관리체계에

(준)광역적

재난·안전사고 대

응, 유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간 성능·기능적
공백 제거, 유인항공기의 경제적·기술적 대체
등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중대형급 무인항공 계
력이 제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무 및 통합임무, 기대 성능·기능, 최초 시범운
용 가능 임무, 긍정효과 및 우려사항 등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림·해양 임무분야가 기

술적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산림은 산불이 강
풍 조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주목하여
최대 풍속

15m/s의

환경조건에서도 임무가 가

능해야 한다고 했으며, 해양은

3단계로 임무
3단계의 해양안보임무
(MDA: Maritime Domain Awareness)로 함상
이착함 기능을 요구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등급을 구분하고 최고

재난 현장의 모니터링 및 대응자원관리를 위한
전체 상황인식(Situation

Awareness)을

시간 이상의 체공능력을 기대하였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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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요자 조사결과 요약
수요
자
활용
수요
조사

활용
수요
조사
결과

그림 3. 재난안전 분야 중대형 무인기 도입 필요성

Ÿ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소방
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Ÿ 중대형 무인항공기 필요성, 운용실적, 운용
검토여부 등
Ÿ 무인비행장치 운용 만족/불만족 사항
Ÿ 중대형 무인항공기 기대임무, 통합임무, 성
능·기능, 최초 시범운용 가능임무, 기대효과,
우려사항, 특별 고려 사항 등
Ÿ 행정안전부 : 전체 상황인식(SA)을 위한 24
시간 이상 체공능력 요구
Ÿ 국립산림과학원 : 운용반경 100km, 임무중
량 100kg, 운용시간 5시간
Ÿ 해양경찰청 : 3단계적 요구를 통해 최고 단
계 경우 운용반경 100km, 임무중량 100kg,
운용시간 5시간 및 함상이착함 기능과 SAR
장착 요구
Ÿ 경찰청 : 무인비행장치의 짧은 비행시간으
로 1시간 이상 체공능력 요구
Ÿ 대부분 관청 : 비우호적 기상환경 조건에서
도 운용능력 기대

표 7. 수요자의 기술적 요구도

2.4 수요자 조사

수요
자

행안부

경찰청

해경청

국립산림
과학원

주
임무

전체상황
인식(SA)

현장감식,
실종자
수색,
현장상황
파악

해양임무
(3단계)

산불,
산사태,
병해충,
산림조사

운용
반경

1km

1~5km

5, 80,
100km

100km

국가재난안전 관청을 수요자로 삼아 구조화
된 설문지와 인터뷰 방식으로 활용 수요조사를

5개

기관 중

9명이 응답하였고, 조사
12월이다. 응답 정확도 제고를
에서

무인비행장치 만족·불

만족 사항, 중대형 무인항공기 도입 필요성, 과

층을 도입할 경우의 대규모 재난·안전 대응능

시행하였다. 수요자

13개로,

거 도입 검토여부, 활용가능 재난유형, 기대임

표 5. 미시환경 분석
무인
비행
장치

설문항목은 총

8개

관계부서

시기는

2019년

위해 조사계획

및 설문항목의 설명을 먼저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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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자
운용
시간
임무
중량

행안부

경찰청

24시간

1시간+

-

3kg

해경청
1, 4,
5시간
10 / 30
/ 100kg

국립산림
과학원
5시간

이는 산림청 인프라는 산림재난 전용이나, 공

항은 민항기 또는(그리고) 군용기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인프라인 점이 작용되었다.

100kg

임무
장비

EO/IR

EO/IR

EO/IR, SAR,
SATCOM,
화물랙

이
착륙

수직
이착륙

항법

자동항법

수직
이착륙
자동·수동
항법,
SAA,
DAA

수직
이착륙
자동·수동
항법,
SAA,
DAA

운용
및
임무
지역

산악,
농지,
도로/철
도, 도시,
산업단지,
해양,
해안선

해양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해양,
해안선,
항만,
도서지역

산악

운용
환경

우호적,
비우호적
(태풍,
호우 등)
기상

우호적
기상,
비우호적
(우천)
기상

우호적,
비우호적
(태풍,
풍랑,
해일,
해무)

우호적,
비우호적
기상(최
대 풍속
15m/s)

EO/IR,
화물랙
수직
이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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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운영거점 후보군 수용성 조사
조사
대상

수용성
조사

자동항법,
DAA

수용성
조사
결과

Ÿ 산림청(산림항공본부), 한국공항공사
Ÿ 중대형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높은 수
준의 현장운용인력, 이착륙장, 행거, GCS
등 필요성
Ÿ 기존 항공 인프라를 활용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용성 조사
Ÿ 산림청(산림항공본부) : 전국 12개 산림
항공관리소에 국내 최대 규모(軍 제외)
의 산림항공헬기 운용 중이고, 무인비행
장치 활용도도 높아서 중대형 무인항공
기 운용 수용성 높음
Ÿ 한국공항공사 : 기술적 우려, 기존 민항
기 및 군용기와의 운용 간섭, 항공관계
법령의 미비, 유·무인기 공역통합 진도
등의 사유로 중대형 무인항공기의 공항
수요성이 낮음

2.5 운영거점 후보군 수용성 조사
군(軍)을 제외한, 국내 항공 인프라 최대보유
기관인 산림청의 산림항공본부와 한국공항공사

를 대상으로 현재 보유 중인 항공 시설/장비/
인력 등의 인프라를 재난·안전 대응용 중대형
무인항공기 운영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및 수용성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
사의 필요성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수요자의

중대형 무인항공기 시스템 배치·운용 부담이며,
둘째는 무인비행장치가 통상적으로 단위임무용
이라면 중대형급 무인항공기는 중량/성능/기

그림 4.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 배치도

능적 우월성으로 다양한 임무의 통합임무와 같

표 9. 한국공항공사 관리 공항 현황

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분

국제공항 (7개)

국내공항 (7개)

용 중대형 무인항공기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민간
공항

김포ㆍ제주ㆍ무안ㆍ
양양

울산ㆍ여수

정익 무인기 활주로 사용, 수직이착륙 무인기

군
공항

김해ㆍ대구ㆍ청주

광주ㆍ포항ㆍ사천ㆍ
군산ㆍ원주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이 재난·안전 대응

보여주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에서의 고
헬기장 사용 등에 대해 낮은 수용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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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급자 조사
국내 중대형 무인항공기 연구개발·제작·판매
실적을 보유한

5개

산업체·연구기관을 대상으

로 수요자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자
운용개념을 제안받아 심화 인터뷰를 통해 산업
역량을 조사·분석하였다.

공급자 조사를 위해 ‘기본플랫폼’이라는 개념

을 적용하였다. 중대형 무인항공기 개발 비용·
기간은 무인비행장치 대비 상대적으로 많고 길

므로, 기존의 시제품 및 양산품을 기본형상,
즉, 기본플랫폼으로 삼아 재난·안전 대응에 필
요한 추가적인 성능·기능을 개발하는 방식의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의 기술
적 리스크 경감 및 투자효과 제고가 가능하다.

그림 6. 수요자-공급자 조사항목 구조화
표 10. 공급자 조사 결과 요약
공급
자
운용
개념
조사

그림 5. 재난·대응용 중대형 무인항공기 기술개발
접근법

공급자 운용개념 조사 분야는 통합임무내용,

운용개념도, 임무선도, 시스템 구성도 및 기체
형상도, 성능 및 제원 제안, 결함·사고 시 비상
대처방안, 운용방안, 기술개발안 등으로 구성하
였다.

공급자 조사는 공급자의 충분한 항공분야 전
문성을 고려하여 운용개념 조사 양식을 구조화
하여 추후 수요자-공급자 갭 분석에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앞서 수요자 조사는 수요자
그룹의 항공분야 비전문성을 고려하여 설문항
목 설계 시 응답 가능한 사항만을 설문 항목화
하였다. 이에 따라 갭 분석 단계에서 수요자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항목은 본 논문
의 근거인 정부용역의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
주연구원이 수요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정한 요구도 수준을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

Ÿ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성우엔지니어링,
베셀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Ÿ 현 기술역량으로 사업 시 달성 가능 제안
Ÿ 주임무/보조임무, 운용개념도, 임무선도
Ÿ 성능·제원, 결함대처방안, 운용·개발방안
Ÿ 중량등급 : 9개 제안기종(대형 5, 중형 3,
소형 1) 제안
Ÿ 선행연구실적 : 제안기종 모두 보유하여
사업 시작시점(‘21년 전제) TRL 5~6 예상
Ÿ 목표 기술성숙도 : 개발 종료 시 7~9 예
상 (9: 1개, 8: 6개, 7: 2개)
Ÿ 기체유형 : 회전익 4개, 고정익 2개, 복합
형 2개, 틸트로터 1개
Ÿ 추진기관 : 전기모터 3개, 로터리/피스톤
3개, 가스터빈 2개, 복합형 1개
Ÿ 기본플렛폼 원조모델 : 고유기종 4개, 타
산업체 2개, 해외구입 1개, 군 1개
Ÿ 주요 성능지표 : 대형급 제안기종 운용반
경 최소 100km 이상, 운용시간은 태양광
HALE 7일 최장 제안, 최대임무중량은 대
형급 3개가 최소 110kg 이상 제안
Ÿ 주요 기능지표 : 제안기종 5개 정전기 방전
장치, 방빙/제빙장치는 1개 기종은 착빙탐
지센서, 2개는 선택사항 제안. ADS-B는 5
개 제안기종 장착 제안
Ÿ 통신지표 : C2 통신은 이중화 이상, 임무
데이터 통신은 3개 기종은 이중화. 2개
기종은 SATCOM 장착 제안
Ÿ 내풍성 : 대부분 기체가 10m/s 내외 내풍
성 제안
Ÿ 임무장비 : 모든 제안기업이 수요자 요구
에 따라 임무장비 다변화 입장
Ÿ 탐지 및 회피 : ABSAA 기반의 ADS-B,
Transponder 활용 DAA 방식 제안(8개 기종)
Ÿ 현장운용인력 : 대형급 기체는 5~7명, 중
형급은 최소 3명 이상 필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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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제안기종별 운용개념 제안 종합
한국항공
우주산업

제안기관
/
기본
플랫폼
중량
등급

대한항공

성우엔지니어링

베셀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화
경량헬기

KUS-VT

KUS-VH

Argos

MPUH

B-30

CT-UAS

EAV-2

EAV-3

용역(1)

대형

대형

대형

중형

대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국가
표준

대형

중형

중형

중소형

중형

중소형

대형

소형

중소형

기술이전 절충교역
타
타
자체투자 자체투자
/자체투
/
국가R&D 국가R&D 산업체
산업체 (국가R&D)
(국가R&D)
자
자체투자
자체투자 국가R&D

선행연구
실적

자체투자

TRL
현재(2)→목표

6→8

6→8

6→8

기체 유형

회전익

틸트로터

5→8

6→8

6→8

7→9

5→7

5→7

회전익

복합형

회전익

회전익

고정익

복합형

고정익

추진기관

가스터빈

로터리

가스터빈

모터/내
연

기본플랫폼
원조 모델

해외LSA유
인헬기

TR-60

육군
500MD

고유

고유

넥스컴스
B-30

독일
CTLS

고유

고유

내연기관 전기모터

왕복동

전기모터 전기모터

주
요

운용반경
(km)

100

80~100

100~200

50

50

4

500

50

50

성
능
지
표

운용시간
(시간)

5

5

2.5

12

6

0.5

14

12

168
(7일)

최대임무
중량(kg)

110

20

327

10

60

20

400

2

10

주
요

정전기
방전장치

장착

장착

장착

장착

장착

-

-

-

-

기
능
지
표

방빙/
제빙장치

탐지센서
장착

-

-

선택적
장착

선택적
장착

-

-

-

-

ADS-B

장착

장착

장착

장착

장착

-

장착

통
신
지
표

C2

3중화

2중화

2중화

2중화

2중화

2중화

3중화

3중화

3중화

임무
데이터

2중화

단일

단일

단일

단일

2중화

2중화

단일

단일

SATCOM

적용

-

-

-

선택장비

-

적용

-

-

(3)

내풍성(m/s)
임
무
장
비
·
탑
재
물
(4)

탐
지

TransponderTransponder

10

15~20

8.7

15

15

14

5.1~15.4

10~20

5~10

EO/IR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일부

기본

기본

기본

MPR

선택

-

-

-

-

-

-

-

-

스펙트럴

-

-

-

선택
(멀티)

-

-

-

-

-

LiDAR

선택

-

-

-

-

-

-

-

-

소화탄

선택

-

선택

-

선택

기본

-

-

-

구명부이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

-

구호물자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

-

ADS-B

ADS-B

ADS-B

ADS-B

-

ADS-B

DAA

ADS-B

SAA

비행영상

TransponderTransponder

비행영상 비행영상 비행영상 비행영상 비행영상 비행영상 비행영상 비행영상

운용인력(명)

7

5

5

3

3

6

6

3

3

단위편제
획득예상가(5)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1)
(2)
(3)
(4)
(5)

등급 기준은 이륙중량 25kg ~ 자체중량 150kg은 중형, 그 초과는 대형으로 분류
2021년 기준
내풍성 조건은 이착륙, 순항, 호버링 등의 경우별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운용개념에 없다 하여도 수요자 요구도에 따라 선택 장착 가능한 경우도 있음
조사 참가 산업체의 민감한 입장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비공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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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요자-공급자 갭 분석
구조화된 갭 분석 항목[그림

6]을

사용하여

아래의 갭 분석 흐름도에 따라 수행하였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갭 식별

갭 목록화
및 정의

갭 영향성
예측

갭 축소
방안 제시

갭 분석
항목별
갭 식별
및 분류

▶

중복 갭
통합･조정,
목록화, 갭
정의

▶

축소･해소
없을 경우
영향성
예측

갭 축소
방안 도출
및 제시

축소
방안

:

공급자 운용개념이 수요자 요구도

를 특정조건에만 충족할 경우
Ÿ

구체성

:

공급자 운용개념 제안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 수요자 요구 및 협의사항이
없어 구체적 제안이 어려운 경우

Ÿ 임무유형, 기체유형, 성능지표, 임무장비,
항법유형, 운용지표, 기능지표, 통신지표,
경제성, 결함대응 10개 세부분야 23개 항
목으로 구조화
Ÿ 23개 항목에서 총 13개 갭이 식별
Ÿ 공통 갭 8개, 해경·행안부·경찰 갭 각각
2/2/1개, 장거리·근접임무 갭 1개
Ÿ 식별된 13개 갭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분
야로 운항안전 6개, 임무제약 10개, 배치·
정비 제약 5개(이상 중복 허용) 예측
Ÿ 식별된 13개 갭 축소·해소를 위한 23가지
방안 제시

영향
성

제한성

이후, 중복적 갭을 통합･조정하여 총

표 12. 수요자-공급자 갭 분석결과 요약(1)

목록
화

충족하는 운용개념을 제시한 경우
Ÿ

▶

그림 7. 갭 분석 흐름도

갭
분석
항목

23개 항목 중 16개 항목에서 갭이
존재하였다[표 14]. 이때 해당 갭의 유형을 다
음 3가지로 분류하였다.
Ÿ 희소성 : 소수의 공급자만 수요자 요구도를
구조화된

13개

갭을 식별하여 목록화하고 각 갭에 대해 정의
하였다[표

15].

각 갭 별로 해당 갭이 축소 또

는 해소되지 않을 때 예측되는 부정적 영향성
을 식별하였다[표

16].

마지막 단계로, 해당 갭

을 축소 또는 해소하기 위해 위한
제시하였다[표

13, 17].

23개

방안을

표 13. 수요자-공급자 갭 분석결과 요약(2)
유
형

희

갭

수요자

1

해양 MDA 임무
함상이착함

해경청

2

24시간 체공

행안부

3

해양임무용 SAR 장착

해경청

4

방빙/제빙 장치

공통

5

임무데이터 통신 백업

공통

6

SATCOM

장거리/
지·수면근접

7

악천후 운용환경

공통

●

●

8

인구·시설 밀집지역

행안부,
경찰청

●

●

9

기술검증 및 규제

공통

●

●

10

운영거점

공통
(산림外)

●

11
12
13

체계개발 ILS요구도
수요-공급 시장
고장·사고율 허용목표

공통
공통
공통

●
●
●

소
성

제
한
성

구
체
성

영향 분야
임무제약 배치/정비

번
호

운항안전

●

●

●
(1개 기종外)
●
(1개 기종外)
●
●
(3개 기종外) (3개 기종外)
●
(3개 기종外)
●
●
(3개 기종外) (3개 기종外)

●

●

갭 축소·해소 방안의
주도방식
(1)
(2)
(3)
(4)
(5)
(6)
(7)
(8)

수요자
공급자
수요자
수요자
수요자
공급자
공급자
수요자

(요구도↓)
(기능↑)
(운용성↓)
(운용성↓)
(기능↓)
(장비↑)
(기능↑)
(운용성↓)

(9) 공급자 (통신↑)
(10) 수요자 (요구도↑)
(11) 수요자 (운용성↓)
(12) 공급자 (성능↑)
(13) 수요자 (운용성↓)
(14,15) 수요자 & 공급자
(요구도 절충/합의)
(16) 감항당국 (법규정비)
(17,18) 수요자&수요자 (합의)
(19) 수요자&전문기관 (위탁)
(20) 수요자 (투자↑)
(21,22,23) 수요자&공급자
(요구도 절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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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수요자-공급자 갭 목록

표 14. 수요자-공급자 갭 식별
구분

임무
유형

항목

갭
유형

재난유형

제한성

대응시기

임무지역
기체
수직이착륙
유형
운용반경

Ÿ 악천후 운용환경
Ÿ 인구·시설 밀집지역
Ÿ 해양 MDA 임무 함상이
희소성
착함 (1개 기종)
제한성 Ÿ 악천후 운용환경
제한성 Ÿ 인구·시설 밀집지역
희소성
제한성

성능
지표

운용시간

임무
장비

항법
유형

기능
지표

희소성
제한성

최대
임무중량

수요자-공급자 갭

희소성
제한성

임무장비·탑 희소성
재물
종류
제한성
자동·수동항
법
DAA, SAA 구체성
정전기
방전장치
방빙/제빙
희소성
장치
ADS-B
C2 통신
백업
임무데이터
희소성
통신 백업

Ÿ 대부분 충족 (7개 기종)
Ÿ 해양 MDA 임무 함상이
착함 (1개 기종)
Ÿ 악천후 운용환경
Ÿ 24시간 체공(행안부 수
요) (1개 기종)
Ÿ 악천후 운용환경
Ÿ 해양 MDA 임무 함상이
착함 (중량 부족)
Ÿ 악천후 운용환경
Ÿ 해양 MDA 임무 함상이
착함 (1개 기종)
Ÿ 해양임무용 SAR 장착 (1
개 기종 MPR)
Ÿ 악천후 운용환경
Ÿ 모두 충족
Ÿ 기술검증 및 규제
Ÿ 일부 충족 (5개 기종)
Ÿ 방빙/제빙 장치 (2개 기
종, 1개 기종 착빙 탐지)
Ÿ 대부분 충족 (8개 기종)
Ÿ 모두 충족

Ÿ 임무데이터 통신 백업
(2개 기종)
Ÿ SATCOM (2개 기종, 기
SATCOM 희소성
타 1개 기종은 선택장
비)
운용기상환
Ÿ 악천후 운용환경 (운용
제한성
경
제약조건)
연간운용
Ÿ 모두 충족
횟수
운용
인프라(시
지표
구체성 Ÿ 운영거점
설·장비)
현장운
Ÿ 합리적 공급자 제안
용인력
MRO
구체성 Ÿ 체계개발 ILS요구도
경제
획득예상가 구체성 Ÿ 수요-공급 시장
성
사고 결함발생시
구체성 Ÿ 고장·사고율 허용목표
대응 대처방안
통신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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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번
형 호

갭

수요자

갭 정의

해양
Ÿ SWC(무인헬기)만 함상이착함
MDA
개발 제안
1
해경청
함상
Ÿ 위 기종은 수요자(해경) 최대
이착함
임무중량 요구도 100 kg 미달
Ÿ 행안부 요구도(24시간 체공)에
24시간
2
행안부
대해 KARI(태양광 HALE 무인항
체공
공기)만 7일 체공 개발 제안
해양
Ÿ KAI(무인화헬기)만 SAR 기능
SAR 해경청
희 3
을 포함한 MPR 장착 제안
장착
소
방빙/
Ÿ SWC(틸트프롭,무인헬기)만 선
4 제빙
공통
택 장착 제안, KAI(무인화헬기)
성
장치
는 착빙 탐지센서 장착 제안
임무
Ÿ KAI(무인화헬기), VSA(다수 멀
5 통신
공통
티콥터, OPV) 2중화 이상 제안
백업
Ÿ KAI(무인화헬기)
INMARSAT
장거리/ Class 4, SWC(무인헬기) 선택
SAT
6
지·수면 장비(사양 미공개), VSA(OPV)
COM
근접
천리안1호 위성 SATCOM 제
안
Ÿ 공급자가 제안한 운용제약조건
악천후
이내에서만 정상운용 가능
7 운용
공통 Ÿ 일부 수요자가 요구한 악천후
환경
운용은 제한적 가능 (예: 관계
제
당국의 정무적 판단 등)
한
Ÿ 일부 수요자는 인구·시설 고/중
인구·
밀집지역을 임무지역 요구
성
시설 행안부, Ÿ 일부 공급자는 위 지역을 임
8
밀집 경찰청
무지역으로 제안하였으나, 기
지역
체 고장·사고율 목표 등의 기
술적 근거를 제시못함
Ÿ 무인항공기의 탐지 및 회피를
기술
위한 관련 기술의 완성도 제
검증
9
공통
시 및 시연 사례 등이 없음
및
Ÿ 무인항공기 감항증명, 공역통
규제
합, 식별체계 등의 법제도 필요
운영
공통 Ÿ 수요자의 명확한 요구도 부재
10
거점 (산림外) Ÿ 공급자 운영거점 제안 부재
구
체계
Ÿ 수요자의 명확한 요구도 부재
개발
Ÿ 체계개발시
수요자-공급자
공통
체 11
ILS
협의를 통한 ILS 요구도 정
요구도
립 필요
성
수요Ÿ 시스템 획득가격 등은 수요12 공급
공통
공급 시장 방식의 논의 필요
시장
고장·
Ÿ 수요자의 명확한 요구도 부재
사고율
13
공통 Ÿ 공급자 고장·사고율 목표 미
허용
제시
목표
㈜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SWC: 성우엔지니어링, KA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VSA : 베셀에어로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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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수요자-공급자 갭 영향성
(범례 : ● 주목할 만한 부정적 영향 존재)
유
형

번
호

1

2

희

3

소
성

제

4

갭
(수요자)

방빙/제빙
장치
(공통)

6

Ÿ
SATCOM
(장거리/지
･수면 근접
Ÿ
임무)

9

10
구
11
체
성

●
Ÿ SWC(2개 기종), KAI(무인화헬기) 외에는 동계 또는(그리고) 국제표준대
(3개
기 조건 해면고도 2.3km 이상에서 장시간 운용시 착빙 탐지 또는 방
기종
빙·제빙 능력 결여로 운용제약 및 비행사고 우려
外)

임무데이터 Ÿ 일반적 무인항공기와 달리, 재난·안전 대응용 무인항공기는 임무데이터
통신 백업
통신 실패 시 귀환 또는 예비기체 발진 시 적시 대응력 저하
(공통)
Ÿ KAI(무인화헬기), VSA(2개 기종) 외 제안기종은 이러한 적시 대응력 저하 우려

8

12

13

●

해양임무용
Ÿ KAI의 무인화헬기 외 제안기종은 시계가 저하되는 구름, 해무 등의 해
SAR 장착
상조건에서 AIS – SAR(또는 MPR) 연계 선박 식별 불가
(해경청)

5

7

영향 분야
배치
운항 임무
/
안전 제약
정비

해양 MDA Ÿ SWC(무인헬기)만 함상이착함 제안을 했으나, 해당 기종도 제안 성능에
임무
따르면 해양 MDA 임무 범위 축소 및 수준 저하
함상이착함
Ÿ 운용반경 : 100km(수요) vs. 50km(공급)
(해경청)
Ÿ 최대임무중량 : 100kg(수요) vs.60kg(공급)
Ÿ 고고도 장기체공 태양광 무인항공기 외 제안기종은 교대비행 단위편제
24시간
구성 및 충분한 예비기체 확보 필요
체공
Ÿ 교대비행 시점에 악천후 환경일 경우 교대비행을 위한 후속 교대기 발
(행안부)
진 불가로 상시 체공성 저하

악천후
운용환경
(공통)

한
성

갭 축소·해소 안 될 경우 부정적 영향성

인구·시설
밀집지역
(행안부,
경찰청)
기술검증
및 규제
(공통)

통신 LOS를 초과하는 장거리 운항이거나, 지면·수면 근접비행으로 통
●
신음영환경 발생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탑재물 운송/투하, 시료 채취
(3개
등을 필요할 경우 SATCOM 미활용시 C2 및 임무데이터 통신 능력 결여
기종
KAI(1개 제안기종), SWC(1개), VSA(1개) 외 제안기종은 위 환경에서 별
外)
도의 지상/해상/ 항공기 중계기 배치가 없으면 통신 능력 결여
Ÿ 공급자 운용개념 제안 상의 운용제약조건을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비행
이 불가
Ÿ 다만, 관계당국이 투입위험성 대비 투입효과가 크다고 정무적으로 판 ●
단할 경우 제한적 투입할 수 있지만, 임무완수 및 운항안전성 담보 확
률 현저히 저하

●
(1개
기종
外)
●
(1개
기종
外)
●
(3개
기종
外)
●
(3개
기종
外)
●
(3개
기종
外)

●

Ÿ 인구·시설 밀집지역을 비행경로 또는 임무지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기
체 고장·사고율 허용목표 정립 없이 개발된 기체를 투입할 경우 운항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위험성이 존재하여 추락 등 2차 사고 위험 노출

●

●

Ÿ 탐지 및 회피 기술검증 및 규제화, 무인항공기 형식·감항 증명, 공역통
합, 식별체계 등의 법제도 미정비시 개발이 완료되어도 상용화 진입 제약

●

●

Ÿ 수요자-공급자 간에 운영거점 마련 방안 합의가 안 될 경우, 기확보된
항공기 인프라·인력이 없는 수요자는 수용성이 결여되고, 공급자는 운
용시나리오 제안 현실성 저하
체계개발 Ÿ 수요자-공급자 간 ILS 요구도 합의가 안 될 경우, 무인항공기 시스템
ILS요구도
신뢰성, 정비성, 가용도 등의 ILS 요소에 관해 사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공통)
공급자는 소급적용에 기술적·경제적 애로
Ÿ 획득가는 임무요구도 난이도, 단위편제 구성, 임무장비 종류/사양, 구매
수요-공급
(양산) 수량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되는 항목으로, 수요자-공급자
시장
간에 시장 논리를 적용한 합리적 협의가 없을 때, 재난·안전 등의 공공
(공통)
목적용 중대형 무인항공기 시장 창출 불가
고장･사고 Ÿ 위 체계개발 ILS요구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감항당국의 기준 권고/제
율
정 또는(그리고) 수요자-공급자 간 합의에 따른 목표 설정 등이 없을
허용목표
때, 인구·시설 고/중 밀집지역을 비행경로 및 임무지역화하는 것은 현
(공통)
실적으로 불가

●

운영거점
(산림 外)

●

●

●

●

㈜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SWC: 성우엔지니어링, KA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VSA : 베셀에어로스페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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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수요자-공급자 갭 축소･해소 방안
유 번
형 호

갭
(수요자)

주도자
(방식)
수요자 ①
해양 MDA (요구도↓)
임무
1
함상이착함 공급자 ②
(해경청)
(기능↑)

2

24시간
체공
(행안부)

희
소
성

제
한
성

수요자 ②
(운용성↓)

수요자 ①
해양임무용 (기능↓)
3
SAR
(해경청)
공급자 ②
(장비↑)
공급자 ①
방빙/제빙 (기능↑)
4
장치
(공통)
수요자
(운용성↓) ②
임무데이터
공급자 ①
5 통신 백업 (통신↑)
(공통)
SATCOM
①
(장거리/지· 수요자
6 수면 근접 (요구도↑)
임무)
수요자 ①
악천후 (운용성↓)
7 운용환경
공급자
(공통)
(성능↑) ②
수요자 ①
인구·시설 (운용성↓)
밀집지역
②
8 (행안부,경 수요자 &
공급자 ③
찰청)
(요구도
절충/합의)
9

구

수요자 ①
(운용성↓)

10

체
성
11
12
13
㈜ KAI:

갭 해소 또는 축소 방안
※ 아래 원(圓)번호가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SWC 제안기종(무인헬기) 성능(운용반경 50km, 최대임무중량 60kg)에 부합되는
MDA 임무 조정
운용반경 100km, 최대임무중량 100kg 이상의 성능을 제안한 제안기종 3개의 함상
이착함 기능 추가 가능성 절충연구 (해경청이 보유 중인 해경함정 헬리패드· 격납고
규모 등 고려 필요)
KARI 제안기종(고고도 장기체공 태양광 무인항공기)의 기술성숙도 목표는 7 수준으
로, 수요자가 바로 현장 배치·운용에 필요한 최소 8 수준 또는 통상 9 수준에 미만
이므로, 기술시범기 방식의 시범운용 수준으로 운용방식 조정
12시간 이상 운용시간을 제안한 SWC(틸트프롭), VSA(OPV), KARI(중고도 장기체공
태양광 무인항공기) 제안기종을 1일 2교대 비행 방식으로 운용 (위 운용시간 미만
의 제안기종은, 24시간 상시 교대 체공을 위해 야간에 발진/회수 등 필요)
KAI 제안기종(무인화헬기)은 SAR를 포함한 MPR 장착을 유일하게 제안한 기종으로,
함상이착함 기능요구 대신 지상운영거점 기반으로 SATCOM을 활용하여 운용반경
100km 이내 해상 임무
그 외 제안기종 중 SAR 또는 MPR 임무장비 중량, 임무장비 요구 기체 측위 정밀도,
탑재 공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기체 적용
임무에 따라 운항안전에 직결되는 기체 주요부위에 착빙 확률이 높은 시기, 고도,
지역 등에 투입되는 기체에 대한 수요자 요구도로 착빙 탐지 또는(그리고) 방빙/제
빙 기능 추가를 공급자에게 요구
착빙 확률이 높은 조건에서 제한적 운용
수요자 요구임무 중 임무데이터 통신 결함 등으로 운영거점 복귀 시 적시 대응력이
상당히 저하되는 임무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백업 통신 요구
수요자 요구 임무가 통신 LOS 운용반경을 넘거나, 통신 LOS 범위이지만 지면·수면
근접임무로 통신음영 지역으로 특정 시간동안 진입·체류해야 하는 경우 지상/해상/
공중 C2/임무데이터 통신 중계기의 별도 운용방안이 있는 제안기종을 제외한 기종
에 SATCOM 장착 요구
공급자 제안기종의 운용제약조건 이내에서 운용(다만, 정무적 판단에 따라 악천후
조건에서 투입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수요자 내부 규정화 검토)
악천후 조건에서의 운항안정성을 상향을 위한 추가개발
인구 희박지역만 비행경로 및 임무지역 대상 선정
기체 고장·사고율 허용목표 정립
기체 고장·사고율 허용목표를 (1) 인구·시설 고밀집 지역, (2) 중밀집 지역, (3) 희박지
역별로 차등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허용목표에 따라 개발완료한 제안기종은 해당
지역 임무에 투입

기술검증 감항당국
및 규제 (법규정비) ① 감항당국의 관계 법규정비를 통한 세부기준 마련
(공통)
①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전국 12개 산림항공관리소(본부 포함)의 유인 산림항공헬기 인
프라를 기반으로 중대형 무인항공기 관련 인프라 추가 투자 및 타관청 무인항공기
수요자 &
위탁 또는 통합운영 방안
수요자
(합의) ② 12시간 이상 장시간 체공 가능 제안기종 중 적절한 순항속력 성능을 가질 경우, 소
수의 운영거점을 지정하여 상시 교대 체공 능력 확보 방안
운영거점
(산림 外) 수요자 &
③ 외부 전문기관·기업에 특정 지역의 재난·안전 대응용 중대형 무인항공기 단위편제
전문기관
또는 복수편제를 턴키(Turn-key) 방식 위탁 운영
(위탁)
수요자
(투자↑) ④ 각 수요자 관청별 배치·운용을 위한 인프라 투자·확보
체계개발
① 체계개발 시 수요자-공급자 간 ILS 요구도 합의로 ILS 요소별 목표 설정 및 개발 적
ILS요구도
용/검증
(공통)
수요자 &
수요-공급 공급자 ① 수요자-공급자 간 목표 획득단가 협의/설정 및 그에 적합한 요구도 절충/합의 후 체
시장(공통) (요구도
계개발 착수
고장·사고율 절충/합의) ① 체계개발 시 수요자-공급자 간 ILS 요구도 합의로 ILS 요소별 목표 설정 및 개발
허용목표
적용/검증
(공통)
한국항공우주산업, SWC: 성우엔지니어링, KA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VSA : 베셀에어로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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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활용 및 개발 방안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망에 통합임무형 중대

현재의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망은 계층

지상·해상 계층, 계층
장치 계층, 계층

3은

2는

1은

단위임무용 무인비행

유인항공기 계층으로 구

성되어 있다. 통합임무 수행이 가능한 재난･안
전 대응용 중대형 무인항공기를 기존의 계층

형 무인항공기를 도입하여 무인항공 계층의 고
도화를 위해서는, 수요자, 공급자,

간의 큰 성능·기능적 격차를 메워 무인항공 계

안하였다.

표 19. 이해관계자별 제안사항
Ÿ 대표임무유형별, 대표임무지역별 적합
수요자

층 고도화가 가능하다. 여기서, 통합임무형 중
대형 무인항공기 계층은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성능·기능은 유인기와 무인비행장치
사이 수준이며, 유인기보다 경제적·반복적·소모
적(고위험)인 임무에 투입이 가능한 이륙중량

25kg

이상 무인항공기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관계부

처 등의 이해관계자별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

2

에 도입할 경우, 유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

R&D

공급자
R&D
관계부처

제안기종 제시
Ÿ 재난·안전 대응용 중대형 무인항공기
배치·운용 방안 제시
Ÿ 수요자와의 갭 축소·해소를 위해 체계
개발 시 반영 필요사항 제시
Ÿ 체계개발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시 3
가지 판단유형별 투자 우선순위 제안

먼저, 수요자 측면에서는 대표임무유형별, 대

표임무지역별 적합 제안기종의 제시이다. 수요
자의 기대임무는 다양하지만, 기술적이고 통합
임무적인 관점에서 본다며, ① 최단시간 초도

대응 임무, ② 최장시간 체공, 최장거리 비행임
무, ③ 항공 관측･측정 임무, ④ 탑재물 운송･
정밀투하 임무 등의

4가지

대표임무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대표임무유형별로 기
술적으로 주요한 핵심지표를 발굴할 수 있는

데, 공급자 제안기종 중 이런 핵심지표가 타
그림 8.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망의 통합임무형
중대형 무인항공기 도입도
표 18. 중대형 무인항공기 기대임무 특징･역할
번
호
1

2

3

임무
특징

중대형 무인항공기 투입
가능 사유
Ÿ 유인기 조종사, 탑승자
위험한
안전에 상당한 위험
유인
Ÿ 무인비행장치 성능·기능
임무
제약으로 투입이 불가
Ÿ 주기적 예찰과 같이 매번
정해진 비행 경로･시간
운용
에 따라 반복적이고 지
유지비
루한 유인기 임무비행
부담 Ÿ 유인기 비행시간 누적
임무
으로 기체 잔존가치 하
락 및 창정비 등 운용
유지비 부담
Ÿ 비행시간이 증가할수록
장시간
유인항공기 조종사· 탑
임무
승자 피로도 증가 및
생리욕구 발생

임무 사례
야간 산불
항공진화
등
산불
우려지역
예찰,
해양 연안
권역별
예찰 등
해양MDA
목적
중·장거리
정찰 등

기종 대비 우수할수록 해당 기종의 적합도 또
는 접합순위는 올라갈 수 있다.

표 20. 재난･안전 대응용 중대형 무인항공기
대표임무유형
대표임무
유형

핵심지표
성능지표

기능지표

운용지표

최단시간
초동대응
임무

순항속력

운영거점임무지역
거리

최장시간
체공,
최장거리
비행 임무

운용시간
운용반경

통신LOS
(장거리
경우)

항공
관측·측정
임무

최대
임무중량

임무장비
규격, 기체
측위정밀도*

탑재물 운송·
정밀투하
임무

최대
임무중량

정밀
비행제어*
(호버링·착륙)

통신LOS

* 공급자 운용개념 조사 수용도를 고려하여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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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수요자 활용 측면의 대표임무유형별 적합기종 비교 제안
(단위: km/h, km, kg, 시간), (범례: ● 기본임무장비, ○ 선택임무장비)
공급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성우엔지니어링
베셀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급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성우엔지니어링
베셀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급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성우엔지니어링

베셀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급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성우엔지니어링
베셀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① 최단시간 초동대응 대표임무유형 적합기종 비교
제안기종
순항속력
최고속력
운용반경
무인화헬기
140
180
100
틸트로터무인기
180
220
80~100
무인화헬기
226
282
100~200
틸트프롭무인기
100
140
50
무인헬기
100
150
50
다수 멀티콥터
40
60
4
OPV
180
220
500
중고도 무인기
47
65
50
고고도 무인기
62
80
50
② 최장시간 체공 및 최장거리 비행 대표임무유형 적합기종 비교
최장시간
최장거리
제안기종
운용시간
운용반경
적합순위
적합순위
무인화헬기
5
100
③
틸트로터무인기
5
80~100
③
무인화헬기
2.5
100~200
②
틸트프롭무인기
12
③
50
무인헬기
6
50
다수 멀티콥터
0.5
4
OPV
14
②
500
①
중고도 무인기
12
③
50
고고도 무인기
168 (7일)
①
50
③ 항공 관측·측정 대표임무유형 적합기종 비교
최대임무중량
임무장비
제안기종
최대임무중량
적합순위
장착제안
EO/IR●,MPR○,
무인화헬기
110
③
LiDAR○,
틸트로터무인기
20
EO/IR●
무인화헬기
327
②
EO/IR●
EO/IR●
틸트프롭무인기
10
멀티스펙트럴○
무인헬기
60
EO/IR●
다수 멀티콥터
20
EO/IR○
OPV
400
①
EO/IR●
중고도 무인기
2
EO/IR●
고고도 무인기
10
EO/IR●
④ 탑재물 운송·정밀투하 대표임무유형 적합기종 비교
최대임무중량
제안기종
최대임무중량
정밀 비행제어
적합순위
무인화헬기
110
③
틸트로터무인기
20
무인화헬기
327
②
틸트프롭무인기
10
무인헬기
60
미조사
다수 멀티콥터
20
OPV
400
①
중고도 무인기
2
고고도 무인기
10

적합순위
③
②
①

②

SATCOM
(장거리 경우)
적용

선택장비
적용

기체 측위
정밀도

미조사

SATCOM
적용

선택장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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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유임무와 관할

지역이 정해져 있다. 수요자 관할지역을

( 가)
산림지역, (나) 해양지역, (다) 교외·도서지역,
(라) 도시·산업지역 등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하
여 대표임무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대표임무지역별로 인구·시설 밀집도 및 항공
기 운항과 관련된 지형적·기상적·사회적 운항
환경 등의 특징을 식별하였고, 수요자 핵심요

구도 대비 공급자 제안기종의 적합도 판단하여
수요자 측면의 적합기종을 제안하였다.

표 22. 수요자 활용 측면의 대표임무지역별 적합기종 비교 제안
항목

수요자
핵심 요구도

① 산림지역
한국항공우주산업
무인화헬기

대한항공
무인화헬기

최대임무중량

100kg

110kg

327kg

운용반경
운용시간
EO/IR
탑재물
수직이착륙

100km
5시간
장착
소화탄, 진화장비 등
필수

항법

자동, DAA

운용환경
지면 근접임무
지원 통신중계
주야간 운용

내풍성 최대 15m/s
소화탄 투하,
소화탄 재장착
가능

100km
5시간
장착
소화탄, 진화장비 등
가능
자동, SAA,
제한적 DAA
10m/s

100~200km
2.5시간
장착
소화탄, 진화장비 등
가능
자동, SAA,
제한적 DAA
8.7m/s
별도 통신중계기
배치·운용
가능

가능
② 해양지역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무인화헬기
무인화헬기
110kg
327kg
100km
100~200km
5시간
2.5시간
장착
장착
장착
비장착(1)
장착
비장착
해상 구난장비 등 해상 구난장비 등

자동
14m/s
이동식 GCS
가능

성우엔지니어링 베셀에어로스페이스
무인헬기
OPV
최대임무중량
60kg
400kg
운용반경
50km
500km
운용시간
6시간
14시간
EO/IR
장착
장착
SAR
비장착(1)
비장착(1)
SATCOM
비장착
장착
탑재물
해상 구난장비 등 해상 구난장비 등
함상 수직
수직이착륙
수직이착륙
수직이착륙
수직이착륙
이착함
자동·수동, SAA, 자동·수동,SAA, 자동·수동,SAA,
자동·수동,SAA,
항법
자동·수동, SAA, DAA
제한적 DAA
제한적 DAA
제한적 DAA
제한적 DAA
비우호적 기상
내풍성
내풍성
내풍성
내풍성
운용환경
(태풍, 풍랑, 해일, 해무 등)
10m/s
8.7m/s
15m/s
5.1~15.4m/s
주야간 운용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1) 모든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임무장비를 최대임무중량 허용범위에서 장착 가능 입장
③ 교외·도서 지역
Ÿ 교외·도서지역 구성 사회구성원과 인공시설의 다양성에 따라 수요자의 임무 요구도 매우 다양하므로 중대형
무인항공기가 실제 도입·운용될 경우 임무유형이 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
Ÿ 중밀도 지역에 맞는 운항 기체의 고장·사고율 허용 목표치가 설정되면 그 충족 여부에 따라 투입가능한 제
안기종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④ 도시·산업 지역
Ÿ 인구·시설이 밀집된 도시·산업지역 특성상 재난 발생 빈도와 예상 피해규모가 높으므로 다양한 재난·안전 대
응 임무의 수요가 있으며 제안기종들이 인구·시설 고밀도지역 안전운항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
한 임무 소화 가능
Ÿ 고밀도지역에 맞는 운항 기체의 고장·사고율 허용 목표치가 설정되면 그 충족 여부에 따라 투입가능한 제안
기종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항목

수요자
핵심 요구도
10 / 30 / 100kg
5 / 80 / 100km
1 / 4 / 5시간
장착
장착
장착
해상 구난장비 등
MDA임무는
함상 수직 이착함

SATCOM

베셀에어로스페이스
다수 멀티콥터
20kg x 18대
= 360kg
4km
0.5시간
모니터링기만 장착
소화탄 18kg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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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점 적합 후보지의 제시와 중대형 무인항공기
시스템 항목 구성별 적정 규모를 제안하였다.

다만, 본 논문의 지면 제약 상 개략 내용만 수
록하였다. (상세내용 필요시 참고문헌

[1]

참고)

표 23 재난·안전 대응용 중대형 무인항공기
유형별 운영거점 적합 후보지

본 논문은 다부처공동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이
됨에 따라, 당초

2015년

2020년

종료

기획결과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보다 성능·기능·운용적 측면에서 우월

번호

기종 형태

운영거점 적합 후보지

한 중대형 무인항공기의 재난·안전 분야 도입

1

수직이착륙 기종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12곳)

필요성 검토와 국내 항공산업 역량에 기초한

2

고정익
기종

고흥항공센터, 교통안전공단 신풍
활주로
비행장치 검사소, 공주(정안)
300m
이착륙장, 영암 비행교육원,
이상
한서대 태안비행장 (5곳)
활주로
고흥항공센터, 영암 비행교육원,
700m
한서대 태안비행장 (3곳)
이상

표 24 재난·안전 대응용 중대형 무인항공기
시스템 항목 구성
번호
1

구분
무인항공기

2

시설·장비
인프라

3

현장운용인력

4

교육·훈련
프로그램

Ÿ
Ÿ

Ÿ
Ÿ

주요 항목
기체 (Air Vehicle)
행거(Hangar), 이착륙장,
지상통제국(GCS),
지상지원장비(GSE),
통신중계기(필요시),
동시조달수리부속(CSP) 등
조종사, 정비사, 임무통제사,
관제사 등
비행교범(FM), 기술교범(TM),
교육·훈련 등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는 수요자와의

갭 축소 방안[표

17]

13개

중 공급자 주도로 체계개

발 계획 수립 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모든
공급자에 해당되는 공통사항과 특정 공급자에

해당되는 특정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논문지면 제약 상 수록으로 생략했다.

마지막으로, 국가R&D 관계부처 측면에서 ①

개발소요비용, ② 수요자 활용성·중복성, ③ 제
안기종의 상용화 수준/시기 등의

3가지

판단유

형별로 공급자 제안기종의 우선순위를 분석·제

기술적 방안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거시환경·미시환경·활용사례 등의 분석을 통

해, ① 산업발전·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안전사
고의 대형화 추세에 대한 대응체계 확보, ②
유인항공기 투입이 위험한 재난 현장에 대체투
입이 가능한 무인항공기의 확보, ③ 유인항공
기와 무인비행장치 간의 큰 격차를 메워줄 기

술성·경제성 확보 필요성을 확인하여, 재난·안
전 대응용 중대형 무인항공기 계층의 도입 필

요성 근거를 점검하였다. 현재 국가재난안전관
리체계망 상의 유인항공 계층과 무인비행장치
계층 사이에 통합임무형 중대형 무인항공기 계
층을 도입·구축하면 (준)광역 재난에 더욱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국가재난·안전 관계기관(수요자)의 활용 수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과 해양경
찰청의 성능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행정안
전부는

24시간

이상의 체공능력 보유를 통한

전체 상황인식(SA)이라는 특징적 요구가 있었
다. 국내 중대형 무인항공기 전문 항공산업체

(공급자)는 운용개념 제안을 통해 회전익, 고정
익, 복합형 등의 다양한 형태의 9개 기종을 제
안했으며, 모두 국가R&D 또는 자체투자를 통
한 선행연구 실적을 보유하여 기술성숙도 수준
이

5~7정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안하였으며, 종국적으로 어떤 판단유형을 우선

수요자의 요구도와 공급자의 운용개념 사이에

고려하여 어떤

않을 때 운항안전, 임무제약, 운용제약 등의 악

지는 수요자와

R&D사업 포트폴리오를
R&D관계부처의 정책적

구성할
판단이

요구된다. 다만, 산업체 간 사업화 민감성을 고
려해 수록하지 않는다.

는 여전히 갭이 존재하며, 갭 해소·축소가 되지

영향이 예상되므로 갭 축소·해소를 위한 다양
한 기술적 방안을 공급자, 수요자, 감항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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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수요자가 느끼는 중대형 무인항공기

배치·운용에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항
공 인프라 보유기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관리소)가

조사·분석하여 제시하였으나, 실제

R&D사업화

를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수요자 요구도 조사·
분석과 공급자 기술 비교·분석을 통해 구체적
인 기술기획 및 운용 시나리오 개발 등이 후속
적으로 필요하다.

수직이착륙 가능 중대형 무인항공기 통합 운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가장 수용적이고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실제

R&D사업

기

4. 후 기

획 단계에서는 산림청과 더욱 공식적이고 면밀
하게 운영거점 활용 협의가 필요하다.

수요자 측면에서 제안된 기종 중 해당 기관
에 적합 기종 판단을 돕기 위해 대표임무유형
별, 대표임무지역별 제안기종의 적합순위 또는
적합도를 제시하였으며, 단위편제 당 적정한
무인항공기 시스템 배치와 운용방안을 함께 제
시하였다. 다만, 인구·시설 밀집도가 중간 이상
인 교외·도서, 도시 지역에 중대형 무인항공기
투입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감항당국 또는 수
요자 간의 고장·사고율 허용목표 설정·합의 및
체계개발계획 반영이 필요하다.
실제

R&D사업화가

될 경우, 수요자와의 갭

축소·해소를 위해서는 공급자의 체계개발 계획
에 갭 축소·해소 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
한,

(준)광역적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지원
을 받은 ‘다부처 공동기술개발사업(중대형 무인
기 분야) 기술현황 조사’ 용역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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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분야의 최신 딥러닝 기술 응용 동향
이훈희*, 오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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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f Deep Learning Technology Application
in Space Field
Lee, Hoonhee*, Oh, Han**

ABSTRACT

As space exploration requires long distance flight, the ne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minimize
remote human intervention is increasing. The deep learning method relying on a large amount of
data tends to be premature to be applied to the space field with poor communication and
computational environments, however it has positioned as a common means of efficiently
transforming conventional systems. In this paper, we have investigated and summarized several
cases of deep learning application with high technological maturity, such as space vehicle, rover
and ground control, and observation data processing, from a technical point of view.
초 록
우주 탐사에서 원거리 비행이 요구될수록 원격의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할 인공 지능의 필요성
은 증가하고 있다. 대량의 데이터에 의존하여 예측하는 딥러닝 방법이 통신, 연산 환경이 열악한
우주 분야에 적용하기에 시기상조로 보이나 기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변모시키는 일반적인 수
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 성숙도가 높은 우주비행체, 로버 및 지상 관제, 관
측데이터 처리 등의 딥러닝 적용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적인 관점에서 주요 사례를 요약하였다.

Key Words : Deep Learning(딥러닝), Machine Learning(기계 학습), Deep Artificial Neural Network

(심층 인공 신경망),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 지능), Trend in Space(우주 동향), Lu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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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1. 서 론

흐름의

그

중에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최근 우주 기술 분야는 다른 분야의 유사한
변화

있으나

중심인

Intelligence)이라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복잡한 문제 해결 역량 혹

은 수단을 연구 및 개발에 활발하게 도입하고

인공신경망(ANN:
문제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유연하게 비선형 학습 구조를 형성
할 수 있어 최근 가장 각광을 받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ANN이

더욱더 차원이 높고 복잡

한 문제 혹은 현상을 섬세하게 다루기 위하여

우주비행체의 고장 상태

연산 효율성을 높인 콘볼루션(Convolution)[3],

를 정확하고 섬세하게 예측하거나 다양한 상황

비선형 활성함수(Activation

학습 집

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선별하고 결정적 실행 및

중화

같이 노

후보군 추천하여 전체 동작 시스템을 사람에

드 혹은 네트워크 전반에 많은 변화를 겪어 왔

있다. 예를 들어

AI는

의한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도울 수 있다. 즉,
기계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람 혹은 또 다른
기계의 일을 분담하거나 전체 시스템을 효율적
으로 총괄할 수 있게 한다.

이 중에

적용하고

ANN의

있는

Neural Network)

신경망을 깊게 적층하여

심층인공신경망(DNN:

Deep

구조는 양적, 질적으로 방대

하고 차원이 높은 빅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렴

이러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은

다.

function),
모듈(Attention module)[4] 등과

(ML:

기존의 수식적인 프로그

램 접근 방식보다는 실제적 예시와 관찰을 통

에 이르도록 학습 능력을 개선하는 심층학습

(DL: Deep Learning)의

기반이 되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우주 분에에

DL(이

하, 인공신경망으로 통칭)이 적용된 사례를 소

하여 의미 있는 관계와 패턴을 학습시키고 이

개한다. 우주비행체는 연산 능력, 저전력 등의

를 토대로 숨겨진 통찰과 내재적 패턴을 추론

우주급 하드웨어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대부분

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만약

이 지상에서의 비실시간 방대한 관측 자료 분

우주에서 관찰된 데이터가 상당한 양으로 확보

석과 관련이 되어 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하여

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어떤 해석적 모델을 이

해외 우주 기관의 도전적인 우주 실증 사례 및

용하여 어떻게 효율적 학습 프레임워크를 만들

연구를 소개하며 딥러닝 기술이 우주에 파급되

어서 학습시킬지가

어 유용하게 적용되는 실제 연구 사례를 함께

ML

과정의 핵심이다. 이

해석적 모델의 구성 방법은 회귀 모델, 결정
트리, 베이지안(Bayesian) 모델 등 다양한 접근

설명한다. 후반부는 관측 빅데이터를 이용한
최신 딥러닝 기술 사례를 종합하여 설명한다.

그림 1. 기계학습 내 딥러닝(심층학습)의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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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라보는 즉시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

2. 자율성 강화와 자동 감시
유도항법제어(GN&C:

and Control)

41

Guidance, Navigation

시스템은 우주비행체나 로버의

비행 혹은 주행을 위하여 항법 정보와 유도 기
동 명령을 생성하고 구동장치를 이용하여 제어
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사람의 많은 개입을
통하여 기동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이 반

는지를 즉각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차원
이동 착륙에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과 LSTM(Long-Short-Term-Memory)
를 각각 사용하였다. 인공신경망의 층수는 9개
사용된

DNN의

종류는 1차원 수직 착륙,

이내로 연산 능력을 고려하여 깊이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영되고 있어 시스템을 이루는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의 구조가 딥러닝 기술에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특히 행성간 탐사
와 같은 원거리 우주비행체 및 긴박하게 착륙
을 시도하는 착륙선의 경우 지구와의 통신 제
약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최근 비행체 자체
의 자율적 판단 요구사항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딥러닝을 도입하는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NASA JPL은

미래에 로버의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
고 있다. 특히 로버의 주행 속도를 약 시속

300

미터(기존

Curiosity

의 약

10배)로

높이면

서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가바이트 급의 막대
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지구와의 통

달 착륙선의 항법 유도 알고리즘에

신 속도 제한으로 인하여 원격 임무 명령 수신
의 지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장거리 자동 탐사

DNN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일반적으
로 착륙선의 유도항법제어(GN&C) 시스템은
상태 추정 필터를 통하여 다음 기동을 위한 추
력의 양과 방향을 계산한다. 미국 아리조나 대

Roberto et al. [6]은

현재

한 데이터양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

2.1 달 착륙선 기동 추력 추정

학교의

2.2 화성 로버의 자율적 판단

이러한 필터를 사

중의 자율항법이나 자율 에너지 밸런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하
여 도전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JPL의 MAARS
(Machine learning-based Analytics for Rover
Systems)[7] 는 차세대 로버의 고성능 컴퓨터,
주행 능력 등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로

용하지 않고 항법용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버의 안전, 생산성, 효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영상을

자율 소프트웨어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적

DNN의

입력에 넣고, 최적 추력 제어치

를 출력값으로 추정하도록 딥러닝 방법을 적용
하였다.

연구 과제이다.

그림 2. 추력 예측을 위한 DNN 구조[6]

즉, 착륙선이 착륙 과정에서 지표면의 영상

그림 3. MAARS의 알고리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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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ARS의

기계학습과 관련된 실시간 알고

리즘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

-

SCOTI

(Scientific Captioning Of Terrain Images)
기능: 지형 영상의 과학적 자막 처리, 지

상의 과학자가 자연어 형태로 원하는 지질학적
키워드(예, 사암 위에 암석과 모래) 로버로 전

2.3 랑데부/도킹을 위한 심층강화학습

Kirk H. et al.[8]은 심
층강화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 방법
캐나다 칼튼 대학교의

을 이용하여 기존 도킹 제어기에 속도 명령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궤도상 서비스, 조립, 제작

(On-orbit servicing, assembly, manufacturing)

및 우주 쓰레기 제거 등에 활용도가 높은 이
기술은 그림

5와

같이 실내 시설에서 최적의

송하면 로버는 모든 영상을 전부 지구로 전송

속도 신호를 생성하여 임무를 완수하는 실험을

할 필요 없이 관련성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

통하여

단된 영상만을 전송.

-

메커니즘

:

모델의 엔코더 부분은

CNN

TRL 4

으로 보인다.

수준 정도로 연구가 진행된 것

을 이용하여 특징적인 벡터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며, 디코더 부분은

LSTM을 이용하여 컨텍
스트 벡터와 이전의 은닉층(hidden layer) 상태
를 조건으로 자막을 생성. 이 자막은 지구로부
터 수신된 키워드와 비교.
∙

VeeGer

(Vision-based Driving Energy Prediction)

-

기능: 로버의 주행 에너지 소비를 자율적

-

메커니즘

으로 예측하기 위한 알고리즘.

: VeeGer-TerramechanicsNet

네

그림 5. 강화학습을 통한 장애물 회피 및 도킹의
실험 비행 궤적[8]

트워크를 이용하여 영상 내 지형 역학적 파라
미터를 추정하여 주행 에너지를 계산함.

2.4 텔레메트리 감시 보조
유럽

Centre)는

ESOC(European Space Operations
지상 관제센터에 수신되는 텔레메트

리 값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자동
으로 감지하기 위하여 동적으로 감시 상하한선
을 계산하는 오토엔코더(Autoencoder) 인공신
경망을 설계하고 이를 그래픽 감시 화면에 적

용하였다.[9] 기존 시스템에서 감시용 상하한선
값은 주로 주의, 경고 등으로 고정되어 추이에
따라 지상 관제원이 변경하거나 이상 징후 보
고를 반복적으로 하여야 했으나 이상 유무를
그림 4. 기계학습된 네트워크로 예측된 에너지
소비량(위쪽 그래프), 구간별 영상[RGB(아래 그림의
위쪽), depth(아래 그림의 아래쪽)][7]

판단할 기준을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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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첫 실증 사례가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핵
심 임무는 획득하는 대용량의 영상에서 품질이
좋은 것을 더 효율적으로 지상에 전달하는 것
이다. 그림

8과

같이 온보드(On-board) 상에서

처리하여 구름에 가려졌거나 흐린 영상을 신속
하게 식별하고 다운링크 목록에서 삭제하여 대
역폭의 약
그림 6. 텔레메트리(검은색)에 대한 인공신경망의
동적 상하한선(적색, 파랑색)

30%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독일의 위성운영센터(GSOC)

ATHMoS[10]라는 텔레메트리 자동 감시 시
스템에 LSTM 기반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학습
및 판단 기능을 추가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7과
은

같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위성 관제원의 혼란을
야기하는 오탐지를 줄이고 탐지 및 예측 결과
에 강건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온보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구름
부분 마스크(노랑색/초록색은 구름 존재의 높은
가능성)[12]

2.6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우주통신
미국

NASA의 Glenn Research Center에서는

향후 수많은 우주비행체 및 주행체 간의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신경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그림 7. 텔레메트리(위쪽), 이상 징후 감지
점수(아래쪽), 기존 시스템(왼쪽), 인공신경망 적용
시스템(오른쪽)

시스템은 통신 데이터 처리량을 최대화하고 스
펙트럼 간섭을 피하며 이 스펙트럼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환경 속에서 통신 노드 간의 자동적
스케줄링을 시스템 관점에서 관리하게 한다.

2.5 관측 과정에서 구름 영상 배제
유럽 ESTEC(European Space Research and
Technology Centre)는 2020년 9월 3일에 발사
한 PhiSat-1(φ-Sat-1)[11]이라는 큐브위성을 이
용하여 인공신경망 추론 방법을 이용하고 실험

이러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우주비행체는 외부 개입 없이 실시간 결정을
내리고 자체 인공신경망이 결정한 통신 대역에
서 데이터를 전송하여 통신 대역의 활용 효율
을 증진하고 통신 네트워크를 탄력적으로 운영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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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주 쓰레기 충돌 감지 및 방지
현재 약

1억 3천 9백만

개의 우주 쓰레기가

궤도상에 떠다니고 있다고 한다.[14]

그림 9. 인공신경망을 시험할 테스트베드, NASA
SCaN Testbed[12]

Yaobing

X., et al.[15]은 우주 쓰레기를 감지하기 위하여
CNN 계열의 FGBNN(Fast Grid Feature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우주 쓰레기, 소행성 충돌 방지, 우주 기
상, 우주 빅데이터 분석 연구를 위하여 2021년
1월에 설립된 ESA/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
는 지구 주변에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물체

2.7 우주 비서 로봇

와 우주비행체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딥

DLR(German Aerospace Center)은 국
제 우주 정거장(ISS)에서 우주 비행사의 작업의
효율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CIMON(Crew
Interactive Mobile Companion)[13]이라는 이동
독일

러닝 기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형 자율 보조 시스템을 딥러닝 기반으로 설계
하였다.

CIMON은

우주비행사의 목소리를 인

식하고 주위 물체 인식 및 자동 항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학습되었다. 실제
주비행사와

3가지

ISS에서

그림 11. 우주 쓰레기 검출용 인공신경망,
FGBNN[15]

우

협업 우주실증 과정을 거치

고 향후 달 또는 화성으로 가는 장기적인 임무
에 투입을 가정한 사람과 보조 시스템과의 그

3. 관측 빅데이터 분석

룹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지구, 달, 화성, 소행성 등 다양한 우주 탐사
임무에서 획득한 데이터는 관측 센서에 따라

온도, 습도, 바람 방향, 기쳬 성분, 구름, 표면
고도, 표면 거칠기 등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다. 인간의 긴 우주 탐사 역사와 센서 및

통신 기술의 진보로 이러한 데이터는 대용량의
빅데이터가 되어 딥러닝 기술에 의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
다.
그림 10. CIMON과 우주비행사, Alexander Gerst와의
상호 협업[13]

3.1 열대성 폭풍 강도 추정
위스콘신 대학 및 미해군연구소는
및

85~92 GHz

37 GHz

대역의 위성 영상 데이터를 이

용하여 인공신경망,

DeepMicroNet[16]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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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열대성 저기압 강도를 추정하였다. 그림

12와

같이 추정한 결과는 항공기 정찰 관측과

비교할 때 알려져 있는 최상급에 견줄만한 정
확한 모델 추정치를 산출하였다고 한다.

그림 14. 인공신경망별 정확도 비교[17]

3.3 화성 과학 분석 자동화
화성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신
경망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주로 과학적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 가령 낙석 분포
및 낙석의 자취는 화성 표면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Max Plank Institute)는
그림 12. Faster-RCNN을 이용한 열대성
저기압 강도 추정[16]

3.2 우주정거장을 이용한 객체 탐지

수동으로 맵핑하던 방식을 빅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감지하고 맵핑하도록 인공신경
망을 제작하였다. 그림

우주정거장에 부착된 비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속도인

획득한

다고

CNN

8,000

장의 영상을 획득한 후 다양한

계열의 인공

동으로 맵핑한 결과이다. 몇 개의 잘못된 판단

(FP)이

NASA GSFC

15는 CNN

신경망을 적용하여 얻는 낙석 이동 자국을 자

센터는 국제

피츠버그 대학과

낙석이 움직인 길을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기존 방식의 처리

45분에
한다.

비해

45초

밖에 소요되지 않았

계열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고 새로운

획득 영상에 대한 분류 문제를 위해 실험을 수
행하였다.
약

5개

93%이르는

객체를 대상으로 종합 정확도는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13. 인공신경망, 영상별 분류 정확도[17]

그림 15.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낙석 자취 맵핑
결과(위), 기존 수동 맵핑 결과(아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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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달 크레이터 탐지

1은 관측 영상에 대한 초해상화
(Super-Resolution), 팬 샤프닝(Pan-Sharpening),
복원(Restoration), 융합(Fusion)에 대한 최근 딥
표

전통적인 방법으로 달 크레이터를 찾아내는
일은 사람이 개입을 하여 사람의 숙련도에 따
라 정확도나 속도가 다르다.

러닝 기술 적용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이중에

(Single-Image)
(Hyperspectral/Multispectral)
그리고 비디오 (Video)에 이르는 폭넓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1].
서 초해상화 연구는 단일영상
및 초분광/다분광

그림 16.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크레이터
탐지 결과[20]

달 크레이터 탐지분야는 수치고도맵, 고해상
도 영상 등 많은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

그림 17. 영상 품질 개선을 위한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인공신경망 도입

4. 결론

신경망을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집중되어 있
다.[19]

U-Net

Yutong J., et al.[20]은

달 크레이터를

기반의 인공신경망을 응용하여

높은 탐지 성능을 내고 있다.

93.1%의

해외 우주 분야에서 딥러닝을 활용하여 기존 문
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하여 효율
적이고 자동화된 기능 부여와 사람의 개입을 최소
화하는 자율적인 능력을 확보하려는 연구 및 개발

3.5 관측 영상의 지상 후처리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우주급 연산장치 및 통신
의 한계로 인하여 주로 관측 데이터의 후처리 혹은

우주 분야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은

분석 분야는 물론 탑재된 연상장치를 실시간 활용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

하여 딥러닝 기술을 이미 우주 실증하는 등의 활발

큼 수많은 위성 관측 자료는 과거에 비해 급속

한 우주비행체 및 주행체 내 활용 연구가 이미 해

하게 빅데이터 형태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관측 자료 중에

3.1절에서와

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달과

같이 폭풍 강도를

화성과 같은 지구 밖의 발견을 돕기 위한 인공지능

직접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회귀 문제로 인공신

기반 자동화 연구와 대량의 관측 영상을 활용한 영

경망을 도입할 수도 있지만 인공신경망 자체의

상 품질의 개선 연구는 기존 시스템 혹은 방법의

출력단을 다양한 형태로 유연하게 설계할 수

성능을 월등히 개선하여 이미 과학자나 엔지니어

있는 만큼 관측 영상의 지상 후처리 단계에서

에게 의미 있는 편의성과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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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관측 영상 데이터 처리용 딥러닝 기술 적용 사례
딥러닝 적용 분야

인공신경망

영상 초해상화
(Super-Resolution)

영상 팬 샤프닝
(Pan-Sharpening)

영상 복원
(Restoration)

개선 성능1)

출처

LGCNet

9%

Lei S., et al.[22]

WMCNN

9%

Haut J.M., et al.[23]

TGAN

16%

Ma W., et al.[24]

DMCN

10%

Xu W., et al.[25]

MRNN

13%

Lu T.,et al.[26]

FRDBPN

5%

Pan Z.,et al.[27]

EEGAN

14%

Jiang K., et al.[28]

전처리용 CNN

2%

Yuan Y.,et al.[29]

MLFN

11%

Zheng K..,et al[30]

SSIN

8%

Zheng K..,et al[31]

3D-FCNN

9%

Mei s.,et al[32]

PUNET

16%

Scarpa G., et al.[33]

DRPNN

35%

Wei Y.,et al[34]

MSDCNN

35%

Yuan Q., et al[35]

BDPN

50%

Zhang Y. et al.[36]
Eghbalian S., et al.[37]

PNN

25%

Masi G. et al.[38]

PanNet

15%

Yang J. et al.[39]

PSGAN

35%

Liu X. et al.[40]

HDnTSDL

13%

Xie W. et al.[41]

SSDRN

4%

Xie W. et al.[42]

SSGN

20%

Zhang Q. et al.[43]

HSID-CNN

11%

Yuan Q. et al.[44]

PFCN+GDL

42%

Zhou F. et al[45]

3D-CNN

40%

Palsson, F. et al[46]

영상 융합
(Fusion)

1) 기존 방법[21]에 의한 성능 대비 최대 향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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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의 차세대 회전익기 기술발전 방향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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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Trend on the Future Vertical Lift
(Rotorcraft)
Deog-Kwan Kim*

ABSTRACT

Other countries such as USA, Europe have developed the future vertical lift (next rotorcraft,
FVL) to replace existing conventional helicopter. FVL has the capability to overcome forward flight
speed and flight range compared to existing rotorcraft. Major countries to develop next high
speed long-range rotorcraft are USA, France, Germany, Russia. In USA, Sikorsky and Boeing
consortium are developing S-97 Raider, SB-1 Defiant. Bell helicopter are developing Bell 360
Invictus and V-280 Valor. In Europe, Airbus Helicopter are developing RACER. Leonardo are
developing NGCTR. So, recent technologies on FVL are described based on these major
helicopters. Russia and China’s helicopter will be described shortly. Therefore this paper describes
the next rotorcraft technologies of other advanced rotorcraft to identify the core technologies to be
developed in Korea for the domestic next generation utility helicopter development program
초 록
세계 선진국은 현재 운용 중인 회전익기(헬리콥터)를 대체할 미래형 차세대 회전익기 기술개

발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회전익기의 한계인 최대 속도와 비행거리를 극
복할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적용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해외 기술선진국은 미국과 유럽(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이다. 미국의 경우, 시콜스키사와 보잉사 연합체의

Defiant

S-97 Raider, SB-1

Bell사의 V-280 Valor 중심으로 기술을 설명하고, 유럽의 경우 에어버스 헬리콥
RACER를 중심으로 소개하며, 기타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개발 현황도 간략하게 기
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외 선진국의 차세대 회전익기의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의 차세대
기동헬리콥터 체계 개발할 때 선행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핵심기술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기종과

터사 주관의

Key Words : Rotorcraft(회전익기), Helicopter(헬리콥터), Compound(복합형), Converted(전환형),

Coaxial Rotor(동축로터), Tilt Rotor(틸트 로터), Pusher Propeller(푸셔 프로펠러), High
Speed(고속), Long Range(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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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형태이며, 전환형 회전익기인 틸트 로터

1. 서 론
기존 헬리콥터는 로터 회전수가 고정된 상태

V-22가 먼저 연구개발 완료되어 실전 배치되었
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FVL 프로그

에서 전진 속도를 증가시키면 전진면 방향의

램의 대표 기종으로 복합형 회전익기와 전환형

블레이드 끝단의 속도가 마하수

1.0을

넘게 되

어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어 큰 하중을 감당하
지 못해 최대 전진 속도에 한계를 갖고 있
다.[1] 이러한 기존 헬리콥터의 속도를 증가시

회전익기가 경쟁하고 있다.

<그림 1>에는

대표

적인 복합형 회전익기와 전환형 회전익기 사례
가 제시되었다.

키기 위한 노력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
지만,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험적 형태로
진행됐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유럽 중심으
로 기존 노후 헬리콥터를 대체할 신규 차세대
헬리콥터가 개발 중이며, 차세대 회전익기는
증가된 속도와 비행거리 요구조건을 만족시켜
야

한다.

특히

미

육군

노후

그림 1. (a) 복합형
회전익기(SB-1 Defiant)

그림 1. (b) 전환형
회전익기(V-22 Osprey)

헬리콥터인

OH-58, UH-60의 대체 헬리콥터로 미래형
이착륙기(Future Vertical Lift, 이하 FVL)

수직
프로

그램을 통해 차세대 회전익기를 본격적으로 기
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
속의 수직이착륙 회전익기의 대표적인 형태인
복합형(Compound)과 전환형(Converted) 형태

2. 해외 선진국의 차세대 회전익기
기술 동향 및 발전 방향
해외 회전익기 체계업체들은 기존 일반 헬리

콥터(Conventional

Helicopter)보다는

속도가 빠

기술분류 측면과 국가별 최신 연구개

르고 항속거리가 긴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다.

발하고 있는 기종의 핵심기술을 포함하는 내용

현재 운영 중인 일반형 헬리콥터의 대표적인 기

의

2가지

으로 기술하였다. 복합형 회전익기(Compound

Rotorcraft)는

종에 대한 성능 항목은 아래

<표 1>과 같다.

수직이착륙에 필요한 추력과 속

도를 증가시켜 양력을 내는 추력시스템이 분리
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형태를 말한다.[1] 대표

표 1. 대표적인 일반 헬리콥터 사양
UH-60
(1974~)

NH-90
(1995~)

AW101
(1990~)

CH-47
(1962~)

KUH
(2013~)

최대이륙중량
(kg)

9,979

10,600

14,600

22,680

8,709

공허중량(kg)

5,675

6,400

10,500

11,148

5,136

최대속도
(km/h)

294

300

N/A

310

N/A

순항속도
(km/h)

280

N/A

278

300

283

회전익기(Converted

작전반경(km)

590

800

833

740

562

형태는 보잉사가

운용고도(m)

5,800

6,000

4,575

6,100

4,595

상승률(m/s)

6.68

8

N/A

7.73

8.5

항속시간(hr)

N/A

5

5

N/A

N/A

적인 형태가 시콜스키와 보잉사가 개발하고 있
는

SB-1 Defiant

기종이다. 다른 한 가지 분류

는 수직이착륙과 저속일 경우에는 일반 회전익
기처럼 로터를 사용하다가 고속영역에서는 로

터 자체나 로터가 장착된 날개를 틸팅(tilting)
시키는 방법으로 전환해서

1개

로터로 회전익

모드와 고정익 모드를 모두 사용하는 전환형

항우연이 세계

Rotorcraft)이다. 대표적인
개발한 V-22 Osprey 기종과

2번째로

개발한 스마트무인기이

다. 대표적인 고속 비행이 가능한 형태의 회전
익기는 과거

50년

이상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성능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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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서 나와 있는 성능지수를 보면 최대

310km/h
840km 이하이다. 그러나
속도는 대부분

이하이며, 작전반경도

미 육군에서 나와 있

는 차세대 회전익기 주요 요구성능은 이보다 훨
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속도의 경

460~611km/h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작전반
경의 경우 편도 3,100~4,500km를 제시하고 있
다. 대표적인 해외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먼저
FVL 프로그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였
다.[2]
FVL 프로그램은 미군의 차세대 군용 헬리콥
터 계열을 개발하는 계획이다. 5개 서로 다른
중량 크기별로 개발되며 센서, 항공전자 장비,
우

엔진 및 생존계통과 같은 공통 하드웨어를 공유
하게 된다. 미 육군은

2004년부터

Airbus Helicopter(이하 AH)

회사를

중심으로 미래형 고속 헬리콥터를 개발하고 있
으며,

X3 Technology Demonstrator를 시작으로
유럽 친환경 프로그램인 Clean Sky2를 통해
RACER 헬리콥터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NGCTR 틸트로터 형태도 개발하고 있다. 기타
러시아 Ka-92, 중국의 Z-X 기술시연기 등이 있
다.
본 논문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해외 기술선
진국의 차세대 회전익기의 기술발전 동향과 방
향을 제시하였다.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을 비중 있게 소개하고 다음으로 유럽을 소

개하였다. 기타 러시아, 중국 및 기타는 일부만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

을 고려했다. 대표적인 기존 교체대상 헬리콥터

UH-60 Black Hawk, AH-64 Apache, CH-47
Chinook 및 OH-58 Kiowa 헬리콥터이다. 미국
의 차세대 헬리콥터(FVL) 프로그램 개요가 제시
되었다. 총 5개 세트(Capability Set, CS)로 구성
는

되어 있으며 최근 시작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CS1과 CS3이다. CS1은 현재
미군의 OH-58D Kiowa Warriors를 대체하는 소
형 회전익기 그룹(Light Rotorcraft Class) 프로
그램으로 정식 명칭은 Army’s Future Attack
Reconnaissance Aircraft(이하, FARA) 프로그램
이다. 2028년 전력화(IOC)하는 계획이다. CS3은
중급 회전익기 그룹(Medium Heavy Rotorcraft
Class)으로 현재 미군의 UH-60 Black Hawk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식 명칭은 Army’s
Future Long-Range Assault Aircraft(이하,
FLRAA)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30년을
전력화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FLRAA 프
있는 프로그램이

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기술시연
프로그램을 먼저 가동했으며, 그 명칭은

Joint
Multi-Role -Technology Demonstrator(이하,
JMR-TD)이다. 우선 여러 후보군으로부터 성능
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기 위한
목적이다.[3]

유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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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국의 차세대 회전익기

2.1.1 FARA
미국

프로그램 개요

경공격

정찰

헬리콥터인

OH-58D

Kiowa Warriors의 헬리콥터를 교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8년부터 차세대 회전익기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대이륙중량(MTOW)
6,500kg 이하급의 소형 회전익기로 최대 500대
정도 생산 예정이다. 2018년에 제안요구서가 발
송되어 7개 회사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FARA 프로그램에서 미 육군은 순항속도
330km/h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에 최종
5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5개 후보 기종으로는
AVX Aircraft/L3Harris Technologies 연합체,
벨 헬리콥터사(Bell Helicopter), 보잉사(Boeing),
카렘사(Karem) 및 시콜스키사(Sikorsky)이다.
2020년에 최종 2개 업체가 선정되어 2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2개 업체는 벨 헬리콥터사와
시콜스키사가 선정되었다. 2개 업체가 경쟁을
통해 2023년경 최종 1개 업체가 선정되어 2028
년 전력화를 위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 2>
에 5개 업체에서 제안한 차세대 회전익기 형상
이 제시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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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에 최종 전력화하여 서
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4개 후보 기종으로는
AVX , 벨 헬리콥터사), 시콜스키-보잉사 연합
체, 카렘사이다. 현재 사전 기술시연 프로그램
인 JMR –TD에서는 벨 헬리콥터사와 시콜스키보잉사가 선정되었다. <그림 3>에 4개 업체에
도비행

CDR

및

서 제안한 차세대 회전익기 형상이 제시되었
다.[7]

그림 2. 업체별 FARA 후보 기종

벨 헬리콥터사가 제안한 기종은 Bell 360
Invictus 기종이며 시콜스키사가 제안한 기종은
RAIDER X 기종이다. 2개 기종의 대표적 형상
과 개략적 사양은 <표 2>에 제시되었다.[5, 6]
표 2. FARA 후보 기종별 성능항목 비교
항목

Invictus
(Bell 360)

RAIDER X
(S-97)

최대이륙중량
(MTOW)

N/A

6,400kg

순항속도
(Cruise Speed)

330km/h

410km/h

2.1.3 JMR-TD

항속거리
(Distance)

N/A

570 km

앞서 기술한

비행고도
(Service Ceiling)

N/A

3,000m

그림 3. 업체별 FLRAA 후보 기종

FLRAA

프로그램 진행 중에 기

술적 사양을 정하고 개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JMR-TD
2.1.2 FLRAA

프로그램 개요

미국의 대표적 기동헬리콥터인

UH-60 Black

Hawks의 헬리콥터를 교체하기 위한 프로그램
으로 2030년부터 전력화하여 차세대 회전익기
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대이륙중량
(MTOW) 14,000kg급의 중형 회전익기로 최대
6,000대 정도가 집중되어 있어 전체 75% 차지
하고 있는 중량급이다. 2019년에 정보요구서
(RFI)가 발송되어 4개 회사가 제안서를 제출하
였다. FLRAA 프로그램에서 미 육군은 최대순
항속도 460km/h 이상과 전투 작전반경 370km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에 최종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2023년에 PDR, 2024년에 초

시연을

프로그램이 착수되었다. 총

목적으로

4개 후보
V-280 Valor

2014년에 벨사의
와 록히드 마틴(시콜스키)사와 보잉사 연합체인
SB-1 Defiant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 2개
기종은 복합형 회전익기(동축로터+푸셔 프로펠
러)와 전환형 회전익기(틸트 로터)의 대표적 기
종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차세대 회전익기의
기종이 제안하여

프로그램 개요

기술적

대표 형상은 동축로터의 복합형 회전익기 형태
와 틸트 로터의 전환형 회전익기 형태이다.
림
이

4>에는 2개 후보
기술되었다.[8]

<그

기종에 대한 형상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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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XH-59A 형상과 개발 이력

그림 4. JMR-TD 후보 기종별 특징

다음 절부터는 앞서 제시한 미국의 대표적
차세대 회전익기 프로그램 후보 기종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동향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2.2 Sikorsky사의 S-97 RAIDER
시콜스키사

S-97 RAIDER

기종은 과거 연구

개발 과정의 산물로 태어났다.

XH-59A(S-69)와
X2 Technology Demonstrator이다. 간략하게 2
개 기종을 소개하고 S-97 RAIDER에 소개하고
자 한다.
XH-59A는 동축반전형 헬리콥터로서 고속비
행을 위한 추진용 푸셔 프로펠러와 제트엔진을

1971년에 착수하여
1973년에 초도비행을 하였으며, 1981년 106시간
으로 비행시험을 종료함으로써 10년 동안 연구
되고 활용되었다. 기술적 성취로는 최고속도
487km/h를 복합형 헬리콥터 모드와 제트엔진
을 장착하여 달성하였으며, 가변회전수 로터
(Variable Speed Rotor) 기술을 적용하였고 강
체 로터(Stiff Rotor) 설계 개념을 적용하였다.
또한 Advanced Blade Concept(ABC) 블레이드
장착하여 시험한 것으로

개념을 검증함으로써 최고속도 달성 방안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점도 발생하였는

데, 강체 로터로 인한 과도한 로터 하중과 헬리

콥터 진동이 발생하였으며, 조종이 복잡하여 조
종사 조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연료가
과도하게

XH-59A

소모되었다.

하기

<그림 5>에는

형상과 개발 이력이 제시되었다.

X2 Technology Demonstrator(이하 X2 TD)
는 기존 XH-59A 기술적 결과, Cypher UAV의
무인화 제어 기술, RAH-66 복합재 구조기술,
UH-60 능동진동제어(Active Vibration Control)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시콜스키사 자체
적으로 착수하였으며,

2008년에 초도비행 수행,
2009년에 푸셔 프로펠러를 100% 적용하여 비행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 비공식
세계신기록인 463km/h를 달성하였다. 2011년에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으며 많은 기술적 성과를
얻었다. 대표적 기술적 성과로는 최대이륙중량

4,990kg

급으로

463km/h를

달성하였으며, 고속

비행에 따른 로터 끝단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터의 가변 회전수(Variable
통해

저속에서는

360rpm으로

줄여서

Speed)

적용을

446rpm으로 고속에서는
비행하였다. 대신 고속 비

행을 위해 동체 후방에 장착된 푸셔 프로펠러
를 통해 피치각을 조절하면서 추력을 증가시키
는 가변 피치 기술을 적용하였다. 비행제어시스
템으로는

Fly-by-Wire(FBW)

시스템을 적용하였

다. 강체 로터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을 줄이기

위해 능동진동제어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고속
비행 조건에서 많이 증가하는 항력을 줄이기
위해 허브 페어링(Fairing)을 장착하여 저항력
허브 설계 개념을 적용하였다. 하기
에는

X-2 TD

<그림 6>

비행영역 확장시험과 주요 시험

요약이 제시되었다.

S-97 RAIDER는 FARA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종으로 앞에서 기술한 XH-59A와 X2 TD 2개
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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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97 RAIDER 형상

2.3 Bell사의 Bell 360 Invictus

Bell 360 Invictus는 FARA 프로그램
Bell 525기종을 개
조해서 만든 회전익기이다. 2019년에 공개되었
으며, 로터시스템은 관절형 로터시스템, 4-블레
이드 로터이다. 조종석은 탠덤형으로 배치되었
으며, 무장형으로 개조되어 개발되고 있다. 순
항속도 370km/h 달성 가능하며, 꼬리로터는 덕
티드 팬 형태로 개발되었다. 스터드 날개에서
고속 비행시 50% 이상의 양력이 발생하도록 설
계되었으며, 전투 작전반경은 250km 수준이다.
또한 Fly-By-Wire(FBW) 시스템을 비행조종시스
템에 적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 초도비행 예정
이다. 하기 <그림 8>에 Bell 360 Invictus 비행
체 형상이 제시되었다. [10]
벨사의

으로 선정된 후보 기종으로

그림 6. X2 TD의 비행영역 확장시험(위)과 시험
요약(아래)

2010년에

2014년에 시
2015년에 1시간 초도비
행을 완료하였고, 2019년에는 352km/h 속도를
달성하였다. 최대이륙중량은 4,990kg으로 동축
로터시스템, 가변 피치각 제어와 클러치 기능
푸셔 프로펠러, Fly-By-Wire(FBW) 시스템을 적
용한 비행조종시스템, 무장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 또한 고속에서는 꼬리 시스템에 방향타
(Rudder)가 장착되어 안전성을 향상했다. <그
림 7>에는 S-97 RAIDER 형상이 제시되었
다.[9]
프로그램이 착수되어

제기가 출고되었으며,

그림 8. Bell 360 Invictus 형상

2.4 SB-1 Defiant

SB-1 Defiant는 FLRAA 프로그램의 선행 프
JMR-TD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종으로
앞에서 기술한 XH-59A, X2 TD 및 S-97
RAIDER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태어났
다. 2019년 3월에 초도비행을 수행하였으며, 현
재 개발 중이다. 본 헬리콥터는 기존 헬리콥터
대비 동축반전 로터시스템, 푸셔형 프로펠러를
로그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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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km/h 속도를 증가시켰으며,
작전반경도 60% 이상 늘어났다. 또한 고고도고온 조건에서 제자리 비행 효율이 50% 이상
향상되었다.
최대이륙중량은
기존
UH-60
10,000kg급에서 14,000kg급으로 증가시켜서 개
발되고 있다. 이는 기존 UH-60 Black Hawk보
다 동체 공간이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복합
재료 동체를 적용하였고 능동진동제어시스템,
저항력 허브 형상, 접이식 착륙장치, 클러치와
장착함으로써

가변회전수 기능의 푸셔 프로펠러 등 기존에
개발해 놓은 기술을 모두 적용하였다. 하기
림

9>에 SB-1 Defiant

<그

비행체 형상과 주요 기술

적 특징이 제시되었다.<그림

10>에는 시콜스키
사의 핵심기술인 X2 Technology 기술개발 이력
이 제시되었다.[11]

2.5 Bell V-280 Valor

V-280 Valor는 FLRAA 프로그램의 선행 프
로그램인 JMR-TD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종이
다. 기존의 V-22 Osprey 대형수송기의 기술을
업그레이드시켜 발전시켰으며, 대표적인 차세대
회전익기 형태 중 전환형(틸트로터형) 회전익기
이다. 최대 속도 520km/h, 작전반경 1,480km,
유상하중 5,440kg이며 무장병력 14명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017년에 초도비
행을 하였으며, 현재 최대 속도 555km/h를
2020년에 달성하였고, 최대이륙중량 26,000kg,
공허중량 15,000kg급이다. 대표적 적용 기술로
는 Fly-By-Wire(FBW) 시스템을 적용한 비행조
종시스템, V-Tail 형상을 통한 고속 성능 향상,
접이식 착륙장치, 복합재료 동체, 엔진 제외한
틸트 로터 방식, 동체 옆문 설계 등이 주요 특
징이다.<그림 11>에는 V –280 Valor 형상과 주
요 특징이 제시되었다.[12]

그림 9. SB-1 Defiant 형상과 주요 특징

그림 10. 시콜스키사의 X2 Technology 발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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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벨사의 V-280 Valor 형상과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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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럽의 차세대 회전익기
3.1 X-3 Demonstrator

X-3 Demonstrator는 유럽 에어버스 헬리콥터
사(이하 AH사)가 자체적으로 고속-장거리 헬리
콥터 기술시연용으로 개발한 복합형 회전익기
프로그램이다. 기존

EC155

AS365 Dauphin

기체에

헬리콥터의 로터시스템을 장착하고 동체

에 날개와

2개의

트랙터형 프로펠러를 장착하

여 비행체 형상을 개발하였다. 로터 가변회전수
를

15%까지

2022년으로 미루어질 예정
이다. 최대 순항속도 400km/h 목표로 기존 헬
리콥터보다 비행거리당 유지비용이 25% 이상
줄이는 게 목표이다. 기존 X3와 다르게 양력을
더 발생시키기 위해 박스 윙(Box Wing)구조로
설계하였으며, 날개 전방에 있는 트랙터 형태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적용하였으며, 진동저감장치나 안

정성 향상 장치 없이 비행하였다.

2010년 9월에
초도비행을 하였으며, 최대이륙중량 5,200kg, 최
대속도 472km/h(3,048m 고도 조건), 순항속도
407km/h, 서비스한계고도 3,810m 및 상승률
28m/s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아래 <그림 12>
에 AH사 X-3 Demonstrator 비행체 형상이 제
시되었다.[13]

프로펠러에서 날개에 영향이 없도록 후방에 있
는 푸셔 형태로 수정하였다. 기존 헬리콥터보다

50%

15% 적
변화를 15%

이상 빠르고 거리당 연료소모율이

게 사용하였다. 주로터 회전 속도

로 주었으며 고속비행에서는 블레이드 끝단 속
도가 충격파가 생기지 않도록 로터 회전수를
줄였다. 하기

<그림 13>에는 RACER 비행체
형상이 제시되었다.<그림 14>에는 RACER 비
행체 주요 기술적 특징이 제시되었다. <그림
15>에는 RACER 개발 이력이 제시되었다.[14]

그림 13. AH사 RACER 형상

그림 12. 에어버스사 X-3 Demonstrator 형상

3.2 AH사의 RACER

RACER

AH사가 유럽 친환경 연
구개발 프로그램인 Clean Sky2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Rapid And Cost-Effective Rotorcraft 약
어이다. 고속 복합형 회전익기 실험기로서 X3
기술을 발전시켰다. 2017년에 파리 에어쇼에서
형상을 공개하였으며 2020년에 최종 조립을 시
작하였고, 2021년에 초도 비행 계획이었으나,
헬리콥터는

그림 14. AH사 RACER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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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H사 RACER 개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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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Leonardo 헬리콥터사 제자리 비행 형상

3.3 Leonardo 헬리콥터사의 NGCTR

NGCTR(Next Generation Civil Tilt Rotor)
회전익기는 Leonardo 헬리콥터사가 유럽 친환
경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Clean Sky 2 프로그램
으로 개발된 차세대 틸트로터형 회전익기이다.
2000년부터 초기 연구를 시작하여 2014년에
Clean Sky2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발
되기 시작했으며, 2023년에 초도비행 시험 예정
이다. 특징으로는 최대이륙중량 11,000kg급이며,
승객 22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최대속도
610km/h, 비행거리 930km, 비행고도 7,600m이
다. 기존 일반 헬리콥터보다 운용비용이 30%
이하이며, 2000년도 대비 2020년 기준으로 비교
할 때 공기역학적 항력 20% 감소, 소음은 2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체에는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적용하고 양력과 제어를 할 수 있
는

플래퍼론(Flaperons)을

<그림 16>에는
<그림 17>에는
다. [15, 16]

적용하였다.

하기

4.기타 차세대 회전익기
4.1 러시아 카모프사의 Ka-92
러시아 카모프(Kamov)사의

Ka-92는

고속의

동축로터 헬리콥터이다. 러시아 정부는 고속 헬

리콥터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카모프사와 밀
헬리콥터사(Mil

Moscow Helicopter Plant)사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 Ka-92 헬리콥터는 최대순
항속도 500km/h, 비행거리 1,4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개발되고 있다. 2009년에 처
음으로 일부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했으며, 30석
규모의

수송용

16,000kg이다.

헬리콥터로

하기

최대이륙중량은

<그림 18>에는 Ka-92

체 형상이 제시되었다.[17]

비행

비행체 형상이 제시되었으며,

제자리 비행 형상이 제시되었

그림 18. 러시아 카모프사의 Ka-92 비행체 형상
그림 16. Leonardo 헬리콥터사 NGCTR 형상

60

김덕관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9/1 (2021) pp.51~61

4.2 러시아 Mil 헬리콥터사의 Mi-X1
러시아 밀 헬리콥터(Mil)사의

Mi-X1은

고속

의 단일로터에 푸셔 프롭 형태를 장착한 헬리
콥터이다. 러시아 정부는 고속 헬리콥터를 개
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Mi-X1
450~500km/h, 비행
1,550km, 최대이륙중량 12,000kg, 25석

헬리콥터는 최대순항속도
거리

규모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개발되고 있
다.

2009년에 처음으로 일부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했으며, 2022년에 생산할 예정이다. 하기
<그림 19>에는 Mi-X1 비행체 형상이 제시되었
다.[18]

그림 20. 중국의 Z-X 비행체 형상

5. 결 론
세계 선진국은 현재 운용 중인 회전익기(헬

리콥터)를 대체할 미래형 차세대 회전익기 기
술개발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운
용 중인 회전익기의 한계인 최대 속도와 비행

거리를 극복할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적용하려
고 한다. 대표적인 해외 기술선진국은 미국과

유럽(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이다. 미국
의 경우 시콜스키사와 보잉사 연합체의
그림 19. 러시아 밀 헬리콥터사의 Mi-X1 비행체
형상

4.3 중국 Z-X 헬리콥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국

Z-X

헬리콥

터는 실험기로서 복합형 회전익기 형태를 보인
다.

2012년에

처음 개념 형상이 공개되었으며,

S-97
V-280

Raider, SB-1 Defiant 기종과 Bell사의
Valor 중심으로 기술을 설명하고, 유럽의 경우
에어버스 헬리콥터사 주관의 RACER를 중심으
로 소개하며, 기타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개발
현황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해외 선진국의
차세대 회전익기의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의 차세대 기동헬리콥터 체계 개발할 때 선행
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핵심기술 내용을 파악하

동축로터와 날개 양쪽의 트랙터 프로펠러가 장

고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간략하게 미국 중

유럽의

심의 기술로 차세대 기동헬리콥터의 핵심기술

착된 형상이다. 이 형상은 미국의

X-3을

X-2와

혼합한 형태로 추정된다. 기타 기술적 사

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기
이 제시되었다.[19]

<그림 20>에

형상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복합형(동축로터와 푸셔 프로펠러)

차세대 회전익기 중심의 대표 핵심기술로는 1)
강체 동축로터(Lift Offset 개념) 2) 비행속도별
로터 가변회전수 적용 기술
클러치의

푸셔

3)

프로펠러

가변 피치 및

4)

디지털

Fly-By-Wire(FBW) 비행조종시스템 5) 저항력
허브 형상 6) 능동진동제어시스템 7) 복합재료
동체 8) 접이식 착륙장치 9) 고기동(3-g 하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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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고효율 제자리 비행 성능 등이다.

미국의 전환형(틸트로터형) 차세대 회전익기

중심의 대표 핵심기술로는

1)

최신 고성능 틸

트로터 적용

2)

적용 기술

안전성이 증가한 동력전달시스템

4)
5)
7)

3)

비행 속도별 로터 가변회전수

디지털 Fly-By-Wire(FBW) 비행조종시스템
저항력 동체 형상(V-Tail) 6) 복합재료 동체

접이식 착륙장치

성 증가

9)

8)

자동활강 비상착륙 안전

고효율 제자리 비행성능 및 전진비

행성능 등이다.

향후 국내 차세대 회전익기 독자 개발을 위
해서는 국내 핵심기술연구 방향도 해외 선진국
의 핵심기술개발 항목과 유사하게 동축 및 틸
트 로터기술, 능동진동제어시스템, 디지털

FBW

비행조종시스템, 복합재료 동체, 가변 로터 회
전수 및 푸셔 프로펠러 등을 기술을 선행적으
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후기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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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항공기 냉각 및 열관리 기술 동향
임병준*, 전상욱*, 이양지*, 허재성*

Technical Trend of Cooling and Thermal Management
for Electric Propulsion Aircraft
Lim, Byeung-Jun*, Jun, Sangook*, Lee, Yang-Ji*, Huh, Jea-Sung*1)

ABSTRACT

High specific-power electrical components such as motors, inverters, and batteries used in
electric propulsion aircraft or electrified aircraft generate a lot of heat during operation, and
cooling technology that effectively suppresses and dissipates it is an important technology
that has a great influence on component performance. When installing these electrical
components on an aircraft, the integrated thermal management system at the system level,
such as heat/power interface, heat transfer, air intake and exhaust, and heat dissipation,
should minimize the effects on the weight and drag of the aircraft. In this paper, the
technology development trend of the cooling technology of high-power electrical components
and the integrated thermal management system of an aircraft was described.
초 록

,

,

전기추진 항공기나 전기화 항공기에 사용되는 모터 인버터 배터리 등 고 비출력 전기 구성품
들은 운전 중 많은 열을 생성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방출하는 냉각기술은 구성품 성능

.

/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이다 이러한 전기 구성품들을 항공기에 장착할 때 열 전력 인
터페이스 열전달 공기 흡배기 열배출 등 시스템 차원의 통합 열관리 시스템은 항공기의 중량

,

,

,

.

,

항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출력 전기 구성품들의 냉각기술 및

.

항공기 통합 열관리 시스템의 기술개발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Key Words :

*

Electric Propulsion Aircraft(전기추진비행기), Motor(모터), Inverter(인버터), Battery
(배터리), Cooling(냉각), Thermal Management System(열관리시스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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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개발 동향

교통 체증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대도시 내

2.1 범용 레저용 소형 항공기

에서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UAM: Urban Air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

(General Aviation)

범용

따라 도심 항공 모빌리티

Mobility)가

63

대안으로

UAM에
있으며[1],

또는 레저용 소형 항

공기는 전기추진 적용을 위한 기술실증기로 개

.

세계적으로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조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소형 항

진행되고

이러한

기본적으

공기는 주 동력원으로 대부분 내연기관 엔진을

로 도심 내 단거리 이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으며 엔진 냉각은 항공기 외부 공

대부분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추진방

기로 엔진 주위를 냉각하는 공냉식이나 엔진

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대형 민항기의 경우 환

냉각수를 열교환기

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화

로 냉각하는 수냉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은

UAM은

.

진행 중이며

[2]

(electrified)가

중장기적으로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추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EU나

미국

.

,

(radiator)를

통해 외부 공기

.

일반적인 소형 항공기의 엔진 냉각시스템을 그
림

2는

엔진을 전기모터 등으로 대체하면서 기

,

존 항공기와 유사한 공기흡입구 열교환기로 이

등 항공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전기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에서

루어진 냉각시스템 적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열에너지 관리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내
연기관 등 통상적인 추진시스템은 열에너지 효
율이 전기추진 시스템보다 낮은 반면 열에너지

.
모터, 인버터,

를 배기가스로 쉽게 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추진 시스템의 경우

배터리

등 전기 구성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추가적인

.

장치 없이 해소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높은 출
력을 위한 고전압과 고전류는 더 큰 열에너지

.

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발열은 구성품의
성능과 안정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역

.

할을 한다 그러므로 중량 증가를 최대한 억제
하면서 효율적으로 전기 구성품을 냉각시키는

<공냉식>

기술은 항공기용 전기추진에 필요한 핵심기술

.
통합/장착하고

중 하나이다 항공기 체계 차원에서는 냉각 장
치들을

제어하는 기술과 발생한

열을 항공기 외부로 배출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여객이 탑승하는 경우 객실 냉난방도 고려하여

.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용 전기추진 구성품의
냉각기술과 열관리 시스템 기술의 연구개발 동

.

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여기서 별도의 냉각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소형 드론은 다루지 않

.

는다

,

1

<수냉식>

그림 1. 항공기 엔진 냉각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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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50 kW 범위의 출력을 갖는 전기모터가
적용된다(표 1). 경쟁이 치열한 UAM 분야에서
각 제작사들은 상세한 기술 사양을 공개하지 않
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기

,

[4~10].

모터 출력 냉각방식 등을 추정하였다

전

기모터와 인버터의 냉각을 위해서 비행 중 외부
의 공기를 이용하는 공냉식을 주로 사용하며 모
터의 출력이 큰 경우 냉각수를 이용한 수냉식을

( 4). 상대적으로 모터 출력이 작은
Archer UAM은 모터 외부형상으로부터 공랭식
을 적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Overair
butterfly는 모터출력이 크고 나셀 하부에 열교
적용한다 그림

그림 2. 소형 전기추진항공기 냉각 시스템[3]

3.2 UAM 수직이착륙 항공기

UAM은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하고 있으며 수

환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수냉식을 채

,

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모터 출력이

75 kW인 Joby S-4는 수냉식 냉각방식을 채
. Lilium Jet은 동일한 36개의 팬으로
참고문헌([10])의 hovering 출력을 낸다고 가정
하면 S-4와 유사한 출력으로 추정되며 공랭식

직이착륙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전

약

기모터 구동 프로펠러 또는 덕트형 팬을 사용한

택하였다

.
UAM들은 나셀(nacelle)로 불리는 동
분리된 포드(pod) 내부에 모터, 인버

분산추진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의
체로부터

,

냉각방식을 사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자세한 기

.

,

터 틸트 장치 등을 장착하는 형태를 채용하고

술 사양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열교환기 냉각수

있다 그림

등이 필요하지 않은 공랭식이 중량 측면에서 유

(

3).

각

UAM은

추진방식에 따라 약

표 1. 개발 중인 주요 UAM

UAM model

S-4 [4~6]

Archer [7]

Butterfly [8][9]

Jet [10]

Airframe

Nacelle
Developer
Passenger
MTOW
Cruise speed
Total hovering power
Electric motor
Power/motor@hover
Cooling type

Joby
4 + 1 (pilot)
2,177 kg
320 km/h
417.7 kW
6
75.5 kW
Liquid

Archer
Overair
Lilium
4
4 + 1 (pilot)
6 + 1 (pilot)
1,508 kg
2,161 kg
3,175 kg
241 km/h
320 km/h
281 km/h
325 kW
398.9 kW
2,570 kW
6 x Lift-cruise
2 x Front Rotor
36 x Ducted fan
6 x Tilt-prop
2 x After Rotor
27 kW (estimated) 143 kW (Front Rotor) 71.4 kW (estimated)
Air (estimated)
Liquid (estimated)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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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나 출력이 높아질수록 모터나 인버터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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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대형 항공기

열이 심해져 구성품의 안정적인 운용 및 성능저
중대형 민항기의 전기화에 따른 열관리 기술

하 방지를 위해서는 냉각을 포함한 추진시스템

.

은

의 최적화가 매우 중요하다

가스터빈엔진과

exhaust) 뿐
(air-conditioning),

관련된

아니라

열

객실

(heat

배출

공기조화

고출력 전기구성품의 냉각

.
5
MEA(More

등에 필요한 주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그림
는

외부공기와

연료를

이용한

Electric Aircraft)의 통합 열관리 시스템
보여주고 있다. 가스터빈 등 통상적인

구성을
추진방

식을 사용하는 중대형 민항기에서는 외부 공기
그림 3. UAM Tilt-prop [11]

또는 탑재 연료와의 열교환을 통해 열을 배출
할 수 있으나 연료는 양이 제한되고 비행시간
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기를 통해 열

.

을 배출한다 중량 저감이나 정비성 향상을 위
해 유압이나 기계식 구성품을 전기화할 때 냉
각에 필요한 중량증가나 효율감소는 전기화의

.

장점을 상쇄할 수도 있다 일본의

/

IHI는

냉매

의 응축 증발열을 이용하여 객실 공급 공기를
그림 4. UAM 수냉식 냉각시스템 구성

냉각하는

VCS(Vapor Cycle System)을

그림 5. Example of an Electric Aircraft System [12]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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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S(Environment Control System)와 엔진
시스템을 연결하거나(그림6 [13]), 초소형/고속
공기 블로워를 이용한 자동 공기냉각시스템(그
림 7 [12])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MEA의 열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여

.

(external drag)에

다 특히 항력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냉각시스템 내부의 압력손실도 함께

.[14]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8. 다양한 Air-intake 형상 [15]

그림 6. VCS 적용 MEA ECS [13]

그림 7. Concept for Autonomous Air-Cooling System

[12]

4. 기술 분석
그림 9. 경계층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Intake 입구 설치[14]

4.1 항공기 통합

,

,

모터 인버터 배터리 등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비행기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이용하
여 이들이 적정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냉각을

.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행체에 그림

(air intake)

과 같은 흡입구

8
,

설치가 필요하며

공기역학적 관점에서 항공기와 통합이 필요하

Miley[14]는 liquid 냉각시스템의 공기역학적
,
정리하였다. 입구는 요구되는 냉각유체를 공급
할 수 있어야 하고, 내부에 유동박리
(separation)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그
림 9와 같이 동체나 날개가 입구의 한 면을 차
설치 설계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지하는 경우 이로부터 발달해 오는 경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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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림각(stagger angl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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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내부공간을 줄이면서 내부항력을 경감시

EPU는 5개의 깃을 가진 가변 피
치 프로펠러, 틸팅 장치, 인버터, 모터 및 냉각
장치로 구성된다[5][6]. EPU는 수냉식 열교환기

키는 방안도 설명하였다

와 모터를 지난 공기를 빨아들여 나셀 하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열
교환기에

적용함으

.

.

장착된다 각

(fan), 냉각
[6]. Joby EPU 냉각 시

노즐을 통해 배출하기 위한 구동 팬
수 펌프를 가지고 있다

스템의 특징은 항력감소 장치와 냉각장치가 통

.

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셀 내부에 원주 방향
으로 장착된 열교환기로 흡입되는 공기는 전기
구성품의 냉각수를 식히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나셀 외부표면의 경계층 발생을 억제하여 항력

.

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냉각수를 공
급하기 위한 펌프는 별도의 동력사용 없이 모
터의 축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동축으로 설치되

(

어 있다 그림

11).

,

모터 인버터 등 전기구성품

의 용량이 커지면서 냉각을 위해 공기보다 열
그림 10. Candidate Cooling Air Flow Paths [17]

용량이 큰 냉각수를 사용하는 수냉식 냉각방식
의 적용이 필요하며

,

,

Joby S4의

사례와 같이 열

교환기 냉각펌프 배관 등 추가적인 장치들의

,

중량 및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나셀 전기구

,

.

성품 열교환기 통합설계가 중요하다

4.2 전기구성품 냉각
항공기용 전기모터에 주로 사용되는 영구자

그림 11. Joby S4 Motor Cooling System [6]

NASA는 분산전기추진 기술시연을 위한
SCEPTOR (Scalable Convergent Electric
Propulsion Technology and Operation
Resarch)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추진 모터냉각
기술을 연구하였다. SCEPTOR의 모터개발에는
Joby사가 참여하였는데 공랭식 냉각방식을 적
용하였으며 항공기 장착을 고려하여 그림 10과
같이 항력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형상의 나셀

[17]. 현재 Joby사가
개발 중인 S4 모델은 6개의 전기추진유닛
(EPU : Electric Propulsion Unit)을 가지고 있
으며 4개는 주 날개에, 2개는 V자 꼬리날개에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터는 전자기 고정자(electromagnetic
stator)와 영구자석 회전자(permanent magnet
rotor)로 구성되며 회전자의 위치와 권선 방향
에 따라 그림 12에서와 같이 4가지 형태가 주
로 사용된다. 이러한 모터는 추진시스템의 형
태(고정피치, 가변피치, 덕트형 팬 등)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17].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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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Electric Propulsion Motor Architectures [17]

그림 15. Out Runner with Direct Cooling System[18]

영구자석 전기모터에서 주요한 열손실원은

(copper winding),

,

철심 회

항공기용 모터의 공랭식 냉각방법은 모터의

전자이며 이중 구리 권선에서의 열손실이 가장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법

크다

이며

고정자의 구리 권선

[18].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

)

, NASA SCEPTOR

모터는 이러한 접근방

[18][19].

외부로 전달 냉각 하지 못하면 모터는 온도가

법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계속 상승하여 권선 절연체 파손에 따른 단락

통해 냉각 유로를 구성하는 모터 내부 고정자

소손 수명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와 회전자 사이의 간극 고정자 코일 사이의

,

.

,

유동해석을

,

간극 등 냉각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파라
미터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 형상을

(

13~15). 하지만 이러한
에도 불구하고 공랭식 60 kW 모터에서
은 2.7 kW/kg에 머물렀다[18].
도출하였다 그림

최적화
비출력

그림 13. Intra-coil Core Cooling [19]

그림 16. (a) Inner Structure of the Cooling Jacket (b)

Cooling Jacket Mounted on Motor Segment [20]

그림 14. Stator Cooling Fin Concept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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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

다

그림 17. Cooling Techniques for Stator Iron, Rotor

[17][20]

5 kW/kg

이상의 비출력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는 수냉식 냉각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냉각
유체를 직접 분사하는 직접 냉각방식과

jacket

water

등을 통해 냉각하는 간접 냉각방식으로

나누어진다

. Water jacket

그림 18. Active Cooling for Electric Motor [21]

항공기 추진용 전기모터를 제어하고 전원을

냉각방식을 사용하는

공급하기 위한 인버터 등의 전기구성품들은 냉

경주용 항공기용 상용모터의 비출력은 최대 출

각이 어려운 항공기 내부에 장착된다 특히 외

력기준

부 공기가 유일한

12.1 kW/kg까지

[17].

가능하다

간접 냉

heat sink인

.

전기추진항공기

각방식은 냉각수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안전

의 경우 발열원인 전기구성품으로부터 항공기

하고 가속 등의 환경에 영향을 작게 받기 때문

외부로 효과적으로 열을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에 항공기 적용에 유리하다

의 구성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항공기용 전기

kW

.

그림

16은 200

이상의 항공용 모터 냉각을 위하여 고정자

위에 설치되는 냉각

[20].

jacket의

형상을 보여준다

고정자의 권선에서 발생하는 열은

jacket

내부의 유로를 따라 흐르는 유체를 통해 방출

.

된다

고정자

.

구성품은 냉각 배관 크기와 열전달에 필요한
펌핑 동력 등을 고려하여 수냉 방식을 적용하

(

고 있다 그림

19)[22].

모터의 냉각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iron,

,

권선 내외부 로터 등에 추가적인

냉각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17][20].

냉각 유체를 고정자 권선 등 발열원에

(

직접 분사하는 직접 냉각방식 그림

18)은

간접

냉각방식보다 높은 냉각 효율을 얻을 수 있어
서 전기 자동차용 모터 등에 적용하기 위한 연

[21].

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스터빈엔진 등 윤활

유를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의 경우
이러한 직접 냉각방식의 적용을 통해 모터의

그림 19. Example of Cooling Loop on a ME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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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전자장비의

냉각은

수냉

샤시

(Liquid-cooled chassis)와 냉각판 (cold plate)
이 주로 사용된다. 수냉 샤시는 그림 20과 같
이 기판들을 둘러싼 알루미늄 냉각판 사이를
유체가 흐르면서 냉각하는 장치이다

.

유체와

전자장비 사이의 절연 및 누설이 없어야 하며

,

진동 충격 등 기타 환경으로부터 전자장비를

.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냉각판은 그림

21과

같이 내부가 냉각유로로 구성된 판이며 알루미

(single-phase) 또는 2상
가능하다[23]. 그림 22는 냉

늄 다층구조와 단상

(two-phase)

냉각이

각판이 적용된 항공기용 모터 제어기 샤시의

[22].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냉각판은 샤시의 중

앙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자부품들은 냉각판

.

의 양쪽 측면에 장착된다 모터 제어기의 열 설

/

계는 전자부품들 사이의 열적 전기적 상호작용

,

.

,

패키징 응력해석 등이 요구된다 동력 전달 경
로를 기반으로

IGBT

,

모듈 입출력 필터 모듈

,

,

,

게이트 드라이브 기판 제어 보드 전원 공급보

.

드 등의 위치가 결정된다 그 후에 냉각판의 크

,

기와 유로가 설계되며 냉각유체의 온도 압력

.

요구조건에 따라 최적형상이 결정된다

그림 22. Motor Controller Thermal Packaging [22]

다른 구성품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역시 성능
저하 방지를 위해 적정 온도하에서 작동해야

,

(

)
Battery thermal

하며 이와 더불어 배터리 배터리팩 내부 온도

.
management (BTM)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
고 있다.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리튬이온 배
가 균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터리와 같이 고에너지밀도의 배터리를 냉각하

(active) 공급해
필요하다. 액체를 이용

기 위해서는 공기를 능동적으로
주는 부가적인 장치가

하는 경우 공기에 비해 높은 열전도도와 열용

,

량을 가지고 있어 유리한 면이 있으며 그림

23과 같이 passive, active method로 분류할 수
있다[24]. liquid 냉각은 주로 각 배터리 모듈
주위에 튜빙이나 재킷을 적용하거나, 유전체
(silicon-based, mineral oils) 속에 모듈을 담그
는 방법, 판(plate)에 모듈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판은 얇은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 하나 이상의 내부유로가 있고 여기를

그림 20. Liquid-cooled Chassis [23]

그림 21. Cold Plate [23]

냉매나 냉각수가 흐르며 열전달이 이루어지게

.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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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Phase Change Material을 이용한 BTM [24]
그림 23. Liquid BTM Methods [24]

한편 그림

24와

같이

4.3 전기추진 열관리 기술 전망

phase change material

(PCM)을 이용한 냉각방식도 적용되고 있다
[24]. PCM은 일반적으로 큰 융해열을 가지고
있어 녹는점에서 큰 열을 저장하거나 방출할

.

본 절에서는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전기추진

.
현재의 MW급 전기추진 시스템은 200℃이하
의 비교적 낮은 온도의 폐열(waste heat)이 다
열관리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주위온도가 낮을 때

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크고 무거운 열관리

저장된 잠열을 방출하면서 고화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한 기체에 추가적인 항력

PCM은

,

높을 때는 열을 흡수하여 액화함으로써 배터리

.

PCM을
PCM으로,

의 온도를 유지해준다 배터리에

적용

할 때 배터리에서 시작된 열이

그리

고 대기와 접해있는 배터리 케이스로 전달되는

.
게 히트파이프(heat pipe)를
연구되고 있다.

구조로 만들어진다 이 외에도

PCM과

유사하

적용하는 방법도

. NASA의 HEATheR
(High-Efficiency Electrified Aircraft Thermal
Research) 프로젝트는 이러한 열관리 시스템의
중량, 손실, 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을

발생시킨다

동력시스템

내의

열손실

저감과

비행체의

OML (outer mold line)을 통한 냉각을 제안하
고 있다[25~27]. 열손실 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전력 변환 단계를 줄이고 고효율 MW AC-AC
converter, 고효율 MW 모터(HEMM) 등 고효
율 구성품 기술을 개발 중이다(표 2).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전기추진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
대비 열손실을

.

1/4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

가되었다 열전달 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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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L 수동 냉각방법은 항공기의
외부 표면을 heat sink로 이용함으로써 열을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냉각을
위해 제안된

위한 추가 동력이나 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펌
프나 팬 등의 작동부품을 제거하여 비용이나

. NASA는 연구 중
인 STARC-ABL (Single-aisle Turboelectric
AiRCraft with Aft Boundary Layer)를 대상으
정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로 최적의 표면 냉각설계를 위하여 전기체 표

(

(a) heat flux across full

(b) Panels considered for

aircraft skin

OML cooling

그림 25. OML Cooling [25]

면에 대한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25 (a)), 동력시스템의 장착 위치 등을 고려하
여 OML 냉각 패널 위치를 정하였다(그림 25
(b)). 이러한 표면 냉각을 이용한 OML 냉각 기
술을 적용하여 프로펠러의 후류만으로 냉각을

(

하는 전기모터 그림

26)[28]와

나셀 표면을 이

(

용한 인버터 냉각에 대한 연구 그림
수행되었다

.

27)[29]도

그림 26. OML Cooled Motor [28]

표 2. NASA HEATheR 고효율 구성품 개발현황[27]

High Efficiency MW
Motor
Features

AC-AC conveter
Features

·

·

Current Status

Current Status

·

·

Combines self-cooled,
superconducting rotor with a
slotless stator
·Specific power >16kW/kg
·Efficiency >98%
Preliminary design
·HW demonstration compreted
(TRL 1-2)
·1.4 MW HEMM
development continues
(TRL 3-4)

Bidreictional AC-AC
converter
·Specific power >10kW/kg
·Efficiency >99%
Concept design
HW demonstration compreted
(72kW prototype, TRL 1-2)
·250kW converter
development continues
(TRL 3-4)
·

그림 27. Nacelle Heat Sink for Motor Drive Cooling[29]

그림 28. Airbus ASCEND how it work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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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us

사는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

,
을 위해 ASCEND (Advanced Superconduction
and Cryogenic Experimental powertrain
Demonstration)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 500 kW급 기술시연용 전기추진시스템을 개
발 중이며, 이 시스템은 케이블과 보호장비가
포함된 초전도 분산 시스템, 극저온 냉각 모터
제어기, 초전도 모터, 극저온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28)[30]. ASCEND 시스템의 특

73

후기

템에 극저온 초전도 기술을 결합한 기술 시연

징은 항공기 탑재 액체수소를 초전도 전기구성
품의 냉각에 활용하여 전기추진시스템의 출력

. Airbus사는 이

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

극저

온 초전도 기술을 친환경 항공기 추진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로 강조하고 있다

.

5. 결 론
전기추진은 소형

UAM부터

중대형 민항기까

지 미래의 항공기에 적용될 필수적인 기술로

.
모터, 인버터, 배터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추진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인

등에서 발생하

는 열은 성능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개별 구

.

성품에 대한 냉각기술이 중요하다 또한 방열을

,

위한 냉각장치의 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행체

(

)

성능 중량이나 항력 등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

화할 수 있도록 비행체 형상 구성품들간 열 및

.

전력 인터페이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냉각성능 향상 연구는
물론 체계 영향성을 최소화하는 연구도 수행되

.

고 있다 이 외에도

MW급

전기추진시스템이

필요한 중대형 항공기는 기존의 냉각기술로 효

,
온 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전기구성품, OML
각 등 새로운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과적인 열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초전도 극저
냉

본

논문은

(FR21E0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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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주탐사 개발 현황과 계획
명환춘*2)
1)

Development Status and Plan of Space Exploration in Japan
Hwan-Chun Myung*

ABSTRACT

Around 2010, Japan successfully launched some space exploration satellites such as
HAYABUSA, KAGUYA, and IKAROS, which were developed mainly by ISAS(Institute of
Space and Astronautical Science) in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In 2013,
furthermore, Japan prepared for the specific development plan to systematically perform the
long-term and phased space exploration programs. For the more successful mission, it is also
promoted in Japan that the related 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are developed or studied
in terms of the advanced performance. Based upon the Japanese space exploration plan and
its related technologies, this paper introduces the on-going missions under the development
and the new missions selected to be launched in 2020s.
초 록
일본은

(ISAS)를
사) 등의

2010년대를

전후로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 기구(JAXA) 산하의 우주과학 연구소

중심으로 하야부사(2003, 소행성 탐사), 가구야(2007, 달 탐사), 이카로스(2010, 금성 탐
다양한 우주탐사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이러한

우주탐사 프로그램들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계획 아래에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우주탐사를 위하여 우주탐사 관련
기술들의 개발 및 성능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우주탐사
프로그램의 개발 체계와 주요 기술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향후

2020년대

발사를 목표로 현재 개

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차기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우주탐사 프로
그램들을 소개한다.

Key Words : Satellite(인공위성), Japan(일본), Space Exploration(우주탐사), JAXA(일본 우주항공 연
구개발 기구), ISAS(일본 우주과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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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는 이카로스 위성 등을 개발함으로

1. 서 론

써 다양한 우주탐사를 위한 경험과 기반 기술
지구 이외의 우주탐사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을 동시에 축적해 오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지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달에 대한

일본의 우주탐사 과정이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

탐사와 심우주로까지 매우 빠르고 폭넓게 확장

한 노조미 위성을 비롯해서, 자세제어 문제로

로 우주 공간과 시간의 기원, 우주 구조형성,

고장은 물론 분리 탐사선의 소실과 시료채취

탐사와 함께, 태양을 포함한 태양계 및 소행성
되고 있다. 최근 천체물리학의 주된 관심은 주
외계 생명의 존재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되어 온 것만은 아니다. 화성궤도 진입에 실패
임무수행에 실패한 히토미 위성, 리액션 휠의
기능의 오동작 등 다양한 난관에 직면했었던
하야부사

1호,

금성 궤도의

1차

진입에 실패했

천체물리학의 이론적 탐구 배경을 바탕으로 우

었던 아카즈키 위성 등은 일본이 지금까지 수

주탐사에 대한 연구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행해 왔었던 우주탐사 분야의 많은 어려움들을

있어서,

행착오들을 통해서 오히려 일본은 우주탐사 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일본도

1970년대의

이러한

우주탐사

분야에

우주 개발 초기 단계부터 우주탐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
야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

위성들의 지속적인 독자개발과 국제협력을 통

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무 발굴의 체계화는

해서 관련 분야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

물론 일관되고 통합적인 장기 개발 체계의 확

태양관측 등

립 등을 통하여 우주탐사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의 목적으로 개발된 과학탐사 위성들을 시작으

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켜 오고 있다. 일본은
로,

1970년대에

1980~1990년대에는

별들의

X선

관측과 혜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성 관측을 위한 위성개발까지 관심 영역을 점
진적으로 확장해 왔다.

1997년

일본은 노조미

위성을 화성으로 발사함으로써, 우주탐사 영역
을 화성으로까지 넓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화성궤도 진입에는 실패하
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00년

대에 들어와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우주탐사
분야에 매진하였고, 마침내
하야부사

1호

2003년에

발사된

위성을 통하여 소행성의 시료를

지구로 가져오는 임무에 성공하게 되었다. 일
본은 이후에도 심우주 관측을 위한 히토미

X선

위성과 아카리 적외선 위성은 물론, 달 관측을

그림 1. 일본의 우주탐사 프로그램(~2020)[2]

위한 가구야 위성, 금성 관측을 위한 아카즈키
위성 등을 개발하였고, 현재는 수성 관측을 위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여 유럽과 공동으로 개발한 비피콜롬보 위성

우주탐사 분야 개발 체계의 특성과 개발 로드

(Bepi Colombo)과

두 번째 소행성 탐사 임무

를 수행하고 있는 하야부사

2호

위성 등을 운

용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향후 심우주
탐사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태양풍을 동력

맵의 특징 등을 소개하고, 향후

2020년대에

발

사가 예정되어 있는 우주탐사 위성 프로그램들
의 내용들을 각각의 임무들을 중심으로 소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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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우주탐사의 특징

적으로 도출된 임무들을 중심으로 평가와 추천

2.1 우주탐사 개발 체계

구소 및 우주항공 연구개발 기구와 우주탐사

이 이루어지게 되며, 마지막으로 우주과학 연

2013년 1월에 새로운 우주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하여 우주과학 및 탐사 개
발의 추진에 있어서, 중장기 예산의 지속적인
일본은

확보와 최첨단 우주기술 확보를 위한 우주과학

관련 위원회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천된 임무
들에 대한 최종 후보 선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의 표는 이러한 일본 우주탐사 프로젝트들
의 선정과 관련한 초기 검토 과정을 주요 검토
회의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과 위성 개발의 긴밀하고 유연한 대응을 강화

해 왔다[2]. 일본의 우주탐사는 크게 우주·물질·
공간 등의 형성 원인, 태양계와 생명 탄생 과

표 1. 일본 우주탐사 임무의 초기 개발단계[3]

정, 심우주 탐사선 및 운송 시스템 등과 같은

검토회의

우주공학기술의 선도와 혁신 등을 주된 목표로

(Mission Definition
Review)

주탐사 임무의 최적화, 국제협력을 통한 상호

(Project Planning
Review)

주탐사 임무의 개발, 우주 기간산업 고도화와

(System Requirement
Review)

진 등의 기본 개발 방향을 확정하였다. 보다

(Project Readiness
Review)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
보완과 효율성의 극대화, 저비용 및 고빈도 우
의 연계,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전략적 추

10년
에 3기, 공모형 소형 탐사위성을 10년에 5기
정도 개발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
더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중형 탐사위성을

에는 태양계 행성과 같은 중력 천체에서의 무
인기 착륙과 탐사를 수행하는 임무의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 기구(JAXA) 산하의

우주과학 연구소(ISAS)는 우주과학 연구는 물
론 관련된 학계와 연계하여 다양한 우주탐사
임무를 발굴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단계

검토 주관

Pre-Phase A

WG

Pre-Project
Phase A1

ISAS

Pre-Project
Phase A1

ISAS

Pre-Project
Phase A1

ISAS

Pre-Project
Phase A2

JAXA

Pre-Project
Phase A2

JAXA

Project
Phase B

JAXA

MDR
PPR
SRR
PRR
PRR
(Project Readiness
Review)

SDR
(System Design
Review)

PAR
(Project Approval
Review)

2.2 우주탐사 추진전략
일본의 우주탐사는 미국 및 유럽과는 차별적

으며, 연간 예산은 대체적으로 일본 우주항공

으로 규모가 큰 대형 임무보다는 중소형 규모

연구개발 기구 예산의 약

채택하고 있다.

는

1,500~2,000억원

10%

정도에 해당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2].

연구소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인 우주탐사 임
무의 발굴은 전체적으로 우주과학 연구자들로
부터 의견이 제시되는 상향식(bottom-up) 방법
을 채택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우주탐사와 관

련된 학계의 다양한 커뮤니티들로부터의 제안
을 바탕으로 워킹그룹(WG)과 연구 그룹 등이
구성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그룹들로부터 최종

의 임무에 집중하는 전략을 우주기본계획에서
중형 우주탐사 프로그램의 경우는 일본이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함으로
써, 관련된 국제협력 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수
행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중형 우
주탐사 전략은 대략

3,000억원

정도의 예산 규

모를 바탕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2016년

임무

착수에 실패한 히토미 위성을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XRISM(X-ray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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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pectroscopy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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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은 일본이 주도하

Small
JASMINE (Japan Astrometry Satellite Mission
for Infrared Exploration) 위성들의 개발이 확

고 미국 및 유럽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위

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에 곧 착수될 예정이다

위성이 현재 진행

중인 가장 대표적인 중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라
고 할 수 있다.
성으로서,

X선

XRISM

분광기와 영상기를 이용하여 우

은하의 기원과 지구형 행성 탐사를 위한

[1].

주의 구조와 암흑물질 등을 관찰하는 것을 주

마지막으로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

발사를 계획

중인 우주탐사 프로그램에 소규모로 참여하는

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2022년에

하고 있다. 이외에도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의
샘플을 채취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는

MMX(Martian Moon eXploration)

위성도

2024

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

태양풍 항해 위성인

OKEANOS와의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중형 우주탐사 프로젝트
로 선정된

LiteBIRD는

팽창우주론의 검증을 주

된 목표로 개발될 예정이다[1].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우주탐사 기회를 활용하
여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한 방법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규모는 연

100억원 정도의 예산 범위 이내에서 계
획되고 있으며, 이전의 중소형 우주탐사 프로
간 약

그램에서는 일본의 주도하에 해외협력이 수행
되어지는 반면에, 소규모 우주탐사 방식에서는
해외 우주기관의 주도로 해외협력이 이루어진
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개

발이 진행되고 있는 관련된 우주탐사 프로젝트
로는 유럽의

ESA를

중심으로 목성의 위성들을

탐사하기 위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JUICE

(Jupiter Icy Moon Explorer) 위성 프로젝트가
있으며, 일본은 여기에서 목성의 위성 관측을
위한 다양한 탑재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1].
표 2. 일본 우주탐사 프로젝트의 발사계획[3]

그림 2. 일본의 우주탐사 프로그램(2020~)[2]

공모형 소형 우주탐사 프로그램은 약

1,500억원

1,000~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개발이 진

행되고 있으며, 중형 탐사 프로그램보다 더 다

프로젝트

발사연도

XRISM

2022

MMX

2024

LiteBIRD

2028

SLIM

2022

Destiny+

2024

Small JASMINE

2024

JUICE

2022

양한 임무를 저비용으로 개발함으로써 여러 분
야에서 우주탐사와 관련한 많은 성과를 창출하
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현재 대표

2.3 우주탐사 기술개발 계획

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달에
착륙하여 달의 지질을 조사하기 위한

SLIM

(Smart Lander for Investigation Moon) 위성이
2022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파에톤 소행성 탐사를 위한 Destiny+와 우리

일본은 우주탐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
어서 요구되는 주요 기술들을 임무수행을 위해
서 요구되는 핵심기술, 자국이 관련 기술 분야
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술, 파급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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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 다양한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로 구분하고,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전력 관련 기술들의 향상도 함께 추진하고 있

주요 기술들을 선정하여

는데, 심우주 통신과 관련해서는 고속통신은

주요

물론 대용량 통신과 광통신 등의 기술 개발 계

기술, 위성 및 행성 탐사선 기술, 천체 표면활

는 방사성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RTG)의 개

포함하고 있는

5가지

우주 비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심우주 통신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5]. 이러한

5가지

기술들로는 초소형 탐사선 기술, 운송 시스템
동 기술, 우주용 냉각기 기술 등이 선정되었다.

초소형 탐사선 기술은 크게 초소형 위성 시

스템 기술과, 위성체와 관측기기의 초소형화
및 소비전력의 최소화 등의 세부기술로 구성되
어 있다. 이러한 초소형 기술은 향후 우주탐사
개발의 방향이 임무가 다양하고 매우 빈번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하고 있
다. 이와 함께 보다 더 먼 심우주 영역으로까
지의 탐사를 수행하기 위한, 위성의 소형경량

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력과 관련된 기술로
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향후 행성탐사의 많은 임무가 행성
표면의 물질들을 직접 조사하는 작업들이 필수
적으로 수반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무들을 위하여 행성 표면에 착륙하여
표면 물질을 채취하고 측정하기 위한 천체 표
면활동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초고
속으로 대기권을 돌입하기 위한 기체역학 분석
기술, 행성 표면에 착륙하기 위한 낙하산 투하

화는 물론 위성 자체의 에너지 절감 기술의 향

시험 기술, 저온 상태의 표본을 유지하기 위한

운송 시스템 기술은 발사체 재사용 기술의

표면을 탐사하기 위한 로버 개발 기술 등도 천

상도 주요 개발 내용으로 고려하고 있다.

향상과 함께, 우주탐사를 통하여 추출된 표본

저온 유지용 캡슐 기술 등과 함께, 실제 행성
체 표면활동 기술의 주요 개발 내용으로 삼고

의 지구 운반 기술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행성 표면에서의 장기생

운반 기술의 핵심은 지구 대기권 재돌입시의

체 표면활동 기술 개발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

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려하고 있는 지구
비행기술과 공력가열을 완화하는 것으로써, 이
를 위하여 일본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행유도

기술의

최적화와

유연

존관련 기술, 시료 채취 및 분석 기술 등도 천
다.

일본이 현재 분류하고 있는 또 다른 우주탐

에어로셀

사 기술로는 우주 관측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계획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기술인 고성능 냉각

(aeroshell) 기술의 극대화를 적용하려고
고 있다. 유연 에어로셀 기술은 저탄도

계수효

과로 고층대기에서 비행체의 감속을 구현함으
로써 공력가열을 저감시키는 기술로서, 아음속
까지 비행체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것을 계획하
고 있다. 이러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은 지구는

기 개발 기술이다. 이러한 고성능의 냉각기 기
술은 비단 적외선 관측 탑재체뿐만 아니라,

X

선을 포함하는 각종 전파 탑재체들에서도 공통
으로 요구되는 기술로서, 탑재체 내부의 검출
기를

1K

이하로 유지하면서 열잡음을 최소화

물론 대기권이 존재하는 행성의 탐사임무에도

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최종 목표로 하고

위성 및 행성 탐사선 기술은 태양계 전체 영

하기 위하여 냉매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도 고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의 탐사를 수행하기 위한 우주비행능력 기술
의 향상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구체적
으로는 이온엔진과 홀 추력기의 고성능화, 화
학추진 시스템과 궤도결정 기술의 고도화 등을
핵심기술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심

있다. 또한, 냉각기의 가동시간을 최대한 연장
성능 냉각기 개발기술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20~ 100K로

대형 탑재체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기 대형화 기술
과 이에 따른 진동저감 기술도 함께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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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x6 pixels)을

3. 일본 우주탐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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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도록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향상된 성능은 우주의 플라즈마 이동 속도를

10km/s

3.1 XRISM 프로그램

XRISM

위성은

2016년에

정도까지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초신성 잔해 등에서 중요한 원소들
발사되었지만 임무

의 구성을 별도로 분별하여 발견할 수 있을 정

수행에 실패한 히토미 위성을 대신하기 위하여

도로 관측 감도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

4개에서 2개로 축소하여 개발
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이 함께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총개발비는 약
2,400억원으로 우주의 고온 플라즈마를 대상으
로 X선 대역을 관측하여 우주의 구성과 진화는
탑재체의 개수를

다.

X-ray

영상기는 부탑재체로서 보다 더 넓

은 영역에 대한

CCD

공간영상 관측을 제공하

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탑재체의

250eV
1280x1280이다.

에너지 분해성능은 약
의 픽셀 수는

정도이고 검출기

물론 우주 물질의 순환을 분석하는 것 등을 주
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6]. 고온 플라즈마는 항
성 또는 은하가 주변의 중성가스를 가열시키고
재전이 시킴으로써 생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은
하광 대신에 강한

X선을

방사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고온 플라즈마의

X선

관측은

항성들과 은하들 사이의 공간에서 에너지와 물
질의 이동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
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MMX 프로그램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와 데이모스 등은 태양
계 시스템의 기원과 형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으며,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MMX라는

프로그

램을 통하여 화성의 대기 관측은 물론 포보스의
표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의 화성탐사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MMX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차별성

이 강조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그램의 주
된 임무가 태양계 내부의 거주가능 영역이 물의
발생 관점에서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를 화성의
위성을 통하여 확인하려 한다는 점이고, 두 번

째는 이러한 임무를 포보스 위성의 표본 채취와
지구로의 운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확인하려
한다는 점이다. 포보스 위성의 기원이 만약 원

시 소행성으로 확인된다면, 포보스와 같은 소위

그림 3. XRISM 위성의 외관[7]

XRISM 위성의 전체 무게는 약 2.3톤 정도이
며, 3년의 임무수명을 가지면서 고도 550km에
서 운용되도록 계획되고 있다. 장착될 관측 탑
재체로는 미국과 유럽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X선

분광기(SXS)와 일본이 개발 중인

X선

상기(SXI)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영

X선

성들이 설선(snow

line)의

외부로부터 물의 운

반 기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포보스 위성의 기원은 원시 태양계의 내

부와 외부간의 상호작용과 물질의 이동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포보스 위성의 표본 분석은 또한 위성에
누적된 화성 잔해의 영향으로 원시 화성 표면의

분광기는 주탑재체로서 마이크로 칼로리미터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화성 지표면의 현재 모습에 대한 이해를 높일

(microcalorimeter) 검출기를 이용하여
30배에 달하는 분광성능(7eV 에너지

분해능,

수도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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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LiteBIRD 프로그램
빅뱅이론은 빅뱅이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우주의 반지름이 빛보다 더 빠르게  배 확
장되었다는 인플레이션 이론에 의하여 현실의
몇 가지 모순점들이 보완될 수 있는데, 아직까
지 그러한 이론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된
적은 없다. 인플레이션 이론에 의하면 원시중
력파는 우주배경복사의 편광맵에
그림 4. MMX 위성의 외관[9]

MMS

이고

5년의

MMX에

하

는 매우 큰 소용돌이 모양의 흔적을 남길 것으

위성은 크게 귀환모듈, 탐사모듈, 추진

모듈 등으로 구분되며, 전체 무게는

B모드라고

4톤

정도

임무수명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장착된 탑재체들로는 표본추출 장치,

감마선 및 중성자 분광계, 광각분광 카메라, 근
적외 분광계, 망원 카메라, 레이저 고도계, 이
온질량 분석기, 더스트 카운터 등이 있다. 이중
에서 감마선 및 중성자 분광계와 표본추출 장
치는 미국과 공동개발 중이며, 근적외 분광계
와 심우주 통신·로버 등은 유럽과 함께 국제협
력을 진행 중에 있다. 포보스 위성에서 채취하

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B모드의

관측은

인플레이션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에 충분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일본의
로그램은 이러한

B모드의

관측을

LiteBIRD 프
위하여, 우주

배경복사의 편광을 관측하기 위한 전파망원경
을 장착하여 우주 공간에서의 원시중력파에 의
한 양자요동을 관측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

다[10][11]. 이러한 원시중력파의 검출은 우주론
의 핵심 상수인 텐서-스칼라 비율의 결정과 초
끈이론 등과 같은 양자중력이론의 검증에도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채취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

LiteBIRD 위성은 이전의 COBE, WMAP,
Planck 위성 등을 대신하여 우주배경복사 관측
의 임무를 2020년대 중반 이후에 계승하는 역
할도 수행할 예정인데, 이전의 위성들 임무가

하여 기존의 하야부사 프로그램과는 달리 로봇

우주배경복사의 강도와 주파수 관측에 집중되

고자 하는 표본 양의 목표는 약

10g

정도로 기

존의 하야부사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양의 표

팔을 이용한 표본 채취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
한, 지하

2cm

이상의 표본을 채취하기 위하여

로봇팔에는 코알라라고 하는 채굴장치를 사출
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지구로

또한,

어 있었던 반면에,

LiteBIRD

위성은 우주배경

복사의 편광도를 정밀하게 관측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반된 표본이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기 위한
재돌입 캡슐 장치는 하야부사 프로그램의 공력

감속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직

50cm의 크기와 3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MMX 위성은 2024년에 화성궤도를 향하
여 발사되고, 약 1년 후인 2025년에 화성궤도에
도착하게 되며, 3년간의 화성궤도 임무를 수행
한 후에 2029년에 지구로 귀환하게 된다.
경

그림 5. LiteBird 위성의 외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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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스템의 개발 비용은 약

4000억원

정

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관측용 전파망원경은

LFT(Low Frequency Telescope, 34~161GHz)와
HFT(High Frequency Telescope, 89~448GHz)
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15개의 주파수 밴드를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전파망원경
의 검출기와 냉각부 일부는 미국과의 국제협력
을 통하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HFT의

안테나 및 구조체 일부도 유럽과 공동으로 개
발하고 있다. 이외에 캐나다도 관측 영상 데이
터의 획득과 관련한 전장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 위성의 무게는 약
도에서 약

3년간

2.6톤이며, L2

궤

우주 전체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계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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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위성 무게가 약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정밀 착륙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첨단 기술들의 최적

화가 핵심 기술로서 고려되고 있다. 달표면 착
륙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하게 되고, 이후에 크레이터 자료들과의 비교
를 통하여 착륙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

게 된다. 또한 이러한 광학카메라는 착륙 과정
에서도 위험의 인식과 예측을 자동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 사용된다. 한편,

대한 상대속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성의

라믹 추력기가 사용되었으며, 주 엔진의 추력

해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 일본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

SLIM이라는

소형위성

착륙선을 달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

SLIM

프로그램은 착륙하고자 하는 임의의 지점에서

100m이내의

펄스

레이다는 착륙 시에 고도뿐만 아니라 표면에

500N 정도이고 8개
20N 정도로 설계되었다.
은

일본은

5개의 C밴드

있다. 추력기의 고성능과 경량화를 위해서 세

소행성 및 다른 행성으로의 정밀 착륙을 위

2021년에

위성에 장착된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여 크레이터의 위치들을 추출

자세제어에 요구되는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

3.4 SLIM 프로그램

으로

130kg

오차범위를 가지면서 정밀하게 착

륙하기 위한 기술을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서 검증된 기술은 향후
화성 등의 우주탐사 등을 위해서 활용될 것으
로 예상된다[12].

보조 엔진의 추력은
착륙장치와 관련해서

는 기존의 관절방식이 아닌 포러스 알루미늄을
사용한 충격흡수 장치가 사용되어 위성의 경량
화에 부합하도록 고려되었다. 충격흡수 장치를

SLIM
되는데,

이용하여 달표면에 착륙하기 위하여

위

성은

추

2단계

착륙 방식을 사용하게

력기를 이용하여 달표면에 근접하여 접근하게
되는

1단계

이후에,

5개의

충격흡수 장치가 모

두 달표면을 향하도록 보조추력기로 자세를 회
전하여 착지하게 되는

2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달표면에 착륙한 후에는 분광카메라 등을 이용
하여 달표면에 대한 가시광과 근적외파장 영역
의 분광관측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6. SLIM 위성의 외관[13]

일본의 소형위성 발사체인 엡실론을 이용할

그림 7. SLIM 위성의 2단계 착륙 방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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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하야부사

3.5 DESTINY+ 프로그램

4만톤의 우주
크기가 100마이크

매년 지구에는 우주로부터 약

먼지가 도달하며, 이 중에서
로 이하의 우주먼지인

2,500톤

정도가 유성의

형태로 지구 대기권을 통과해서 지표에까지 전
달된다. 이러한 우주먼지는 우주에서 유기물
전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주먼지의 기원을 확인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주탐사 목적 중의 하
나로서 고려되고 있다. 일본이 현재 개발을 추
진하고 있는

DESTINY+

프로그램은 이러한 우

주먼지 기원 후보대상 중의 하나인 파에톤 소
행성의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14].

2호에도

사용된 것과 유사한

탐사 시스템이다. 세 번째로 소형 위성의 행성
간 탐사를 위하여

DESTINY+

프로그램은 여러

실험적 장비들을 장착할 예정인데, 동일 추진
제 대비 최고 효율 성능의 이온엔진(40mN)의

탑재와 고성능의 태양전지 패널(138W/kg)의
적용,

600W

이상의 이온엔진 열발산을 효과적

으로 제어하기 위한 경량화된 고효율 루프 히
트 파이프(loop

heat pipe)의

개발 등이 소형위

성의 행성간 탐사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주
요

핵심

DESTINY+

기술

장비들로

고려되고

있다.

위성에는 파에톤 소행성의 우주먼

지 분석과 소행성 관측을 수행하기 위해서,

DDA라는 우주먼지 분석기와 TCAP 망원 카메
라, MCAP 다중밴드 카메라 등을 함께 장착하
고 있으며, PROCYON 위성에도 독립적인 우
주먼지 분석기와 다중 밴드 카메라를 함께 탑
재하고 있다. 파에톤 소행성의 임무를 완료한
시점에서, 위성은 다시 지구로 귀환하여 지구
를 중심으로 스윙바이를 수행한 이후에 또 다
른 탐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도록 계
획되고 있다.

3.6 Small JASMINE 프로그램

그림 8. DESTINY+ 위성의 외관[14]

기술적 관점에서

DESTINY+

프로그램은 몇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비용의 소형위성을 통한 행성간 탐사 임무

2013년에

발사된

GAIA위성의

우리은하 관

Nano
JASMINE, Small JASMINE, Medium JASMINE
측 임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은 크게

수행이라는 점이다. 엡실론 발사체를 이용할

등세 개의 프로그램들로 역할을 구분하여 위성

예정인

Small JASMINE

DESTINY+

위성은 약

460kg의

무게를

가지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소형위성의 특징으
로 인하여 파에톤 소행성 궤도까지의 도달은
나사선 상승궤도 기간과 달을 이용한 스윙바이

(swing- by) 등을 포함하는 여러 단계를 통해
서 2~3년에 걸쳐서 수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PROCYON이라는 15kg 정도의 초
소형 위성을 탑재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초
소형 위성의 목적은 파에톤 소행성으로부터

50km

이내까지 근접하여 비행하기 위한 것으

개발을 진행하려고 계획하였지만, 그 중에서
프로그램만이

2019년

일본 우

주탐사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개발 계획이 확
정되었다.

Small JASMINE의

주된 임무는 적외

선 관측을 활용하여 우리은하 중심영역에 밀집
되어 있는 별들의 운동을 측정함으로써 우리은
하의 형성과 진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는 것이다. 특별히,

Small JASMINE

프로그램

은 우리 은하의 중심핵 부근을 집중적으로 관
측함으로써 중심핵 디스크의 존재 검증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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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형성시기에 대한 많은 유용한 자료를 전달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GAIA

위성은 가시광 채널만으로 관측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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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JUICE 프로그램
일본의 다른 우주탐사 프로그램과는 달리

된 까닭으로 이러한 우리은하 중심핵 영역에

JUICE

대한 고정밀 측정이 가능한 별의 개수가 매우

본이 국제공동협력 방식으로 개발의 일부분에

한정되어

JAMINE

있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Small

위성에 의한 근적외선 채널은 이와

같은 가시광 관측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15].

프로그램은 유럽이 개발을 주도하고 일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JUICE

프로그

램의 주요 임무는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목성의 위성들(이오, 유로파, 가
니메데, 칼리스토 등)을 관측하여 얼음 층 아래
에 존재할 수도 있는 지하 해수의 존재를 확인
하는 것과 이들 위성들과 목성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JUICE

위성은 목성 위성

들의 표면은 물론 내부를 관측하기 위한 다양
한 관측 탑재체들을 내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 중에서 레이저 고도계와 플라즈마 및 이온
관측기

JUICE

개발에

위성은 약

대형위성으로서,
진입한 후에
그림 9. Small JASMINE 위성의 외관[16]

Small JASMINE

위성은 고도

태양동기궤도에 머물면서 약

550km

3년간

부분적으로

획되고 있다.

5톤

있다.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

8여년에

8개월

참여하고

걸쳐서 목성궤도에

정도 임무를 수행하도록 계

이상의

관측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전체 무게는 약

400kg

정도이다.

TMA(three mirror anastigmat)
구조의 관측 탑재체는 약 30cm 크기의 주반사
경을 가지고 있으며, 초점거리는 3.9m 정도이
다. 관측 파장은 1.1~1.7μm의 근적외선 대역
이 사용될 예정이며, 장착 예정인 근적외선 검출
기는 새롭게 개발된 미국 Teledyne사의 H4RG
(4kx4k)로 알려져 있다. 1회 은하 관측시간은
50분 정도이고, 100분 간격으로 관측이 반복되
도록 운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관측 방식에 의
하여 우리은하 중심부에서 15등급 이하의 별들
을 약 67,000개 정도 관측할 계획이다.

그림 10. JUICE 위성의 외관[18]

4. 결 론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2013년에

발표된

우주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주탐사 프로그램을
장기적 및 주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온 다
양한 우주탐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일본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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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일부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새로운 우주탐
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여러 다양한 우주탐사에서 요구되는
공통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개발하거나,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미국과 유럽에 상
대적인 우위가 있는 기술들을 적극적이고 중점
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주탐사 프로그램
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주탐사를 통
한 우주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순수 과학적
목적과 함께 차세대 우주기술 개발이라는 응용
공학적 목적들이 상호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우
주탐사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 달 궤
도선의 개발을 시작으로 우주탐사 계획을 본격
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우주탐사 계획을 참고하여, 장
기적인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우주탐
사 임무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차세대 우주 핵심
기술 개발의 플랫폼 제공이라는 우주기술 개발
관점의 역할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한국형
우주탐사 계획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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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북을 이용한 SAR 영상자료 압축기술 개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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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Trends of SAR Image Data Compression
Techniques using Codebooks
Lee, Hyeon-Cheol*, Kang, Eun Su*, Heo, Haeng-Pal*

ABSTRACT

A SAR payload used in satellites transmits a large amount of SAR raw data to a ground
station by wireless datalinks for image post processing, therefore the VQ, image compression
technique using codebooks has been studied much recently. This paper shows the
performance of the Dynamic 4 Path - Block Gain Tree Structured Vector Quantization
(D4P-BGTSVQ) which has 4 branch tree structures with block gain, and shows it is superior
to the conventional 2 branch Dynamic Path – Tree Structured Vector Quantization
(DP-TSVQ). In addition, we prove by calculation of SNR that processing the real/imaginary
type data which follow the Normal distribution is better than processing the
magnitude/phase type data which follow the Rayleigh/Uniform distributions.
초 록
위성에서 사용되는 SAR 탑재체는 영상후처리 때문에 무선통신링크를 통해 지상국에 대용량의
SAR 원시자료를 전송하는데 코드북을 사용하는 영상압축기법인 VQ이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
다. 본 논문은 블록 이득을 갖는 4 개 가지 나무구조 형태인 동적 4 경로 - 블록이득나무구조벡
터양자화(D4P-BGTSVQ)의 성능을 보여주고 이것이 기존의 2 개 가지 형태의 동적경로 – 나무구
조벡터양자화(DP-TSVQ) 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Normal 분포를 따르
는 실수/허수자료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Rayleigh/Uniform 분포를 따르는 크기/위상자료 형태
로 처리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SNR 계산을 통해 확인한다.

Key Words : SAR(영상레이다), VQ(벡터양자화), BAVQ(블록적응벡터양자화), BGVQ(블록이득벡터
양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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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본 론

많은 국가들이 지구상의 이웃 국가를 감시하
는 효과적인 감시장치로 인공위성을 사용 중이

다. 인공위성에서 지상을 감시하는 주요장치에는
광학카메라, 방사선 측정기, 분광계, 적외선카메
라 및 영상레이다(SAR) 등이 있고 그 수는 최근
에 증가하고 있다. 광학카메라는 고해상도 영상

을 제공하지만 비, 눈, 구름 있는 날 및 밤에는

영상 정보를 제공 할 수 없다. 적외선 카메라는

빛 없는 밤에도 영상을 제공하지만 비, 눈, 구름
있는 날에는 역시 영상을 제공 할 수 없다.

SAR

는 비, 눈, 구름 및 어둠에 상관없이 항상 영상
을 제공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관측장비

많은 영상자료 압축기술이 있지만
자료처리 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VQ는

하기에 전송량은 작아지지만 모든 코드북 자료
를 비교하는데 시간소요가 많은 단점이 있다.

VQ의

하는데

계산 복잡도는 그 벡터의 크기에 의존
블록적응벡터양자화(Block

VQ, BAVQ)[6-7]는

SAR의

Gain Adaptive VQ, BGVQ)[9]는
시 평균이 0 이고 표준편차가 1

인 분포를 블록 별로 사용하여 코드북을 생성

원시자료는 영상활용을 위해

데이터링크를 통해 지상처리장비로 전송되거나

하고 자료비교 시 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
하도록 한 기법이다.

기법이 많이 사

Adaptive
Tree Structured VQ, BATSVQ)[10]는 BGVQ를
사용하면서 코드북 찾을 때 가지가 2 개인 나
무구조 형태의 경로를 따라 찾게 한다.
동적경로 – 나무구조벡터양자화(Dynamic
Path - Tree Structured VQ, DP-TSVQ)[11]는 1
경로만 추적하는 BATSVQ와 달리 2 개 경로를
모두 고려하여 추적하는 기법이다.

용되며 영상처리를 블록 단위로 계산하면서 계

본 논문에서는 복소수자료의 블록 형태에서

통신이 불가한 지역에서는

SAR

Adaptive

블록 단위로 적응양자화[8]

한 다음 벡터양자화를 한다. 블록이득적응벡터
코드북 생성

메라 영상만큼 해상도가 높지는 않다.

영상

중 가장 근접한 자료를 찾고 그 주소만을 전송

영상은 광학카

SAR

SAR

기법이 많이

정한 코드북[2-5]에 있는 자료들과 비교한 값

양자화(Block

도 탐지 할 수 있다. 그러나

VQ

자료를 직접 전송하지 않고 사전에 설

이고 사용주파수에 따라 특정 깊이의 지하 표적

모든

89

탑재체가 임시

로 원시자료를 저장해서 나중에 보낼 수 있다.
고효율의

SAR

원시자료 압축은 실시간 전송

자료량을 증대시키며, 탑재체 저장장치의 용량
을 줄일 수 있어

SAR

자료의 압축에 대한 연

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

SAR 자료의 효율적 압축을
(VQ, Vector Quantization)[1]

위해 벡터양자화

산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빠른 계

산을 위해 나무구조형태로 코드북의 경로(path)
를 찾는 기법이 소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경
로 계산 시

4

개 가지를 사용하고,

SAR

원시

블록적응나무구조벡터양자화(Block

4
경로 - 블록이득나무구조벡터양자화(Dynamic
4 Path - BGTSVQ) 기법을 제안하고 그 장단점
에 대해 연구한다.
가지 수가

2

개가 아닌

4

개를 가진 동적

자료를 복소수 형태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에서는 다양한

VQ의

기법,

3

의 제안방법을 각각 소개한다.

2.1 VQ
장

장에는 본 논문

하나의 입력을 처리하는 스칼라양자화 대신

장에는 각각

집단입력인 벡터를 양자화하면 더 좋은 성능의

4

의 방법에 따른 계산량을 분석하고,
결론을 맺는다.

2

5

장에는

압축효율을 얻을 수 있다. 단순성 때문에 스칼
라양자화가 널리 사용되지만 벡터양자화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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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압축률 측면에서 스칼라양자화보다 우수
하다. 스칼라양자화와 마찬가지로

VQ의

압축기술이며 이

VQ도

목표는 입출력 영상 간

의 평균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VQ에서

알고리듬은

손실

LBG[12]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법인

데 영상을 사각형 블록으로 분할하고 코드북의
벡터를 입력영상의 벡터와 비교한다. 이 코드
북은 유사한 영상들을 사용하여 사전에 먼저
생성해 둔다. 입력영상 벡터

{Xi, i = 1, 2, ...,
M}와 코드북 벡터 {﹀Xi, i = 1, 2, ..., M} 간의
평균 왜곡 척도, D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M은

<그림 1, 2>에 나타난 BGVQ의 구조는
BAVQ와 흡사하나 각 블록 별로 평균 0, 표준
편차 1로 만든 신호자료를 벡터양자화하여 사
용하는 점이 다른 점이다. 코드북 또한 평균 0,
표준편차 1인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된다. 평균
및 표준편차는 데이터링크를 통해 지상제어장
비로 따로 전송되고 자료가 재구성될 때 그 블
록의 값을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서 재보상한
다.

(1)


 

 

2.3 BGVQ



벡터의 수,

d는 왜곡측정기법
중 평균자승오차(Mean Square Error, MSE)를
사용한다.
FSVQ(Full Search VQ)에서, 각 입력영상 벡
터와 코드북 벡터를 모두 비교검사하면서 D
값이 가장 작은, 즉 가장 근사한 코드북 벡터
의 주소(index)가 입력영상벡터 대신 전송된다.
수신기에서는 받은 주소로 코드북 벡터를 찾아
그 영상을 재구성한다.

그림 1. BGVQ encoder

그림 2. BGVQ decoder (IB: Inverse Block)

<표 1>은

BGVQ를
SNR과 MSE 값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의 신호 대 잡음비(SNR)
정의는 (원본원시자료의 분산)/(원본과 재구성
된 자료 간의 오차의 분산)이다. 여기서 MSE는
원본영상과 재구성된 영상 간의 오차이다. <그
림 3>을 BGVQ를 사용한 64:1 압축 영상이
<그림 4>이다.
일반적인 자연영상으로

사용했을 때 압축률에 따른

2.2 BAVQ
블록적응벡터양자화(BAVQ)의

VQ의

기본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성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

VQ의

개념은

VQ의

복잡

주된 단점

은 벡터 크기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BAVQ는 매우 작은
벡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VQ의 장점만을 제한
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다. BAVQ는 각
블록 별로 분리된 자료를 적응양자화 후에 VQ
를 사용한다. 각 블록에서의 적응벡터양자화
레벨은 각 블록 자료의 표준편차를 따른다. 이
BAVQ는 VQ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
연산 복잡도이며 따라서

표 1. SNR of natural image data (BGVQ) (# of
codebook: 256)
Compression Ratio

SNR[dB]

MSE

64:1

11.69

9.96

16:1

16.02

6.05

04:1

22.57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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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것이다.
표 2. SNR of SAR data using real/imaginary(imag)
distribution codebook (BGVQ) (# of codebook: 256)
(4 images from RadarSat1 averaged)

그림 3. Natural image (no compression)

그림 4. Natural image (BGVQ 64:1 compression)

일반 자연영상의 원시자료와 다르게 복소수
형태로 표시되는

SAR

원시자료는 실수/허수

또는 크기/위상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수/허수 자료는 각각

Normal 분포[9]를
VQ의 코드북 역시 정규화(평균 0, 표준
편차 1) 된 Normal 분포로부터 생성된다. 크기
/위상 자료에서 크기는 Rayleigh 분포[9]를 따
르고 위상은 Uniform 분포 [-π, +π][9]를 따
르므로 코드북도 정규화 된 Rayleigh 및
Uniform 분포를 따라 생성된다.
<표 2, 3>은 BGVQ를 사용했을 때 캐나다의
RadarSat1에서 촬영한 밴쿠버의 선착장(Ferry)
지역의 SAR 원시자료([13]에서 제공)를 실수/
허수 및 크기/위상으로 분류하고 이를 SNR로
따르고

Compression

SNR[dB]

SNR[dB]

Ratio

(real)

(imag)

16:1

02.56

02.56

6.77

04:1

12.83

10.20

1.16

MSE

표 3. SNR of SAR data using magnitude(mag)/phase
distribution codebook (BGVQ) (# of codebook: 256)
(4 images from RadarSat1 averaged)
Compression

SNR[dB]

SNR[dB]

Ratio

(mag)

(phase)

16:1

04.53

03.11

16.27

04:1

12.16

12.62

06.31

MSE

SAR 원시자료 처리 값인 <표 2, 3>의 자료
에서 4:1 압축 시 실수/허수와 크기/위상은
각각 12.83/10.20 dB, 12.16/12.62 dB의 SNR을
나타내며 <표 1> 일반 자연영상의 64:1 압축의
SNR 값과 유사하다. 그러나 SAR 원시자료를
16:1로 더 압축한 경우 SNR은 각각 2.56/2.56
dB, 4.53/3.11 dB로 좋지 않다.
2.4 DP-TSVQ

VQ

기법은 코드북의 주소만 지상으로 전송

하고 지상에서는 주소가 보유한 자료로 영상을
복원하기에 전송량이 많이 줄어들지만, 압축률
이 크면(동일 의미: 코드북의 길이가 길면) 압
축할 영상의 자료와 비교하는데 시간소요가 많
아져서 계산시간이 길어진다.

모든 코드북을 찾을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
기에 나무구조의 블록 형태로 빠르게 코드북을
찾을 수 있는
이 기법은

2

마디마다 또

BATSVQ[10]

기법을 소개한다.

개의 가지 끝에 마디를 만들고 각

2

개의 가지를 만들어 그

MS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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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 경로를 계산한다. 따라서 코드북을
전체탐색(full

search)

하는 것 보다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무구조는 상위마디
에서 한쪽 경로에 빠지면 다른 경로에는 찾아
갈 수 없어 최적의 경로가 아닐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DP-TSVQ으로

문턱값(threshold)에 따라 한쪽

계산하여 최종

1

경로만 갈 것인지, 양쪽 경로로 다 갈 것인지
다. 이 경로들 중

의 경로로 정한다.

개 이상의 경로를 결과로 낸

MSE가

더 작은 경로를 최적

Tchild(Tracking Child)는 4 개 가지 중 추적할
가지이고 Otherchildren은 나머지 3 개의 가지
이다.
여기에 더하여 SAR 원시자료를 실수/허수
혹은 크기/위상으로 변형하고, 평균과 표준편
차가 각각 0, 1인 확률분포(실수: Normal, 허
수: Normal, 크기: Rayleigh, 위상: Uniform)
를 적용한 블록과 코드북을 사용하여 BGVQ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호/복호화하는
D4PBGTSVQ를 제안한다.
4. 자료 분석

3. 제안 방법

DP-TSVQ를

사용 시

일반 자연영상 및

2

개의 가지를 사용하

4 개의 가지를 사용하는
Dynamic 4 Path - BGTSVQ(D4P-BGTSVQ) 방
식을 소개한다. 이 기법은 4 개의 가지 끝에
마디를 만들고 각 마다마다 4 개의 가지를 만
들어 계산하는 것을 제외하면 DP-TSVQ와 동
일하며 한번에 4 개의 자료 값을 비교할 수 있
어 기존의 2 개의 가지보다 계산시간이 짧아진
다.
기존의 DP-TSVQ에서 동적경로 계산은
였지만 본 논문에서

쿠버 지역의
기/위상

SAR

RadarSat1이

제공하는 밴

원시자료를 실수/허수와 크

BGFSVQ, BGTSVQ,
DP-BGTSVQ, D4P-BGTSVQ 방법을 사용하여
압축한 영상을 비교한다. 계산량은 노드에서
비교하는 횟수를 나타내었다.
<그림 5 - 8>은 일반 자연영상에 BGFSVQ,
D4P-BGFSVQ(Calculation load: 최소값 사용)을
사용하여 각각 64:1, 4:1로 압축한 영상이다.
자료정보로

       
     
       
(2)

Cin(Current internal
node)[11]은
현재내부노드이고
Lchild,
Rchild[11]는 왼쪽, 오른쪽 가지이다.
D4P-BGTSVQ에서 동적경로는 아래 수식을
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사용하는데
그림 5. Natural image (BGFSVQ, 64:1 compress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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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8.49 dB)과 전체탐
색으로 4:1로 압축한 SAR 자료의 SNR(12.83/
10.20 dB 및 12.10/12.62 dB)이 서로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축한 일반 자연영상의

표 4. SNR of Natural image data (# of codebook:
256) (4 images averaged)
Cmp.
Ratio

그림 6. Natural image (D4P-BGTSVQ, 64:1
compression, min. load)

64:1

04:1

Method

SNR[dB]

MSE

Cal.
LD

BGFSVQ

8.49

24.74

256

DP-BGTS
VQ

8.49~
6.17

24.74~3
2.18

510~
16

D4P-BGT
SVQ

8.49~
6.74

24.74~
30.15

340~
16

BGFSVQ

18.68

7.61

256

DP-BGTS
VQ

18.68~
10.94

7.61~
18.58

510~
16

D4P-BGT
SVQ

18.68~
13.37

7.61~
14.08

340~
16

- Cmp. ratio: compression ratio
- Cal. LD: calculation load (노드사용)
- Threshold: 0~1
그림 7. Natural image (BGFSVQ, 4:1 compression)

그림 8. Natural image (D4P-BGTSVQ, 4:1
compression, min. load)

<표 4 - 6>을
일반 자연영상과

비교하면

SAR

BGVQ와

동일하게

영상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체탐색으로

64:1로

압

<표 4 - 6>에서 SNR을 비교하면, 노드 사용
횟수는 BGFSVQ, DP- BGTSVQ, D4P-BGTSVQ
각각
256, 510(=256+128+64+32+16+8+4+2),
340(=256+64+16+4)으로 4 경로 나무구조의 최
대노드 사용횟수가 2 경로 나무구조보다 더 작
다. DP-BGTSVQ와 D4P-BGTSVQ에서 최대노
드사용(max. cal. load)의 의미는 전체탐색이며
BGFSVQ의 SNR 및 MSE와 값이 같다.
최대노드 사용 시 D4P-BGTSVQ의 SNR과
MSE는 DP-BGTSVQ의 SNR과 MSE와 동일하
나,
최소노드사용(1
경로만
계산)
시
D4P-BGTSVQ의 SNR과 MSE는 DP-BGTSVQ의
SNR과 MSE보다 더 좋다.
동일 기법에서도 최대, 최소노드 사용수에
따른 SNR도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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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NR of SAR data using real/imag distribution
codebook (# of codebook: 256) (4 images averaged)
Cmp.
Ratio

16:1

SNR

SNR

Method

[dB]

[dB]

MSE

BGFSVQ

(real)
2.56

(imag)
2.56

6.78

256

DP-BGT

2.56~

2.56~

6.78~

510~

SVQ

0.79

0.88

10.05

16

D4P-BG

2.56~

2.56~

6.78~

340~

TSVQ

0.99

1.09

10.12

16

BGFSVQ

12.83

10.20

1.16

256

1.16~

510~

13.86

16

1.16~

340~

10.56

16

DP-BGT
04:1

SVQ
D4P-BG
TSVQ

12.83~ 10.20~
2.54

3.06

12.83~ 10.20~
3.67

4.02

Cal.
LD

다.

<그림 9> 지역을 RadarSat1으로 촬영하고
압축없이 SAR 후처리한 영상이 <그림 10> 이
며 <그림 11 – 18>은 제안한 압축기법을 적용
한 영상이다.

그림 9. Optical image (Ferry in Vancouver)

표 6. SNR of SAR data using mag/phase distribution
codebook (# of codebook: 256) (4 images averaged)
Cmp.
Ratio

16:1

SNR

SNR

Method

[dB]

[dB](p

BGFSVQ

(mag)
4.53

hase)
3.11

DP-BGT

4.53~3

3.11~

SVQ

.23

0.87

D4P-BG

4.53~3

3.11~

TSVQ

.44

1.74

BGFSVQ

12.10

12.62

DP-BGT
04:1

SVQ
D4P-BG
TSVQ

<표 5, 6>을

MSE
16.27
16.27
~
18.88
16.27
~
17.00
6.31

Cal.
LD

그림 10. RadarSat1 (SAR) (No Compression)

256
510~
16
340~
16
256

<그림 11 - 14>의 실수/허수 자료에서 볼
때, SAR 자료영상은 D4P-BGTSVQ의 16:1 압축
경우 최소노드 사용 시는 영상식별이 어렵고

16:1의

최대노드 사용 시와

식별이 가능하다.

4:1

압축 시는 영상

12.10~ 12.62~ 6.31~ 510~
6.16

4.31

34.42

16

12.10~ 12.62~ 6.31~ 340~
6.82

6.09

29.73

16

비교하면 동일 조건에서 실수/

MSE가 더 작아서 실수/허수로
영상처리 함이 크기/위상 사용보다 더 유리함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수와 허수 간에는
SNR이 큰 차이가 없지만, 크기와 위상 간에는
16:1 압축 시 SNR에 차이가 있음도 알 수 있
허수 사용 시에

그림 11. Image of RadarSat1 SAR data using
real/imaginary codebook (D4P-BGTSVQ) (16:1
compression, max.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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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Image of RadarSat1 SAR data using
real/imaginary distribution codebook (D4P-BGTSVQ)
(16:1 compression, min. load)

그림 15. Image of RadarSat1 SAR data using
magnitude/phase distribution codebook (D4P-BGTSVQ)
(16:1 compression, max. load)

그림 13. Image of RadarSat1 SAR data using
real/imaginary distribution codebook (D4P-BGTSVQ) (4:1
compression, max. load)

그림 16. Image of RadarSat1 SAR data using
magnitude/phase distribution codeboook (D4P-BGTSVQ)
(16:1 compression, min. load)

그림 14. Image of RadarSat1 SAR data using
real/imaginary distribution codebook (D4P-BGTSVQ) (4:1
compression. min. load)

<그림 15 - 18>의 크기/위상 자료에서 볼
SAR 자료영상은 D4P-BGTSVQ의 16:1 압축

때
경

우 노드 수에 관계없이 영상식별이 어렵고

4:1 압축 시에는 영상식별이 가능하다.
16:1 압축에 최대노드를 사용하는 <그림 11>
과 <그림 15>를 비교하면 실수/허수로 처리한
영상이 크기/위상으로 처리한 영상보다 더 선

그림 17. Image of RadarSat1 SAR data using
magnitude/phase distribution codebook (D4P-BGTSVQ)
(4:1 compression, max. load)

명함을 알 수 있다.

16:1 압축에 최소노드를 사
용하는 <그림 12>와 <그림 16>을 비교, 그리고
4:1 압축에 최소노드를 사용하는 <그림 14>와
<그림 18>을 비교해도 실수/허수로 처리한 영
상이 크기/위상으로 처리한 영상보다 좀 더 선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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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추진용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 현황
조혁진*, 김호락**, 김수겸**2)
1)

Current Status of Test Facilities
for Space Electric Thruster
Cho, Hyokjin*, Kim, Holak**, Kim, Su-Kyum**

ABSTRACT

An electric thruster is a strong candidate for deep-space exploration, station keeping, and
orbit raising because it has a high specific impulse as well as a precise thrust-control
capacity. Test facilities for verific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electric thruster should
maintain a low pressure even with a large inflow rate of heavy ions, minimize a
back-sputtering from the surfaces of the test facility into the thruster, measure the thrust in
the range of a few to several hundreds of millinewton accurately, and diagnose the
distribution of thrust precisely. This paper describes the technical requirements of the test
facility for performance verification of the electric thruster and lists up the specifications of
the worldwide test facilities.
초 록
높은 비추력을 갖고 정밀한 추력 제어가 가능한 전기추력기는 심우주 탐사와 위성 궤도 유지

및 조정에 적합하다. 하지만, 우주 궤도로 발사하기 전에 우주용 전기추력기에 대한 성능을 지상
에서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지상 시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우
주용 전기추력기에 대한 지상 시험 시설은 고에너지의 고분자 이온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조건에
서 진공 상태를 유지하고, 방출된 이온과 시험 시설 표면의 상호 작용에 의한 스퍼터링

(sputtering)을

최소화하며, 수에서 수백

mN

단위의 작은 추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추력 분포

를 면밀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용 전기추력기 시험시설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 조건들에 대해 확인하고, 세계 유수 기관에서 우주용 전기추력기의 정확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구축한 시험 시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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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주에서의 대표적인 추진 방법인 화학 추진

과 비화학 추진 방법 중 전기 추진, 그중에서

도 정전기장에서 고분자 기체를 이온화하고,
그 이온을 가속하여 추력을 얻는 정전식 전기

추력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1-2].

<그림 1&2>와

같은 정전식 전기추력기는 추력

자체는 화학식 추력기에 비해 작지만, 비추력
이 크기 때문에 높은 엔진 효율을 갖고, 정밀

한 추력 조절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그림 1. 전기추력기 탑재 우주비행체 개념도
ⒸNASA

심우주 탐사, 위성 궤도 유지, 궤도 조정 및 전
이, 정밀 편대 위성 운용 등에 적합하다[3]. 태
양전지판이 생산하는 전력의 한계로 현재 개발
중인 일반적인 전기추력기의 공급 전력은 수

kW급이지만, 향후 태양전지판 면적 및 효율
증대, 핵원자로의 전력원 이용 등을 통해 전기
추력기의 추력을 수~수백 N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추력기의 개발과는 별도로, 지상에서 전기추
력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데 필요한 시험 시설
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간단하지 않다.

추력기에서 방출되는 고속의 고에너지 이온을
효과적으로 배기해야 하며, 시설에 미치는 이

그림 2. 홀추력기 시험 사진(좌: 제논, 우: 크립톤)[4]

2.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의 구성
2.1 우주 환경 구현 장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은 우주에서의 압력과

온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화학식 추력기

온도를 모사하는 기존의 열진공챔버를 바탕으

나 가열하는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전기추력

운용 고도를 고려하여, 진공 용기와 진공 펌프

의 경우, 발생한 화염이 추력기를 오염시키거
기 시험시에는 고에너지 전자의 충돌과 추력기
와의 전기적 상호 영향 문제가 더해진다[5]. 이
와 더불어, 화학식 추력기보다 상대적으로 작
은 추력(수~수백

mN)과

발생한 추력의 공간적

분포를 정확히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용 전기추력기 성능의 정
확한 검증을 위한 지상 시험 시설에 대한 기술
적 요구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유수 기관에서 구축한 우주용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의 현황에 관해 기술하였다.

로 한다. 먼저, 추력기가 탑재될 우주비행체의
를 이용해 대류 열전달이 충분히 무시될 수 있

는 진공 환경을 구현한다. 이와 더불어, 우주에
서의 추력기 노출 및 운용 예측 온도를 고려하

여 열교환 슈라우드, 히터, 램프 등의 다양한
열원을 이용해 우주 열 환경을 조성한다. 하지
만, 무한에 가까운 우주 공간에 비해 지상에
설치된 열진공챔버 내부 용적은 매우 한정적이
므로, 충분히 낮은 압력이 형성된 상태에서도

전기추력기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추진제 기
체들로 인해 챔버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되는 고분자 이온을
챔버 외부로 효율적으로 배기하여 챔버 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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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의 제논 이온 토출은

전기추력기 시험을 위해 필요한 진공 펌프의

압력의 관점에서 추력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보다 상당히 커야 하고, 특히 전기추력기에 사

하지만, 용적이 제한된 진공 챔버 내에서 다량
의 제논 가스 배출은 목표 진공도(< 10-3 Pa)를

용되는 고분자 기체에 특화되어 이를 효과적으

유지하는데 진공 펌프의 큰 배기 속도를 요구

배기 속도는 일반적인 진공 챔버의 배기 속도

로 배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추력기가 반복적으로 겪게

한다. 제논의 배기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상용 진공 펌프는 확산 펌프(diffusion

pump)

되는 우주 열 환경은 추력기를 둘러싼 열교환

와 저온 펌프(cryopump)이다. 대표적 고진공

에는 온도가 조절된 작동 유체를 공급하며, 복

rpm

슈라우드를 이용해 구현한다. 열교환 슈라우드
사열전달 방식으로 추력기에 열을 부과하거나
추력기로부터 열을 빼앗는다. 주기적으로 고온
과 저온 환경을 반복하며 성능을 검증함으로
써, 전기추력기의 온도 변화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한다.

펌프 중 하나인 터보분자펌프의 경우, 수만
이상의 고속으로 블레이드가 회전하며 기

체 분자와 직접 충돌하며 배기하므로, 무거운
제논 분자와 충돌로 인한 급격한 온도 상승을
일으킬 수 있어 다량의 제논에 대한 주 배기용
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확산 펌프는 끓는점이 낮은 오일을 가열하여

가속된 고에너지의 이온이 방출되어 챔버 내

증발시킨 후 이를 노즐에 통과시켜 제트류를

벽과 충돌하게 되면 심각한 부식이 발생할 수

만들어 주위의 기체분자와 충돌하게 하여 운동

튀어나온 원자 또는 분자는 다시 전기추력기와

온 펌프는 극저온 냉동기를 가동하여 일정 면

부딪혀 실제 우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원치

적을 갖는 냉각판 온도를 섭씨 영하

해, 흑연(graphite)판을 챔버 내벽에 부착하여

의 운동에너지를 감소시켜 흡착시키거나 다공

있다. 이때 야기되는 스퍼터링(sputtering)으로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
챔버 내벽을 보호하고, 흑연판과 부딪힌 고속
및 고에너지 이온은 흑연판에서 에너지를 소산

량을 전달하고 기체 분자를 배기한다. 반면, 저

K)

253도(20

이하로 낮추고, 냉각판과 충돌한 기체 분자

성 활성탄 내부에 가둔다. 이 중, 오일의 역류

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유지보수가 상대적으로

하여 전기추력기로의 역스퍼터링 가능성을 낮

쉬운 저온 펌프의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버의 내용적을 가능한 한 크게 확보하는 것이

여러 기체의 온도에 따른 포화 증기 압력 곡
선을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3 Pa 이

춘다. 스퍼터링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진공 챔
바람직하다.

하의 압력에서 제논을 배기하기 위한 흡착면
온도는

2.2 제논(Xe)의 배기
전기추력기에서 추진제로 사용하는 기체는
전자와의 충돌을 통해 양이온으로 만들어 내부
전기장을 통해 쿨롱힘으로 가속하는 대상이 된
다. 따라서, 운동량 보존식에 따라 큰 운동량이
발생할 수 있도록 원자량이 큰 추진제 기체를
택하는 것이 좋다. 원자량이 크고 양성자가 많
아 전하량이 큰, 가장 무거운 비활성 기체인
제논을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

60 K

저온 펌프의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상용

2단

저온부는

20 K

이하까지 필

요 이상으로 냉각되어 유지되기 때문에, 다량
의 제논을 효율적으로 배기하는 데에는 적절하
지 않다. 다시 말해, 같은 냉각 용량의 극저온
냉동기를 사용하더라도, 더 넓은 면적의 흡착
판을

40~50 K

정도로 냉각하도록 설계하여 적

용하는 것이 제논의 배기에 더 효과적이다. 이
를 위해, 상용 저온 펌프 대신 극저온 냉동기

에 별도의 극저온판을 부착하여 제논에 특화된
배기를 수행하고, 제논보다 분자량이 작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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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운 기체들은 터보분자펌프를 이용해 보조적
으로 배기하는 전략을 택한다.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은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기간 동안 제논 배경의 공간에서 압력을
측정해야

cathode

하므로,

이온게이지와

같은

hot

방식의 진공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제논에 대한 보정 계수를 적용하여 압력을 측
정해야 한다. 질소 대비 이온화가 쉬운 제논
배경 공간의 압력 측정시, 질소 기준으로 보정
된 게이지 측정값보다 실제 압력은 더 낮다.

그림 3. 온도 변화에 따른 여러 기체의 포화
압력[6]

2.3 전기추력기 성능 검증 및 진단 장치
전기추력기의 추력 성능 검증 및 빔 특성 진

그림 4. 추력 측정 장치[7]
(a) 추력 측정부, (b) 위치 검출 개념도

단 장치는 추력 측정을 위한 추력 측정부와 플
라즈마 특성 진단을 위한 플라즈마 진단부로
구성할 수 있다.

추력기 플라즈마의 분사각을 측정하기 위해

전기추력기의 경우 미소 추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발생한 수십~수백
측정은

stand)를

<그림 4>와

mN급의

추력 변화

같이 추력 스탠드(thrust

이용하여 레이저와 위치 검출기 시스

템을 통해 측정하는 추(pendulum) 방식을 적
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추력 로드셀
등을 이용한 추력 측정 방식 적용도 가능하다.

서는 각도에 따른 이온 전류 밀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probe)을

대표적으로

패러데이

탐침(Faraday

이용한다. 패러데이 탐침은 전류 신호

를 수집하는 수집기와 수집기 시스(sheath)의
모서리 효과를 없애고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가드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탐침 개념은

<그림
5>와 같다. 약 -20 V 정도의 음전압을 인가하
고, 추력기의 분사 중심축을 중심으로 -90°에서
90°까지 패러데이 탐침으로 이온 전류 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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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뒤, 측정된 전류 밀도를 바탕으로 플룸
각(plume

angle)을

계산한다.

그림 6. 지연전위 탐침 개념도[7]

이외에도, 전기장과 자기장을 수직으로 인가
하여 이온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ExB

탐침을

통해 플라즈마의 이온종 특성 파악하여 비추력
및 전류 효율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온의 속
도에 따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레이저 유도
형광(laser

induced fluorescence)

진단 장치 등

을 활용하여 이온빔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3. 미국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
그림 5. 플라즈마 진단 시스템[7]
(a) 회전 진단시스템, (b) 패러데이 탐침 개념도

또 다른 탐침 방법으로,

위 탐침(retarding

<그림 6>의 지연전
potential analyzer)이 있다.

지연전위 탐침을 이용하여 이온빔의 에너지를

측정하고, 양극을 통한 가속 효율을 측정할 수
있다. 지연전위 탐침은 크게 플라즈마의 섭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플로팅 그리드와

2차

전자를

제거할 수 있는 전자차단 그리드, 포텐셜을 인
가할 수 있는 포텐셜 그리드로 구성되며, 전압
인가에 따른 전류 수집량의 변화를 통해 플라
즈마의 이온 에너지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3.1 NASA GRC

NASA의 Glenn Research Center(GRC)는
기 추진 및 전력 연구소(EPPL)를 운용하며,

전
세

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
을 구축하여

40년

이상 전기추력기에 대한 시

험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림 7>의
VF-5(직경 4.6 m, 길이 18.3 m)와 <그림 8>의
VF-6(직경 7.6 m, 길이 21 m)라는 초대형 전기
추력기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6
기의 상대적으로 작은 시험 시설들을 운용하고
있다[8]. 두 시험 시설의 제논 배기 속도는 모
두

700,000 L/s이다. NASA GRC를

위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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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기관들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의
규모와 제논 배기 속도, 특징을
하였다. 실제

NASA GRC

<표 1>에

부 형상과 성능 검증 장비들은 기관에서 게시
한 가상투어 웹페이지[9]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3.2 NASA JPL

정리

시험 시설의 내/외

103

NASA의 Jet Propulsion Laboratory(JPL)의
연구는 편대 궤도 운용을 위한 작은 추력의 전
기추력기부터 궤도 유지 및 변경을 위한 공급
전력

kW급의

전기추력기, 심우주 탐사를 위한

특히,

NASA JPL은 2 MW

매우 큰 추력의 전기추력기까지를 아우른다.
급의 초대용량 전력

공급 장치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고출
력의 전기추력기 개발과 시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 9>의 시험시설 규모는 직경 3 m,
10 m이며, 400,000 L/s의 제논 배기 속도
갖는다[10].

길이
를

그림 7. NASA GRC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VF-5)[8]

그림 9. NASA JPL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10]

3.3 University of Michigan
미시간 대학의 플라즈마역학 및 전기추진 연

구실(PEPL)에서 보유하고 있는

LVTF는

<그림 10>의

차세대 전기추력기에 대한 학문적 연

6 m, 길이 9 m의 대형
시험 시설이다. 수년 전, 고출력 전기추력기 연
구를 위해 제논 배기 속도를 500,000 L/s까지
높였는데, 이 개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상용 저
구를 위해 구축한 직경

온 펌프가 아닌 직접 개발한 저온판을 적용하
였다. 큰 설치 면적을 요구하는 상용 저온 펌
그림 8. NASA GRC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VF-6)[8]

프 대신,

1단

극저온 냉동기에 넓은 저온판을

부착하여 설치하고, 제논과 크립톤의 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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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유수 시험 기관의 주요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 사양
보유국

보유 기관

명칭

NASA GRC

VF-5
VF-6
VF-12

크기

배기 속도

(직경 ✕ 길이)

(제논(Xe) 기준)

4.6 m ✕ 18.3 m
7.6 m ✕ 21 m
3 m ✕ 9 m

700,000 L/s
700,000 L/s
130,000 L/s

3 m ✕ 10 m

400,000 L/s

NASA JPL

미국

Univ. of Michigan

LVTF

6 m ✕ 9 m

500,000 L/s

Georgia Tech

VTF-1
VTF-2

4 m ✕ 7 m
4.9 m ✕ 9.2 m

155,000 L/s
350,000 L/s

DLR

STG-ET

5 m ✕ 12.2 m

276,000 L/s

Arian Group
GmbH

AsteriX

3 m ✕ 6 m

140,000 L/s

SITAEL

IV10

5.7 m ✕ 6 m

450,000 L/s

Aerospazio

LVTF-2

3.8 m ✕ 12.5 m

180,000 L/s

QinetiQ

LEEP2
LEEP3
LEEP1

3.8 m ✕ 9.9 m
3.3 m ✕ 7.2 m
1.6 m ✕ 7.2 m

100,000 L/s
200,000 L/s

독일

특징

decoupled
stand

이탈리아

영국

RF-transparent

호주

Australian Nat.
Univ.

S2F

3 m ✕ 3.7 m

180,000 L/s

터키

TUBITAK UZAY

VTC1

2.3 m ✕ 4.5 m

77,000 L/s

이스라엘

Rafael

Chamber A1

2.5 m ✕ 6.5 m

50,000 L/s

일본

JAXA

Hall thruster
DT Chamber

3 m ✕ 8 m
2 m ✕ 5 m

230,000 L/s
110,000 L/s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온판의 면적을

seismic block

3.4 Georgia Tech

키워 결과적으로 소요 비용과 필요 공간을 절
감하였다[11].

조지아 공과대학의 고출력 전기 추진 연구실

(HPEPL)에서는 직경 4 m, 길이 7 m 규모의
시험 시설인 VTF-1과 <그림 11>의 직경 4.9
m, 길이 9.2 m 시험 시설인 VTF-2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VTF-2에 설치된 원뿔 형
상의 흑연판은 수직 방향의 이온 반사를 줄이
고, 추력기 주변의 배압(back

pressure)

효과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원뿔 형상 흑연판 뒤
에는 냉각을 위한 별도의 냉각 시스템을 설치
하였다[12].
그림 10. 미시간 대학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LVT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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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축이 되는 챔버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베어링 위에 챔버를 설치하고, 추력 스탠드를
챔버 벽면과 분리해 추력기로의 진동 저감과

정확한 좌표축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스퍼터링을 최소화하기 위한 흑연판을

13>과

<그림

같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풍차 형상

으로 제작 후 적용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하는 베네시안 블라인드 형상의 흑연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칭적인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13].
그림 11. 조지아텍의 전기추력기
시험시설(VTF-2)[12]

4. 유럽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
4.1 독일 DLR

<그림 12>의 독일 DLR 전기추력기 시험 시
설은 직경 5 m, 길이 12.2 m의 규모로 276,000
L/s의 제논 배기 속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림 13. 독일 DLR 시험 시설의 beam dump[13]

4.2 독일 AGG

Arian Group GmbH(AGG)에서는 <그
림 14>의 직경 3 m, 길이 6 m 규모의 AsteriX
라는 전기추력기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

그림 12. 독일 DLR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STG-ET)[13]

진공 형성 및 온도 변화시 설치 및 측정의

그림 14. 독일 AGG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Asteri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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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 내부 추력기에서 가장 먼 위치에는 스
퍼터링을 최소화하기 위한 흑연판을 설치하였
으며, 제논 이온에 의한 부식 방지를 위해 세
대의 저온판을 흑연판 뒤쪽 공간에 위치하였
다. 챔버 내에 설치한 직경

660 mm의 저온판
18개로써, 350,000 L/s의 제논 배기 속도
확보하였다[14].

은 총
를

4.3 이탈리아 SITAEL
이탈리아 SITAEL에서는 <그림 15>의 직경
5.7 m, 길이 6 m 규모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
(IV10)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개선 작업
후 제논 배기 속도를 450,000 L/s로 확장하고,
공급 전력 20 kW급의 홀추력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16. 이탈리아 Aerospazio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LVTF-2)[16]

4.5 영국 QinetiQ

QineiQ에서는 대형 시험시설인 <그림
17>의 LEEP2(직경 3.8 m, 길이 9.9 m)와 <그
림 18>의 LEEP3(직경 3.3 m, 길이 7.2 m)를 운
용하고 있으며, 각 시설의 제논 배기 속도는
100,000 L/s와 200,000 L/s이다.
영국

그림 15. 이탈리아 SITAEL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IV10)[15]

4.4 이탈리아 Aerospazio
이탈리아 Aerospazio에서는 <그림 16>의
180,000 L/s 제논 배기 속도를 갖는 직경 3.8
m, 길이 12.5 m 규모 시험 시설(LVTF-2)을 운
용하고 있다.

그림 17. 영국 QinetiQ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LEE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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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 국가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
5.1 호주 국립 대학

<그림
20>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S2F)은 직경 3 m,
길이 3.7 m 규모로써, 180,000 L/s의 제논 배
기 속도를 갖는다. 고정된 챔버에 전기추력기
호주 국립 대학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험을 위한 원기둥 파트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일반 열진공시험 또는 추력기
그림 18. 영국 QinetiQ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LEEP3)[17]

성능 검증 시험 선택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림 19>의 LEEP3에는 RF 투
과가 가능한 GFRP 재질을 직경 3 m, 길이 1.6
m 영역에 적용하여 전기추력기 작동시 RF 환
경 측정(EMC 시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RF 투
과 영역에는 4 m × 3 m × 3 m 크기의 RF 흡
수체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반향실의 역할을 하
도록 하였다[17].

그림 20. 호주 국립 대학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S2F)[18]

5.2 터키 TUBITAK UZAY
터키

TUBITAK UZAY에서는

총

3대의

전기

추력기 시험 시설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림 21>의 VTC1은 직
경 2.3 m, 길이 4.5 m 규모로, 77,000 L/s의 제
논 배기 속도를 갖는다. 특징적으로, 추력 측정
중의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VTC1를 제진
블록(seismic block) 위에 설치하였다.
그중 가장 큰 시설인

그림 19. 영국 QinetiQ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LEE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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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터키 TUBITAK UZAY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VTC1)[19]

6. 결 론

5.3 이스라엘 Rafael

6대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시설은 <그림 22>의 직경 2.5 m, 길이 6.5 m
규모를 갖는 Chamber A1이다.
이스라엘

Rafael에서는

그림 23. 일본 JAXA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20]

총

우주용 전기추력기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시설의 기술적 요구 조건과 세계 유수 기관들
에서 구축한 시험 시설들의 사양을 살펴보았
다. 10-3 Pa 이하의 진공 환경을 유지하며 전기
추력기로의 원치 않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

밀한 추력 측정과 플룸 진단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량의 제논 이온의 효율적 배기,
스퍼터링 최소화를 위한 흑연판 적용, 내구성
검증을 위한 열교환 슈라우드 설치가 필요하

다. 또한, 이온게이지를 이용한 압력 측정시에
는 배경 기체인 제논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과학기술원, ㈜쎄트렉아

이 등에서 작은 규모의 우주용 전기추력기 시

험 시설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큰
그림 22. 이스라엘 Rafael의 전기추력기
시험 시설(Chamber A1)[4]

추력의 우주용 전기추력기 연구와 개발을 위해
대형 시험 시설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술적

5.4 일본 JAXA

요구 조건들과 세계 여러 기관에서 구축하여

JAXA에서는 <그림 23>의 직경 3 m,
길이 8 m 시험 시설과 직경 2 m, 길이 5 m의
시험 시설을 구축하여 운용 중이다. 제논 배기
속도는 각각 230,000 L/s와 110,000 L/s이다.

하여 큰 추력의 우주용 전기추력기 성능 검증

일본

운용 중인 시험 시설들의 사양과 특징을 고려
을 위한 대형 시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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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tatus and Prospects of Space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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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pace suit is one of the tools necessary for mankind living in adaptation to the earth's
environment to advance into space. It must be able to sustain life such as oxygen supply,
and must withstand low pressure and extreme temperature changes. Devices for
communication are required and must be made light while being able to maneuver flexibly.
Space suits, which were uncomfortable and heavy in the early 1960s, are evolving lighter
and more convenient. The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and used space suits to date

are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and some agencies, including the European
Space Agency, are preparing their own manned space flights. This paper deals with the
change of space suits according to the space development plan rather than technical matters.
초 록
지구환경에 적응하여 살고 있는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 중의 하나가 우주

복이다. 산소공급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낮은 기압과 극심한 온도변화를 견디어야
한다. 통신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유연하게 기동할 수 있으면서도 가볍게 만들어져야 한다.

1960년대

초에 불편하고 무겁던 우주복은 보다 가볍고 편리하게 진화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우

주복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와 중국으로 유럽우주국을 비롯한 일

부 기관에서 독자적인 유인우주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술적인 사항보다는 우주개
발계획에 따른 우주복의 변천 동향을 중심으로 다룬다.

Key Words : Mercury program(머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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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착용감을 주는 스트랩 및 지퍼를 도입하여

1. 개요

활동성을 향상시켰으며 무게는
우주복은 우주비행사들이 비행 중 착용하는

여러 종류의 복장으로 내복류, 선내 생활복, 여
압복, 선외 활동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
상과는 다른 환경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생명과

10kg

정도 되었

다. 또한 생체의학적인 정보를 받기위해 오른

쪽 허벅지에 연결부를 만들었고 열제어를 위해
기존의 나일론 소재 외피와 가죽 조종화를 알
루미늄으로 코팅하여 사용하였다[1].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우주복은 주로
미국,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발전
되어 오고 있다. 현재는 한동안 주춤하던 우주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안전하면서도 좀더 가볍
고 편리한 우주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복류는 기본적으로 피부보호를 위한 상하

의 내복과 함께 대소변 수거기, 온수 순환식
온도조절장치, 생체 신호감지기를 포함한다. 선
내 생활복은 국제우주정거장 등의 무중력공간
에서 활동하기 편하도록 여러 개의 벨크로1)와
수납주머니가 부착된 형태의 생활복이다. 여압

그림 1. 머큐리 우주복[2]

복은 우주선의 발사 및 재진입시 급격한 압력
변화로부터 우주비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

주변에 압력조절이 가능한 장비가 부착된다.
선외활동복은 우주유영이 가능하도록 호흡장치
를 비롯한 다양한 생명유지장치가 포함되어 있
다. 여기서는 우주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하고

2.2 제미니 계획

2인승

제미니 계획은 머큐리 계획의 후속인

유인우주선 계획으로 달착륙에 대비한 기술을
개발하고 습득하기 위하여

1966년까지

수행되

사용된 여압복과 선외활동복에 대하여 다룬다.

었다. 당시 극초음속 궤도비행체 연구를 위해

2. 미국

우주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

2.1 머큐리 계획

모든 임무에서 사용되었으며 지휘관과 조종사

실험기를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압력복을

모델을 만들었다.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수행되었

다. 이때 사용된 우주복은 네이비 마크

Mark IV)로서

G3C는

제미니

7호를

G3C

제외한

의 역할에 따라 부츠와 헬멧을 탈부착이 가능

머큐리 계획은 미국의 첫 번째 유인 우주탐
사계획으로

X-15

4(Navy

고고도 전투기 조종사들을 위한

압력복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던 것을 우주
복으로 개량하여 사용되었다. 기존 전투기용

G4C 모델을 만들었다.
1965년에 에드 화이트가

하도록 개량하여

G4C

4호에

모델은

제미니

탑승하여 미국 최초로 우주유영을 수행

할 때 사용되었다.

G5C

모델은 지퍼형태의 바

이저2), 헬멧에 통합된 통신장비, 러시아의 소콜
우주복과 유사하게 날씬한 형태가 특징인 개량

여압복 중에서 활동성과 무게 측면에서 유리한

형 모델로 제미니 7호 임무에서 사용되었다[3].

1) 단추나 지퍼 대신 사용하는 탈부착 소재로 찍찍이라 불림

2) 태양이나 밝은 빛으로부터 눈을 가리거나 물체로부터 눈을 보호하
는 표면으로 헬멧에 부착됨

모델로 어깨, 팔꿈치와 무릎의 고정부에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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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위에 헬멧과 월면화 등을 착용하였으며 인

11호 임무에서
15호에서 A7L-B

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도 활용되었다. 이후 아폴로

모델로 개량되었는데, 이때 수냉 장비 및 통신
케이블 등의 연결 위치를 변경하여 허리 관절
을 추가함으로써 활동성을 향상시켰다[4].

그림 2. 제미니 우주복(G3C)[3]

2.3 아폴로 계획
아폴로 계획은 유인 달탐사 계획으로
부터

1972년까지

11호가

1961년

1969년 아폴로
착륙하였다. 우주비행사

수행되었으며

처음으로 달에

그림 3. 아폴로 우주복(A7L)[5]

의 훈련 및 지상시험이 진행되던 초기에는 기
존 제미니 계획에서 사용 중이던
을 아폴로 우주선에 맞게 개량한

G3C
A1C

우주복
모델을

2.4 우주왕복선 계획

사용하였다. 주요 변경사항은 헬멧 바이저 부
위에 보호 커버 추가, 아폴로 우주선에 사출형
좌석 대신 캡슐형 비상 탈출 시스템이 채택됨
에 따라 낙하산 대신 튜브형 부양장치가 추가
되었다.

아폴로

A7L

7호를

시작으로 유인비행이 시작되어

모델이 만들어져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우주복은 아폴로-소유즈 도킹임무3)까지
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아폴로
재를 대비해 기존

G3C

1호와

15차례

같은 화

모델에서 쓰이던 나일

론 소재 대신 내화성 소재가 사용되었다.

우주왕복선 계획은 지구와 우주를 반복해서
럼비아호의 첫 비행 이후
스의 마지막 비행까지 총

어졌으나 당초 계획했던 발사비용의 절감이 불
가능하게 되어 계획 자체가 취소되었다. 이 과
정에서 챌린저호와 컬럼비아호의 사고로
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4.1

선외 활동을 할 때에는 발사 당시 착용한 우주
3) 아폴로-소유즈 도킹임무 : 미국과 구소련이 공동으로 비행한 우주
임무로 미국의 아폴로 18호와 구소련의 소유즈 19호가 도킹하여 상
호방문, 깃발교환, 식사,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 선언문 서명 등의
행사를 가진 것으로 1975년 7월 17일부터 44시간 동안 이루어졌으
며 도킹해제 후에도 각종 시험이 수행됨

14명

여압복

첫 우주왕복선인 컬럼비아호의 우주비행사들

아폴로 계획에 사용된 우주복에서는 아직 여
압복과 선외 활동복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1981년 4월 컬
2011년 7월 아틀란티
135회의 발사가 이루

비행하도록 개발된 우주선으로

은 급격한 압력감소에 대비하고 비상사태 발생

EES(Ejection
Escape Suit)를 사용하였다. EES는 G3C 모델을
기반으로 초음속 정찰기인 SR-71의 여압복을
시

탈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량한 것으로서 비상용 사출좌석에 맞춰 제작
되었고

1981년의

첫 번째 임무부터

198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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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임무까지 사용되었다.

3. 구소련 및 러시아

다섯 번째 임무부터는 사출식 비상탈출이 무
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압력조절장치가 없는 일
반 비행복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25번째

1986년의

3.1 보스토크 계획

임무에서 챌린저호가 폭발하여 사망사

고가 발생하면서 비상탈출 시스템의 필요성이

EES를 재도입하여
LES(Launch Entry Suit)를 사용

다시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일부분 개량한
하였다[6].

1994년의 65번째 임무부터는 LES를
ACES(Advanced Crew Escape Suit)를
용하기 시작하였다. LES는 부분가압 형태인
면 ACES는 전신가압 형태라는 것이 가장
이후

량한

개
사
반
그림 4. 우주왕복선 우주복(LES, ACES,
EMU)[6][7][8]

큰

차이점이며 밝은 오렌지색으로 만들어 긴급 탈
출시 눈에 더 잘 띄게 하였다. 이러한 색상으
로 인해 호박 우주복(pumpkin

suit)이라는

별

명으로도 불렸고, 손목 등의 여러 관절부위에

보스토크 계획은 세계 최초의 유인우주선 계
획으로

1961년 4월에

유리 가가린이

고 궤도비행을 하였으며

6호까지

1호를

타

SK1

모

수행되었다.

볼 베어링을 적용하여 활동성을 향상시켰으며

이 계획에서 사용한 최초의 우주복이

부츠의 끈을 지퍼형태로 교체하여 발과 발목의

델로 보스토크 우주선으로부터 사출되어 착륙

부상을 예방하였다[7].

2.4.2

할 때 사용되는 낙하산이 내장되어 있다.
모델은

선외활동복

토크

우주유영을 위해 우주인에게 필요한 생명유

지, 극한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충분한 이동성,

SK1과

6호에

SK2

기능적으로 모두 동일하나 보스

탑승한 최초의 여성우주인이었던

발렌티나 테레시코바에 맞추어 일부분이 개량
되었다[9].

원활한 통신 등의 기능들을 모두 집약시킨 복
장으로 단순한 옷이 아닌 개인용 우주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Unit)라

EMU(Extravehicular Mobility

불린다. 또한 흰색으로 만들어 열을 반

사할 수 있게 하고 검은 우주공간에서 돋보이
게 하였으며 빨간 줄무늬를 이용하여 서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EMU는
2종류의

국제우주정
선외활동복

중 하나로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오를란 선외
활동복이다.

아폴로 계획 당시 사용하던

A7L

모델과 달

그림 5. 보스토크 우주복[9]

리 상하의가 분리되어 있어 활동성을 대폭 향
상시켰으며 개개인마다 맞춤형식으로 제작되어

3.2 보스호드 계획

자신의 선외활동복만 착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8].

보스호드 계획은 보스토크 계획의 후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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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에서는 3인이

탑승하였으며

2호에서는

우주

유영을 수행하였다. 보스호드 우주선은 역추진
로켓이 설치되어 우주선에 탑승한 상태로 지상
착륙이 가능하였다.
을 착용하지
위해

SK1

1호에서는 별도의 압력복
않았으나 2호에서는 우주유영을

우주복을 선외활동이 가능하도록 개

선하여 베르쿠트라는 선외활동복을 만들었다.

45분간

사용할 수 있는 산소탱크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활동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10].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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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콜 여압복

우주선의 발사와 재진입시 급격한 압력변화
로부터 우주비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압복으로

197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

다. 소련의 우주비행사들이 소유즈

1호부터 11

호까지 여압복 없이 발사와 재진입을 수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여압복이 너무 크고 두껍

다보니 좁은 선내에서 답답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소유즈

11호의

재진입과정에서 선내 결

함으로 급속한 압력감소가 발생하여 우주선의
정상 착륙에도 불구하고 여압복을 입지 않았던
우주비행사들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
였다.

12호
되었으며, 착

이후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 소유즈
임무부터는 여압복을 다시 입게

용시의 답답함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한 얇은

형태로 개선하였다. 미국의 우주왕복선에서 사

ACES와 달리 소콜 여압복은 얇게 만들어
졌는데, 우주선의 착륙방식이 미국은 스플래시
용된

그림 6. 보스호드 우주복[10]

튜브로서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아 여압복의 부

3.3 소유즈 계획
소유즈 계획은

피를 줄일 수 있었다[12].

1960년대에

달착륙을 위한 계

획으로 시작되었으나 미국이 달착륙에 먼저 성
공한 뒤 달탐사 계획을 중단하고, 살류트 우주
정거장을 비롯한 지구궤도 유인우주비행을 위
해 활용되고 있다.

3.3.1

오를란 선외활동복

1977년 12월

발사된 소유즈

26호

임무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인 선외활
들이 사용하였다. 미국의

EMU

모델과 함께 국

제우주정거장에서 사용하는 선외활동복으로 생

1호부터 11호까지는

발사와 재진입시

별도의 여압복 없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보스
호드 계획에서 사용되었던 베르쿠트 우주복은
우주에서 관절이 풍선처럼 부풀어 움직임에 제
한이 많았으나 야스트렙 우주복은 끈과 도르래
를 이용하여 관절의 활동성을 개선하였다. 그
럼에도 기동능력의 한계로 우주에서 제한적으

4호와 5호
사용되었다[11].

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으며 소유즈
의 도킹 임무에서 단 한번만

3.3.3

동복으로 냉전이후 다양한 국적의 우주비행사

야스트렙 선외활동복

소유즈

다운 방식4)이고 소련은 지상착륙이므로 구명

명유지, 통신, 환경제어, 편리한 기동능력 등
우주선과 유사한 기능들을 갖고 있으며 개인

EMU와

맞춤으로 제작되는

달리 끈으로 길이

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체형에 상관없
이 착용이 가능하다.

초기 모델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개량되어 오

를란-D, 오를란-DM, 오를란-DMA, 오를란-M
등이 사용되었다.

2017년부터는

오를란-MKS

4)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할 때 낙하산으로 감속하며 바다 등 물 위에
착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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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까지
가능하다[13].

모델이 사용 중으로 최대
장치의 작동이

생명유지

5. 미래의 우주복
5.1 아르테미스 계획
아르테미스 계획은 아폴로 계획 이후 다시
재개되는 달탐사 계획으로

2024년까지

달에 여

성우주인을 보내고 정착지를 건설하며, 달궤도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에서 사용되는 우주복은

EMU의

후속 모델로서 여압복의 경우

ACES와
ACES에

비해 더 높은 압력에서도 작동하며 어깨의 활
동성이 개선되었다. 가장 많이 마모되는 장갑
은 내구성을 높이고 터치스크린이 가능하도록

그림 7. 소유즈 우주복(야스트렙, 소콜,
오를란)[11][12][14]

하였으며 부츠는 화재시 보호기능을 제공하도
록 하고 기동성을 향상시켰다.

4. 중국

선외활동복의 경우에는 등 뒤에 있던 기계장
치들의 위치를 허리 위쪽으로 배치시켜 허리를
숙이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또한 개선

4.1 선저우 계획

된 생명유지장치를 탑재하였으며 방진기능을
선저우 계획은 중국이 추진 중인 유인우주비
행 계획으로

2003년 10월에

9월에

7호의

선저우

5호를

하여 첫 유인비행을 수행하였다. 중국은
년

선저우

이용

2008

비행에서 첫 우주유영

개선하였다.

3차원

스캔을 통하여 우주유영 중

예상되는 동작과 자세를 감안하여 광범위한 동
작이 가능하도록 한 맞춤형 우주복이라 할 수
있다[17].

을 하였는데 이때부터 페이텐이라 불리는 선외
활동복을 착용하였다.

2004년에

중국은 러시아

로부터 오를란-M 모델의 선외활동복을 구매한
후 이를 개량하였기 때문에 형태나 기능이 오
를란과 매우 유사하다[15].

그림 9. 아르테미스 우주복[17]

5.2 스페이스X
미국의 상용 우주발사체 업체인 스페이스X
는 유인우주선인 크루드래곤을 개발하고 우주
그림 8. 페이텐 우주복[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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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내에서 착용하는 여압복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2020년 5월 30일에 크루드
래곤을 이용하여 우주정거장에 2명의 우주인을
보내고 8월 2일에 성공적으로 귀환시켰다. 이
로서 미국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땅에
서 우주인을 보내고 귀환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용 우주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우주복은 장갑을 끼고 터치스크린을 누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열 및 내충격 성능을 향상
시키고 통신 및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맞춤 제작된

헬멧에는 라디오와 마이크 기능이 탑재되었다.
형상은 영화의상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였는데,
이에 따라

SF

영화의 우주비행사 의상과 유사

그림 11. 보잉 우주복[21]

하게 만들어졌다[18].

6. 결언
냉전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한동안 주춤했던

우주개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21세기

들

어 인류의 삶의 터전을 우주로 옮기고자하는
노력과 아울러 고갈되어가는 자원의 확보, 인
류의 오랜 꿈이었던 우주여행의 실현 등이 그

중심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주발사체와
유인우주선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술들의 개발
이 필요한데 우주복 또한 인류가 우주로 나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 중의 하나일 것이
다.
그림 10. 스페이스X 우주복[19]

1960년대

말에 달착륙을 위해 사용되었던

우주복은 이제 훨씬 가볍고 안전하며 다양한
기능을 갖도록 개발되고 있다.

5.3 보잉
미국의 보잉사는 유인우주선인 스타라이너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
는

ACES

모델을 대체하고, 스타라이너 전용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여압복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여압복은 금속 링을 지퍼형태로 교체하며
가벼운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40%

정도 가벼운

5.4kg의

ACES

모델 대비

무게를 갖는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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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f Preceding Development of Staged
Combustion Cycle Engine
Cho, Nam-kyung*, Woo, Sung-phil*, So, Yoon-seok*, Lee, Jung-ho*, Lee, Seong-ja*, Jeon, Jun-su*,
Hwang, Chang-hwan*, Lee, Kwang-jin*, Kim, Seung-han*, Han, Yeong-min**

ABSTRACT

By developing the experience of the NURI space Launch Vehicl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more extended launch vehicle missions such as orbiting larger satellites, satellites
multi-injection, launching geostationary satellites and launching moon exploration launch
vehicles, which requires a new engine that is highly efficient and capable of multi ignitions.
In parallel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URI, KARI has conducted prior research on a
9-ton class liquid rocket engine with a staged combustion cycle. In this paper the propellant
and cycle of liquid rocket engine, characteristics of stage combustion cycle engines, overseas
technology trends of multistage combustion cycle liquid rocket engine, and development
status and prospects of domestic multistage combustion cycle engines are described and
future strategy in this field is discussed.
초 록
누리호의 경험을 발전시켜 보다 큰 위성의 궤도투입, 위성 다중투입, 정지궤도 위성 발사, 달

탐사 발사체 발사 등 보다 확장된 발사체 임무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이 높고 다
점화가 가능한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누리호 개발과 병행하여 다단연
소사이클 방식의 9톤급 액체로켓엔진 선행연구를 수행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액체로켓 엔진의
추진제와 사이클,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특징, 다단연소사이클 액체로켓 엔진 해외 기술동향,
국내의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개발 현황 및 전망을 기술한다.

Key Words : Liquid Rocket Engine(액체로켓엔진), Staged Combustion(다단연소), Multi-Ignition(다
점화), Throttling(쓰로틀링), Specific Impulse(비추력), Upper Stage Engine(상단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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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구동가스를 외부에 배출하는 개방형 사이클

1. 서 론

방식과 비교하여 높은 비추력(Isp) 효율을 갖는

로켓 추진기관의 성능은 추력과 비추력으로

다[1].

표현된다. 추력은 단위시간 당 소모되는 추진
제의 양을 늘려주면 비례해서 증가하는 반면,
비추력은 추력을 단위시간당 소모되는 추진제
의 양으로 나눈 것으로 발사체의 속도증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로켓시스템의 성능은 자
신에게 탑재되어 있는 탑재체(Payload

: 위성,

우주선, 무기 등)를 얼마나 멀리 보낼 수 있느
냐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탄도역학에서 얼
마나 빠른 속도까지 가속시킬 수 있느냐와 일
맥상통하기 때문에, 로켓 자체의 성능은 추진
기관이 작동을 시작하여 종료될 때까지 달성할
수 있는 속도증분 ΔV(식(1))로 평가한다[1].

  ln  (Ideal Rocket Equation)


그림 1. 개방형 가스발생기사이클 엔진과 폐쇄형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비교

(1)
누리호 이후 대한민국의 우주강국의 비전을

여기서  는 시간의 단위(second)를 갖는
비추력,

g는

중력 가속도(9.8

2

m/s ),  와 

세워야 하는 현 시점에서, 누리호의 경험을 발
전시켜 보다 큰 위성의 궤도투입, 위성 다중투
입, 정지궤도 위성 발사, 달탐사 발사체 발사

는 각각 추력 발생 전 로켓의 초기 질량과 추

등 보다 확장된 발사체 임무 수행이 필요하며,

력 종료 후 로켓의 최종 질량을 나타낸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이 높고 다점화가 가능한

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어진 발사체 초기중량

( )에 대해 최종질량( , 잔류 추진제를 포
함한 발사체 구조중량)을 줄이는 방법과 비추
력(   )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발
사체 개발 시 엔진의 비추력(   ) 향상이 중요
한 이유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사용되는 엔진은. 가
스발생기를

사용하는

개방형

사이클

엔진

(gas-generator cycle or open cycle)이다. <그림
1>과 같이 가스발생기에서 생성된 가스가 터빈
을 구동하고 외기로 배출된다. 이에 반해 다단
연소사이클 엔진은 가스발생기(예연소기)에서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는 누리호 개발과 병행하여 다단연소사이클 방
식의

9톤급 액체로켓엔진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엔진 개발의 초기 버전인 기술검증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최장 600
초 연소시험 등 60회 이상의 시험을 완료하였
다. 엔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력을 40%까
제를 통해

지 쓰로틀링하여 조절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
다. 향후

3회 이상 재점화 기술 및 국내 제작
부품 검증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액체로켓 엔진의 추진제와 사이
클,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특징, 다단연소사이
클 액체로켓 엔진 해외 기술동향, 국내의 다단

생성된 가스가 터보펌프의 터빈을 구동한 후

연소사이클 엔진의 개발 현황 및 전망을 기술

다시 주연소기로 들어가 재연소된다. 모든 추

하고자 한다.

진체가 주연소실에서 연소에 참여하는 만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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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액체로켓 엔진의 사이클 선정

2. 액체로켓엔진 추진제 및 사이클

터보펌프식 액체로켓 엔진은 터빈 구동가스

2.1 액체로켓 엔진의 추진제 선정

의 생산방식 및 구동 가스의 재연소 여부에 따
라 사이클을 분류한다. 구동가스의 재사용 여

발사체에 사용하는 추진제를 선정할 때 고려
해야 하는 항목으로 단위 질량당 에너지 생성

부에 따라 개방형 사이클(Open

정도, 연소가스 구성성분의 분자량, 추진제 밀

형 사이클(Closed

Cycle) 및 폐쇄
Cycle)로 분류하며, 개방형사
이클로 가스발생기(Gas Generator) 방식, 폐쇄
형 사이클로 팽창기(Expander) 방식과 다단연
소(Staged Combustion) 방식이 있다[2].

도, 연소실 벽면 냉각 성능, 열적 안정성, 부식
성과 독성, 가격 및 공급의 용이성 등이 있다.
발사체 개발 초기에는

N2O4와 UDMH, MMH

의 조합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장기저

가스발생기 사이클은 연료 및 산화제 일부가

장성, 유해성 문제로 인해 현재는 상단용 엔진

가스발생기로 공급되고, 가스발생기에서 생성

과 위성추진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2].

된 연소가스가 터빈을 구동하여 연료 및 산화
제 펌프를 구동시키고, 외부로 배출되거나 주

LH2/LO2 조합이
선호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케로신/액체산소
현재 상단에는 비추력이 높은

연소기 노즐 하부로 배기된다. 새턴

5 발사체
F-1 엔진, SLS 발사체의 J-2X 엔진, 누리호 1단
및 2단 엔진, SpaceX사 Falcon 발사체의
Merlin 엔진이 가스발생기 방식이다. 케로신과

추진제를 높은 연소압 생성이 가능하고 비추력
이 높은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에 적용하여 개발
하여 활용해 왔다.

1단
부스터에는
Kerosene/LO2
또는
LH2/LO2와 고체부스터 조합이 적용되어왔다.
최근에는, 달/화성 탐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에 따라 행성의 현지 자원활용(in-situ resource
utilization, ISRU)이 가능한 메탄(CH4)을 추진

같은 상온 저장 연료 및 액체수소와 같은 극저

제로 사용하는 로켓엔진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

하는 과정에서 흡수한 에너지로 터빈을 구동하

발히 진행되고 있다. 액체로켓 추진시스템은

고 연소실로 공급되어 산화제와 함께 연소됨으

추진제 조합에 따라 비추력의 범위가 대체로

로 가스발생기 사이클보다 비추력 성능이 높

정해지며

온 모두 가스발생기 방식이 사용되며,

J-2X와

같이 극저온 연료(LH2)의 경우 엔진의 연소압

(추력)이 높은 경우에 사용된다.
팽창사이클은 연료가 연소실 및 노즐을 냉각

다 . 연소기의 냉각채널에서 연료가 흡수하는

<표 1>과 같다[2].

표 1. 일반적 액체추진제 특성
산화제

LO2

N2O4

연료

 
 )
혼합비 (   



비추력(  , s)

밀도(   )

kerosene

2,77

358

820

LH2

4,83

455

70

LCH4

3,45

369

430

UDMH

1,95

342

791

MMH

2,37

341

880

UH25

2,15

340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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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터빈구동 파워 간의 매칭한계가 존재

다단연소사이클은 연료 및 산화제가 예연소

하며, 이에 따라 엔진을 고압화하기가 어려워

기(preburner)에서

1단 엔진에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상
단에 연소압(추력)이 높지 않은 경우 사용된다.
Pratt-Whitney RL-10, 60 엔진, Snecma Vinci,
일본의 LE5 엔진과 LH2/LO2 추진제를 사용하
는 상단 엔진에 적용된다. 팽창사이클의 특별

과잉으로 연소됨)되고 예연소기에서 연소된 가

한 형태로 연소기에서 연소된 가스의 일부를

펌프의 토출압이 높아야 한다. 또한 가스발생

사용하여 터빈을 구동시킨 뒤에 외부로 배출하

기와 주연소기가 분리되어 있는 가스발생기 사

는 연소가스 분리사이클(combustion

이클과는 달리, 터빈을 경계로 예연소기와 주

tap-off)

엔진이 있다[3].

1차 연소(연료 혹은 산화제

스로 터빈을 구동한다. 터빈을 구동한 연소가
스는 모두 주 연소기로 들어가

2차 연소를 한

다. 예연소기의 연소가스가 터빈을 구동하고
연소기로 유입되어야 하므로 예연소기와 터보

연소기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시동시퀀스가 보
다 정교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2.3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분류
케로신을 연료로 사용하는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터보펌프 터빈 구동용 가스는 터빈의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
그런데 가스발생기사이클과 같이 연료 과잉으
로 연소를 하게 되면 생성되는 가스는

soot 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주연소기의 분사기에 영향
을 준다 . 따라서 케로신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그림 2. 누리호에 사용되는 75톤급 및 7톤급 개방형
가스발생기 방식 엔진

은 산화제 과잉 연소를 하는 예연소기를 사용
한다. 최초의 케로신/LO2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은 러시아의

가스발생기 사이클
(Gas Generator Cycle)

NK-33 이며 최근의 엔진으로는

팽창기사이클
(Expander Cycle)
그림 3. 액체로켓 엔진 사이클 구성도

다단연소사이클
(Staged Combustio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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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170, RD-180, RD-120 등이 있다. 러시아의
차세대 1단엔진으로 개발된 앙가라 발사체 1단
엔진 RD191도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이다. 또한
Blue Origin의 BE-4는 LOX/LCH4 추진제를 사
용하는 산화제 과농 엔진이다[4].
J-2 엔진과 RL-10 엔진 개발을 통해 액체수

기체로 바꿔 연소기에서 연소시킨다. 전유동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은 산소와 연료가 모두 기
체이므로 연소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강점이 있
다. 전유동 엔진의 예로

Space X Starship 발사
체의 LCH4/LO2 추진제를 사용하는 Raptor 엔
진이 있다[6].

소 엔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우
주왕복선의 주 엔진으로서

RS-25D(SSME)라고

하는 액체수소 연료과농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3. 다단연소사이클 액체로켓 엔진
해외 기술동향

을 개발하였다. 일본의

LE-7 역시 액체수소를
사용하는 연료 과농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이다.

최근 스페이스엑스(SpaceX)는

수소를 사용하면 연료과잉 연소를 하더라도 산

Falcon 9 발사

화제 과잉 연소를 하는 가스와 같이 매우 깨끗

체를 사용해 국제우주정거장 유인우주선 발사

한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연소실에서 재연소

및 지구귀환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화성탐사

시키는데 무리가 없다[5].

와 개척을 위해 스타십(Starship)이라는 재사용

전유동

다단연소사이클(full

flow

staged

초대형 우주발사체도 개발하고 있다. 스타십에

<그림 4>에서 전유동 추진제 다단연소 사

2013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추력 200톤급 다
단연소사이클 엔진 랩터(Raptor)를 장착할 예
정이다[6].

이클 엔진은 두 개의 예연소기가 있으며, 산화

재점화가 가능한 다단연소사이클을 적용한

combustion cycle engine)은 산화제와 연료를
모두 기체로 바꿔 연소기에서 연소하는 방식이
다.

는

1,000회 비행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

제 펌프를 구동하기 위한 예연소기는 산화제

엔진으로

과잉 연소를, 연료펌프를 구동하기 위한 예연

다.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

소기는 연료과잉 연소를 하여 산화제와 연료를

산화제 과농 다단연소사이클
(Oxidizer rich staged combustion
cycle)

(Blue Origine)은 2011년부터 추력 240톤급 다

산화제 과농 다단연소사이클
(Fuel rich staged combustion
cycle)

그림 4.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종류 및 구성

전유동 다단연소사이클
(Full flow staged
combustio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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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소사이클 엔진

BE-4를 개발하고 있다.

BE-4는 100회 재사용을 목표로 우주자원 및 탐
사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뉴글렌(New Glenn)
발사체나 벌컨(Vulcan) 발사체에 사용될 예정
이다[4]. 러시아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앙가라
발사체의 RD-191 엔진, 중국이 최근 화성탐사
선 텐원-1호 발사에 사용한 발사체 창정 5호의
YF-100 엔진도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이다. 이상

-스페이스 X 사 팰콘 9 발사체 Merlin 엔진,
아틀라스 발사체 RD-180 엔진, 안타레스 발
사체 NK-33엔진 등
○중국은 장정 4호 까지는 독성추진제로 대표
되는 N2O4 / UDMH를 사용하여 왔다. 그
러나 장정 5호를 계획하면서 중국은 그동안
의 추진방식을 버리고 케로신/액체산소를
사용하는 다단연소사이클을 채택하였다.

과 같이 많은 우주 선진국들은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을 차세대 고성능 우주발사체에 사용하고
있다[7].
최근의 액체로켓 엔진개발 경향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8].

나. 엔진의 고압화와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확산
○<그림

5>의 엔진개발 추세와 같이 로켓엔진

에서 연소실 압력을 상승시키면 추력이 증
가하고 연소실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가. 케로신/액체산소 추진제 조합의 확산

UDMH, MMH/NTO등 유독성 추진제를
대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대체할 추

○

진제로서 비추력 성능과 밀도가 저장성 추
진제보다 높고, 냉각에 들어가는 노력이 크
지 않고 운영적 측면에서 용이한 케로신

/LO2 추진제 조합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높은 성능 이외에 고효율, 저비용 요구조건
이 추가로 강조되어, 신규엔진을 개발 혹은
기존의 엔진을 개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로, 미국에서는 케로신 엔진이 효용성이 부

연소실 고압화로 노즐팽창비를 높일 수 있
으며, 연소실 소형화로 인하여 열전달 면적
이 감소함에 따라 벽면 막냉각에 필요한 양
도 줄어들며 비추력을 높일 수 있다.
○가스발생기

100bar
<그림 6>에 보

방식인 경우 연소압력을

에 가깝게 증가시키는 경우

는 바와 같이 비추력 증가속도가 작거나 줄
어들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연소압력 증가
에 따른 가스발생기 배출 케로신 증가). 반
면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경우 연소압력
증가함에 따라 비추력도 증가한다.

각되어 액체수소 엔진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재는 케로신 엔진을 다시 개발 중에 있거
나 적용하고 있다.

그림 5. 신규개발 엔진의 연소실 압력 증가 경향

그림 6. 압력에 따른 엔진사이클 비추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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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수소와

같은 극저온 추진제를 사용하는

발사체인 경우 비교적 저압/저추력의 상단
엔진은 팽창기 사이클을 사용하고, 비교적

고압/고추력 엔진은 가스발생기 방식 엔진

을 사용하던 전통적인 경향이 바뀌어서, 보
다 비추력을 높일 수 있는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발사체 시장에서

Space X사의 영향으로 가

스발생기 사이클 엔진의 활용도가 증가되었으
나 여전히 러시아의 프로톤, 우크라이나의 제
닛, 미국의 아틀라스

V와 델타 IV 등 주력 발

사체에는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이 사용되고 있
다. 가스발생기 사이클 엔진이 새롭게 조명을
받게

한

당사자인

Space X사 역시 현재

Starship 발사체에 적용될 엔진으로 메탄 다단
연소사이클 엔진(Raptor)을 개발하고 있다.

4. 국내 다단연소 엔진 개발현황
4.1 상단 다단연소 엔진의 개발목표

9톤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으로
개발하고 있다. 후속 발사체 뿐 아니라 이후
대형위성발사체, 달탐사 발사체, 소형위성 발사
체에도 적용 가능하게 개발할 예정이다[9]
○비추력 성능 향상으로 저궤도/태양동기 투
입위성 무게증대, 정지궤도 및 달탐사 등을
기능을 갖춘

위한 속도증분 생성
○다점화

기능 도입으로 위성 다중투입, 정지궤

도 및 달탐사 등을 위한 투입성능 향상[10]
○쓰로틀링

기능 도입으로 비행 최적화, 소형

위성 궤도투입, 향후재사용 발사체등에 활용
개발대상 엔진의 규격은

<표 2>와 같으며

‘정지궤도위성발사체 선행
기술 연구’에서 도출되었다[11]. 해외의 주
요 다단연소사이클 엔진과의 비교를 <표 3>
에 제시하였다[8].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시제품 개발은 1단계로
21년까지 고성능화 엔진의 핵심인 예연소기,
연소기를 국내 독자 개발하고, 터보펌프, 부스
터 펌프, 엔진 공급시스템은 구매품을 적용하
항우연 주요사업

여 시스템을 구성하여 시험을 통한 기술검증을
수행하고,

한국형발사체 후속 발사체의 상단 엔진은 높
은 비추력성능, 다점화 기능, 쓰로틀링(throttling)

2단계로 22년 이후 터보펌프, 공급시
스템의 국산화 설계/제작 및 엔진시스템에 적
용할 계획이다.

표 2. 상단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개발규격 (‘정지궤도위성발사체 선행기술 연구’에서 도출)
항목

설계규격

진공추력(tonf)

8- 10

진공비추력, Isp (sec)

350 이상

혼합비 (O/F)

2.6

터보펌프 입구압력 (bar)

4/1.5(산화제/연료)

예연소기 연소압

210 bar 이상

주 연소기 연소압

90 bar 이상

점화/시동 횟수

Up to 3 starts

추진제

액체산소/케로신

엔진사이클

다단연소 사이클

무게 (kg)

300 이하

운용시간

600 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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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단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개발
필요 기술
○부품

수준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기술은 아

래와 같다.

-연소기: 고압 기체-액체 분사기 개발 및 고
압연소기 개발

-노즐: 고팽창비에 따른 노즐 하부 부분은 무
그림 7. 엔진 재점화 궤도변경 사례

게와 차압감소를 위해 복사냉각 노즐적용

-예연소기 및 터보펌프: 기존 한국형발사체
대비 약 3배의 터보펌프 출구압 생성
-다점화 기구 및 추력/혼합비 제어밸브 적용
○상단

4.3 상단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개발
경과

엔진 재점화 기술

-정지궤도 위성, 달탐사 위성은 무추력 관성
운동과 재점화를 통한 동력운동을 몇 번 반
복함으로 괘도에 진입(저궤도 → 전이궤도
→ 최종궤도). 이 외에 지구저궤도 또는 태
양 동기궤도로의 위성 다중투입 및 발사체
재사용을 위해서는 상단 재점화 기능이 있
어야 한다[10].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구성품에 대한 기초
연구는

2006 년도부터 수행되었으며 ,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의 구성품을 엔진시스템 조건으로
조립하여 본격적으로 시험을 수행한 것은

년부터이다 .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구성품을
조립하여 시동 조건에 따른 연소 특성을 시험
한 초 기 기 술 검 증 시 제 (TDM,

Techn ol ogy
demonstration model)는 TDM0A로 2016년에서

표 3. 주요 다단연소사이클 엔진과 개발대상 엔진의 비교
엔진명칭

형식

연소압
[MPa]

개발대상
엔진

상단

10

RD-8

상단

7.8

상단

7.9

상단

15.7

(4 chambers х 75)

RD-161

상단

11.7

20

RD-120

상단

16.28

RD-171

지상단

24.52

RD-180

지상단

24.52

RD-191

지상단

24.52

RD-58M
(11D58M)
RD-0124
(14D23)

2016

추력[kN]
지상/고공
90
78.5
85
300

833.6
7257
7904
3827
4152
1922
2092

비추력[sec.]
지상/고공
350
342
353
359
360
348.2
309
337
311.9
338.4
310.7
338.2

확대
면적비
200
103.74
189
77.51
351
100
36.87
38.87
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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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0-A>

<TDM0-B>

<TDM1-A>

<TDM2>

16년 8월–17년 12월
조립/시험

17년 8월 – 18년 8월
조립/시험

18년 4월 – 19년 5월
조립/시험

19.10 – 조립/시험

안전을 위해 철제 frame에
주요부품(연소기, 예연소기,
터보펌프, 밸브류) 장착

ㅇ

TDM0-A에서 예연소기,
연소기의 장/탈착 용이하게
인터페이스 변경

ㅇ

실제 엔진 형상 구현
-철제 frame을 제거하고 각
부품들이 상호 지지

ㅇ

비추력성능개선용 연소기
적용 (TDM1-A 대비 성능
개선)

ㅇ

그림 8. 상단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기술검증시제 개발 이력
표 4. 기술검증시제 개발시험 이력
호기(모델)

연소시험
횟수

누적
시간(초)

TDM0-A

4

8

TDM0-B

13

409

TDM1-A

12

1642

TDM2

10

1232

TDM0 Total

3,291

그림 9. 9톤 다단연소사이클엔진 TDM2 연소시험

2017년도에 연소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시험을
통해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시동/점화 시퀀스
를 정립할 수 있었다. 2017년에서 2018년 중반
까지는 TDM0B라는 명칭으로 예연소기와 연소
기를 개발하여 각 모델에 따른 성능 비교 시험
이 수행되어 적절한 예연소기 및 연소기 설계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18년 중후반에는

이전 모델이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철제
프레임에 부품을 고정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
던 대 반해 실제 엔진 형상(TDM1)으로 구현하

throttling 시험을 수
행하였다[9]. 19년 10월 부터는 TDM1에서 얻은
여 설계점 내구성 시험 및

결과를 토대로 연소기를 개선하여 성능을 높인
시제를 조립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
지 설계점/탈설계시험, 쓰로틀링(throttling) 시

험을 수행하였고 현재 재점화 시험 중에 있다

[12].
4.4 상단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개발
주요성과
○다단연소사이클

기술검증시제 TDM1 임무

연소시간인 600초 연소시험 수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기술검증시제

TDM1의

연소시험을 통해 , 엔진이 임무시간 동안 정상
작동하며 목표로 잡은 설계점 성능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 시동시퀀스의 적절성 및 내구성
확인하였고 재생냉각,

Film cooling, 내산화/내
열 코팅 성능 검증을 검증할 수 있었다[14]. 획
득한 데이터는 엔진 RPM 29,087 rpm, 산화제
출구압력 24.1 MPa, 연료 1 단 /2 단 출구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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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Pressure (normalized)

Preburner manifold pressure
0.8

1.5

0.6
1.0

Turbopump rpm

0.4

0.2

0.5

Turbopump rpm(normalized)

1.0

0.0
0.0
-1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TDM1-A 600초 연소시험 >

Time (sec)

<예연소기 압력 및 터보펌프 rpm>
1.2

Pressure (normalized)

1.0

1.0

Turbopump rpm
0.8

0.8

0.6

0.6

0.4

0.4

0.2

0.2

Combustor pressure

0.0

0.0

-0.2

Turbopump rpm (normalized)

1.2

-0.2
0

200

400

600

800

Time (sec)

<시험 후 분사기면>

<연소압 및 터보펌프 RPM>

그림 10. 기술검증시제 600초 내구성 연소시험 결과

(비추력 350 sec)

○비추력

달성을 위한 환산

연소효율 목표치 근접 연소효율 획득
목표 비추력(비추력

그림 11.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기술검증시제
연소효율 C*로 획득치

19.6/27.9 MPa, 예연소기 압력 21.0 MPa, 연소
기 압력 9.5 MPa로 표 2의 엔진설계 규격 중
엔진 설계규격 중 예연소기 연소압, 주연소기
연소압, 운용시간을 만족하였다[13].

350 sec) 달성을 위한 환
산 연소효율 목표치는 C*=1,745 m/sec이다. 기
술검증시제 TDM1-A엔진 연소시험에서 최대
C*는 약 1,735 m/sec로 요구 성능 대비 약
99.4%를 얻었다. 또한 TDM2 C*는 약 1,738
m/s으로 요구 성능 대비 99.6%에 도달하는 결
과를 획득하였다.
※ 연소효율 C*는 추진제 질량당 노즐목에서
의 압력에너지 생성량으로, 연료의 화학에너지
가 연소실에서 압력에너지로 전환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값임. 이 값에 압력에너지가 노즐에
서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노
즐효율을 곱하면 비추력

Isp가 된다. 기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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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nozzle을 장착하
고 연소효율 C*로 엔진의 효율을 평가한다[2].
시제 엔진 개발 시에는

ㅇ연소시험을 통한 특수공정 제작부품 검증
상단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기술검증시제 일
부 부품에

ㅇDeep

Throttling

시험(위성다중발사 및 회수를

통한 발사체 재사용 엔진 기술)

3D 프린팅 부품 제조, 내산화/내열

코팅, 복사냉각 노즐 등을 적용하였으며 연소
시험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였다[14].

추력제어밸브 및 엔진 혼합비 제어밸브를 적
용하여 엔진 시스템 연소압력(추력비례)

58%,

40%까지 연소시험 수행하였다. 이 시험을 통해
엔진 시스템 deep throttling(설계압 대비 40%
미만) 연소 성능 확인하였다. 시험 중 deep
throttling 시에도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예연소
기, 터보펌프, 공급계, 연소기 등의 성능 및 안
정성을 확인하였다.

4.5 향후 수행계획
현재 다단엔진의 재점화를 위하여 벨로우즈
형 축압기 형태의 점화제

Bottle을 TDM2에 장

착하여 개발중에 있다[12]. 엔진의 정상연소 종
료 후 냉각을 수행한 후 다시 재점화하여 연소
하는 시험을 통하여 재점화 성능을 확인하고
재점화 시퀀스를 정립할 예정이다. 다단연소사
이클 엔진 기술검증시제는 현재 터보펌프를 해
외에서 도입하여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

1.2

TTR(degree, normalized)

1.0
0.8
0.6

Turbopump
rpm

Turbopump rpm (normalized)

1.0

0.8

Throttling of thrust

0.6

Control Valve Angle

0.4
0.4
0.2

0.2

0.0

0.0

-0.2

-0.2
0

50

100

150

산화를 위하여 설계와 부분품 제작을 수행하고
있다.

23년경부터는 터보펌프 국산화 시제품을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소
기 복사냉각 노즐 확장부에 대한 설계 및 시제
품 개발이 수행될 예정이다.
복사냉각 노즐 확장부는 고온에 견디며 제작
성이 좋은 소재 개발하여 시험을 통해 검증할
것이다. 또한 노즐은 온도가 높은 상부부분은

Time (sec)

<제어밸브 개도변화>

재생냉각 노즐로 구성되어 있는 바, 재생냉각
노즐과 복사냉각 노즐 확장부의 접합부의 개발

1.4

0.8

1.0
0.6

0.8

Combustor

0.6

0.4

Pressure
0.4

0.2

0.2
0.0

Turbopump rpm (normalized)

Turbopump
rpm

1.2

Pressure (normalized)

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기술검증시제

1.0

0.0
-0.2

-0.2
0

50

100

를 통한 기술검증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발
사체 탑재를 염두에 두고 체계공학적 방식에
따라 기술개발에 임하고 있다.

5.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개발관련
향후 전망

150

Time (sec)

<연소기 throttling 성능, 58% throttling>

현재 개발중인

9톤급 상단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이 제3차 우주개발 기본계획 구현을 위해
그림 12. 제어밸브 개도 변화에 따른 연소기
throttling 측정치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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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산화 코팅(터빈부, 가스 덕트부)>
<3D 프린팅 제작(터빈부,가스덕트부>
그림 13.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기술검증시제 특수공정 제작부품

그림 15. 터보펌프 터빈 케이싱 설계

그림 14. 다점화를 위한 점화제 bottle 적용

그림 16. 복사냉각 노즐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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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 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구현을 위한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적용 항목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고성능 엔진 적용 (계획)

ㅇ‘22 ~’30년 : 한국형
발사체 후속사업

유상하중 증대 및 임무 다각화를 위해 한국형발사체
개량형의 3단 엔진을 비추력 성능이 높고 다점화가
가능한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으로 교체 적용
*현재 한국형발사체 3단 엔진: 비추력 효율 Isp=327 sec,
단일점화 --> 신규개발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비추력
효율 Isp=350sec, 다점화(3회 이상)

ㅇ‘25~’30년 :500kg 이하
소형위성 발사 (2단발사체)

2단 발사를 위해, 상단에 높은 비추력의 다점화 가능한
다단연소엔진 활용 (검토필요)

ㅇ ~‘30년 : 한국형발사체
성능을 계량하여 달탐사
2단계 궤도선 발사

궤도선 발사체의 상단에 높은 비추력의 다점화 가능한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활용(검토필요)

ㅇ‘30년~ : 3ton 이상 대형위성
자력발사

대형발사체 상단에 높은 비추력의 다점화 가능한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적용 필요(검토필요)

상단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개발은 향후

1단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 정지궤도 위성 발사체나 보다 높은 페이로
드가 탑재되는 대형위성발사체 구성을 위해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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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f Technological Research of German
Aerospace Center(DLR) on the 25 kN Upper Stage
Methane Engine
Lim, Byoungjik*, Kim, Cheulwoong*, Lee, Keejoo**, Park, Jaesung*

ABSTRACT

Every spacefaring nation is investing in future preparation initiatives in an attempt to
secure key technologies in advance as the NewSpace technology is evolving at a higher
speed than ever. We introduce an indigenous and fast-track research activity of the German
Aerospace Center (DLR) on the upper stage engine technology. They launched a
demonstrator development program in 2017 and conducted engine system design and
preliminary tests on the thrust chamber and turbo-pump of a 25-kN methane engine. They
are also about to complete upgrading of combustion-chamber test facility to engine test
facility in order to support verifying future component technologies at a system level.
초 록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한 모든 국가들은 뉴스페이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핵심기술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여기서는 독일 항공우주센터에
서 수행하고 있는 상단 엔진기술에 대한 고유하고 신속한 연구 활동을 소개한다. 2017년에 시작
된 시연체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25 kN 메탄 엔진 시스템 설계와 연소기 및 터보펌프에

대한 예비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스템 수준에서 새로운 구성품 기술들에 대한 연구를 지원
하기 위해 시험설비에 대한 개량 작업을 거의 마무리 한 상태이다.

Key Words : Methane(메탄), Liquefied Natural Gas(LNG, 액화천연가스), Upper Stage(상단), Liquid
Rocket(액체로켓), Rocket Engine(로켓엔진), Additive Manufacturing(적층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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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제적인 발사체 기술의 발전 방향은
국가적인 관련 기술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에서
벗어나 상업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
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발사체의 규모
와 상관없는 전반적인 흐름이며, 그 변화 속도
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송 수단인 발사체의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방안으로 대부분의 발사

Aerospace Center, DLR)에서는 메탄 엔진 특
성에 대한 폭넓은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021년까지 5
년간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DLR에서 수행된 메
탄엔진 개발의 진행상황과 성과 등을 2021년
space propulsion conference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정부 지원으로 민간에서
발사체를 운용하고 있는 유럽 사례를 통해 정
부 연구기관의 역할을 고찰해 본다.

체 개발 국가에서 메탄 연료를 사용한 로켓엔
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행시험을 통한

2. LUMEN 프로젝트 및 엔진 개요

검증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1].
전통적인 발사체 연료인 수소와 케로신을 벗
어난 메탄 연료로의 전환은 저비용, 재사용, 냉
각 성능, 발사체 크기 감소, 현지 자원활용 등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그림 1>은
SpaceX 社의 Elon Musk가 화성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메탄 연료 채택 이유를 케로신과
수소 연료와 비교해서 설명한 자료이다[2].

2.1 프로젝트 개요[4]
독일 항공우주센터(이하

DLR)에서 추진하고
있는
LUMEN
(liquid
upper
stage
demonstrator engine) 프로젝트는 액체로켓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 DLR에서
추진한 과제로 시험시설의 규모와 개량 여건

2.5톤급 소형 메탄 엔진의 개발,
제작, 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한 엔진 구성품
을 엔진 시스템 수준에서 시연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엔진시스템의 설계와
운용을 모델링 하는 기술도 함께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림 1. 액체로켓 연료 비교[2]

이러한 국제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 역시

Ariane 6의 경쟁력으로 지속 가능한 우주수송
시스템 구현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메탄을 연료

Ariane Next 개발을 선
언하고 ArianeGroup의 주도하에 Prometheus
엔진을 개발 중이다[3].
로 하는 차세대 발사체

메탄으로의 연료 전환에 맞물려 유럽 액체로
켓엔진 개발에서 기술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던

독일

항공우주센터(German

그림 2. LUMEN 프로젝트 심볼 및 형상[4]

DLR의 LUMEN 프로젝트 생성 배경을 살펴
보면 연구자들이 연소기 설계와 엔진시스템에
대한 이론적으로 접근을

2012년 이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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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터보펌프 연구 개발에 착
수하였다. 시험시설을 포함하는 기존 인프라

합을 선정하였다. 신규 연료에 특화된 연소기

개량을 포함하여 이론 연구를 실제 제작과 시

탄의 냉각 특성이 수소와 다른 점 등은 해결이

2016년 이후 이러한 프
로젝트를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가능한 위험요소로 판단하였으며, 터보펌프 기

험으로 확장하기 위해

설계, 점화와 연소 불안정에 관한 불확실성, 메

술을 새로 개발해야 하는 관점에서 회전수, 밀
도 등에서는 유리한 면을 가진 메탄을 선정한
것이기도 하다

<그림 4>.

그림 3. LUMEN 프로젝트 주요 로드맵[4]

LUMEN 시험이 가
능한 수준으로 개량한 Lampoldshausen, P8.3
시험시설을 2021년 8월 경에 완공할 예정이며
이후 LUMEN을 포함한 유럽의 신규 개발 엔진
기술과 구성품 성능 시험을 담당할 계획이다.
기존 추진제 공급시설을

2.2 추진제 및 개발 규격

DLR의 LUMEN 개발 목적은 최신 기술로 개
발된 구성품을 엔진 수준에서 평가해서 설계에

그림 4. LUMEN 연료 선정을 위한 평가[4]

관련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행용 엔진
의 직접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으며, 그에
따라 엔진 크기와 중량 최적화 보다는 모듈화 설
계를 통해서 시험장치 및 부품 개발에 대한 접근
성을 키우고 중량 최적화 보다는 내구성 중심으
로 시험 장치를 구성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액체산소(Liquid

Oxygen, LOX)/액체수소
(Liquid Hydrogen, LH) 조합과 액체산소
(LOX)/액체메탄(Liquefied Natural Gas, LNG)
조합을 검토한 결과, 기존 수소엔진에 대한 오
랜 경험에도 불구하고 Prometheus 및 M10 등
유럽의 엔진 개발에서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과 개발비용 관점에서 액체산소/액체메탄 조

그림 5. LUMEN 개발 규격 선정[4]

P8.3 시험시설 최대 운용 추력 75 kN, 최소
유량 조건, 설계 경험이 풍부한 연소기 직경
(50~80 mm), 연소기 크기에 따른 개발비용 증
가, 낮은 추력과 유량으로 인한 터보펌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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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적 어려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연소실 직경

80 mm, 연소압 60 bar, 정격추력

25 kN의 소형 메탄 엔진 개발을 결정하였다
<그림 5>.

(supercritical)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다 <그림 7>.
LUMEN을 활용한 시험을 통해서 적정한 유
량조건을 확인하고 최적의 상태를 찾아갈 것으
로 판단되며, 필요한 밸브의 개수를 줄일 수

2.3 엔진 사이클 및 구성품 개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UMEN 프로젝트에서는 로켓 엔진의 상단
적용을 고려해서 중량이 높은 편인 다단 사이
클을 제외했으며, 개발 과정에서의 유연성 확
보를 목적으로 개방형 사이클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연소장치(예연소기/가스발생
기) 개발 필요성이 없는 비교적 단순한 팽창식
블리드 사이클이 개발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한
하고 선정하였다

<그림 6>.

그림 7. LUMEN 시스템 구성도[4]

그림 6. LUMEN 엔진사이클 비교[4]

극저온 액체메탄이 연소기 노즐목에서 실린
더부 벽면을 냉각하고 나온 후 분기되어 일부
는 노즐 확장부를 냉각하고 터빈을 구동하고
배출되며, 나머지는 극저온 액체메탄과 섞어서
인젝터 헤드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분
기 구조 구현을 위해 다수의 다양한 밸브가 필
요하며, 연소실을 냉각한 메탄 중 일부 및 터
빈을 구동한 메탄은 밖으로 버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서 손실이 있다. 하지만, 높
은 추력조절 요구조건(35

P8.3 test stand

그림 8. LUMEN 시험 위한 구성품 배치[4]

LUMEN은 DLR 시험설비 중 P8.3를 개량하
여 시험을 수행할 계획으로 추력 지지부, LNG
배관, 연소기, LOX 배관, LOX 터보펌프, LNG
터보펌프, 유량측정장치를 비롯한 각종 측정
센서, 터빈배기 덕트 및 배관 등으로 구성된다.

%)을 고려할 때 낮은

비행용 엔진과 비교하여 다양한 밸브와 배관

운용조건에서도 냉각채널에서 메탄을 초임계

및 각종 측정장치 설치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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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기는 레이저 플라즈마 점화기를 기본으

3열 42개(1/2/4×6)의 동축
전단 분사기로 구성되며 <그림 10>, 터보펌프

로 하고 가스산소와 가스메탄을 활용한 토치

는 연료와 산화제를 독립적 구성하여 상호 간

확보하여

P8.3가 개조되고 있다.

점화기를 백업으로 활용한다

<그림 9>.

연소기 분사기는

섭없이 각각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

<그림 11>.
LUMEN 프로젝트는 CDR
(critical design review)을 완료하였으며, 연소
위험을 낮추고자 하였다
현재까지의

기 및 터보펌프에 대한 제작이 완료되어 개별
구성품에 대한 시험이 수행 중이다.

2021년에 시험설비 구축에 맞춰 엔진에 대한
시험을 하반기에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지만

<그림 12, 13>, 코로나(COVID-19)로 인한 일정
지연과 하반기에 몰려있는 시험 계획 등을 고
그림 9. LUMEN 점화기[4]

려하면

LUMEN의 엔진 조립 및 시험은 2022년

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LUMEN 연소기 헤드[4]

그림 12. LUMEN 프로젝트 수행 일정[4]

그림 11. LUMEN 터보펌프 설계 고려사항

그림 13. DLR Lampoldshausen P8.3 구상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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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부품으로 설

3. LUMEN 구성품 개발 현황

계하였다

<그림 14>.

3.1 터보펌프[5]

LUMEN 프로젝트 하에서 개발되고 있는 액
체산소(LOX) 터보펌프와 액체메탄(LNG) 터보
펌프는 지상시험용 시연체를 개발하는 프로젝
트 성격과 넓은 작동조건에서 시험이 수행되어
야 하는 운용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2개의 터보

펌프를 병렬로 배열하는 구조이다.
산화제와 연료 터보펌프는 연소기의 노즐 확

그림 14. LUMEN 터보펌프 설계 철학[5]

대부에서 가열된 메탄에 의해 구동되며, 정격
및 최대 작동 규격은

<표 1, 2>와 같다.

표 1. 산화제 터보펌프 작동조건[5]

양정, [bar]

정격
77

최대
105

유량, [kg/s]

5.8

8.1

펌프 동력, [kW]

85

151

24,000

28,000

회전수, [rpm]

3.1.1

산화제 펌프

설계된 산화제 펌프는
으로 구성하였고, 회전수

1단의 단축 직결 방식
24,000 ~ 28,000 RPM

이 일반적인 상용 오일 윤활 방식의 앵귤러 컨
택트(angular

contact) 베어링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상용 오일 윤
활 베어링 적용을 통해 추진제로 윤활을 하는
터보펌프와 달리 펌프, 베어링, 터빈을 분리해
서 독립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5>.

표 2. 연료 터보펌프 작동조건[5]

양정, [bar]

정격
83

최대
112

유량, [kg/s]

2.9

4.1

펌프 동력, [kW]

100

190

42,000

50,000

회전수, [rpm]

연구목적을 위한 시연체 및 다양한 작동환경
에서의 유연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LUMEN

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터보펌프는 독특한
면을 가진다.
성능 최적화 역시 부차적인 사항으로 펌프와
터빈의 모듈화를 통해 필요에 따라 설계가 다
른 부품을 쉽게 교체하여 시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또한 케이싱 부품에 대해서는
시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
기 위해 견고한 구조로 만들고, 회전부품은 열

그림 15. LUMEN 산화제 펌프 단면 형상[5]

산화제 펌프는 적층제작을 통해 부품 개수를
줄였고 기계가공과 적층제작을 통해 제작이 모
두 완료되어 조립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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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설비에서 인증시험을 수행하고

P8.3에서

극저온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그림 16>.

툴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in-house 툴은 신규
펌프에 대한 예비설계를 수행하는 AD tool, 회
전체 동력학을 분석하는 ROTAN, 배치 및 설
계에 따른 베어링 및 축추력 등을 분석하고 민
감도를

BernForce, 터빈 블레이드
Bladerunner 등으로 구성된다

분석하는

설계에 사용되는

<그림 18>.
전산유체역학(CFD,

그림 16. 산화제 펌프 제작 및 조립 형상[5]

3.1.2

연료 펌프

연료 펌프는 산화제 펌프와 거의 동일하게
설계되어 제작이 진행 중이다. 가장 큰 차이는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을 이용하여 터빈과 펌프에 대한 해
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림 19>, 특히 터빈에
대한 CFD에서는 일본항공우주국(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및 RWTH
Aachen 대학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
으며, 초음속 터빈에 대한 개선된 설계를 마련
중이다.

펌프 임펠러가 적층제작을 통해 제작된다는 것
으로,

Ti 소재를 활용하여 슈라우드(shroud)가
있는 형태이다.
적층제작에서 지지대를 제거하는 새로운 방
식을 적용하여 지지대가 없이 제작된 표면보다
표면 조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 블레이드 유
로에

Ra < 4 ㎛의 조도를 달성하였다.

그림 18. DLR 터보펌프 설계 툴[5]

그림 17. 적층제작 연료 펌프 임펠러[5]

연료 펌프 역시 제작 및 조립이 완료되면 산
화제

펌프와

동일한

시험

과정을

통해
그림 19. DLR 터보펌프 CFD 해석[5]

LUMEN의 부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3.1.3

터보펌프 설계 툴

DLR에서 개발되고 새로
운 측면이 지속적으로 추가, 개량되는 in-house
펌프에 대한 설계는

3.1.4

윤활시스템

일반적인 터보펌프는 작동유체에 의해 베어
링을 냉각하는 설계를 갖추고 있는데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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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EN 터보펌프는 베어링의 수명을 늘리고

에는 산화제 터보펌프가 설치된다. 터빈 배출

시험 사이에 점검 필요성을 줄이기 위하여 독

가스는 파이프로 설비 외부로 보내지며, 각 펌

립적인 윤활시스템에 의하여 오일이 공급된다.

프의 유량은 코리올리 유량계로 측정된다.

윤활시스템은 오일펌프, 오일 저장소, 압력

터빈은 구동 매질로 고압질소를 활용하고,

및 유량센서, 터보펌프의 오일 공급 노즐로 구

펌프 작동유체로는 액체산소(LOX)와 액화천연

성된다. 오일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스(LNG)가 사용된다. 수락시험을 통해 극저

폐루프로 구성되었고, 작동 파라미터들은 각

온 환경에서의 운영 절차 확립, 냉각 및 열설

터보펌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계에 대한 검증, 극저온 운용 특성 검정, 과도

<그림 20>.

구간 특성 평가, 실매질에서의 캐비테이션 특

이

윤활시스템은

터보펌프

단독

시험과

성 확인 등을 목표로 한다.

LUMEN 엔진시스템 시험에 모두 사용될 예정
이며, 폭발에 의한 설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그림 21. 산화제 펌프 수락시험 구성[5]

그림 20. 오일 윤활시스템과 산화제 펌프[5]

3.1.5

터보펌프 시험

산화제 터보펌프에 대한 하드웨어 수락시험

(acceptance test)은 P6.2 시험설비에서 수행되
며 물과 고압질소를 이용한다. 시험설비 우측
에 설치된 물탱크가 펌프입구와 밸브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며, 후단은 터빈 구동 가스의 출구

<그림 21>. 수락시험을 통해
터빈 성능을 평가하고, 회전체 동력학을 검증
하는 주요 목적이 있으며, 캐비테이션 성능을
확인하는 2차적인 목적도 있다.
터보펌프 극저온 시험은 DLR의 P8.3 시험설
비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P8.3 시험설비의 중앙
에는 연소기가, 좌측에는 연료 터보펌프, 우측
배관이 위치한다

그림 22. 펌프 극저온 시험 장치 구성[5]

현재는 산화제 터보펌프의 수락시험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료펌프 부품을 제작 조립
하여

2021년 중반에 납품할 계획이다. 2021년

하반기에 산화제 및 연료 펌프에 대한 극저온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계획대비 다소 늦어
지지만

2022년에 LUMEN 엔진시스템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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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적용하는데, 시동 초

3.2 연소기[6-9]

LNG를 공급하고 5초 이후에 CNG를
공급하여 온도 조건을 맞춘다.
기에는

LUMEN은 넓은 작동영역(연소압력 35 bar
~ 80 bar, 혼합비 3.0~3.8)을 가지며, 95%의 연
소효율, RMS 기준 2.5%의 압력섭동, 최대한
짧은 연소기 길이 내에서 펌프요구 동력을 얻

분사기에 의한 연소 특성 파악을 위해 개발
시험에 사용되는 연소기의 연소실은 실린더부

DLR에서 개발을

2개로 나누어서 제작되며 물냉각을
통해 연소실을 냉각한다. 노즐목은 Copper
Nickel Alloy (CuNi2SiCr)를 활용하여 적층제
작 하였다.
연소기는 토치 점화기를 이용하여 점화하며,
공급되는 추진제 온도, 압력 및 연소실에서의

수행하였던 분사기 기술을 고려하고, 수소 연

압력과 압력 섭동 등의 측정을 위해 다수의 센

을 수 있는 열전달 특성,

80 mm의 연소실 직

경 등의 요구조건이 있다.

3.2.1

연소기 설계

연소기 분사기 설계는 기존

료를 활용하여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BKD-42

와 노즐부

서를 장착하게 된다.

와 유사한 조건에 해당하는 동축 전단 분사기

(shear coaxial injector)를 활용하였다.
정상상태에서의 LUMEN 분사기 작동조건은
<표 3>, 연소기 형상 및 계측센서 위치는 <그
림 23, 24>와 같다.
표 3. 연소기 분사기 분사 조건[6]

그림 24. 연소기 형상 및 계측 데이터[6]

그림 23. 연소기 개발 시제[6]

<그림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42
개의 분사기로 구성되며 <표 3>의 메탄 공급
온도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액체메탄(LNG)과 기
체메탄(Compressed Natural Gas, CNG)을 혼
연소기는

LUMEN 엔진시스템 구성품으로 사용될 연
소기 연소실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86개의 직
선형 냉각채널을 가지는 구조이다. 냉각채널은
냉각용으로 사용된 추진제의 출구 온도조건,
연소실 벽면 온도, 냉각채널에서의 차압 등의
유동 측면과 채널 폭, 벽면 두께, 냉각채널 개
수 등의 제작 및 구조 강도 측면에서의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졌다.
냉각채널 설계에서 립(rib)의 폭을 상수로 고
정하거나 냉각채널 폭을 상수로 고정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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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설계안이 검토되었다. 채널폭을 상수로

에 의한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

고정하는 경우가 제작이 편리하고 높은 냉각채

었다

<그림 26>.

널의 높이로 인하여 냉각성능이 향상되는 것으
로 분석되어 최적화 과정에서 두 번째 설계 방
식을 적용하였다.

<그림 25>는 대략 500개 정도의 CFD 해석
을 통해 도출된 설계결과이며, 채널폭 1 mm에
86개의 냉각채널이 노즐 출구에서 헤드까지 연
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냉각채널의 높이를 위
치에 따라서 변화시켜서 유체의 유속과 차압을
조절하였다. 연소기 냉각채널에 메탄

2.35 kg/s
가 120 K의 온도로 유입되면 출구에서는 409
K의 온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6. 연소실 내부벽면 온도 민감도 분석[7]

그림 25. 연소기 냉각채널 설계[7]

또한 연소기 냉각채널 설계과정에서 열유속,
표면조도, 유량 등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연
소실 벽면의 온도변화 민감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행한 해석 결과에서 표면조도에
변화에 따른 온도 민감도보다는 열유속과 유량

그림 27. CFD와 신경망 기법 분석 비교[7]

다양한 엔진 운용 조건에서의 연소실 재생냉
각 설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CFD 시

뮬레이션과 유사한 결과를 더 효율적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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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1,000배 수준의 계산속도) 신경망

위해서 기존의 방식으로 제작된 노즐목도 제작

기법(NN,

하여 열전달 특성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였다.

Neural Network)을 적용하였다. <그
림 27>의 결과에서 보인 것처럼 CFD와 신경망
기법으로 예측된 출구온도, 압력손실, 벽면온도
등의 경향성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28>은 이러한 NN 기법을 적용하여

노즐부를 제외한 다른 부품들은 일반적인 기계
가공을 통해 제작하여 성능평가에 활용되었다.

연소기의 다른 운용 조건에 대해서 해석을 수
행한 결과이며, 이 기법을 활용하여 적층제작
에 따른 표면 조도에 의한 영향, 터보펌프 모
델과의 연동, 엔진 기대 수명 예측 등으로 확
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9. 연소기 적층제작 노즐부[8]

그림 28. 신경망 기법을 적용한 냉각해석[7]

3.2.2

그림 30. 연소기 연소실 제작공정 흐름[7]

연소기 제작

개발 시험에 사용된 연소기는 노즐과 연소실
을 분리하여 물냉각 형태로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즐부는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적층제작(SLM,

selective laser melting)
Copper Nickel Alloy (CuNi2SiCr)를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기존 노즐 제작방식에서
는 9개 부품으로 구성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전주 공법(electroplating process)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여 부품 수를 2개로 줄일 수 있었
고, 제작 시간도 10배 감소하였다.
방식으로

동일한 형상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수행하기

그림 31. 연소기 연소실 제작 과정[7]

LUMEN 엔진 시스템에 활용될 예정인 연소
기 시제 1호기 역시 기존의 전주, 기계가공 방
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전주 공법에 소요된 12
개월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18개월의 제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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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소요되어 적층제작을 활용한 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3.2.3

연소기 성능평가

연소기 시험을 통해 분사기에 대한 성능 및
안정성 평가, 화염 앵커링(flame

anchoring) 특

성, 작동 조건에 따른 연소 특성 변화 등을 확
인하였고, 노즐부 제작 방식 차이에 따른 열전
달 특성에 대한 평가도 수행되었다.
연소시험은

Lampoldshausen P8 시험설비에

1회 점화를 통해 다수의 운영 조건을 모두
확인하는 방식으로 3회 시험이 수행되었다.
<그림 32>는 시험 순간에 해당하는 영상으
서

그림 33. 연소시험 중 운영 조건 변화[6]

로 각각 점화 시와 정상 구간에서의 영상에 해
당하며,

<그림 33>은 전체 연소시간에서의 연
소압력(Pcc), 혼합비(ROF), 산화제 온도(To) 및
연료온도(Tf)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34>는 운
영조건 변화를 통해 안정화된 각 구간(LPs)에
서의 대푯값을 연소압력과 혼합비 그래프에 표
시한 것이다.

그림 34. 연소시험 운영 조건[6]

3회 연소시험(campaign) 중의 각 운영조건에
대해서 연소압력과 혼합비에 따른 특성속도 효
율을 계산하였으며, 대체로

90% ~ 95% 범위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험에서 나타난 특성속도 효율이 목표한

95%보다 낮은 값이지만, 사용된 연소기가 초기
시제이고 재생냉각이 아닌 것으로 고려하여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성능향상으로 위한
추가적인 연소기 설계 변경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개별 작동범위에서의 특성속도 효율은 혼합
비 증가에 따른 약한 상승 경향을 나타내었으

<그림 35>, 연소압력에 대해서는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36>.
며

그림 32. 연소기 시험 @Lampoldshausen P8[6]

그 이외에도 분사기 간의 운동량비와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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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온도 변화에 따른 특성속도 효율의 변화

0.7% 이하이며, 산화제 분사 차압의 증가에 따

를 평가하였으나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라 분사기와 연소실 음향섭동 연관성이 줄어들
면서(decoupling) 연소실 압력섭동 비율이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 35. 연소압력에 따른 특성속도 효율[6]

그림 36. 혼합비에 따른 특성속도 효율[6]

3.2.4
각

안정성 평가
시험조건의

정상상태에

해당하는

그림 37. 시험 조건에 따른 압력섭동[6]

LPs(load points)에서 분석한 연소안정성은 전
반적으로 안정하게 나타난다. LP6와 LP7 사이
에서 발생하는 1T mode의 주파수 변화는 좀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부착화염
(anchored flame)에 의한 연소가스 온도 상승
으로 인한 음속 증가로 설명할 수 있으며, 대
략 40 Hz의 주파수 증가는 25 mm 정도의 화
염 재부착 위치 변화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7>.
각 시험조건에서 1kHz high pass filter를 적
용하여 분석한 압력섭동 크기는 연소압력의

그림 38. 산화제 분사압에 따른 압력섭동[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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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시동 구간의 압력섭동 분석[6]

시동구간(0~3

sec)에서는 1 kHz 이하의 불안
정 현상이 확인되며, 순차적으로 3 단계로 구
분 가능하다 <그림 39>.
1단계는 점화 후 연소압력이 증가하면서 즉
시 발생한 400 Hz의 섭동으로 1.0 s 까지 유지
되며, 연소압력과 산화제 차압은 증가하지만,

Hilbert 변환된 신호의 위상 차이로 계산되었으
며, 3단계에서 연소실 압력섭동이 산화제, 연료
분사기 측과 일정한 위상차이를 나타내며, 산
화제 측이 더 선행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3.2.5

연료 차압은 낮게 유지되고 연소실과 대략

화염 부착 평가

화염의 부착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해

180°의 위상 차이를 나타낸다. 이 단계의 섭동

의

발생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연료측과 연동된

소기 헤드에 부착되는 계측링에

것은 확실하게 나타난다.

2단계는 1.2 s ~ 1.7 s 구간에서 발생하는
100 Hz 정도의 섭동으로 산화제의 급격한 온
도변화에 따른 이상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으며,

DLR

BKD-42 구성과 유사하게 연소시험에서 연
306 nm의 파
장을 100 kHz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 프로브
와 온도센서를 연소실 벽면과 일치하는 매입형
태로 장착하였다

<그림 40>.

1.5 s 이후에 산화제 측

압력섭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캐비테이
션 수를 통해 설명 가능하다.

3단계는 1.5 s ~ 3.0 s 구간에서 발생하는
400 Hz의 섭동으로 연료 분사기 차압이 증가
하면 섭동이 줄어드는 경향성으로 판단할 때
연료 분사기와 연동된 것으로 보인다.
위상 차이(phase

delay)는 각 단계에서 2,000
개의 샘플을 활용하고 70%의 중첩 조건으로

그림 40. 연소기 계측링 구성[9]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LUMEN 연소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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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소기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운동량
플럭스 비(J,

momentum flux ratio)를 사용하
여 안정적인 분사 조건을 구분하였다 <수식
1>.
수식 1

2회 시험에 대해 시험조건(압력, 혼합비) 변
화에 따른 측정링의 온도(TIR2), 광학센서 측정
값(OP2)과

J 값을 비교하였다. 시험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J과 온도센서와 광학센서에서 측정하
는 값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확인된다.

2회 시

험 모두에서 광학센서 측정값의 진폭이 크게

J 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온도 역시 낮게 확인되었으며, 조건 변화로 인
해 J 값이 증가하면서 온도가 증가하고 광학센
서 측정값 진폭이 줄어든다 <그림 41>.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그림 42. 시험 조건에 따른 계측링 온도 및
광학센서 계측 값[9]

광학센서 측정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화염
에 의한

OH radical의 변화를 나타내며, 이 값

을 통해 화염의 존재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
다. 또한 광학센서의 표준편차 비율(α)과 온도,

J의 상관관계 확인을 통해 낮은 α 값에서 온
도와 J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화염이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운동량 플럭
스 비(J)의 값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TEST A에서는 10, TEST B에서는
7.5가 그 값에 해당한다.
는 것으로

4. 결론
독일의 항공우주센터(DLR)에서 진행 중인
그림 41. 광학센서 계측값 및 표준편차 비율과
온도, 운동량 플럭스 비[9]

광학센서

측정값을

1초

구간으로

평균

(gliding mean value)으로 표현하고, 표준편차
(σ)와 평균 값과의 비율(α)로 나타내었다 <그

LUMEN 프로젝트의 개요 및 진행상황, 주요
구성품(연소기, 터보펌프)의 개발 내용에 대해
서 space propulsion 2020+1 (Apr. 2021)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전 세계적인 메탄을 활용한 발사체 및 엔진
개발 환경, 유럽

Ariane Next의 메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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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etheus 엔진 개발 선언 및 상단 액체로켓

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엔진 기술 개발의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메탄

아직 관련 기술 및 상업 시장이 성숙하지 않

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엔진 개발이 선택되었다

았고, 우주개발 선도국과 상당한 수준의 기술

<그림 43>. 또한 DLR에서 그동안 수행하였던
수소 엔진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용한 시
험설비의 조건을 고려하여 연소압력 60 bar,
추력 25 kN의 엔진 규격이 결정되었다.

격차가 있는 대한민국의 여건에서는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의 주도로 기술 개발 및 성장 기반
마련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분야의 핵심
기술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설계 및 제작 기술
을 개발하며 해당 기술의 응용 가능성을 실증
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우주수송 및 우주탐사
분야의 상업화에 필요한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능 및 개발 방향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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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원격자료수신을 위한 통신기술 동향
한정우* , 김동현*, 권순호*, 김춘원*, 이태진*, 안나균*
1)

Technical Trend of Wireless Communication
Technique for Telemetry of Launch Vehicle
Han, Jeong-woo*, Kim, Dong-hyun*, Kwon, Soon-ho*, Kim, Chun-won*, Lee, Tae-jin*, An, Na-gyun*

ABSTRACT

Telemetry systems of aerospace consist of on-board equipment that transmits flight
information and main equipment status of launch vehicles to the ground, and ground station
equipment that receives and processes flight data from the ground. The telemetry system is
one of the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that wirelessly transmits various data on the
operational status and flight information collected from the launch vehicle to the ground
station to process and distribute telemetry data in real-time to determine the progress of the
launch mission. In this paper, we described technical trends to improve bandwidth efficiency
and communication reliability to transmit a large variety of data in a band-limited
communication environment among communication techniques of telemetry systems.
초 록
항공우주분야에서 원격측정 시스템은 우주발사체의 비행 정보와 주요 장비 상태를 지상으로
전송하는 탑재 장비와 지상에서 비행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하는 지상국 장비로 구분된다. 발
사체에서 수집된 발사체의 운용상태 및 다양한 비행 정보를 지상국으로 무선 전송하며, 지상국
에서 수신된 원격측정자료는 실시간 처리, 분배를 통해 발사 진행 상황을 판단하도록 해주는 무
선통신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측정 시스템의 통신기술 중 대역 제한된 통신환경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대역폭 효율과 통신 신뢰성을 향상 시키는 기술 동향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Key Words : Telemetry(원격측정), Wireless Communication(무선통신), Band-limit(대역제한),
Forward Error Correction(순방향 오류정정), Launch Vehicle(우주발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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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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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우주발사체의 상시 발사를 위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은 필수 요소

세계 항공우주 산업은 정부 주도의 군사용

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원격측정자료가 필

우주기술에서 상업용 우주기술 확대라는 패러

요하다. 항공우주분야에서 원격측정자료의 무

다임을 거쳐 현재 우주기술에 디지털 기술을

선통신 기술은

활용하는 시대에 이르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같은 기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정보를

세계 우주산업의 규모는 매년 3%씩 꾸준히 성

무선으로 지상국으로 전송하기 위한 라디오존

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세계 우주산업 규모의

데의 개발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발달과 함께 우주발사체의 수요 역시 매년 증

아의 스푸트니크 발사를 기점으로 우주발사체

2.5 ~ 2.8%의 성장이 예
상된다. 이를 대변하듯 2020년도에만 전 세계
적으로 85회의 발사 시도가 있었으며, 그중 76
회의 발사가 성공하였다. 이처럼 세계 항공우

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우주발사체 분야에

주 산업은 우주발사체 수요 증가와 동시에 우

엔진, 탑재 전자 장비 등과 같은 주요 장비에

주발사체의 크기도 중대형에서 소형발사체로의

대한 동작 상태정보를 수집하여 지상국으로 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사 주기 역시 상

선 전송 후 운용자가 실시간 혹은 추후 분석을

시 발사체제로 전환이 진행 중이다 [1].

통해 우주발사체의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한

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930년대부터 온․습도 및 기압과

1957년 러시

서 원격측정자료의 무선 전송은 우주발사체에
탑재되어있는 각종 센서(가속도, 온도, 압력, 진
동 등)로부터 수집되는 비행 정보와 GPS/INS,

중요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이다[2,3].
본 논문에서는 항공우주분야 원격측정자료의
무선 통신기술 동향에 관하여 기술하였으며,
주파수 대역, 변·복조 기술 오류정정기술 및
원격측정 시스템의 개발 현황에 대해 세분화하
여 기술하였다.

2. 무선통신기술
전자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안
정성 확보를 위해 고해상도 영상, 다양한 데이
터의 대용량 고속 전송 등과 같은 요구가 꾸준
그림 1 세계 우주산업 규모(2019)

히 증가하였다. <그림 3>은 2014년에 발표된
항공우주 분야의 원격측정자료 전송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4].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
고 사용이 제한된 대역폭은 다양한 대용량 데
이터의 고속 전송에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 주파수 대역 할당, 대
역폭 효율증가를 위한 통신방식 기술 개발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오류정정기술 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그림 2 우주발사체 발사 동향(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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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Range(MHz)

Unofficial
Designation

Comments

2360 - 2395

Upper
S-Band

mobile service including
aeronautical telemetry

4400 - 4940

Lower
C-Band

mobile service,
RF Telemetry Network

5091 - 5150

Middle
C-Band

aeronautical mobile,
satellite communication

5925 - 6700

Upper
C-Band

satellite communication

그림 3. Aeronautical Mobile Telemetry 전송율[4]

2.1 원격측정자료 통신 주파수 대역
원격측정자료를 무선 전송 시 주파수의 간섭
회피 및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사용 주파수는
표준 범위 안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항공우주분야의

원격측정

표준은

미국

RCC(Range Commanders Council)의 텔레메트
리 그룹(Telemetry Group)에서 2004년도에 제
정한 IRIG 106을 따르며, IRIG 106의 무선 표
준은
미국통신정보국(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or)의
연방 무선 주파수 관리 규정 및 절차 매뉴얼을
따른다. 원격측정을 위한 주파수 대역은

<표

1>과 같이 할당되어 있다[5,6].

2007년 이전에는 미사일, 우주발사체 등을
위한 원격측정 주파수는 L 대역과 S 대역으로
제한되었으나 2007년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2007)에서 4400 ~ 6700MHz 대역까지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였으며, IRIG 106의 경우
2011년도 표준 문서에 업데이트하여 반영하였
다.
2.2 통신방식 기술
우주발사체의 고도화에 따른 복잡도 증가로
인해 우주발사체의 다양한 비행 정보와 주요
장비에 대한 동작 상태정보 수집이 필수적이
다. 이러한 항공우주분야 원격측정에 대한 수
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한적
인 주파수 대역폭의 효율성 증대가 중요한 요

표 1. 원격측정 주파수 할당[5,6]
Frequency
Range(MHz)

Unofficial
Designation

1435 - 1525

Lower
L-Band

2200 - 2290

Lower
S-Band

2310 - 2360

Upper
S-Band

소가 된다.
본 절에서는 항공우주분야에서 원격측정자료

Comments
aeronautical telemetry,
telecommand of manned
or unmanned aircraft,
missile, rocket and other
vehicle
launch vehicle, missile,
upper atmosphere
research rocket and
space vehicle
Primary:
wireless communications
service, Broadcasting
satellite service
Secondary:
Telemetry

의 무선 전송을 위해 현재까지 주로 사용되는
전통적 방식인 아날로그 통신방식과 대역폭 효
율 증대 및 오류정정이 가능한 디지털 통신 기
법에 관해 기술한다.

2.2.1

아날로그 통신

항공우주 원격측정 분야의 고전적인 아날로
그 통신방식은 각변조(Angle

modulation) 방식
Frequency Modulation)
과 위상 변조(PM: Phase Modulation)이며, 이
후 부반송파(Sub-carrier)를 이용하는 FM/FM
인 주파수 변조(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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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PCM/FM 방식이 표준화된 방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PCM/FM 방식은 위상

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연속점을 가지

변화가 연속적인 주파수 변조 기법으로 디지털

향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신방식이

FSK(Frequency Shift Keying)와
CPFSK(Continuous Phase Frequency
Shift Keying) 이라고도 한다. 소스 신호인
NRZ(Non Return Zero) 신호는 대역 제한 필
터를 통과하여 고주파 성분 제거하며, 고주파

CPM(Continuous Phase Modulation)이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변조 기법인
유사해

성분이 제거된 베이스밴드 신호의 레벨에 따라
주파수가

변화하는

는 통신방식은 비선형 증폭기를 통해 증폭될
때 부엽(side

     cos          


   
            


         



       

전압제어발진기(VCO:

106 표준인 PCM/FM 방식으로 신호를 변조하
여 2.2GHz S 밴드 대역에서 지상으로 원격측
정자료를 전송하였다[7].

2.2.2

∞







∞





     

나로우주센터에서 현재까지 발사된 우주발사

IRIG

∞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를 통해 주파수
변조한 RF 신호를 발생시킨다. 다만 VCO를 통
해 RF 신호를 발생시키므로 VCO의 특성에 민
감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체(나로호 및 누리호 시험발사체)의 경우

lobe)을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경

여기서

  는 진폭,   는 반송파 주파수,

    는 위상 성분,   는 피크 주파수 편이

(peak frequency deviation),    는 펄스 성형
필터(pulse shaping filter), h는 변조 지수
(modulation index)를 나타낸다. 이러한 CPM
방식은 일정한 포락선을 가지는 통신기법으로

디지털 통신

디지털 통신은 아날로그 통신과 비교해서 고

진폭이 일정하고 위상이 연속적으로 변하므로

속 전송, 대역폭 효율 증대 및 오류 감지, 정정

비선형 증폭기를 통한 신호 증폭 시 비선형성

으로 인해 뛰어난 성능 및 품질을 제공한다.
항공우주 원격측정 분야의 아날로그 통신인
각변조와 주파수 변조에 해당하는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주파수 편이 방식(Frequency

Shift
Keying)과 위상 편이 방식(Phase Shift Keying)
이 있다. FSK 통신기법은 정보를 주파수에 담
아 전송하므로 잡음(noise)에 강한 특성을 가지
나 주파수가 바뀔 때마다 불연속점이 생겨 임
펄스(impulse) 성분이 발생하게 된다.

PSK 통

신기법은 정보를 위상에 담아 전송하는 방법으
로 전송 속도와 전원 효율이 높으나

FSK와 마

찬가지로 불연속점에 의한 임펄스 성분이 발생
하게 된다. 우주발사체의 경우 발사 임무 시

Liftoff 이후 자체 전원만을 사용하므로 전력효
율(전송전력 대 공급전력)이 좋은 비선형 증폭

으로 인한 신호왜곡을 방지 및 부엽 성분이 증
폭되는 스펙트럼 재성장(spectrum

regrowth)을

줄인다.

1990년대 후반부
2004년에는
미국 RCC(Range Commanders Council) 산하
텔레메트리그룹(TG: Telemetry Group)이 제정
한 IRIG 106-04에서 주파수 효율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CPM 계열의 디지털 통신기법이 표
준으로 선정되었다. 각 통신기법에 대한 특징
은 다음과 같다[5].
이러한 디지털 통신기술은

터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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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율(BER:

표 2. 통신기법에 따른 특성[5]
Characteristic

PCM/FM

SOQPSK-T
G

ARTM
CPM

Occupied BW
(99%)

1.16×R

0.78×R

0.56×R

h

0.7

0.5

4/16, 5/16

 

11.8 ~
15dB

11.8 ~
12.5dB

12.5dB

Sync. time

100 ~
10,000 bits

5,000 ~
30,000 bits

30,000 ~
150,000
bits

Phase noise
susceptibility

best

normal

worst

Co-channel
interference
susceptibility

best

normal

worst

(for BEP=1e-5)

Bit Error Rate) 측면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나타낸다.
2.3 오류정정 기술

IRIG 106의 디지털 통신기법으로 선정된 통
신기법의 대역폭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순방향 오류정정 코드(FEC: Forward Error
Correction)는 통신 시스템이 요구하는 비트 오
류율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하며, 수신부 측에
서 신호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검출/
정정이

가능하도록

송신부에서

정보비트

(information bit)에 부가 비트(parity bit)를 덧
붙여 전송하고, 채널을 통하여 수신된 비트들
을 효과적으로 복호 하여, 정보비트의 신뢰성
을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우주 데이터 시스템 자문 위원회(CCSDS: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에서는 지구 근접 궤도 우주 탐사(200
만Km 이하)와 심 우주 탐사(200만Km 이상)와
같은 탐사 목적에 따라 채널 부호화 기법 및
주파수 대역을

<표 3>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8].

2.3.1 Reed Solomon Code
Reed solomon 코드는 1960년대 I.S.Reed와
G.S.Solomon에 의해 개발된 비 2진 순환코드
(Non-binary cyclic code)로서 개발 이후 디지
털 통신 및 저장 분야 등에서 광범위한 분야에
서 사용되는 블록 기반의 오류정정 코드이다.
송신부는
그림 4 통신기법에 따른 스펙트럼 비교

위 그림은 동일한 데이터 전송율(5Mbps)로
정규화한

변조

스펙트럼의

PSD(Power

Spectrum Density)로서 통신기법에 따라 점유
대역폭 및 부엽의 차이가 발생한다. 점유대역
폭은 PCM/FM, SOQPSK-TG, ARTM CPM 순
서로 점유대역폭 및 부엽이 작아지며, PCM/
FM에 비해 ARTM CPM의 점유대역폭이 2배
가량 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 오

Reed solomon 엔코더(encoder)를 이

용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바이너리 신호의 블록
에 중복비트를 추가하여 전송하며 수신부에서
는 디코더(decoder)를 이용하여 통신채널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여 원본 데이터를 복구한
다. 이때 수정할 수 있는 오류의 수와 유형은
코드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드는 비 이진(Non-Binary)
며,

Reed Solomon 코
BCH 코드의 일종이

BCH 코드가 랜덤 에러 정정에 효율적인
반면에 Reed Solomon 코드는 연집(Burst
Error)에 효율적인 특징을 가지며 페이딩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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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ing Channel)에서 오류정정에 우수한 효과
를 가진다.

능과 복잡도를 고려한 적절한 설계가 필요하

표 3. 통신기법에 따른 특성

또한 터보 코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다. 인터리버(interleaver)의 크기 및 설계 방법
데 인터리버의 크기가 커질수록 복호 후의 비

Frequency
Band
(GHz)

Space Research
Near Earth

Space Research
Deep space

2.2 ~ 2.9
8.45 ~ 8.5

Conv 3/4, 5/6, 7/8
+ RS(255,223)
or
LDPC 2/3, 4/5, 7/8

-

2.29 ~ 2.3
8.4 ~ 8.45

-

Turbo rate 1/2,
1/3, 1/4, 1/6
or
Conv
1/2+RS(255,223)
or
LDPC1/2, 2/3, 4.5

25.5 ~ 27

Conv 3/4, 5/6, 7/8
+ RS(255,223)
or
LDPC 2/3, 4/5, 7/8

-

-

Turbo rate 1/2,
1/3, 1/4, 1/6
or
Conv
1/2+RS(255,223)
or
LDPC1/2, 2/3, 4.5

31.8 ~ 32.3

2.3.2

터보 코드(Turbo

패턴에 따라 복호기의 성능이 달리 나타나는
데, 일반적으로 블록 인터리버 보다는 비균일

코드는

1993년

Berrou,

한계에 근접하는 매우 우수한 오류정정 성능을
나타내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터보
코드의 성능을 결정짓는 파라미터로는 부호화
기의 메모리 개수, 블록 크기, 인터리빙 형태,
복호기의 복호 알고리즘, 반복 횟수, 내부 메트
릭의 처리 비트 수 등이 있다. 부호화기는 메
모리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소

거리

(minimum distance)가 증가하여 비트 오류율
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메모리 개수가 한
개 증가할 때마다 복호 시 복잡도가 두 배 증
가하는 트레이드 오프(trade

인터리버의 성능이 더 좋다.
복호화기의 측면에서 터보 코드의 성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는 복호 알고리즘
이다. 복호 성능은

Log-MAP, Max-Log-MAP,
SOVA 순서로 성능이 떨어지는 반면, 복호의
복잡도는 Log-MAP, Max-Log-MAP, SOVA의
순서로 낮아진다[8]. 복호 알고리즘의 성능 차
이는 채널 환경, SNR, 블록 크기 등에 따라 조
금씩 달라진다. 또한 복호의 반복 복호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트 오류율의 감소량이 점점
적어지므로, 복호 지연시간 및 복호 연산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반복 복호 횟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2.3.3

Code)

Glavieux,
Thitimajshima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는데, 비교
적 간단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섀넌(Shannon)
터보

오류율은
낮아지지만,
인터리빙(interleaving)으로 인한 지연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
다. 또한 같은 크기의 인터리버라도 인터리빙
트

off) 관계이므로 성

저밀도 패리티 검사(LDPC)

저밀도 패리티 검사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 알고리즘은 1962년
Gallager 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 1993 년
McKay and Neal에 의해 재발견 되었으며, 현
재 활발한 연구/응용 및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이 되고 있다. LDPC는 블록부호 형태이며, 오
류정정을 위해 정보비트에 오류비트를 추가하
는 기법으로 저밀도의 의미는 패리티 검사 매

‘0’ 을 포함하고 비교적 적은
수의 ‘1’ 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IRIG 106
표준에서 정의하는 LDPC 부호의 부호화율 및
트릭스 대부분이

정보 블록 크기에 따른 각각의 코드 블록 길이
는

< 표 4> 와 같다 [5]. LDPC 는 오류 검출 및

정정 능력을 나타내는 최소 거리가 부호의 블
록 길이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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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LDPC 부호화율 및 블록 크기(IRIG 106)

LDPC 부호가

유리하다. 또한 저속 전송률 및 부호화 유연성

Code Block length

Information

복잡도 및 속도의 관점에서는

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는 터보 부호가 유리하

Block Length

Rate 1/2

Rate 2/3

Rate 4/5

1024

2018

1536

1280

나 부호화율이 제한적인 시스템에서는

4096

8192

6144

5120

가 유리하다.

이 있으며, 이는 블록 길이에 비례하여 비트

며, 고속 전송률이나 송신신호의 프레임 길이

LDPC

3. 원격측정 시스템 개발 현황

오류율 성능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의미
한다. 아래 그림과 표는 오류정정 부호에 따른
성능을 나타낸다[5,

10].

우주발사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해상도
영상, 다양한 데이터의 대용량 고속 전송 등과
같은 요구에 따라 우주 선진국 및 대표 제조사
들은 우주발사체 및 지상국 장비에 신규 주파
수 대역 및 디지털 통신방식 기술 적용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다.
우주발사체 분야의 경우

Space X가 대표적

이다.
로

Space X의 경우 중형과 대형 우주발사체
Falcon 9와 Falcon Heavy를 운용 중이며,

우주발사체에 따른 통신방식은 다음과 같다

[11].

그림 5 4-state 트렐리스 복조기를 이용한
LDPC 성능
그림 6 Space X Falcon RF 특성
표 5. 오류정정 부호에 따른 성능

주파수의 사용 대역은 공통적으로 기존
Shanon
Limit

Conv/
Viterbi

Turbo

LDPC

0.18

4.5

0.6

0.185

역을 사용하나

S 대

Falcon Heavy의 경우 전통적인

LDPC 부호와 터보 보호는 오류 검출 및 정
정 능력 면에서 둘 다 최적의 부호이다. 시스

PCM/FM 변조 방식 외에 디지털 변조 방식인
SOQPSK 변조 방식을 사용한다. 이외에도 블
루오리진, 노스롭그루먼 등 다양한 우주발사체
제조/서비스 업체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우주발
사체가 PCM/FM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거나 디

템 적용의 유연성 면에서는 가변 길이 및 가변

지털 변조 기법과 혼합 혹은 디지털 변조 기법

부호화율이 가능한 터보 보호가 좋으며, 계산

만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SNR(dB)
(BER=1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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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국 수신기의 경우

S 대역과 더불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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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 분석준비 데이터(ARD, Analysis Ready Data)의
기본 개념 및 국제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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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Concept of Satellite Image Analysis Ready Data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Trends
Choi, Seok-Weon*, Yoo, Dae-Hoon*, Jin, Kyoung-Wook*, Lee, Dongl-Han*

ABSTRACT

As the types of satellites and origanizations that provide satellite image are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users using them increases, the concept of ARD(Analysis Ready Data), which
allows end users to conveniently use satellite image information regardless of satellite type,
has begun to be used in recent year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work is also underway
through CEOS(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 In this technology trend, the basic
concept of ARD and the international technology trend of ARD will be examined, forcusing
on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work of ARD, which is currently being
carried out by CEOS.
초 록
위성영상을 제공하는 위성이나 기관의 종류가 많아지고, 이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최종사용자들이 위성 종류에 관계없이 편하게 위성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ARD(Analysis Ready Data)라는 개념이 통용되기 시작되었고, CEOS(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를 통해 국제적으로 표준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본 기술동향에서는
ARD의 기본 개념 및 ARD의 국제 기술동향에 대해, 현재 CEOS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ARD의 국제 표준 규격화 작업 진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ey Words : ARD(분석준비 데이터), Satellite Image(위성 영상), International Technolog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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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필요성들은 예전부터 수요자들을 중

1. 서 론

심으로 제기되어 왔었으나, 구체적으로 지침

위성영상을 제공하는 위성이나 기관의 종류

가 많아지고, 이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
짐에 따라, 최근에는 최종사용자들이 위성 종
류에 관계 없이 편하게 위성정보를 활용할 수

ARD(Analysis Ready Data)라
는
개념이
통용되기
시작되어,
CEOS(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
있게 할 수 있는

를 통해 국제적으로 표준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1].

ARD는

위성영상 및 관련 정보를 표준화 시

켜 제공함으로써, 위성영상의 사용자들이 위성

CEOS 내에 LSI –VC(CEOS
Land Surface Imaging Virtual Constellation)가
2015에 재설립됨으로서 구체화 되고 있다.
본 기술동향에서는 ARD의 기본 개념 및
ARD의 국제 기술동향에 대해, 현재 CEOS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ARD의 국제 표준
등이 정해진 것은

규격화 작업 진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2. ARD의 기본 개념

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그림 1>에 ARD에 대한 개념이 도시 되어
있다. 위성 영상 제공자들이 표준화된 영상 및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면, 최종 사용자들은 위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의 위성영상들의 시간

성의 종류에 관계 없이 최소의 추가 처리 과정

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위성영상을 활
다.

에 따른 변화 등을 알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을 통해 즉각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위성 영

대한 위성 자료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은 다

상 자료들의 시 계열적 상호 운용이 가능하게

맞추고, 대기 보정을 수행하고, 구름 등의 영상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위성영상을 사

음, 데이터를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된다.

을 배제하기 위한 처리를 한 후, 다른 종류의

용하기 위해서, 위성 영상 제공자가

센서들에 의해 획득된 자료들을 보정하여 사용

해 처리해서 제공해야 하는 주요 구성 요소에

하여야만 했었지만, 위성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들이

ARD

형태로 제공되게 되면, 최종 사용자

대해 살펴보면

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작업을 따로 하지 않
고도 특정지역의 시 분할된 위성데이터들의 활
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1. ARD 개념

2.1과

ARD를

같이 정리 될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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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2.1 ARD 의 주요 구성요소

2.1.1

위성영상 분할

(Image Clipping)

대부분의 위성 영상들은 위성의 진행 방향에

대한 영상들을 획득하게 되며, 대부분 지구관
측 위성들은 태양동기 궤도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

98도

정도의 사선보양으로 비스름한

형태의 데이터들로 제공되게 된다.
이러한 영상들을 약속된

grid

형태의 타일

모양의 형태로 저장하게 하는 것은 최종 사용
자들이 위성 데이터를 쉽게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ARD의

첫 번째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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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들의

MASK

표시

대부분 위성 영상의 경우 구름 등과 같이 사

용할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
가 시 분할된 지상관측 영상들을 활용하여 변

화 등을 변화 등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구름과 같이 가려진 정보는 배제할 필요가 있

게 되는데, 최종 사용자가 이를 식별하여 배제
하기는 쉽지가 않게 된다.

제공되는 위성영상에서 구름과 같이 사용하

기 어려운 지점에 대한 정보를 픽셀단위로, 특
정 픽셀이 구름, 그림자, 눈 인지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면 최종사용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위성정보들을 손쉽게 자신의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ARD에서는

영상 픽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도록 요구 하고 있다.

그림 2. 전형적인 위성영상 및 공간분할 개요

<그림 3>은 ARD를 위한 미국 LANSAT 위성
의 경우 미국지역 grid tile을 보여주고 있다[2].

그림 4. ARD에서 제공되는 위성영상 및 픽셀 정보
(구름 노란색 표시)

<그림 4>는 ARD에서

제공되는 위성영상에

서는 픽셀 단위에서 구름이 있는 위치를 식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 예로, 아리

3A호 영상을 ARD 형태로 처리한 영상이
다. (구름 영역은 노란색으로, 구름이 없어 직
랑

그림 3. LANSAT 위성의 미국지역 ARD Grid

접 활용할수 있는 정상 데이터들은 녹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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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구름의 변동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도

Pixel

Per

데이터에 있는 구름에 대한 정보를 활용

적용할 수 있는 값이지만, 서브미터급 해상도
를 가지는 고해상도 위성 데이터에는 현재의
기술로는 제공 할 수 없는 값이기도 하다.

하면 됨으로 최종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손쉽게
위성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1.3

3. ARD 개발관련 국제 동향

대기보정

전술한대로

위성영상에서 찍어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대기 위의 우주에서 찍은 데이터인데, 활용을
원하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은 지표면
에서의 데이터들을 필요하게 되며, 이 값들은
대기의 조건이 계속 변하게 됨으로 대기의 영

CEOS를

ARD

개발 관련 국제 동향은

중심으로 요구조건의 규격화 등이 이

루어지고 있다.

<그림 5>는 ARD의

국제 현황 및 항우연의 활

동희망 분야 및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향을 보정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이
다. 위성에서 영상을 찍었을 때의 대기조건(수
증기의 함유량, 오존의 분포도 등)을 알 수 있
다면 대기의 효과를 제거 할수 있고, 데이터
제공자가 입사광과 반사광에 의한 표면반사율

(Surface reflectance)을 위성영상과 함께
해 주게 되면, 활용자의 입장에서는 따로

제공
대기

보정을 하지 않고 직접 위성영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RD에서는

위성 영상과 함께 표

면반사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1.4

기하보정

위성에서 찍은 영상은 위성이 영상을 찍은

자세, 대상물과의 각도, 지표면 높이 등에 의해
찍는 영상마다 기하학적으로 보정을 해야 한
다.

최종 유저의 입장에서는 찍은 영상마다, 에

러 없는 완벽한 기하학적 보정 및 일치를 원하
겠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요구일 수
도 있다. 실제로 현재

CEOS ARD에서 요구하
고 있는 기하 보정은 거리 방향으로 0.5 픽셀
의 평균제곱근(rRMSE, Radial Root Mean
Square)이하 혹은, 이에 상응하는 원형공산오차
(CEP, Circular Error Probalibility) 이하의 정
확도를 요구 하고 있으나, 이 값은 수십 m ~
수백 m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는 위성들에게는

그림 5. ARD의 국제 현황 및 항우연의 활동 희망
분야 및 역할

3.1 CEOS 구성 및 주요 활동

CEOS에서는 ARD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LSI-VC(CEOS Land Surface Imaging Virtual
Constellation)을 통해 ARD 규격화 작업 수행
하여, 2017년 3월 광학과 SAR 위성 데이터에
대해, 특정 항목에 대한 제품군사양(PFS,
Product Family Specification)을 최초 제시 하
였으며,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5.0 버
전까지 작성되어 공유되고 있다.
CEOS와 산하기관인 LSI-VC에 대한 설명 및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 CEOS 는 지구관측위성들의 국제적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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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1개
Space Agency 들과 24개의 관련 기관들이

등을 위해
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용되고 있는 위성 관측
관련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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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EOS ARD 제품사양군 요구조건
지구 관측 위성에 대한 제품군 사양(PFS)은,
크게 광학과

SAR

위성에 대한 요구 조건 구성

으로 되어 있으며, 광학에 대해서는 표면반사
율(Surface

Reflectance)과 표면 온도(Surface
Temperature)에 대한 제품군 사양이, SAR 위
성에

대해서는

정규화된

레이더

후방산란

(Normalized Radar Backscatter) 편광 레이더
(Polarimetric Radar)에 대한 제품군 사양이 5.0
판에서 요구되고 있다.
제품사양군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은 일반

그림 6. CEOS 로고

- LSI –VC는

미래 임무 개발에 대한 정보공

유를 통해 위성관측 결과물들의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수집을 하고,

ARD에

대한 공통적인 표

준을 만들어 지구 관측물들을 더 잘 활용할 수

CEOS 하에 있는 모
임으로, CNES, CSA, CSIRO, DLR, EC, ESA,
GA, ISRO, JAXA, NASA, NOAA, USGS 의
12개 Agency 를 대표하는 20 여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 CEOS WGCV(Working Group on
Calibration and Validation) 내 IVOS(Infrared
Visible Optical Sensors)와 SAR 모임에서 기술
지원 및 ‘Peer review’ 수행
- CEOS LSI-VC와 WGCV에는 ESA, USGS,
GA(호주)를 중심으로 DLR, JAXA, NASA 등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참여

- ESA ESRIN은 Copernicus와 ESA Earthnet
의 CARD4L 참여를 주도하고 있고, USGS
EROS도 Landsat의 CARD4L 참여
- ESA의 VH-RODA(Very High resolution
Radar & Optical Data Assessment)와, 미국
USGS, NASA, NOAA, NGA, USDA의
JACIE(Joint Agency on Commercial Imagery
Evaluation) workshop에서 별도 ARD 세션으
로 ARD 연구개발 공유

메타데이터(General

Metadata), 픽셀당 메타데
이터(Per-Pixel
Metadata), 방사 보정
(Radiometric Correction), 기하보정(Geometric
Correction)으로 나뉘어 요구 되고 있으며, 방
사보정은 광학과 SAR 에 대해 각각 방사대기
보정(Radiometric Atmospheric Correction)과
방사지형보정
측정(Radiometric
Terrain
Corrected Meadurements)으로 센서 특성에 따
라 구체화 되어 요구되고 있다.
각각의 요구 조건들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인

Threshold와 권장 요구조건인 Target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Threshold와 Target은 상대적 개
념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래에는 현재
의 권장 요구조건(Target)이 최소요구 조건
(Threshold)으로 바뀔 수 있고, 더 상향된 요구
조건이 권장 요구조건으로 새로 편입될 수도
있다.

현재

5.0

버전에서 표면온도에 대해 요구 되

고 있는 일반 메타데이터에 대한 요구조건의
일부가 표 1에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제품사양군의 요구조건
들은 해상도가 수십

m~

수백

m

정도를 가지

는 위성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값이지만, 서
브미터급 해상도를 가지는 고해상도 위성 데이
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현재까지는 고해상
도 위성을 위한 제품 사양군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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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어

표 1. CEOS 표면온도 제품사양군 요구조건 예

ARD의

기본 개념과 현재

되어 진행하고 있는

ARD의

CEOS가

중심이

국제 표준 규격화

작업 진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성영상들은 예전에는 공급자 위주의 데이

터 공급 편의성으로부터, 이제는 최종 사용자

가 사용하기 편하게 준비된 데이터를 제공하려
는 움직임이 가시화, 구체화 되어,

CEOS를

통

해 제품사양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
고, 앞으로 위성 영상 처리방식은
택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ARD방식을

다만, 현재 제시되고 있는 위성영상

품사양군의 요구조건들은 해상도가
수백

m

ARD 제
수십 m ~

정도를 가지는 위성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사양이지만, 서브미터급 해상도를 가
지는 고해상도 위성 데이터에는 적용될 수 없
으며, 현재까지는 고해상도 위성을 위한 제품
사양군은 없는 상황이다.
항우연에서는 최근에 아리랑
성 영상에 대해서

ARD

3호와 3A호

위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바 있는데, 픽셀단위로 구름정보 제공 등 대부
분은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픽셀단위의 위치정확도

0.5

가

픽셀 이내가 되어야 한다는 기하보정

정확성 요구 조건은 도저히 달성 할 수가 없는
값이었으며, 이것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위
성에 대해서도

CEP90이 5~10m

정도에 불과

한 것을 고려해 보면, 서브미터 단위의 해상도
를 가지는 위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용할 수가 없는 값임을 알 수 있다.

CEOS

에서도 현재의

ARD

ARD를

적

요구조건이 고해

상도 위성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인
지하고 있으며, 조만간 서브미터급 고해상도를
가지는 위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라도 만
들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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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and Trends of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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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atellite navigation system is a core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 that provides
position, navigation, and timing information, and its importance is becoming more promine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ccordingly, Korea has also announced a plan to
build a Korean positioning system, and related basic research is also being conducted. In
particular, since the service performance of the satellite navigation system depends on the
signal spec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 the specifications and technology trends for each
system of the countries operating the satellite navigation system are analyzed in this paper.
And the domestic technology trends for the signal design are also analyzed.
초 록
위성항법시스템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서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구
축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관련 기초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위성항법시스템은 신
호 규격 및 특성에 따라 서비스 성능이 좌우되므로, 위성항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각
시스템에 대한 신호 규격 및 기술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신호 설계를 위
한 국내 기술동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Key Word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위성항법시스템), Position(위치), Navigation(항법),
Timing(시각), Korean Positioning System(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Signal(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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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법시스템은 국가 핵심인프라로서 세계
각국의 사회, 경제, 산업,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투
자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러시아는
GLONA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유럽은 Galileo, 중국은 BeiDou 시스
템을 개발하여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구축을 완
료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는

NavIC(Navigation with Indian
Constellation), 일본은 QZSS(Quasi-Zenith
Satellite System)를 개발하여 지역위성항법시스
템(RNSS,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구축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위성항법시스템의 중요성 및 필요
성을 인지하고 제3차 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구
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의 구
축을 위한 기획·선행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주,
지상, 사용자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설계가 요
구되며, 그중 위성 신호의 설계는 필수이다. 위
성 신호는 먼저 코드가 생성되고, 여기에 항법
메시지가 합쳐진다. 이후 코드/메시지 정보가
반송파에 합쳐져서 신호가 생성되는 구조이다

[2]. 이때, 코드는 신호의 대역확산과 위성을 식
별하는 역할을 하고, 항법메시지는 항법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코
드와 항법메시지, 반송파를 혼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조 기법(Modulation Scheme)이 필요
하며, 항법메시지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오류정정부호(Error
Correcting Code)가 필요하다. 추가로 신호의
다중화로 인한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중

Envelope
Technique)이 필요하다.
화

6개 국가의 위성항
법시스템의 신호 규격 및 동향을 분석하고,
KPS 신호를 설계하기 위한 항법코드 생성기법,
항법메시지 구조, 변조 기법, 신호 다중화 기법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1. 서 론

기법(Constant

Multiplexing

및 설계 파라미터 최적화를 위한 성능 분석 툴
개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로부

KPS 개발 시 적용 방안 및 추가 연구
사항에 대하여 서술한다.
터 향후

2. 해외 위성항법시스템 신호 동향
2.1 GPS 신호 규격 및 동향 분석

GPS 대역별 신호 규격은 <표 1>과 같다. 최
근 GPS III 위성에서 설계된 L1C 신호 및 M
신호는 BOC(Binary Offset Carrier) 변조 기법
을 적용하고 있으며, L1C 신호의 경우 긴 길이
의 Secondary 코드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2.2 Galileo 신호 규격 및 동향 분석

Galileo 대역별 신호 규격은 <표 2>와 같다.
대체로 BOC 변조 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GPS와 달리 Memory 코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짧은 주기의 Secondary 코드를 사
용하고 있고, E6 CS(Commercial Service) 신호
의 경우 1000 sps의 높은 데이터 전송률 갖는
특징이 있다.
2.3 BeiDou 신호 규격 및 동향 분석

BeiDou 대역별 신호 규격은 <표 3>과 같다.
BeiDou-II의 경우 L1 신호를 1561.098MHz 주
파수 대역에서 송신했지만, BeiDou-III부터는
1575.42MHz 주파수 대역에서 송신한다. 또한,
BeiDou B1C 신호의 경우 GPS L1C 신호 규격
과 유사하게 긴 길이의 Secondary 코드를 사용
하고 있으며, QMBOC(6,1,4/33)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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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PS 신호 규격
신호대역
[MHz]

신호명
1,023
chips
/ 1ms
(Gold)

L1
C/A
L1
(1575.42)

Data
L1C
Pilot

L2
(1227.60)

코드
(Secondary)

변조 기법

메시지
전송률

-

BPSK(1)

50 bps

Parity

-

TMBOC
(6,1,1/11)

50 bps

CRC-24

10,230 chips / 10ms
(Weil)
10,230 chips / 10ms
(Weil)

오류
검출

1,800 chips / 1s

P(Y)

N.A. (M-sequence)

-

BPSK(10)

50 bps

-

M

N.A.

-

BOCsin(10,5)

25/100 bps

-

10,230 chips / 20ms

BPSK(1)

25 bps

CRC-24

767,250 chips / 1.5s

-

N.A. (M-sequence)

-

BPSK(10)

50 bps

-

N.A.

-

BOCsin(10,5)

25/100 bps

-

I
(Data)

10,230 chips / 1ms
(M-sequence)

10 chips / 10ms
(N-H)

BPSK(10)

50 bps

CRC-24

Q
(Pilot)

10,230 chips / 1ms
(M-sequence)

10 chips / 20ms
(N-H)

-

-

-

변조 기법

메시지
전송률

오류
검출

CM
(Data)
L2C
CL
(Pilot)
P(Y)
M

L5
(1176.45)

코드 (Primary)

L5

표 2. Galieo 신호 규격
신호대역
[MHz]

신호명
Data

코드 (Primary)

코드
(Secondary)

4,092 chips / 4ms

-

E1 OS
Pilot

L1
(1575.42)

4,092 chips / 4ms

25 chips /
100ms

N.A

-

N.A

-

10,230 chips / 1ms

20 chips / 20ms

E1 PRS
I
L5
(1176.45)

L2
(1207.14)

L6
(1278.75)

E5a
Q

10,230 chips / 1ms

100 chips /
100ms

I

10,230 chips / 4ms

4 chips / 4ms

Q

10,230 chips / 4ms

100 chips /
100ms

Data

5,115 chips / 1ms
(Memory)

-

Pilot

5,115 chips / 1ms
(Memory)

100 chips /
100ms

5,115 chips / 1ms

-

E5b

E6 CS

250 sps
CBOC
(6,1,1/11)

BOCcos
(15,2.5)

CRC-24
-

50 sps

AltBOC(15,10)

CRC-24
250 sps

AltBOC(15,10)

CRC-24
1000 sps

BPSK(5)

E6 PRS

-

CRC-24
-

BOCcos(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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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BeiDou 신호 규격
신호대역
[MHz]

신호명

L1
(1561.098)

B1I

L2
(1207.14)

B2I

L6
(1268.52)

B3I

Data
L1
(1575.42)

B1C

코드 (Primary)

코드
(Secondary)

변조 기법

메시지
전송률

오류
검출

2,046 chips / 1ms

-

-

20 chips / 20ms
(N-H)

BPSK

50 bps(D1),
500
bps(D2)

Parity

2,046 chips / 1ms

-

-

20 chips / 20ms
(N-H)

-

-

-

10,230 chips / 1ms

-

-

20 chips / 20ms
(N-H)

-

-

-

10,230 chips / 10ms

1,800 chips / 1s

BOC(1,1)

50 bps

CRC-24

10,230 chips / 10ms

-

-

-

-

-

QMBOC
(6,1,4/33)

-

-

10,230 chips / 1ms

5 chips / 5ms
100 chips /
100ms

BPSK(10)

100 bps

CRC-24

10,230 chips / 1ms

Pilot

L5
(1176.45)

B2a

표 4. QZSS 신호 규격
신호대역
[MHz]

L1
(1575.42)

신호명

코드 (Primary)

코드
(Secondary)

변조 기법

메시지
전송률

오류
검출

L1 C/A

1,023 chips / 1ms

-

BPSK

50 bps

Parity

Data

10,230 chips / 10ms

1,800 chips / 1s

50 bps

CRC-24

Pilot

10,230 chips / 10ms

-

BOC(1,1),
TMBOC
(6,1,1/11)

1,023 chips / 1ms

-

BPSK

250 bps

CRC-24

CM

10,230 chips / 20ms

-

BPSK

25 bps

CRC-24

CL

767,250 chips / 1.5s

-

I
(Data)

10,230 chips / 1ms

10 chips / 10ms

BPSK

50 bps

CRC-24

Q
(Pilot)

10,230 chips / 1ms

10 chips / 20ms

-

-

-

10,230 chips / 4ms

-

1,048,575 chips /
410ms

CSK

2,000 bps

CRC-24

10,230 chips / 4ms

-

10,230 chips / 4ms

-

L1C

L1-SAIF
L2
(1227.60)

L5
(1176.45)

L2C

L5

L61
L6
(1278.75)
L62

Code
1
Code
2
Code
1
Cod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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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ZSS 신호 규격 및 동향 분석

2.5 NavIC 신호 규격 및 동향 분석

QZSS 대역별 신호 규격은 <표 4>와 같다.
QZSS의 L1, L2, L5 신호는 GPS 신호와 동일
하다. 다만, L1 대역에 미터급 보정정보 전송을
위한 L1-SAIF 신호를 전송하고 있으며, L6 대

NavIC 대역별 신호 규격은 <표 5>와 같다.
NavIC은 L대역에서는 L5 신호만 제공하고 있
으며, 타 시스템과 달리 S대역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SPS(Standard Positioning
Service) 신호는 GPS L1 C/A와 유사하게
Gold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RS(Restricted
Service) 신호는 BOC 변조를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 L1대역 신호를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역에서는 센티미터급 보정신호 전송을 위한 신
호를

있다.

전송하고

특히

L6

신호는

CSK(Code Shift Keying) 기법을 적용하여
2,000 bps의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제공한다.

표 5. NavIC 신호 규격
신호대역
[MHz]

L5
(1176.45)

신호명

코드 (Primary)

코드
(Secondary)

변조 기법

메시지
전송률

L5 SPS

1,023 chips / 1ms
(Gold)

-

BPSK(1)

25 bps

L5 RS

Data

N.A

-

Pilot

N.A

-

-

1,023 chips / 1ms
(Gold)

-

Data

N.A

-

Pilot

N.A

-

S SPS
S
(2492.028)
S RS

오류
검출

CRC-24
BOC(5,2)

-

BPSK(1)

25 bps
-

CRC-24

BOC(5,2)
-

표 6. GLONASS 신호 규격
신호대역
[MHz]

신호명

코드 (Primary)

코드
(Secondary)

메시지
전송률

오류
검출

L1OF (FDMA)

C/A

511 chips / 1ms

BPSK

50 bps

Parity

L1SF (FDMA)

P

N.A

BPSK

50 bps

Parity

L1OC (CDMA)

-

10,230 chips /
2ms

BPSK +
BOC(1,1)

125 bps

CRC-16

L2OF (FDMA)

C/A

511chip / 1ms

BPSK

50 bps

Parity

L2SF (FDMA)

P

N.A

BPSK

50 bps

Parity

L2
(1248.06)

L2OC (CDMA)

-

10,230 chips /
2ms

BPSK +
BOC(1,1)

250 bps

-

L2
(1202.025)

L3OC (CDMA)

-

10,230 chips /
1ms

BPSK

100 bps

CRC-24

L1
(1598.06~
1609.3125)
L1
(1575.42)
L2
(1242.9375~
1251.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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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GLONASS 신호 규격 및 동향 분석

GLONASS 대역별 신호 규격은 <표 6>과 같
다. GLONASS 시스템은 타 시스템과 달리
FDMA(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적용하여 신호를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
L1OC, L2OC, L2OC 신호를 제공할 계획이다.

3. 국내 동향

XA와 XB는

a(1), ..., a(8189)

각각

<그림 1>과 같이 a(0),

a(0), a(1), ..., a(1839)
수열의 단순 연접으로, b(k), b(k+1), ...,
b(k+8189) 수열과 b(k-1), b(k), ..., b(k+1838) 수
열의 단순 연접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k는 XB
의 초기값 B0를 결정하는 인덱스이다.
수열과

[3]에서는 낮은 인코딩 복잡도를 고려하여
길이가 10,230인 잘린 골드 코드 집합 생성 방
법을 제안하였다. 골드 코드 집합을 통해 상호
배타적인 부분 집합을 구성하고, 각 부분 집합
의 코드를 서로 연접하고 자름으로써 코드를

KPS 신호를 설계하기 위한 코드, 항법메시지
구조, 변조 기법, 다중화 기법 및 성능 분석 툴
개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다.

생성하였다. 반복 수행을 통해 자기상관 사이
드로브 최댓값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홀수/짝수 및 자기/교차 상관 사이드

GNSS의 잘린 골드 코드
집합 대비 0.4, 0.78, 0.82, 0.95dB의 성능 이득
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로브의 최댓값이 현재

3.1 코드 설계
코드 설계는 측위를 위한 필수 요소로서 신
호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동향
분석을 통해 다양한 후보군을 검토하였으며,

[3]에서는 GPS L1C 및 BeiDou B1C 코드와 동
일한 10,230 칩을 갖는 코드를 설계하였다.
해외 코드 생성 방법을 살펴보면, 10,230 길
이의 두 코드 XA, XB를 생성하고 XOR 연산을
통하여 잘린 골드 코드를 생성한다.

3.2 항법메시지 구조 설계

[4]에서는 KPS의 항법메시지 설계를 위해 현
재 운용중인 위성항법시스템의 메시지 구조 변
화와 메시지 설계 시 고려사항을 서술하고, 항
법메시지 구조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항법메시지 구조는 현대화 항법 신호
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킷 단위의 메시지 구조
와 상호 결합된 형태의 메시지 구조이다.

그림 1. 현재 GNSS에서 사용되는 길이 10,230의
잘린 골드 코드 구조[3]

그림 2. 패킷 구조에서의 메시지 길이에 따른
수신시간(TTFFD) 분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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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대길이수열 기반 직교 변조 기법

[5, 6]에서는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요구하는
센티미터급 보정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최대
길이수열(Maximum

그림 3. 패킷 구조에서의 메시지 길이에 따른
부가정보 전송 비율 분석[4]

Length Sequence) 기반의
직교 변조 기법을 제안하였다.
QZSS는 CSK 변조를 통해 센티미터급 보강
신호를 생성, 송출하는데, CSK 변조에 사용되
는 기본 확산 코드는 10,230의 길이를 갖는 긴
주기의 코드이기 때문에 수신기의 상관연산의
복잡도가 높다. 최대길이수열 기반 직교 변조
기법은 전송 가능한 총 심볼(symbol) 개수와
동일한 주기를 갖기 때문에 상관연산의 복잡도
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그림 6>과 같이 최대길이수열 기반 확산
코드를 반복하여 한 송신 심볼 구간을 QZSS와
마찬가지로 10,230개의 코드 신호로 변조하여
송출할 경우, 오류율은 유사하나 <표 7>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수신기의 연산량을 대폭 낮
그림 4. 상호결합 구조에서의 메시지 길이에 따른
수신시간(TTFFD) 분석[4]

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대길이수열
기반 직교 변조는 확산 코드의 반복에 따른 주
기성으로 발생하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규칙성
을 제거하기 위한 스크램블이 필요하다.

그림 5. 상호결합 구조에서의 메시지 길이에 따른
부가정보 전송 비율 분석[4]

CED(Clock and Ephemeris
Data) 수신 시간인 TTFFD(Time to first fix
Data)뿐만 아니라 항법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
는 부가정보 제공 비율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
해 [4]에서는 TTFFD와 부가정보 전송 비율을
GPS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를 확인하였다.
성능 지표로서

그림 6. 최대길이수열 기반 직교 변조 심볼 송신기
블록도[5]

표 7. QZSS 보강신호와 최대길이수열 기반 직교
변조 기법의 수신기 연산량 비교[5]
Symbol
/bits

QZSS 보강신호

최대길이수열 기반
직교 변조

8

10,476,032

303,576

9

20,952,064

1,090,520

10

41,903,128

4,23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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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수 포락선 다중화 기법

기존 및 제안하는 기법은 송신신호의 전력
균형과 오버헤드 신호 전력의 최소화를 고려하

성상도 재단 기반 다중화 기법과 본 논문에

3개 이상의 송신신
호의 다중화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서 제안하는 다중화 기법이

제안한 기법은 이동벡터 개념을 도입하여 신

3개 일 때, 합성신호를 식(1)과 같이 정의
하였다[7].

여 최적화 절차가 수행되기 때문에 동시 전송
에 의한 높은

PAPR(Peak to Average Power

Ratio) 문제를 없애고 전력손실의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송신신호가 다중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전력

Q component

호가

손실비율을 식(2)에 나타내었다[7].
 
    

 




I component

(2)


 

그림 7. 3개 신호의 상수 포락선 다중화 결과[7]

여기서,







 

 







이다.

Q component

  
 
    
   
 
 
  
  
   
  
 
 

  

각 송신신호의 전력을       라 할 때
송신신호의 전력편차  는 식(3)과 같이 전력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7].
max  
  log  
min      




(3)

I component

그림 8. 4개 신호의 상수 포락선 다중화 결과[7]



상수 포락선을 갖기 위한 조건을 식(4)와 같

             

여기서 식

(4)

(4)의 좌변과 우변은 동심원 위로 이

동된 좌표점이 갖는 반지름의 크기 제곱을 나

Q component

이 제시하였다[7].

타내고 있다.
또한, 합성신호가

4개와 5개인 경우에 대한
신호 정의와 상수 포락선 조건도 [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I component

그림 9. 5개 신호의 상수 포락선 다중화 결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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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결과들로 볼 때 성상도 재단 기반 상
수 포락선 다중화 기법이

3개 이상의 서비스가

동시 전송될 필요가 있는 위성항법 신호 구축
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5 성능분석 툴 개발
툴 개발에 앞서,

또한

메시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BER(Bit

Error Rate) 및 FER(Frame Error Rate)가 있으
며, 수신기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Acquisition
sensitivity,
DLL/PLL/FLL
stability, TTFF 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설계 파라미터에 따른 성능을

[8]에서는 위성항법 신호 설
계를 위한 FoM(Figures of Merit)을 <그림 10>
과 같이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FoM으로 코드
자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PSD(Power
Spectral Density), Spectral efficiency, Effective
C/N0, SSC(Spectral Separation Coefficient) 등
이 있다.

Numerical 신호 설계 시뮬레
이터를 개발하였다[9].
Numerical 시뮬레이터는 <그림 11>과 같이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호 설계 파라미터에 대하여 위성과
사용자의 동적 환경 및 채널을 모사하고,

IF 대

역의 디지털 신호를 생성한다. 그런 다음 소프
트웨어 수신기를 통하여 항법 신호를 획득·추
적하고, 성능 지표에 관한 결과를 도시한다.

그림 10. 위성항법 신호 설계 파라미터와 FoM[8]

그림 11. Numerical 신호 설계 시뮬레이터 구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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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으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신호 설
계를 위한 국내 기술동향으로서 코드 설계, 메
시지 구조 설계, 변조 기법, 다중화 기법, 성능
분석 툴 개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향후

KPS 사업 수행 시 본 논문에서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항법 신호 설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추가적으로 타 위성항
법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화
연구

및 암호화·인증(Authentication)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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