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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

Come True

꿈...

푸른 하늘을 수퍼맨처럼 날고 싶었던,
달나라에 살고 있는 토끼를 만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늘과 우주를 향한 소중한 꿈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해 나아갈 때
내일의 꿈은 곧 오늘의 현실이 됩니다.

Meet a

Challenge
005

힘찬 날갯짓으로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도
전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유영(游泳)하는 새처럼
우리의 꿈도 훨훨 날아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상상이 도전을 낳고
라이트 형제의 도전이 현실이 되었듯
쉼없는 도전이 원대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Wish

a Star

희
망

누군가는 우리의 꿈을 공상(空想)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안개 자욱한 미지의 길이라 여기지만
우리의 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닫혀 있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과 우주를 향한 희망이 무한히 확장되는 순간
우리의 꿈은 또 다른 내일을 그려갑니다.

on

Fly

High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키운 꿈과

비
상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노래한 희망이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달과 별을 좇아 떠나는 힘찬 비상!
드넓은 하늘과 우주를 향해 쏘아 올린 우리의 꿈은
꿈의 완성이 아닌 도전의 시작입니다.

발간사

하늘과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새로운 가치의 실현 20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늘과 우주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연구원 설립 이후 10년이 항공우주개발의 기반을 구축하
는 단계였다면, 이후 10년은 항공우주강국을 향한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전수하기 꺼려하는 항공우주기술을 우리 스스로 익히
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렸고,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 연구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
습니다.

●●●

아리랑위성 1호와 2호의 개발로 세계 6~7위의 고해상도 관측위성 보유국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

리안 위성의 발사 성공으로 정지궤도 분야에서도 기술 자립과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09년 나로우주센터 완공으로 세계에서
13번째로 우리의 우주센터를 갖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우리의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아쉽게도 나로호 1차 발사와 2차 발사에서 발사임무를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로호 개발과 발사 과정에서 얻은 기술적 성과는 앞으로 독자기술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
으로 믿습니다. ● ● ● 항공 분야에서도 그동안 수행해 온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사업이 결실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도 민군겸용
부품의 개발을 마치고 초도비행에 성공해 항공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한미 상호항공안전협정인 BASA를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미연방항공청의 기술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이 모든 성과들은 국가적 차원의 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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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자와 지원, 국민의 지지, 그리고 항공우주개발 주역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항공우주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동문, 선후배 여러분께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0여 년

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자립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0년은 항공 분야에서는 중형항공기, 무인기 사업 등 향후
10년간의 국가대형사업이 시작되고, 우주 분야에서는 2020년 세계 7대 강국진입을 목표로 하는 우주개발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는 해로, 명실 공히
항공우주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 ● ● 항공우주 기술은 수많은 관련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차세대 선도기술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
인 항공우주 기술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가 항공우주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년사 발간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발간 실무 작업을 맡아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이주진

발간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계 최고 항공우주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년간 국가 항공우주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항공우주연구원 가족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2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20년 전 대덕연구단지의 한 텃밭에서 하늘과 우주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른 과학기술 분야

항공우주기술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신 성장 동력이자 국가전략 기술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 각

에 비해 출발이 늦었지만, 지금 항우연은 세계가 주목하는 항공우주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 세계

국은 세계 제일의 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명운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는

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항공우주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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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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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해상도 관측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천리안’위성을 성공적
으로 발사해 세계 일곱 번째 정지궤도 기상위성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비록, 발사 임무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나로호 1, 2

선진국들은 항공우주분야의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자국의 원천기술 제공을 꺼리고 있

차 발사를 통해 향후 독자적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습니다. 이는 항공우주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기술일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기술이 갖고 있는 타 산업 및 기술로
의 막대한 파급력을 비롯해, IT·BT·NT 등 최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이제 우리는 지나온 20년의 성과와 경험을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 주요국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 新 우주개발 경쟁시대에 돌입하여 해마다 우주개발 투자 규모를 경신하고 있으며, 세계 우주시장 규모는 최근 5년 동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국가 위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곳이라

안 2배로 팽창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1989년 설립 이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 분야와 우주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과 성과를 이루어 왔습
니다. 국가 간 기술이전이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도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을 토대로 선진국들이 긴장할 만큼 빠른 기술

이제는 우리가 앞서 가야 합니다.

발전을 이룩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21세기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우주를 무대로 한 치열한 경쟁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

이제 설립 21주년을 맞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

써 경쟁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정부도 우주기술을 미래 국가 전략기술의 하나로서 육성·발전시켜 향후 10년 이내에 세

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힘으로 하늘과 우주를 마음껏 누빌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핵심기술 개발에 더욱

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물론 국민의 전폭적인 성원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 모든 국민과 함께 기초기술연구회도 하늘과 우주를 향한 여러분의 도전에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주로 飛上합시다. 항공우주연구원 가족 모두의 끝없는 도전과 열정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
난 20여 년의 역사만큼 21세기를 찬란하게 빛낼 자랑스러운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더욱 발전하여 세계 최고 항공우주 전
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민 동 필

축사

축사

Administrator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Office of the Administrator

KARI 20주년 축하서신

Please accept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orea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erospace Research Institute(KARI). I know that KARI share my high estimation of the potential

한미 양국은 우주과학, 지구과학, 우주통신, 항공, 유인우주비행과 우주탐사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있으며,

for collaboration between our countries in many areas, including space and Earth science, space

이러한 저의 생각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동의하심을 믿습니다.

communications, aeronautics, and human space flight and exploration. Under KARI’s leadership,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선두로 대한민국은 다양한 항공우주분야에서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앞으로 양 기관간의

Korea has demonstrated its capabilities in a wide range of aerospace activities, and I have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주요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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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expectation that these will be the subject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our
agencies in the years to come.

다시 한 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계속적인 성공을 기원합니다.

Again, congratulations on KARI’s 20th anniversary, and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Sincerely,

Administrator

찰스볼든 미국 국가항공우주청장

축사

Charles. Bolden, Jr.

President JAXA

Congratulatory Message for KARI’s 20th Anniversary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창립 20주년 축하 메시지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KARI’s 20th Anniversary on behalf of JAXA. I would

JAXA를 대표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sincere respects to KARI. It has made remarkable

대한 진심어린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발사, 우주인 양성, 국제우주회의 주관 및 발사체 국

achievements at a rapid pace in the past 20 years, which include succeeding in various satellite

내 개발 등의 성공으로 지난 20여 년간 급격한 속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문화, 과

missions, bringing up the astronaut, hosting international space conferences, and developing

학 및 인력교류 분야를 통해 최근 급속도로 강한 친밀감을 형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 국가가 우주분야에서도

domestic-manufactured launch vehicles. I feel that in recent years Korea and Japan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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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온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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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ly increasing a sense of affinity with each other through cultural, scientific and personnel
exchange fields. I am very glad that the two countries have been building trustful and cooperative
relations also in the space field.

KARI와 JAX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KARI측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난관리 지원 시스템인 Sentinel Asia에 아리랑위성 1호의 영상을 제공하였고, 아태지역우주포럼(APRSAF)의 인력

I would like to mention that both KARI and JAXA belong to the Asia-Pacific region and have been

양성 프로젝트인 STAR 프로그램에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1인을 파견하였습니다. KARI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

playing very important roles together. KARI provides KOMPSAT’s high-quality images to the

아 지역 전체를 위해 활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Sentinel-Asia,” a disaster management support system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sends
their skilled engineers as the teaching staff to the “STAR Program,” a capacity building project of
the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 while JAXA also focuses on these projects. It is

저는 한국과 일본은 선진우주기술 보유, 지정학적 근접성 그리고 동양적 사고와 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서로 신

remarkable to note that KARI makes efforts to act not only for the sake of Korea but also for that

뢰할 만한 이웃이며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 속한 KARI와 JAXA가 앞으로 상호 간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협력을

of the whole Asia region.

지속하기를 희망합니다.

I believe that Korea and Japan are reliable neighbors and partners, as we both possess advanced
space technology, stand geographically close to each other, and share the appreciation of the
oriental thought and culture. I look forward to further strengthening our relations and continuing
the cooperation in the future between KARI and JAXA both belong to Asia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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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지 다찌가와 J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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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기에
시행착오도 많았다.

1. 항공우주강국을 향한 꿈, 그 정초를 다지다
2. 시련 속에 성장을 지속하다

척박한 토대 위에 뿌린 씨앗이었기에

3.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다

모두를 거둘 순 없었다.

4. 항공우주 기술선진국을 향하여

그러나 하늘과 우주를 향한 우리의 걸음걸음은

5. 내일을 밝힐 대한민국의 항공우주기술

국가 항공우주기술의 새로운 개척의 역사이자 미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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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0.11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항공우주연구소 설립

1990.12.26
항공우주연구소 건설 기공

1990.9.6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항공우주연구소
설립 초기 직원단체 사진

1. 항공우주강국을 향한 꿈, 그 정초를 다지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연구개발의 서막을 올리다
  항공우주기술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신 성장 동력 기술이자 국가전략 기술이다. 이는 항공우주기

술이 국가안보·재난감시·방송통신·기상예측 등은 물론, 정밀기계·자동차·철도·부품소재 등의
분야와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합기술이기 때문이다. 즉, 항공우주기술은 고신뢰도, 고효율
을 요구하는 최첨단 시스템 기술이며,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것이다.
이처럼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항공우주기술은 그 어느 기술보다 기술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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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진입장벽이 높다. 또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도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수
십 년을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 반복되는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
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분야 진출이 늦어진 것도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1989.10.11

관심은 1985년 12월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구체화됐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급격

항공우주연구소 현판식

한 경제성장에 힘입은 정부가 항공우주산업 분야를 미래 경쟁력의 토대로 인식하게 됐고, 항공우주산
업정책위원회를 통해 항공우주핵심기술의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1987년에‘항공
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을 제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듬해
인 1988년에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과학기술처 산하에 항공우주연구소를 설립하자는 구체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당시 과학기술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관련 조직과 기계연구원, 천문우주과학연구소를 통합하는
설립 안을 제안했고,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우주관련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계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건설기공 후 모습

천문우주과학연구소의 항공우주 관련 연구조직만을 통합하는 설립 안을 제시했다. 이후 실무협의를 거
쳐 국방부의 안을 기본으로 과학기술처 산하 정부출연기관의 항공우주 개발 연구조직과 장비만을 통합
하는 형태의 항공우주연구소 설립 방안이 추진됐다. 이때, 항공우주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는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분담하는 등 상호협력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그 결과 1989년 10월, 한국기계연구소‘항공우주연구센터’
를 모체로 한 한국기계연구소 부설‘항공우주연구
소(이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가 설립됐다. 이어 1990년 1월 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천문우주과학연구
소 우주공학연구실을 통합해 항공과 우주 분야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전문연구기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1. 항공우주강국을 향한 꿈, 그 정초를 다지다

1990

항공우주연구소 준공

한편, 1990년대를 앞두고 처음 항공우주분야의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한 우리나라와 달
리 당시 주요 선진국들은 선진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미국, 러시아를 필
두로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대규모 국가 연구소와 민간이 주도하는 생산체제를 바탕으로 최신 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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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0.20

술을 적용한 특수목적 항공기의 개발을 추진했다. 이들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었던 대만, 중

1993.4.29
신기전 첫 복원 시험발사

국, 스페인 등도 국가 주도하에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를 펼쳐나갔다.   
이들 선진국들의 경쟁은 항공뿐 아니라 우주분야에서도 치열하게 펼쳐졌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우주개발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주왕복선을 계획했으며, 러시아
는 우주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르우주정거장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유럽, 일본, 중국 등
도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개발에 그 속도를 더해 가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뒤늦게나마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을 추진한 것은 선진국들에 비해 상

1993.4.2

대적으로 취약한 항공우주분야의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항공우주분야를 내일의 주력산업으

Experimental급
경비행기(까치호) 개발

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었다.

항공우주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체계를 갖추다
  설립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본 목표는 항공우주분야 응용기술의 국가적인 확산과 보급을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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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1세기 항공우주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산업체지원, 정부지원 사업 등 분야별 주요 기능을 수립했
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항공기·위성·로켓 관련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성 첨단
기술 개발 및 이들의 실용화를 추진토록 했다. 산업체지원 측면에서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검사·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사업과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도입기술의 소화 및 파급, 고가시
험시설 및 장비의 산·학·연·군 공동 활용 및 기술인력 훈련 등을 담당토록 했다. 정부지원 사업으로
는 주요 국책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항공우주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외부적으로는 전문연
구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확보해 나갔다. 우선 대덕연구단지
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들어설 부지 303,481.2㎡(91,964평)를 확보했으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마련했다. 또한 연구개발 역량도 꾸준히 축적하고, 핵심요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시작했다.

’
93 EXPO 지상관측용 무인비행선 개발

한편, 항공우주분야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추진해야
할 연구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했다.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가 가장 신속히 최신 세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은 국제 활동의 참석이었다. 이에 1992년 9월에 국제우주기구(IAF)에 가입했으며, 1994년 1월
에는 아태우주기술협력회의에 참석했으며, 같은 해 6월에 UN산하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COPUOS)
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나갔다.  

1993.9.1
1단형 과학로켓(KSR-I) 발사

1. 항공우주강국을 향한 꿈, 그 정초를 다지다

1993.9.16

  1989년 10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0명의 소규모 인력이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대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씨앗을 뿌리다

모여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설립 첫 해에는 기존에 수행되고 있던 항공우주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인계받아 진행했다.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이어받은 사업은 국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항공기 종
합설계 기술 개발, 가스터빈 엔진시스템 설계 기술개발, 아음속 풍동 개발, 과학연구용 로켓 개발을 위
한 필수기술연구, 위성지상국 시스템 기초연구, 통신위성 사업을 통한 국가적 항공우주기술개발 전략
연구, 우주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 및 계획수립 등의 연구 과제였다. 이와 함께 자체 연구로 유망 중
소기업 기술지도 사업과 항공기 동체 생산증명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도 진행했다.
이듬해인 1990년에는 소형항공기인‘창공 91’
과 과학로켓 개발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항공우주개발 기
반구축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국책연구로 과학로켓 설계 및 개발연구, 과학로켓 추진제 개발연구, 항공기

1994.2.5

시스템 설계기술, 감항성 분석 및 증명절차 연구, 항공기 날개의 공력설계 해석 기술개발, 경항공기용

우주시험동 건설 기공

엔진 성능시험 기술개발,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첨단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 비행 시뮬레이션(flight simulation) 개발, 인공위성 개발을 위한 필수기술 연구, 가스터빈 엔
진시스템 개발연구, 아음속 풍동 개발연구 등을 추진했다. 이 밖에 9개의 기본연구, 2개의 수탁연구, 2
개의 유망 중소기업 기술지원 과제 등을 수행하면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나갔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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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항공우주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관
심이 낮았다.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는 1992년에 추진된 무궁화 통신위성
개발과 우리별 1호의 발사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는 1992년 8월 11일에 프랑스령

1994.6.3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며, 무게 48.5kg, 크기 35.2 X 35.6 X 67cm의 초소형 과학위성이었다. 우
리별 1호의 성공적 발사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위성을 보유한 22번째 나라가 됐다.

한·러 항공우주개발센터 개소

정부는 우리별 1호의 확보와 무궁화 통신위성 개발 사업 착수를 계기로 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향후
2000년대를 대비할 항공우주기술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1993년에는 21세기를 대비해
항공우주산업의 세계 10위권 진출을 목표로 집중 육성방안을 모색했다. 그 일환으로‘중형항공기 개발사
업’
과‘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
등 국가적 대형개발사업의 추진을 준비해 나갔다.

1995.4.13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1호
개발사업 착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연구시스템을 구축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시설과

인적 자원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부터 선진 기술의 기반이 될 소중
한 연구 성과물들을 속속 선보였다.

1995.4.27
제1회 한·러 항공기술 세미나

1993년 4월 2일에 실험용(Experimental)급 경비행기‘까치’
호의 개발을 필두로 같은 해 6월 4일과 9월 1일
에 각각 과학로켓 1호와 과학로켓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어 10월에는 EXPO 지상관측용 무인비행

1. 항공우주강국을 향한 꿈, 그 정초를 다지다

초기 연구개발 사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다

국제 우주기술 심포지엄

선을 개발해 세계 과학기술박람회인‘93 대전 EXPO’
를 통해 일반에 선보였다. 1995년에는 무궁화위성 1호
를 발사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자체 통신방송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까치호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썬앤펀 에어쇼’
에서 개최된 경비행기 박람회에서 호평을 받으며 이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1995.8.24

후 모두 27대를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다. 비록 까치호가 개인적 취미나 스포츠용으로 제작되는 실험용
급 경비행기였지만 향후 항공 분야의 상업적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였다. 과학로켓 1호와 2호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최초의 과학로켓인 1단형 과학로켓이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과학로켓 1,2호를
개발함으로써 2단형 과학로켓(KSR-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지상관측용

1995.5.3

무인비행선의 성공적 개발 역시 향후 성층권 비행선 개발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기반이 됐다.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1호 국제공동개발 조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거둔 결실은 비단 연구 성과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1994년 하반기부터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대형연구개발사업인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과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사업의 총괄 주

1995.9.19
국가우주개발 중·장기계획
공청회

관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은 외국 항공기 제작사의 부품 하청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민간항공부문을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시킨다
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을 총괄 주관한다는 것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유일
의 항공우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당시 항공우주연구소)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현실적인 당면
과제가 있었다. 그것은 이때까지도 기계연구원 부설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연구기관의 입지를 구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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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는 점이었다.

1995.12.21
항공기 시험동 준공

독립법인,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다
  1990년대 중반, 정부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판

단 하에 국내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1996년에 과학기술특별법을
제정하고, 첨단기술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있어 경쟁원리를 처음 적용한 것도 1996년 1월에 연구과제중심운영제
도(PBS: Project Based System)를 도입하면서였다.
이처럼 다양하고 혁신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던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당시 항공우주연구소)을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독립법인으로 승격을 추진한 것은 한국항공우주연
를 국가 중점 사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에 따라 1996년 11월 15일, 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항공우주분야와 관
련된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 항공우주강국을 향한 꿈, 그 정초를 다지다

구원(당시 항공우주연구소)이 수행하던 대형연구개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우주분야

1989. 10. 10

1996.5.27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 1989년 ~ 1996년 주요 연혁 및 연구개발 성과
한국기계연구소 부설‘항공우주연구소’
설립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7조(1987. 12. 4 제정)

제3차 아·태지역 우주기술 및 이용 협력대회

1996.11.22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지상국·아음속풍동 기공

1990. 12. 26

한국항공우주연구소 건설 기공

1992. 7. 28

산업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성능품질검사 전문기관 지정

1992. 10. 20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준공

1993. 4. 2

실험용(Experimental)급 경비행기 까치호 개발

1993. 6. 4

과학로켓(KSR-Ⅰ) 1호 발사

1993. 9. 1

과학로켓(KSR-Ⅰ) 2호 발사

1993. 9. 16

EXPO 지상관측용 무인비행선 개발

1994. 2. 5

우주시험동 건설 기공

1995. 12. 21

항공기 시험동 준공

1996. 11. 15

재단법인‘한국항공우주연구소’독립법인화

1996. 11. 22

아리랑위성 지상국, 아음속 풍동 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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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2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법인 설립

1. 항공우주강국을 향한 꿈, 그 정초를 다지다

장기비전을 마련하다

기틀을 마련하다

1989.11.15 ~
1991.01.15

초대 한국항공우주연구소장

황보 한

2~3대 한국항공우주연구소장

홍재학

1991.01.16 ~
1996.02.20

1989년은 제 인생에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재미 한인 우주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던 본인에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가 취임할 당시만 해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환경은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기계연구원의 낡은 기숙사를 개조해 마련한 연구 공간이 제 눈

의 초대 원장이라는 중책이 맡겨졌고, 대한민국의 항공우주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설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 ● ●

에는 흡사 난민수용소를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에 달하는 연구원들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은 불과 30여 명에 불과했고, 급선무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구라파, 일

술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 속에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 ● ● 우리의 어려움은 비단 열악한 근무환경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본 등지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을 영입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동시에 항공우주과학기술 개발에 필수 연구시설인 풍

과학기술처는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항공우주분야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초기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

동과 우주환경시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 ● ●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선진국

니다. 특히 다목적실용위성과 중형항공기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1995년에는 우주부문을 떼어내 다른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

에 비해 한국의 항공우주기술은 많이 낙후되어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했지만, 항공우주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턱없이 부

거론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 6년 만에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때 대통령과학기

족해 국가적 지원은 미미하기만 했습니다. 당시 재정경제부의 예산심의위원들을 만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예산증액 필요성을 호소하면 타

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이상희 장관께서 연구원의 자문위원을 맡겠다고 나서주었고, 우주부문 분리 의견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습니다.

사업 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했습니다. ● ● ● 참으로 가슴 아픈 순간도 경험해야 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실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 ● ● 저는 이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연구에 매진해주신 연구원 여러분들

습니다. 미국의 오비탈 사이언스 코퍼레이션(Orbital Science Corporation)과의 페가수스 발사체 및 발사비행체 개발협력 기회가 있었지만 예산

이 있었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오늘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그동안 마련한 항공우주기술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

부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북한의 대포동발사체보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시기적으로 뒤떨어지게 됐다는 점은 지금

을 요약하여‘21세기에 대비한 항공우주산업육성방안’
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모든 내용이 100% 수용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 ● 다행히 저를 비롯한 연구원들이 불철주야로 뛰어다닌 결과 과학기술부로부터 대덕연구단지로의 이

나라 민간부문의 역사상 최초의 항공우주분야 대형 연구개발사업인 중형항공기 개발사업과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

전을 원하지 않는 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부지 33만㎡(10만 평) 중 19만 8천㎡(6만 평)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부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

었던 것입니다. 1995년에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향후 대한민국의 항공우주발전을 위해 무

다. 나머지 13만 2천㎡(4만 평)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당시 대덕연구단지에서 가장 높은 연구동의 건설을 추진하며 오늘의 기틀을

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한 청사진이었습니다. ● ● ● 이 시기에 연구원 여러분들께서 거둔 성과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 ● 부족한 저를 믿고 혼신의 열정을 기울여주신 연구원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경의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

항공분야에서는 경비행기(까치호), 무인비행선, 소형항공기를 개발하고, 우주분야에서는 과학관측로켓인 KSR-Ⅰ호와 KSR-Ⅱ호를 성공적으로

은 비록 멀리 미국 땅에 있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고도의 항공

발사해 대내외적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소 존폐 문제를 극복했으며, 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우주 기술을 축적해 장차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을 또 하나의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성장하기를 바

있었습니다. ● ● ●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쳐 연구에 매진하는 우리 연구원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기술을

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원천 기초기술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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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원장 인터뷰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존폐의 기로 속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대한민국 항공우주기술발전을 위한

1997.4.26

2. 시련 속에 성장을 지속하다
IMF, 사업중단… 존립이 위협받다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건설교통부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형식증명전문검사기관’
지정

  독립법인 승격을 계기로 항공우주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맞게 됐다. 우리나라는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한 순간에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IMF 외환위기 때문이었다. 다른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였겠지만, IMF의 요구에 따른 재정긴축으로 항공

1997.3.29
쌍발 복합재료
항공기 개발 및
시범비행

우주분야에 대한 지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항공우주분야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IMF구제금융 체제 하에서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1997.11

했다. 선택은 적극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재정적 압박과 고도의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

풍동 송풍장치 설치

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실천

1998.5.18

해 나갔다. 이 같은 판단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보아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인 첨

아리랑위성
(다목적실용위성) 1호
조립시험 가동

단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구조적 전환의 중심에 항공우주기술이 위치해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 다행히 당시 정부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정부는 1997년 7월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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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4월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항공
우주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시련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재정적 압박뿐이 아니었다. 국내 항공분야의
세계 항공시장 진출이라는 목표 아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중형항공기개발 사업이 1996년 6월에 갑

1998.6.11

작스럽게 중단된 것이다. 협력파트너였던 중국이 94년 3월 양국정상이 합의했던 호혜평등의 원칙을 위

2단형 과학로켓(KSR-Ⅱ) 발사

반하고 돌연 우리나라의 소지분(Minority) 참여를 주장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는 공동개발협의를 지속
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협상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그 후 시제기개발기관인 업계컨소시엄과 총괄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찾아 유럽, 이스라엘
등 서방 선진국들과 긴밀한 접촉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형항공기개발 사업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1999년 4월에 전면 중단되고 말았다.

1998.8.14
제1회 APEC 청소년 과학축전 참가

위기와 시련을 넘어 비상을 준비하다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정부 출연기관들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던 많은 연구소들이 대거 통
폐합되거나 문을 닫아야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 연구소들도 연구 사업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였으며, 항공분야,
발사체분야, 인공위성분야 등 각 분야에서 소중한 성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2. 시련 속에 성장을 지속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IMF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 국내 과학계도 참으로 힘든

1999.5.17

항공분야에서는 1993년부터 추진한 쌍발 복합재료 항공기 개발 사업을 1997년 6월에 완료할 수 있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사업을 통해 순수 국내 기술로 8인승 쌍발 항공기를 개발했으며, 향후 중/소

1999.4.16

형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소중한 경험을 축적했다.

아음속풍동, 엔진시험동 준공

발사체분야에서는 초기자세제어 기능을 갖춘 2단형 고체추진 과학로켓(KSR-Ⅱ)을 성공적으로 개발했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청주에어쇼 참가

다. 2단형 과학로켓은 1997년 7월 9일에 1차 시험비행을 실시했으나 탑재부 주전원의 이상으로 완벽한

1999.9.13

성공에는 실패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차 비행시험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보완해 1998년 6월 11
일, 서해안 시험장에서 2차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150kg의 과학탑재물을 탑재한 2단형 과학로켓은 성공

항공우주무기체계 전시회 참가

적으로 발사되어 한반도 상공 150km 지역의 이온층 환경과 오존층 분포 등 대기층을 탐사했다.
인공위성분야에서는 1999년 12월 21일 국내 최초로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위성 1호를 쏘아 올렸다.

1999.12.21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1호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위성 핵심부품의 설계와 제작,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1호 발사

시험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차세대 위성의 국산화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즉, 아리랑위성 1호 개
발에 참여한 국내 기업체들을 통해 60% 이상의 위성부품 국산화를 달성했으며, 위성개발에 필요한 기
술 인력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아리랑위성 2호의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독자적인 실용급 인공위성의 조립·시험 능력을 확보해 나갔다. 다목적실용위성
인 아리랑위성 1호는 무게 470kg, 전력 636W로 고도 685km에서 운용됐으며, 흑백 6.6m 해상도를 갖는
전자광학카메라(EOC)와 칼라 1km 해상도의 해양관측 카메라(OSMI), 우주과학탑재체인 이온층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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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와 고에너지 입자검출기(HEPD)를 탑재했다.
이 밖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우주관계 인프라를 구축, 우주시험동 및 아리랑위성 비행모델 조
립/시험 가동식을 거행했으며, 위성관제센터와 엔진시험동을 준공하고, 위성종합/시험시설 설치·운영

1999.10.15

사업, 위성지상국시설 설치·운영사업, 중형아음속풍동개발, 항공기시험평가시설 설치·운영사업 등

창립 10주년

의 연구기반 조성사업도 착실히 수행해 나갔다.

항공우주기술의 안전성을 책임지다
  항공기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첫 걸음이 바로 항공기 인증이다.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면 항공기 자체가 먼저 안전해야 한다. 민간 항공기는 첫 비행을 시작하면서부터
폐기될 때까지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국가가 발행한 인증서가 있어야 운항을 할 수 있다. 물론 항공기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 분야에도 인증제도가 보편화돼 있지만 항공기의 경우 인증을 위해 수행해야
가 복잡하고 아무리 사소한 고장이라도 한 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성공적인 항공우주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및
최종 운용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에 걸친 제품 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항공우

2000.8.2
제1회 항공우주과학자 체험교실

주연구원에서 이러한 제품보증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2. 시련 속에 성장을 지속하다

하는 시험과 검사가 그 어떤 산업제품보다 많으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다. 그만큼 기기 자체

우주센터 부지 선정 후 초기 모습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성능품질 검사를 시작한 것은 1985년 4월, 한국기계연구소
가 항공기 및 기기류에 대한 성능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였다. 이후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
구원(당시 항공우주연구소)이 설립한 품질인증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에 대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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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1

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1992년 7월 22일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

2001.6.1
우주센터사업단 고흥사무소 개소

행규칙 제12조에 의한‘성능 및 품질검사 전문검사기관’
으로 지정되어 항공기, 우주비행체, 발사체, 기기
류와 소재류에 대한 성능 및 품질검사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안전인증 업무는 국내에 국한된 것이었다. 즉, 국내에
서 인증을 받더라도 해외에서는 통용되지 못하는 반쪽짜리 인증이었던 셈이다. 이에 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우주선진국의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형식증명(승인) 업무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1997년 4월 26일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을 위한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됐다. 항공우주관련 안전인증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는 것은 한국항공우주연
구원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중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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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명칭변경 현판식

※ 1997년 ~ 2001년 주요 연혁 및 연구개발 성과
1997. 3. 29

쌍발 복합재료 항공기 개발

1997. 4. 26

건설교통부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형식증명전문검사기관’
지정

1997. 7. 9

2단형 과학로켓(KSR-Ⅱ) 1차 발사

1998. 5. 18

우주시험동 및 아리랑위성 비행모델 조립/시험 가동

1998. 6. 11

2단형 과학로켓(KSR-Ⅱ) 2차 발사

1999. 1. 19

‘한국항공우주연구소’설립근거 변경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01.6.29

선미익 소형항공기(반디호) 초도비행

2001.12.18
T-50 정적시험 착수

아음속풍동, 엔진시험동 준공

1999. 12. 21

아리랑위성 1호 발사

2000. 4. 6

아리랑위성 1호 개발성공 기념식 개최

2001. 1.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으로 명칭 변경

2001. 1. 31

나로우주센터 부지 선정

2001. 6. 29

아리랑위성 2호 개발관련 연구원 - ASTRIUM사 우주기술협력 체결

2001. 9. 21

선미익 항공기 개발

2. 시련 속에 성장을 지속하다

Astrium사와
우주기술협력
협정 체결

2001.10.12

1999. 4. 16

1996.02.21 ~
1999.11.30

4대 한국항공우주연구소장

장근호

5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최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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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인 발전의 토대를 다지다

반대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다

1999.12.01 ~
2002.11.20

제가 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항우연은 100인승 중형항공기개발 사업과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개발 사업을 진행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의

원장 재임과 함께 국내 최초 우주 실용급 위성인 아리랑위성 1호 발사를 지켜보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 ● ● 미국 반덴버그

일차적인 목표는 진행 중인 대형 과제들을 무난히 성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1989년 설립된 항공우주연구원은

공군기지의 발사장에 도착해 발사 대기 중인 토러스(Taurus) 발사체를 직접 봤을 때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등받이 없는 간이 걸상을 연상

1996년 11월 독립 법인으로 새로이 출발하게 되었으며, 이는 1996년 4월에 발표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입각하여 당시 과학기술부의 우주 개발

시키는 조그만 받침대가 설치돼 있었고, 그 위에 트러스 형의 발사대가 얹어져 있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발

에 대한 장기 발전 전략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 ● ● 순조로이 진행되던 아리랑위성 사업은 1998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00원 대

사된 발사체가 궤도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10여 시간 동안 지상국에서 위성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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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치솟은 환율 때문에 TRW사에 계약된 금액을 적기에 송금할 수가 없는 위기에까지 처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세심하게 준비되었던 계약서의 위

현상이 선진국들도 위성 발사과정 초기에 종종 반복해야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리랑위성 1호의 성패 여부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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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리 조항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위성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장수 과제 책임자와 홍재학 전임 원장의 노고가 돋보였던 부분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는 중압감 때문에 정말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예정좌표 주변을 스캔하면서 위성이 계획된

반면 중형 항공기개발사업은 당시 우리의 항공기 기술 기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였기에 1999년 과제 진행이 중단 되는 고배를 들게 되었습

궤도를 정상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잊을 수

니다. ● ● ● 아리랑위성 2호 계획의 시작은 예상보다는 몹시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성 개발의 당위성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없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 ● ● 아리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우리 연구원의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이

야 되었고, 당시로서는 너무나 큰 기술적 비약을 요하는 목표 설정에 기술적으로 반대 의견도 매우 강하였습니다. 아리랑 1호 카메라의 영상 분해능

같은 성공을 발판삼아 우주센터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 건설예산 2,500억 원의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이 10m이었고, 아리랑위성 2호에 설정된 목표 분해능은 1m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자초할 무리한 목표라는 반론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우

기본계획의 확대 수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에 국가항공우주산업개발 세부시행계획이 확정, 공포됨으로써 원론적이던 기

리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1m 해상도의 위성 탑재 카메라를 개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술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한 개 이상

본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 ●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특히 연구인력 부족은 우리 연구원이 해결해야 할 가

해외에 있음을 간파한 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리랑위성 2호 사업은 완벽하게 성공하였고(2006년 7월 28일 발사),

장 큰 당면과제였습니다. 제가 부임했던 1999년과 2000년은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

항공우주연구원은 이후 더 향상된 성능의 위성과 탑재체의 독자적 개발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 ● ● 1997년 말에 시작한 액체연료 로켓

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조직 축소와 인력감축이 단행됐습니다. ● ● ● 하지만 당시 우리 연구원은 불과 100

개발 계획은 아리랑위성 2호 사업보다 더 어려운 난관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육군이 보유한 지대지 유도탄의 사정거리 제한을 180km에

여 명의 연구진으로 국가항공기술 개발지원(KTX-2, KHP 헬기 국산화사업 등), 국내최초 액체연로로켓(KSR-3) 개발/발사, 아리랑위성 2호 사

서 500km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국제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액체연

업을 추진해야 했으며, 3호와 5호 기획 사업은 물론 국가 항공품질인증(미국 FAA와의 협력사업 착수준비)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연간 연

료 로켓 개발 계획은 MTCR 관련 국가들의 경계심이 두려웠고, 국방부와 외교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로켓이

구비 규모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실정에서 연구진의 최소단위인력(critical mass)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사회에서 모든 출

‘kerosene과 액체산소 시스템’
임을 명백히 밝히고, 이는 군사용으로는 전용될 수 없는 순수 민간 우주기술 개발용임을 공표하여 설득 작업에 성공

연연구기관에 대한 인력 감축과 동결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대폭충원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외교부가 적극적인 우군이 되어 주었고, 청와대도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KSR-3 발사: 2006년 11월 27일, 안흥; KSLV-

서 2년 동안 140명 가량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할 수

1: 2009년 8월 25일, 1차 발사, 나로우주센터;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 나로우주센터) ● ● ● 로켓을 개발하면 발사장이 있어야 함은 필연적인 규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금도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결입니다. 제1차 후보지는 제주도 서남단 대정읍 지역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성사되지 못하였고, 대안으로 물색된 후보지가 고흥군 외

않았던 초창기 연구소 임직원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항공우주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연구원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우주 발사체 로켓 개발과 나로우주센터 건립은 채연석 박사의 끈질긴 열정과 노력의 산물이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역대 원장 인터뷰

나로도였습니다. 나로우주센터가 외나로도에 정착하게 된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크게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큰 발전이 기대됩니다. ● ●

2002.4.17
공공원격탐사센터 개소

자력위성발사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다

20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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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단형 과학로켓(KSR-Ⅱ)의 성공적 개발을 토대로 액체추진과학로켓

선미익 소형항공기(반디호)
미 Oshkosh 에어쇼 참가

(KSR-Ⅲ)의 개발을 추진했다. 1997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총 5년 2개월에 걸쳐 진행된 액체추진과
학로켓개발 사업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의 중간 단계로 추력 13톤급 액

2002.11.28

체추진기관을 개발함으로써, 독자적인 소형위성발사체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액체추진과학로켓(KSR-III) 발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방안을 모
색했다. 국내 기술력만으로는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독자 개발보다는 선진기
술을 도입해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발사체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발사체 기
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인식한 항공우주 선진국들이 기술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독자개발로 방향을 전환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자체 기술로 액체추진과학로켓(KSR-Ⅲ)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기간 안에 관련
기술을 모두 개발해야만 했다. 이에 발사체 임무설계, 액체 추진기관 개발, 원지점 킥모터(AKM) 개발, 탑
재부 및 단분리 시스템 개발, 탑재부 자세 측정 및 제어 시스템 개발, 관성항법 유도제어 시스템 개발, 발

20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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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개발, 대형 탱크 개발 등 방대한 분야에 걸쳐 액체추진과학로켓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KSR-III PAT 시험

그리고 2002년 11월 28일, 마침내 한국 최초 액체추진과학로켓이 힘차게 불을 뿜으며 창공으로 날아올
랐다. 우리가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 독자 기술로 액체추진과학로켓을 쏘아올린 것이었다.
비록 과학로켓이지만 액체추진과학로켓에는 인공위성 발사체에 사용되는 핵심기술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었다. 액체추진과학로켓 기술만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는 없으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산·학·연 협력체제로 우주 발사체 관
련 기술의 자립을 실현할 수 있었다.

첨단 항공기, 하늘을 누비다

2002.12.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분야에서 아리랑위성 1호와 액체추진과학로켓(KSR-Ⅲ)을 쏘아 올리며

스마트무인기기술개발사업단 개소

눈부신 기술적 발전을 거뒀다면, 항공분야에서도 선미익 소형항공기와 다목적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
행선 개발에 성공하는 등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기술적 발전을 이끌어냈다. 또한 차세대 미래 항공기술
소형항공기인‘창공 91’
과 실험용(Experimental)급 경비행기‘까치’
호,‘쌍발 복합재료 항공기’
등을 개발
하며 항공기 관련 기술을 축적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97년부터 선미익 소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
진해 나갔다.‘반디호’
라 명명된 선미익 소형항공기 개발 사업은 1단계 목표로 1997년 1월부터 2002년 12월
까지 연구용 선미익기를 개발하고, 2단계 목표 기간인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실용화 개발을 추

3.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다

을 선도할 최첨단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 사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2003.5.9

진했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소형항공기 반디호는 2001년 9월 21일에 초도비행에 성공
하며 우리의 항공기술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반디호의 가장 큰 특징은 실속성능 및 기동능력이 우수해 전
투기 등 고성능 항공기에서도 선호하는 선미익기라는 점이다. 특히 반디호의 경우 4인승 소형항공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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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체계종합/
성능시험센터 기공

후미 추진형이며, 동체 및 날개 구조가 첨단복합재료로 설계됐고, 비용이 저렴해 비행훈련은 물론 스포
츠 레저용으로 적합한 항공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반디호는 국내는 물론 해외 관계자들로부터 주
목을 받으며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남극점 무착륙 왕복비행에 도전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다. 그 결
과 민간항공기로는 국내 최초로 해외로 수출되는 성과를 올렸다. 2006년 10월 31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로 세계 항공기 시장을 개척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도전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반디호가 관련 제작기술을 이전받은 국

2003.6.22

내기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상업용 항공기로 발전하기에는

제1회 전국모형로켓경진대회 개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래 항공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항공기 개발 계

2003.6.4

획을 수립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 무인기였다.

과학기술위성 1호 발사

무인항공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미래 항공산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항공시장의 등장이라 표현할 정도
로 지대한 것이었다. 무인항공기가 이토록 주목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유인항공기가 담당했던 정찰, 감
시, 전투, 관측, 측정 등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인명피해 위험 없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8.4

실제로 미국의 경우 태풍 및 홍수 등의 기상관측뿐 아니라 해양·하천·대기 오염 측정, 산불이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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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감시, 교통흐름 통제, 국가 주요시설 감시 등에 무인항공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탑

항공추진 국가지정연구실
ISO 9001(2001) 인증 획득

재체의 특징에 따라 전장에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같은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순수 우리 기술로 탄생하게
될 스마트무인기의 개발에 착수했다. 우선 1단계 기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무인 체계기술 기반구
축을 목표로 무인항공 시스템의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단계 기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신개념
무인항공기 시스템 체계기술을 시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후 3단계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충돌감지 및 회피, 자율비행 등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순
수 우리 기술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수직이착륙 기능의 스마트무인기는 향후 미래 항공 산업의 새로
운 흐름인 무인항공기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틸트로터 설계기술은 현재, 세계적으로도 미국만 개발에 성공했
을 정도로 경쟁력이 높은 기술이다. 틸트로터는 헬리콥터처럼 활주로가 없는 곳에서 이착륙할 수 있지
만 비행거리와 속도, 고도 등에서 헬리콥터보다 두 배 이상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 이처럼 뛰어난 틸
트로터의 경쟁력에 주목한 미국 국방부는 이 설계 기술을 미래형 전투체계에 적용할 계획이다.
비행이 가능한 첨단 무인기제어기술, 자동으로 충돌상황을 판단하고 회피기동을 하는 자율비행기능, 반
경 200km 이상의 거리와 고도에서도 실시간으로 임무지역의 영상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무인통신시스
템과 지상관제기술 등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다. 또한 유인항공기와 함께 같은 공항에서 무인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한 음성통신무선중계시스템, 자기식별정보 제공을 위한 트랜스폰더, 지상관제소가 제공한

2003.8.8
우주센터 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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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무인기에는 틸트로터 외에도 이륙부터 착륙까지 전자동

2003.8.22

2005.1.15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세종관제소 개소

정보와 자가 진단한 충돌위험을 통합해 최적의 충돌회피 비행경로로의 자율비행, 고장상황 자가진단 및
안전복귀비행, 추락 시 충돌에너지 최소화를 위한 비상낙하산시스템 등의 기능도 함께 개발되고 있다.
한편, 2003년에는 최대 이륙 중량 15kg, 체공시간 24시간, 저비용 공중관측/탐사용 소형 장기체공 무인기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우주시험동 증축 및
음향챔버 준공

‘두루미’
와 고도 3km에서 비행하는 길이 50m의 세계 최대 규모의‘다목적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선
기술입증모델’
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분야에서 항공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과를 올렸다.

고성능 관측위성 시대를 열다
  아리랑위성 2호의 개발은 아리랑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1999년 12월에 착수됐다. 아리랑위

성 1호의 개발에 착수할 당시만 해도 국내에는 실용급 위성제작기술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때문에 당시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미국 회사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우면서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아리랑위성 2호는 처음부터 국내 기술진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했다.
그리고 2006년 7월 28일, 러시아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로콧 발사체에 실린 대한민국의 아리랑위성 2
호가 힘차게 하늘로 치솟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우리나라가 위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불
과 10여 년만의 성과였다. 그것도 시스템 및 본체설계, 조립·시험, 제품보증 및 부품개발을 포괄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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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개발률 약 80%를 실현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국내 기술진이 자체 기술로 위성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놀라운 결과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리랑위성 1호의 성공적인 운용과 고
해상도 영상의 국가적 수요 충족, 정밀위성 개발기술의 조기 확보가 있었다.

2003.11.6

아리랑위성 2호의 성과는 단순히 국산화율만을 높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아리랑위성 2호에는

무인비행선(비아50)
초도비행

고해상도카메라(MSC:Multi-Spectral Camera)가 장착돼 있어 흑백 1m, 컬러 4m의 해상도로 건물은 물론
자동차까지도 식별이 가능했다. 아리랑위성 1호와 비교한다면 약 40배 이상의 정밀영상을 확보할 수 있
게 된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7위권의 고정밀 위성보유국으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상
업용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위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등 일부
선진국뿐이다.
아리랑위성 2호의 흑백 1m, 컬러 4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그 활용 측면에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흑백 1m의 해상도를 이용해 한강다리를 지나는 자동차 대수는 물론 차량의 종류까지 식별이
가능하며, 고해상도의 컬러영상으로는 바닷물의 색깔을 관측해 적조 등 환경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
다. 또한 농작물의 색깔을 보고 병충해 여부 뿐 아니라,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며, 각종
자원 이용실태 조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지도제작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활용이 가능하다.
위성 2호의 상업적 활용가치 또한 매우 높은 것이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위성 2호의 이 같
은 경쟁력을 토대로 프랑스 위성영상 전문 업체인 스팟이미지(Spot Image)사, 국내 한국항공우주산업
등과 위성영상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올렸다.
한편, 아리랑위성 2호의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하에 대한항공,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두

2005.4.13
천리안위성(통신해양기상위성) 해외협력개발 계약 조인

3.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다

아이코노스(IKONOS), 퀵버드(Quick Bird) 등 미국의 최신 상업위성과 동급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아리랑

원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구:대우종합기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했으며, 탑재체인 고해상
도 카메라는 이스라엘의 ELOP사와 공동 개발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구조체 제작 국산화 100%를

2005.7.15

달성했으며, 한화는 세계 8번째로 위성 추력기 시험시설을 확보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대용량 위성

제주추적소 기공

전장품을 개발했다. 두원중공업은 열제어계 부품의 국산화를 이뤘고, 두산인프라코어(구:대우종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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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1
명예 우주홍보대사 위촉

계)는 자세제어장비의 국내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아리랑위성 2호 개발을 통해 확보한 극저온환경 형상기억합금용접 등 특허 출원된 여러 핵심기술들

2005.11.2
우주체험관 기공

은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관련분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 같은 성과는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 효율적인 산·학·연 협력 체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우주를 만나다
  
“하늘은 캄캄하고 지구는 푸르다. 그리고 그것은 한없이 아름답다.”
이 말은 미국과 러시아(구 소

련)의 우주개발 경쟁을 촉발시킨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의 말이다. 1961년 4월 12일, 러
시아가 인류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시킨 이래로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국이라는 국가
적 자존심을 건 우주개발 경쟁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 중

2005.10.5

048
049

국, 일본, 인도를 비롯한 항공우주 선진국들이 속속 뛰어들면서 우주개발의 상업화 선점과 평화적 이용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2호 인명칩 탑재

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막대한 지출을 감수하면서 유인 우주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유인 우주기술이 국력
의 바로미터이며, 정치, 군사, 경제,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지구의 자원감소, 환경파괴 그리고 인구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때문이다.
유인 우주기술은 무인 인공위성에 비해 기술의 난이도가 한 단계 더 높다. 또한 전자, 소프트웨어, IT,
생명 등의 첨단 분야는 물론이고 정밀기계, 화학 등의 재래 산업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갖
고 있다. 여기에 무인 위성개발을 통해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우주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무중력
우주환경을 이용한 산업, 우주관광 및 홍보 등의 새로운 21세기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확보
해야만 하는 기술이다.
뒤늦게 항공우주분야에 진출한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에 국가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에 우주인 양
성 계획을 반영했으며, 2004년 1월에‘유인우주기술개발’
과‘과학기술 저변확대’
를 목표로 준비단계의
기획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1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주
인 배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2006년과 2007년에 한국 우주인 선발과 우주실험 임무의 개
4단계에 걸친 선발과정을 거쳐 최종 우주인으로 선발된 이소연씨는 2008년 4월 8일, 카자흐스탄 바이코
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갔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틀간의 궤도조정 비행과 도킹과정을 마치고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한 한
국 우주인은 준비해간 기초과학실험 임무와 교육실험 임무를 무사히 수행하고 2008년 4월 19일에 지구

2006.4.21
한국 최초 우주인 선발

3.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다

발, 우주실험 장비 개발, 우주인 훈련 등의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러시아,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0번째로 우주에서 과학실험을 수행한 국가
가 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우주인 배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다른 국가와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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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환했다.

와 기술적 교류를 나눌 수 있었으며, 향후 우주개발협력 가능성을 열었다.

2006.7.28

※ 2002년 ~ 2006년 주요 연혁 및 연구개발 성과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2호 발사
2002. 4. 17

공공원격탐사센터 개소

2002. 11. 28

액체추진과학로켓(KSR-Ⅲ) 발사

2002. 12. 16

스마트무인기기술개발사업단 발족

2003. 5. 9

항공기 체계종합/성능시험센터 기공

2003. 6. 22

제1회 모형로켓경진대회 개최

2006.11.3

2003. 8. 4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및 ISO 9001 인증획득 기념식 및 현판식 개최

선미익 소형항공기(반디호) 수출기념 공개비행

2003. 8. 8

나로우주센터 기공

2003. 8. 22

우주시험동 증축 및 음향챔버 준공

2003. 11. 6

세계최대 무인비행선 개발 및 초도비행

2004. 1. 13

터보펌프시험동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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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2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으로 설립근거 변경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남극 소형관제소 설치

2005. 10. 5

아리랑위성 2호 인명칩 탑재

2006.11.29

2006. 4. 21

한국우주인 선발 출정

대형열진공챔버 국산화

2006. 7. 28

아리랑위성 2호 발사

2006. 10. 31

국내 민수분야 항공기 반디호 첫 수출

2006. 11. 29

대형열진공챔버 준공

2006. 12. 25

한국 최초 우주인 후보 2명 선발

3.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다

2005. 1. 15

연구기관 문화를 고민하다

2002.12.01 ~
2005.11.30

6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7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백홍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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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항공우주 기술의 꿈과 희망을 키우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2005.12.01 ~
2008.11.30

제가 원장으로 부임할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미 안정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임 원장님들과 임직원분들의 노

아리랑위성 2호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카메라 부문 책임자로 근무한데 이어 원장 재임 기간에 성공적인 발사까지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제

고 덕분이었지요. 하지만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과

인생에 있어 축복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비롯해 본체설계, 조립·시험, 제품보증 및 부품개발을 포괄해 국산화 개발률 약 80%를 실현한 아리랑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 ● ● 재임 기간 동안 우리 연구원은 대형과제를 통해 1,600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위성은, 해상도 1미터급 위성영상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7위권의 고정밀 위성보유국의 위상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예산을 3천억 원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소는 에트리와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어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이 시기에 이룩한 성과는 비단 아리랑위성 2호뿐이 아니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인 반디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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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뿐이었습니다. PBS제도의 운영으로 예산 확대에 따른 연구인력 충원 작업도 이루어져 연간 50명씩 150명의 연구 인력도

수출했고,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틸트로터 방식 수직이착륙 비행기인 스마트무인기의 처녀비행에 성공했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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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 ● ● 하지만 정부의 고위관계자분들조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존재를 알고 있는 분들이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주인을 배출하는 등 실로 눈부신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대한민국을 항공우주선진국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됐습니다. 원인은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는 홍보비 자체가 책정되지 않아 홍보 활동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항

하나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주신 연구원분들과 전폭적인 믿음과 지원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들의 관심과 독려 덕분이었습니다. ● ● ● 하지

공우주연구원이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존재 자체를 모른다면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유지하는데 한계를 맞을 수밖

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모든 분들께 너무도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마음만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08년 8월 25일

에 없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 같은 필요성을 공감한 당시 오명부 총리께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

의 나로호 1차 발사 실패 때문입니다. 원장이라는 직책의 임무는 특정 사업에 매달리지 않고 각 사업을 추진하는 단장들이 일을 잘 할 수 있

렸고, 대형프로젝트에 할당되어 있던 과제 홍보비를 통합 운영하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본격적인 홍보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적

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체의 성공적인 개발이 대한민국 항공우주분야의 발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압감 때문

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수 있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 ● ● 이와 함께 역점을

에 나로호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임기 중에 나로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사업을 지

둔 일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연구원의 처우개선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당시만 해도

원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의 항공우주연구원에, 그리고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개발에 커다란 족쇄가 되고 있

타 출연기관들에 비해 우리 연구원들의 연봉이 지나치게 적어 자긍심은 물론, 신바람 나는 연구 환경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

다는 자책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 ● ●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불과 20년 밖에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기술은 이미

를 해결하기 위해 연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가능한 매주 한 팀씩 연구원들과 미팅을 추진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상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항공우주 선진국들이 경쟁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할 정도로 높아졌습

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연봉을 타 출연기관과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연구원과 행정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도 시작할 수

니다. 비록 두 차례의 발사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있었습니다. ● ● ● 또한 초창기에 만들어진 규정 때문에 모든 결정권이 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결권 등 상당부분

이 시점에 우리가 항공우주분야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탓하지 않고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 지혜일 것입니다. ●

을 부서장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찬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

● ● 끝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분들께 진심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점 역시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지혜와 인내, 그리고 화합입

구하고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작업은 지금까지도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이라는 특성과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인식

니다. 각자가 맡은 사업과 책임이 서로 달라도, 결과의 성패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밀어

때문에 연봉을 더 많이 올리고 못했고 복지를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최고의 근무 환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항

주고 끌어주며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맡겨진 진정한 임무는 일회적 결과나 단기적인 기술 발

공우주연구원이 앞서가야 우리나라가 항공우주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관심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리드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 ●

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우주기술 국가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역대 원장 인터뷰

감사합니다.

2007.4.16

4. 항공우주 기술선진국을 향하여
21세기 우주개발 비전을 세우다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우주기상협력 MOU

  우리나라는 1993년 6월 4일 처음으로 1단형 과학로켓(KSR-Ⅰ)을 발사한데 이어 2단형 과학로켓

(KSR-Ⅱ), 액체추진과학로켓(KSR-Ⅲ)을 발사하며 우주를 향한 꿈을 키워왔다. 그리고 2001년 3월, 우
리나라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33번째 국가로 가입하면서 우주발사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
어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
서 우주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 투명한 협력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같은 대외 환경 변화를 토대로 우리 정부는 2007년에 기존의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으로 변경하면서‘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우주기술실천로드맵’
을 수립하고 우주 분
야의 기술자립화 전략을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수립된 제1차‘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에는 1996년에

2007.7.10
공군, 항공우주개발
협력발전 조인

수립된‘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의 성과를 종합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

2007.8.1
회전익기 착륙장치 낙하시험동 기공

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목표는 첫째,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해 우주강국을 실현하는 것이며,
둘째, 국내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셋째, 우주공간에 대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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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넷째, 우주개발을 성공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세부 실천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 사업 중심의 우주개발사업을‘핵심기
술 확보’
중심으로 전환하고, 둘째, 위성체 및 발사체 기술의 자립화를 실현한 이후 중장기적으로 행성탐사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행성탐사에 대한 기초연구 및 선행연구를 추진한다. 셋째, 기초기술 연
구를 강화해 원천기초기술 개발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이를 통한 우주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우주개발
을 위한 기초기반을 강화한다. 넷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우주개발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2007.10.18

것이다.

우주식품개발 MOU

즉,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발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성
영상자료와 통신매체를 우리 스스로 확보하는 종합적인 기술자립화 방안을 담았다. 이는 곧 당장의 성
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진정한 우주선진국
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체계화한 것이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94년 3월, 국내 기술수준을 민간 항공기의 설계/시험평가, 체계종합, 인증

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대

2008.2.19
한·미 상호
항공안전 협정 체결

형연구개발사업인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은 중국과 공동개발을 진행함으로써 결실을 보는 듯 했다. 이에

4. 항공우주 기술선진국을 향하여

세계 항공시장 진출 발판을 놓다

투자하는 과감한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중국 측의 문제 제기로 인해 중도에 무산되고 말
았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던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1조 원이라는 예산을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는 민간항공제품의 수출·입에 있어 상호 감항성 인증을 수용
하기 위한 국가 간 항공안전협정을 가리키는 용어로, 미국이 주도하는 항공기 및 관련제품 수출·입에
대한 국가 간 협정이다. 전 세계 항공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체결은 세계항공 시장 진
출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구사항인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은 대부분 군용항공 제품 개발과 임가공 중심의 부품이나 조립
품 수출에 편중돼있었다. 때문에 항공안전협정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됐던 것이다. 국내 항공기술의 해
외 진출을 위해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은 이를 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2008.4.8~4.19

그리고 2008년 2월 19일, 마침내 우리나가 세계 32번째로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됐다. 특

한국 최초 우주인 우주실험 임무 완수

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단 1건의 지적사항도 없이 단 한 번 만에 기
술평가를 마침으로써 대한민국 인증체제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항
공안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 민간항공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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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로 가는 전초기지를 확보하다

2008.5.15
위성시험확장동 준공

  우리나라는 1992년에 쏘아올린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우리별 2,3호, 무궁화위
성 1, 2, 3, 5호, 과학기술위성 1호, 아리랑위성 1, 2호, 천리안위성 등을 우주에 띄우며 우주강국의 면모를 착
실히 쌓아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인공위성들을 외국의 발사장에서 외국의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해야만 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동
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40년이나 늦게 우주개발에 참여해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
었으나, 진정한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발사장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996년 4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한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우주
센터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전연구를 거쳐 2000년 12월 착수한 나로우주센터 건설은 2001년 12월과
2002년 2월에 각각 토목 기본설계와 건축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3년 추적레이더 등 주요장비에 대한
도입계약 및 건축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03년 8월에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우주센터 건설부지에서
본격적인 우주센터 건립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을 거행했다.

우주센터는 우주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기 위한 발사대시스템, 위성시험동, 발사체종합조립동, 고
체모터동, 발사통제동, 광학장비동, 우주교육홍보관 등 다양한 최첨단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우주발사
체의 비행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추적시스템으로 추적레이더와 원격자료수신장비가 나로우주센터 및 제주추
적소에 위치하며, 순조로운 발사 운용에 필요한 각종 기상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기상관측소가 우주센터 인근

2008.8.19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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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9년 6월 11일,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나로

2009.3.12

2009.5.18
소형위성발사체 명칭공모 시상

마복산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위성을 발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으며, 위
성발사장을 보유한 13번째 나라가 됐다.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KHP 시험평가설비
준공

세계 항공우주 선진국과 대등이 서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첨단 종합기술이 집약된 항공우주분야에 있어 효율적인 국제협력 관계

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우주기술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기술로 분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자간 협력사업인 국제우주정거장도 서로 다른 의견과 복잡한 협상과정, 투자와
이득의 분배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중단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참가국들에 대한
신뢰와 책임, 장기적 이익 등을 고려해 위기를 극복하고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민감하고 복
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우주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양자 협력에서 다자 협력
으로, 국가 간 협력에서 민간 협력으로 발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6.11
나로우주센터 준공

이러한 국제협력을 가능하게 한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우주대회(IAC)다. 국제우주대회(IAC)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우주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행사다.
2009년 10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시와 함께 제60회 국제우주대회(IAC)를 개최했다.‘지속 가능한

058
059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주’
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우주대회(IAC)에는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우주선진국에
서부터 세이셸 공화국 같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까지 총 72개국에서 4,0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
로 진행됐다. 이 대회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활용 방안과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150여 차례의 학술회의와 1,6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내용면에서도 가장 충실한 대
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미항공우주국(NASA), 일본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JAXA), 유럽우주항공
청(ESA) 등 세계 유수의 기관과 기업이 대거 참가해 선진 기술을 보여줬으며, 비즈니스 교류도 활발히
이뤄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 역량을 전 세계에 적극 알렸으며, NASA, JAXA,
ESA 등 우주 선진국의 기관들과 양자협상 및 실무협의를 통해 5년 이상 걸려야 가능한 성과를 닷새 만
에 거둘 수 있었다.

국내 첫 우주발사체를 쏘다

다. 이후 2단형 과학로켓(KSR-Ⅱ)과 액체추진과학로켓(KSR-Ⅲ) 개발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고체 및 액체
로켓엔진을 비롯해 추력제어, 단 분리, 정밀유도 등 우주로켓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 왔다.
소형위성발사체(KSLV-Ⅰ)의 개발은 이 같은 기술적 토대를 바탕으로 2002년 8월에 착수됐다. 소형위성
발사체(KSLV-Ⅰ)는 국산 위성 발사체 개발의 첫 단계로 100kg급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키기

4. 항공우주 기술선진국을 향하여

  우리나라의 우주로켓 개발 역사는 1단형 과학로켓(KSR-Ⅰ)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그 여정을 시작했

위해 추진됐다. 1단 액체엔진과 2단 고체 킥모터로 구성된 소형위성발사체(KSLV-Ⅰ)는 액체엔진 부분
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상단은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을 추진했다. 그리고 개발 착수 8년 만에 완성된 나

2009.7.8
한국우주소년단, 소형위성발사체(나로호) 발사
성공기념 캡슐 전달

로호는 2009년 8월 25일, 고흥군 외나로도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역사적인 발사를 추진할 수 있었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2009.7.28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2호 발사 3주년

다. 하지만 나로호는 1차 비행시험 도중 한쪽 페어링의 분리가 지연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인공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이 한쪽만 분리되고 한쪽은 그냥 남은 채로 2단 로켓이 작동하면서 과
학기술위성 2호를 임무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충분한 속도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비록 인공위성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시험비행을 통해 파악하려고 했던 로켓의 기능과 성능을 확
인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나로호의 시험 발사를 통해 발
사체 추적·관제 및 데이터 송수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었다. 또한 러시아에서
보내온 2만 3천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문서를 바탕으로 우리 규격에 맞게 국산품으로 변경 제작한 발사
대 성능 또한 완벽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로켓 발사부터 위성 분리까지 수만 개의 첨단 로켓 부품들
이 99% 이상 정상 작동하고 기본적인 로켓 성능과 기능에도 큰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와 함
께 위성 발사체의 전체 시스템 설계를 우주선진국인 러시아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기

2009.8.25
소형위성발사체(나로호) 발사 관제 모습

술적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했다.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발사체 상단부의 고체연료 로켓과 발사대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제작했다는
점이다. 비록 1단 로켓의 액체 엔진은 러시아 기술로 만들었지만,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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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급 액체엔진 개발 능력을 쌓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토대로 추력 75톤급
의 액체엔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와 가능성을 직접 확인한 정부 역시 액체로켓의 핵심기술 개
발에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나로호의 2차 발사를 준비해 나갔다. 우선 궤도 진입 실패
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페어링 비정상 분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페어링 분리에 장애를 가져왔
던 방전과 물리적 끼임 현상을 해결하고, 주요 취약 부분으로 파악된 부분에 보강재를 붙여 구조 강성을
보강했다.
2010년 6월 10일, 1차 시험발사 실패를 바탕으로 철저한 보완작업을 마친 나로호의 2차 발사가 진행됐
다. 그러나 이륙 후 약 137초경 나로호와 지상국과의 통신이 두절되었으며, 1단 연소구간에서 비행 중
폭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한러 공동조사단이 구성돼 원인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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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위성발사체(나로호) 1차 발사

※ 2007년 ~ 2009년 주요 연혁 및 연구개발 성과
2007. 3. 14

항공우주연구원 국내 최초 항공기 인증교육 개최

2007. 8. 1

항공낙하시험동 기공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2009.8.25

2008. 4. 8~19 한국 최초 우주인 우주실험 임무 완수
2008. 5. 15

위성시험확장동 준공

2008. 8. 19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 발족

2009. 6. 11

‘나로우주센터’
준공

2009. 8. 25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나로호(KSLV-Ⅰ)’1차 발사

2009. 10. 12

대전 국제우주대회(IAC) 2009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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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IAC) 개최

정지궤도 위성 시대를 열다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5. 내일을 밝힐 대한민국의 항공우주기술

  모든 인공위성은 자신만의 길, 궤도가 있다. 위성의 궤도는 임무에 따라 1,000km 미만의 저궤도,

약 1만km 미만의 중궤도, 적도 상공 3만 6천km의 정지궤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
의 자전속도와 같은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지상의 동일한 지점을 바라볼 수 있어 지속적

2010.6.15

인 기상관측이나 위성통신, 위성방송 등에 무척 유용하다.

천리안위성 발사준비 연구원 모습

미국과 유럽의 우주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정지궤도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대용량 정보전달과 고해
상도 디지털 방송시대에 정지궤도 위성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지궤도 위성이 위치
하는 궤도는 하나뿐이어서 위성간의 주파수 간섭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지구정지궤도의

2010.6.27

위성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배정방식이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d)이어서 먼저 등록하는 나라에 우

천리안위성 발사 성공

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정지궤도 위성을 명당자리에 먼저 쏘아 올리기 위해 치열

2010.6.27
천리안위성 발사

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한국통신이 외국의 위성제작사로부터 구입해 보유하고 있는 무궁화 3호와 무궁화
5호, 일본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DMB 위성인 한별위성 등 총 3개의 정지궤도 위성을 확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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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외국의 정지궤도 위성을 수입해 운용해 온 우리나라는 자체 정지궤도 위성을 확보한다는 목
표 아래 2003년 9월부터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
의 개발을 추진해 왔다.
천리안위성은 위성통신, 해양관측, 기상관측이라는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복합 위성으로 계획됐다.
시스템과 본체 개발 주관기관 역할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임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
내 관련 산업체의 전문 인력과 해외협력개발업체를 공동개발팀으로 구성했다. 또한 설계, 제작 및 최종
조립시험을 수행하고, 기상 및 해양관측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지상국 개발과 기상 및 해양탑재체 개발
을 추진했다.

2010.7.10

설계부터 조립, 시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우리 기술진이 주도해 개발한 천리안위성은 2010년 6월 27일

천리안위성 최초 해양영상

(한국시간), 프랑스령 기아나 꾸루에서 발사됐으며, 동경 128.2도의 한반도 상공 정지궤도에 무사히 안
착했다. 우리나라가 마침내 미국, 유럽, 일본, 인도,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 정지궤도
기상위성 보유국이 된 것이다.
천리안위성의 성공적 발사로 일본의 정지궤도 위성으로부터 한 시간에 두 번, 미국의 저궤도 위성에
서 하루 여덟 차례 수신한 구름 영상에 의존해야 했던 기상예보는 최대 8분 간격으로 원하는 지역을 집
반도 주변 해양 환경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다. 여기에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준밀리미터파 대역
(K-a 대역) 통신 장비를 통해 국내 기업이 상업용 위성통신 중계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 산업의 핵심이 될 위성통신, 방송, 지리정보, 교통정보 등 위성 망을 이용한 공공통
신 체계를 구축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010.7.10
천리안위성
최초 기상영상

아리랑위성 1, 2호를 운영하며 세계 7위권의 고정밀 위성보유국으로 등극한 우리나라는 천리안위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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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관측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지궤도 위성으로는 최초로 500미터 해상도의 해양관측 센서를 통해 한

신해양기상위성)을 정지궤도에 쏘아 올림으로써 세계 위성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2009.7
아리랑위성 5호 탑재체 기계결합

정밀 지상관측위성 개발 시대를 열다
  아리랑위성 1호와 2호를 통해 기술을 축적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아리랑위성 3호, 3A호, 5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8월, 제작에 착수한 아리랑위성 3호는 기존 아리랑위성 2호보다 뛰어난 0.7m급 전자광학카메라
를 탑재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해상도가 뛰어난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2006년에 시
스템 설계, 2007년에 예비설계를 완료했으며, 2008년에 열구조모델 검증시험 및 위성본체, 탑재체, 시
스템 상세설계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2009년에 비행모델 총조립 및 시험 단계를 거쳐 본체 조립
을 완료했으며, 2011년 하반기 일본 다네가시마 발사장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아리랑위성 3호는 고도
685km에서 운용되며 4년의 임무 기간 동안 고해상도 광학카메라를 이용해 한반도의 정밀 지상 관측을
수행하게 된다.
아리랑위성 3A호는 적외선 영상정보의 자주적 확보 및 활용을 도모하고, 주·야간 지상/해양 관측을 위
한 PAN/MS/IR 카메라를 탑재한 저궤도 실용위성의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2006년 12월에 착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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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2013년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총괄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

아리랑위성 3호 발사환경 시험

구원이 광학탑재체의 개발을 담당하고, 위성본체는 AP시스템과 KAI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을 담당
한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1단계 개발결과를 토대로 2009년 11월부터 2단계 비행모델 개발을
시작했으며, 2010년 현재 시스템 예비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12.24

아리랑위성 5호에는 광학탑재체를 장착한 기존의 아리랑위성 시리즈와 달리 국내 최초로 합성개구레이

아리랑위성 5호
전자파 시험

더(SAR) 탑재체를 장착할 예정이다. 영상레이더 탑재체는 광학탑재체로 촬영이 어려운 야간이나 구름
이 많은 악천후 상황에서도 원하는 영상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2005년 6월에 개발에 착수한 다목적실
용위성 5호는 2006년 7월에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고, 예비설계와 상세설계, 비행 모델의 총 조립을 마
쳤으며, 2010년 현재 위성체의 최종 조립 후 발사 및 우주환경을 모사한 환경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발
사는 2010년 하반기에 러시아 야스니(Yasny) 발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리랑위성 5호의 개발에는
전문연구기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한화, 두원중공업, 세트렉아이 등이 참여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기술주도로 아리랑위성 3호, 3A호, 5호의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독자적인 우주개발기
술을 확보한 나라로서 그 위상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우리 기술로 헬리콥터를 띄우다
  2010년 3월 30일, 수리온의 첫 번째 시제기가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다.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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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위성 3호
궤도비행 상상도

2010.3.10

최초의 독자 모델 헬리콥터인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3년 9개월여 만에 최초
의 비행에 성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비록 아직도 훨씬 더 많은 시험비행을 거쳐야 하지만, 수리온
의 시험비행 성공은 한국 헬기산업의 가능성을 밝히는 새로운 분수령으로 기록 됐다.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수리온 초도비행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6위권의 군용헬기 보유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투헬기(500MD), 수송헬기
(UH-60), 정찰헬기(BO-105) 등을 면허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헬기 자력 개발을 위한 인프라
를 구축하지 못해 고유헬기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리온의 개발로 대한민국은 세계 11번째 헬

축소로터풍동시험

기 개발 국가로 그 이름을 올렸다.
세계 헬기시장은 2020년까지 민수헬기 연 3.8%, 군용헬기 연 6.7%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무인기를 제외한 전체 항공기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이다. 이 같은 예상에 따라 정부는
수리온을 탄생시킨 헬기 기술자립화 사업과 한국형헬기(KHP: Korean Helicopter Program)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2018년까지 헬리콥터 독자개발 능력을 구축하고, 세계 7위권 헬리콥터 기술 선진국에 진입한
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헬기 기술자립화 사업의 목표는 첫째, 한국형헬기(KHP) 및 민수헬기에 적용할 민·군 겸용 핵심부품을

2010.6.22
수리온 초도비행 공개행사

국산화하고, 둘째, 국산화 핵심부품 개발/인증/실용화를 위한 시험평가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며, 셋
째, 헬기 독자개발 기반 구축 및 기술 선진화를 위한 헬기 핵심기술과 신기술 개발과, 넷째, 점증하는 민
수·공공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민수헬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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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6년 6월에 체계종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형헬기(KHP) 민·군겸용
구성품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은 한국형헬기사업의 개발주관기관으로서
민·군 겸용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핵심 시험평가 설비구축을 주관하며, 국내 헬기 기술 선진화를 위
한 헬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한국형헬기사업과 연계된 민수헬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한국항
공우주연구원이 한국형헬기사업에서 개발을 담당하게 된 구성품은 11개 분야 18개 구성품으로 로터블
레이드, 로터허브/조종, 엔진, 보조동력장치, 연료펌프, 연료탱크, 연료량측정장치, 축압기, 유압펌프,
착륙장치, 대기자료계통시스템(ADS: Air Data System) 등이다.
고흥 항공센터 훨타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산·학·연 관련 기관 및 업체와 함께 민군겸용기술을 적용한 11개 분야 18
개 구성품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2010년 2월 28일 시제 4호기용 구성품을 끝으로 모든 납품
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헬기 개발 연구 인력을 양성했으며, 국제적 수준의 헬기
시험평가 설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항공 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의해, 헬기 분야는 기동헬기 수리온에 이어서 2011년부터 한국형 공격헬기 탐
색개발 작업을 착수하며, 이를 통해 축적한 군용 헬기기술을 바탕으로 민수용 헬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로켓의 발사와 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주센

터와, 인공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르는 발사체,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는데 필요한 발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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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술로 한국형발사체(KSLV-Ⅱ)를 쏘아라

2009.7.10

기술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고체추진체를 사용하는 과학로켓을 개발해 1993년에는 1
단형 과학로켓(KSR-Ⅰ) 발사, 1997년에는 2단형 과학로켓(KSR-Ⅱ) 발사를 수행했다. 그리고 우주발사
체 개발의 중간단계로 액체추진기관을 이용한 액체추진과학로켓(KSR-Ⅲ)을 2002년 11월에 발사했다.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나로호 발사대로 이동

2009년 8월 25일, 2010년 6월 10일에 한국최초 위성발사체 나로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1차 발사에서는
페이로드 페어링의 미분리로, 2차 발사에서는 1단 연소구간에서 발사체 폭발로 인하여 나로호의 성공적
인 발사를 수행하지 못했다. 비록 발사에 실패했지만 발사체 개발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우주
센터 운용, 발사운용 기술을 갖추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현재 나로호의
4

발사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3차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1.5톤급 실용위성을 태양 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와, 발사 시스템 전체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를 위해 발사체의 설계, 제작, 시험, 조립, 발사운용 등 개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추진하게 되며, 산업
체를 국산화 전문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긴밀한 산·학·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에 착수해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위성의 개발
에서부터 발사와 운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독자 기술을 확립한 진정한 우주강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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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기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라

나로호 페어링 분리시험
  우주개발에서‘RD’
란 원래‘연구개발’
이란 의미 외에 모험(Risk)과 위험(Danger)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9가 6개 겹치는 99.9999%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식스나인(six nine)이라는 말도 있다.
결국 우주기술은 한 치의 오차만 있어도 실패로 이어지는‘모험적인’
기술이며, 100% 완벽함을 추구하
는 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완벽을 요하는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는 우주개발 기술을 주도하
는 나라는 곧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말과 같다. 미국 과학기
술자문회사인 푸트론에 따르면 연간 우주산업 시장은 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며, 매년 20% 내외의 증
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주산업 시장이 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은 기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지식집약형 산
업으로, 국가 위상 제고와 일상생활의 복지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구 자원
의 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우주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어 우주를 둘러싼 세계
항공기술 역시 모든 산업분야를 리드하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분야이며, 타 산업분야로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기술 분야다. 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항공산업 시장 역시 그 어떤 분야보다 높
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에어버스사의 A-380의 경우 대당 가격이 3,500억
원이 넘는다. 이처럼 항공기는 kg당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자동차의 50배가 넘으며 대형여객기의 부품
수는 20여만 개로 자동차의 10배에 달해 최고의 기술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 때문에 선진각국은 항공우

2010.6.9
2차 발사 위해 발사장에 장착된 나로호

5. 내일을 밝힐 대한민국의 항공우주기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2007.11.7

주기술 선점이라는 목표를 놓고 국운을 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세계 항공시장 점유율은 불과 0.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1부 국가 항공우주 개척의 역사, KARI 20년

스마트무인기
축소기 비행시험

한 때 10%를 넘나들던 경제성장률은 최근 7년간 평균이 5%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를 견
인해 온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는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같은 우리의 현실과 항공우주분야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에 주목한 정부는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적
극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항공분야의 경우 2020년까지‘글로벌 7’
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담은‘항
공산업 발전 기본계획’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산업의 생산규모를 2020년까지 200억 달러로 끌
어올리고 수출 목표를 100억 달러로 수립했다. 이는 2008년 생산규모인 19억 달러보다 10배 더 많은 것으
로, 특히 군소용 헬기 등의 완제기 생산에 그쳤던 한국이 정부, 산·학 등의 연계로 민간용 항공기(우선
200~300석 중형기)를 자체 개발, 항공기 수출 국가로 재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 분야 역시
2010년 나로호의 발사를 시작으로 위성발사체 개발을 100% 국내기술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한국
형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989년 설립 이후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의 항공우주기술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같은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고,‘하늘과 우주를 향한 대한민
국의 꿈과 새로운 가치 실현’
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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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항공우주분야의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앞장섬으로써
우리의 항공우주기술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혀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9.11
스마트무인기 지상시험

2010. 6. 10

우주발사체‘나로호’2차 발사

2010. 6. 27

천리안(통신해양기상위성) 위성 발사

5. 내일을 밝힐 대한민국의 항공우주기술

※ 2010년 주요 연혁 및 연구개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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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출발은 늦었지만
뜨거운 열정과 사명으로
쓰디쓴 실패와 성공의 기쁨을 원동력으로
이제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靑年 항우연이 되었다.

1장 위성정보 연구

시작도 미약했지만

1장 위성정보 연구
2장 항공 연구
3장 위성 연구
4장 발사체 연구
5장 나로우주센터
6장 우주응용 미래기술
7장 항공우주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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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궤도 위성 관제수신시스템 개발사업

01.

(1) 개발 배경
저궤도 위성의 관제수신시스템은 안정적인 위성 관제 업무
와 위성에서 획득한 영상데이터를 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

위성정보 연구

기 위해 개발됐다.
위성 관제시스템은 위성의 원격상태 데이터를 수신해 위성
체 및 탑재체의 상태를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위성으로 원
격명령을 송신해 궤도 및 자세 조정, 탑재 장치의 제어 등을
수행한다. 수신시스템은 위성으로부터 지구관측 영상 자료

위성임무 운영을 위한 종합관제실 전경

를 수신한 후 이를 처리해 영상제품을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

1. 위성 운용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서브(sub) 미터급 해상도를

한다. 이때 사용자로부터 주문을 접수해 최종 영상제품을 제

개의 분석지원실도 확충했다. 이외에 종합관제실과 물리적으로

공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이러한 관제수신시스템은 아

는 분리됐으나 국내외 주요 인사 및 일반인이 종합관제실의 상

리랑위성 1호를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황을 참관할 수 있는 관람시설을 갖추도록 설계했다.

개발까지의 모든 부분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
안테나 송수신 시스템(S/X 밴드 등)

갖게 될 아리랑위성 3호는 2004년부터, 영상레이더를 탑재한
아리랑위성 5호는 2005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이들 위성

(2) 사업내용

아리랑위성 1호 수신시스템인 X-Band 수신 기능을 갖춘 13

위성 운용은 위성이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성관제 및

들을 운용하기 위한 관제수신시스템은 상세설계검토를 모두

아리랑위성 관제수신시스템 구축

미터급 추적안테나 및 RF장비는 미국 DATRON사에서 제작·

영상데이터 수신을 위한 시스템개발 및 운영, 영상 처리, 그

마치고 현재 개발 및 성능 검증시험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아리랑위성 1호 관제시스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조립·시험 후, 1998년 9월 8일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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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영상 활용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적인 위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에서 개발되는 최초의 정지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도 ANTRIX, 미국 TRW, 독일 GSOC 등

품되어 설치·시험이 완료됐다. 또한, 아리랑위성 1호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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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을 위해서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위성의 정밀 자

도 위성인 천리안위성(통신해양기상위성)을 운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참여해 1994년 1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율적인 위성 운용을 위해 X-Band 안테나 접속, X-Band 재생

세제어, 영상자료의 압축, 저장 및 송수신 등 위성과 관련된

2003년부터 위성관제시스템과 송수신영상전처리시스템을

기간 동안 완성했다. 관제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상태데이터(playback telemetry) 접속, 스케줄요청 접속, 그리

통신, 궤도역학, 영상처리, 네트워크 등의 첨단기술이 뒷받

통한 초기운영 리허설 및 운영요원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어의 개발을 담당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상국 개발 일정표

고 영상처리 보조데이터 및 과학탑재체 데이터 접속 개발 등

침돼야 하는 분야다.

영상 활용과 관련해서는 활용기술 기반구축을 위해 공공기

에 따라 개발을 끝낸 후, S-Band 송·수신 기능을 갖춘 9미터급

이 진행됐다.

즉, 위성을 통해 확보한 영상 소스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관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

추적안테나를 포함한 결과물을 총괄주관기관이자 위성운영 기

아리랑위성 2호를 위해 13미터 안테나에 프라임 포커스방식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력은 물론 최적의 운용

자 지원 S/W설계 및 제작, 영상자료 상용화 관련 조사 및 분

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이양했다. 이양된 관제국은 위성과

의 S-Band 안테나 피드를 2001년 7월 4일에 추가적으로 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석 작업과 향후 아리랑위성 영상자료의 활용기반 구축에 기

의 최종 종단 시험을 통해 명령 및 원격측정의 안정성을 확인했

축했다. 또한 위성으로 원격명령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1호를 통해 기본

여할 수 있도록 사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위성영상

다. 이후, 아리랑위성 1호를 위해 설치된 종합관제실은 안정성과

한 120W급 고출력증폭기의 모듈을 국산화함으로써, 기존 9

기술을 축적했으며, 1미터급 광학카메라를 탑재한 아리랑위

자료의 다양한 활용 및 전문분야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부가

효율성,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해 아리랑위성 2호를 위한 최적의

미터 안테나의 유지보수 및 이상상태 발생 시 신속히 13미터

성 2호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독자적인 위

가치물 생성 및 검증을 위한‘프로덕트 밸리데이션(Product

임무관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04년 7월부터 2달 동안 약 11억

안테나를 통해 위성관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운용에 필요한 관제수신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이 가능해

Validation)’사이트를 구축하고, 다양한 활용분야에 적용될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했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아리랑위성

2002년에는 효과적인 안테나 및 RF장비의 운영을 위해 원격

졌다. 또한 위성으로부터 수신받은 영상데이터를 처리한 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정보 생성을 위한 부가가치 결과물 제작

1호가 설계수명인 3년을 초과해서 연장운영하게 됨에 따라 아리

상태 감시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성영상을 해외시장에 직접 판매함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으

및 활용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랑위성 1호와 아리랑위성 2호의 관제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할 수

원격상태 감시제어 소프트웨어에서는 안테나의 고도각 및 방

로 활용하고 있다. 아리랑위성 2호 발사 후 3년 동안 위성영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아리랑위성 자료 활용 워크숍을 개최

있도록 종합관제실의 네트워크와 전력을 재구성했다. 또한 50명

위각에 해당하는 각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상의 해외 판매를 통해 이미 5,4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익

해 다양한 분야의 활용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후

이상의 관련 인원이 참여해 위성과의 교신 상태를 실시간으로

장비 상태의 이상 유무를 이벤트 메시지로 표시함으로써 운영

을 창출하고 있다.

속 아리랑위성 영상자료의 상용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

자가 신속한 확인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위성으로 명령

해외 위성자료 활용 유관기관과 기술 교류 및 국제 협력을

다. 여기에 위성과의 교신을 수행하는 관련 인원들이 수시로 진

신호를 보내기 전에 상향 주파수 조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행상황을 협의하는 브리핑실과 위성의 상태 분석을 병행하는 2

함으로써, 위성의 수신기가 지상에서 송신한 신호에 정확하게

(2) 사업내용

1장 위성정보 연구

(1) 사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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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r

Storing Processing Log

Images

Log Files

KOMPSAT Receiving & Processing System

아리랑위성 1호 수신처리시스템 구성도

GOES-9위성의 Imager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흐름도

고정되어 안정적인 위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 안테나는 아리랑위성 1호의 영상촬영을 위해 구름존재의

극지 수신(세종기지/스발바드 등)

아리랑위성 1호에 사용된 RF장비 외에 신규로 도입한 장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GMS-5의 후속위

2005년 2월 24일에는 남극 세종기지에 극지용 위성관제시

들은 단품 레벨에서의 기능 및 성능시험을 수행한 후 설치했

성인 MTSAT-1R의 운용 준비기간 동안 GOES-9위성 영상을

스템의 설치 및 운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개통식을

다. 장비들이 설치된 후에는 전체적인 13미터 안테나 시스템

기상청으로 제공하는 것이 추가됐다. 이때 해외 정지궤도 기

진행했다. 이 개통식을 위해 남극 세종관제소는 2002년부터

078

차원에서 위성과 지상국 간 접속에 필요한 기능 및 성능 요

상위성으로부터 영상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한 안테나 및 수

2004년까지 3년간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해양연

079

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했다.

신기 등의 하드웨어는 상용제품을 구매·조립했고, 영상처

구원 극지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남극세종기지에 설치해 시

리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분석한 후 직접 개발했다.

험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기상위성 수신처리 시스템 구축

2004년 2월 12일에는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해‘GOES-9

전체 무게가 2.5톤에 불과한 세종 관측소는 이동이 용이하

2002년 10월 14일에는 일본의 기상위성인 GMS-5와 미국의

위성의 Imager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기술을 민간업체에

며, 전자 장비를 내장한 소형컨테이너 위에 직경 1.5m의

기상위성인 GOES-9위성을 수신하기 위한 3.6미터급 소형

이전했다.

S-Band 안테나를 탑재해 위성 고각 6도 이상에서 추적 정확

안테나를 설치했다.

13미터 안테나에 S-Band Feed를 부착하는 모습

인수시험 및 운영자 교육

도 0.1도로 최대 전송속도 1.5Mbps를 갖는 위성의 추적 및 관

원격상태 감시제어 소프트웨어 수행화면

남극세종기지 위성관제소 개소식 (2005. 2)

실시간 영상처리 수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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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2.4미터 안테나 및 트레일러

7.3미터 안테나의 반사판과 Base와의 연결 작업

송수신자료전처리시스템에서 처리된 기상 영상물

송수신자료전처리시스템에서 처리된 해양 영상물

제가 가능하다. 또한 남극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

트롬소와 프랑스 툴루즈에 처리시스템을 각각 1식씩 설치

정적인 위성 운용을 위해 기존 13미터 안테나의 백업을 할

주변 기상과 해양 관측,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도록 설계됐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세종 관제소는 지상통신

후, 현지 인수시험과 운영자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수 있는 안테나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2006년 11월 30일

있다. 기존에는 기상 및 해양분석용 관측 영상을 해외위성에

선으로 대전 위성관제소의 명령을 전달받아 위성으로 실시

설치된 극지수신처리시스템을 통해 아리랑위성 2호가 매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의 안테나 업체인 ViaSat과

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 기술로 개발·운영이 될 지

간 전송하고, 위성으로부터 수신받은 위성상태 정보를 지상

궤도상에서 7분씩 획득한 영상을 1차 저장한 후 북극수신소

7.3미터 추적 안테나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8년 6월

상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정규 관측 외에도 악기상이나 국지성

통신선으로 대전 위성관제소에 전달한다.

를 통해 전송할 수 있다. 7분에 해당되는 15km X 15km의 영

23일에 설치 및 최종 인수시험을 완료했다.

호우 등의 기상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남극에 세종 위성관제소를 개통함으로써 아리랑위성 2호의

상은 영상기준 최대 850scene에 해당되며, 하루 10번을 활

7.3미터 안테나의 특징은 S-Band 송·수신과 X-Band 수신

있고, 해수면 온도 변화나 적조 현상 등의 정기적인 해양 연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그동안 위성궤도의 특성상 대전 위성

용하면 최대 8,500scene을 확보할 수 있다. 수신된 데이터

을 동시에 지원하고 이중편파수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구 자료도 우리 기술로 제공하게 된다.

관제소에서 오전 11시경과 밤 11시경에 2회에 걸쳐 총 하루

는 전용선을 통해 처리시스템으로 전달돼 실시간 영상처리

아리랑 시리즈 위성들뿐만 아니라 X-Band를 통해 고해상도

3-4회만 가능하던 위성관제가, 하루 10번 이상 거의 매 위성

를 수행한다. 7분 동안 획득된 영상의 카탈로그 정보는 대

위성영상을 제공하는 모든 지구관측위성의 데이터를 수신

(2) 사업내용

궤도마다 가능해진 것이다.

전에 위치한 통합검색시스템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기능

할 수 있다. 또한 영상수신에 대한 가용도를 극대화하기 위

항공우주연구원은 송수신자료전처리시스템의 국내 개발을

아리랑위성 2호 처리시스템 상업화를 목적으로 2008년에

을 제공하고 있다.

해 기존 13미터 안테나와 수신 받은 영상데이터 신호를 교환

수행하고 위성관제시스템을 위성 운용센터에 구축하여 통

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접속이 구현됐다.

신해양기상위성의 임무 수행을 위한 지상국 개발을 완료하

개발 완료된 극지수신처리시스템은 수신 알고리즘 고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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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해 하루 최대 70분 촬영 영상의 처리와 백업이 가능

2.4미터 이동형 보조 수신시스템 / 7.3미터 S, X-Band 안테나

7.3미터 안테나는 위성 시야각 확보를 위해 주변 건물보다

였다. 송수신자료전처리시스템은 궤도상에서 관측된 원시

한 시스템이다. 극지수신처리시스템을 통해 영상 처리 알고

2005년에 개발한 이동형 보조 수신용 안테나 시스템은 미국

높은 4층 구조의 안테나타워동에 설치했다. 이때, 안테나타

기상/해양영상을 지상에서 수신하여 전처리를 수행하며, 다

리즘 고속화를 수행함으로써 하루 Level 1R 제품 약 320개,

의 지구관측위성인 AQUA와 TERRA 위성의 MODIS 영상 데

워동의 위치는 아리랑위성 2호 궤도에 따른 13미터 안테나

목적 위성용 지상시스템과 달리 지상에서 처리된 전지구 영

Level 1G 제품 약 270개를 생산할 수 있다.

이터 수신을 위한 것으로써, 주로 20Mbps 이하의 위성영상

의 운용각도, 주변건물의 간섭, 영상처리장비와의 거리 등이

상물과 한반도 인근 영상물 등을 위성을 통해 일반 사용자들

한편, 아리랑위성 2호 영상의 해외 판매 대행업체로 선정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개발했다.

고려됐다. 이 안테나타워동은 2007년 1월 1일에 시작해 1년

에게도 실시간 배포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용 위성관제시

SPOT Image社의 처리 시스템과의 호환을 위해, SPOT Image

이동성이 용이하도록 안테나를 소형 트레일러 위에 장착했

여 동안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준공했다.

스템은 첨단 외국 위성시스템이 사용하는 프로시져 기반의

社에서 사용하는 DIMAP 형식으로 제품의 형식을 변환시키

고, 안테나 구동 및 수신처리를 위한 모든 장비들은 쉘터 내

운영 기법을 채택하고 암호화키를 이용한 명령 암호화 기능

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개발된 극지수신처리시스템은

부에 장착했다. 쉘터와 안테나 시스템 간의 접속은 전력선,

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Unix OS기반의 소프트웨어를 Windows OS기반으로

데이터선, RF선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30미터 범위 이내에서

변경한 후 하드웨어와의 통합시험을 마쳤고, 운영자를 위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개발이 완료된 수신시스템은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했다.

실제 위성과 연동한 성능시험을 통해 추적오차가 0.15도 이

(1) 개발 배경

개발 초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축으로 기상청과 해

2008년 2월 21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FAT(Factory

내이며, GPS 시간에 동기되어 스케줄링에 의해 MODIS영상

한국 최초의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용 지상국 개

수부, 그리고 전자통신연구원이 참여하여 IPT (Integrated

Acceptance Test)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북위 80도에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처리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발은 2003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정지 궤도의 특성상 천리

Product Team) 회의를 주기적으로 가졌으며, 위성체 해외협

한 스발바드 섬에 수신시스템, 노르웨이 본토 북단에 위치한

아리랑위성 3호와 아리랑위성 5호를 포함한 다수위성의 안

안위성은 24시간 지상의 기지국과 통신이 가능하여 한반도

력업체와는 GS-ICWG (Ground System - Interface Control

3.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시스템 개발사업
지상국 상세 설계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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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eorological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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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Oper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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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Data Acquisition &
Control System(ID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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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Data Acquisition &
Control System(IDACS)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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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re-processing
-LRIT/HRIT Generation
&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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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I Data Processing
System(GDPS)
-GOGI Data Distribution
-GOGI Level 2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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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Grou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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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S Meteorological
Data Proces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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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Ground Control
System(SG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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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B
Image Data Acquisition &
Control System(IDACS)
MI & GOGI

천리안위성 지상국 구성과 주요 시스템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관련 기관 간 의견 수렴과 접속

템 구현과 개발이 이루어졌다.

설계를 수행하였다.

위한 전원 공급 장치와 피뢰접지시설을 설치하였다.

아리랑위성 1호는 1999년 12월 21일 오후 4시 13분(국내시

2008년에는 위성관제시스템과 송수신자료전처리시스템을 위

각)에 미국 반덴버그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오

성운영센터에 설치·시험하였고, 이들 시스템 간의 접속 시

후 4시 43분에 남극에 위치한 미국 NASA의 맥머드 지상국

험을 수행하였다. 시스템 간 접속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됨

(McMurdo Ground Station)을 통해 첫 번째 교신을 보내왔으

에 따라 천리안위성의 영상 처리를 담당할 기상위성센터(충

며, 태양전지판의 전개 및 주요 시스템의 정상 작동상태가

북 진천 소재)와 해양위성센터(경기도 안산 소재)에 송수신자

확인됐다.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최초 교신은 12월 22일

료전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자 교육과 훈련을 진행했다.

0시 26분에 이뤄졌다.

또한 위성운영센터(대전)와 기상위성센터(진천), 해양위성센

비록 교신 초기에 제공된 궤도정보의 오차로 인해 위성과 지

터(안산) 간 지상망을 구축하고 접속 시험을 완료하였다.

상국과의 교신에 일시적인 장애가 있었다. 그러나 NORAD로

2009년에는 위성운영센터(대전)와 통신지구국(전자통신연

부터 제공되는 위성의 궤도정보인 TLE(Two-Line Element)

구원)과의 접속 시험을 수행하고, 조립이 완료된 위성체와

를 이용해 위성의 궤도를 정확히 예측·추적함으로써 독일

지상국 간 RF 호환 시험을 통하여 위성 통신용 RF 신호 특성

GSOC, 미국 NASA,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은

과 자료 형식을 점검하였다. 2010년에는 천리안위성용 지상

안정적으로 위성과의 교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후 약 2개

국 개발을 완료하고, 시스템 레벨의 기능 및 운영 시험에 참

월간 위성의 사용모드 및 전장품들의 궤도상시험운영을 성

여했으며 현재 운영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공적으로 수행했다.

초기운영계획

정상운영

위성 발사 후에는 지상국 장비의 전반적인 동작을 확인하는

아리랑위성 1호는 3년의 설계수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으

초기 운영을 수행하며, 천리안위성의 임무수명기간인 8년

며, 이후 5년의 연장운영을 포함해 총 8년 여간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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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9일에는 지상국에 대한 시스템설계검토회의를

위성운영센터 구축

이상을 목표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단 한 순간도 멈추지

한편, 2001년 8월 과학탑재체 운영 중 전류단자에 발생한 과

진행했고, 2006년 3월 23일과 24일에는 지상국 예비설계검

2006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위성운영센터에는 천리안위

않고 신뢰성 있는 위성 운영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류로 인해 board 내의 온도 측정 센서에서 높은 온도가 측

토회의를 통해 총 19건의 예비설계 결과물에 대한 검토 작업

성용 안테나타워가 완공되었고 2007년 안테나를 비롯한 RF

정됐고, SPS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과학

을 실시했다. 이어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지상국

장비가 구축되었다. 안테나 타워는 기존 다목적 위성용 9미

탑재체와 관련된 임무는 종료됐다. 아리랑위성 1호 운영 중

상세설계검토회의를 통해 지상국 및 송수신자료전처리시스

터 안테나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완

템과 관제시스템에 대한 상세설계와 검증계획을 수립하였

공 후에는 실제 신호 간섭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운영센터

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상세설계를 기반으로 지상국 시스

내부망과 안테나 구동과 장비 운영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천리안위성용 13미터 안테나 시스템

위성/지상국 간 RF 호환성 시험구성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COMS

4. 위성임무운영

안전모드 진입은 총 9회 발생했으며, 마지막 안전모드 발생
이후 지상과 통신이 두절되며 임무가 종료됐다.

(1) 아리랑위성 1호 운영
운영 준비

(2) 아리랑위성 2호 운영

아리랑위성 1호 발사 및 운영에 앞서 임무운영팀(FOT: Flight

운영 준비

Operation Team)을 조직해 임무계획, 운영방법, 정상과 비정

2005년 12월 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위성 2호의

상 상태 계획 준비 등 위성운영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책임

발사를 앞두고 지상국의 운영 상태를 최종 점검하기 위한 지

지고 수행했다.

상국 준비점검회의(Ground Readiness Review, GRR)를 개최

한편, 임무운영팀이 위성 발사 전에 위성운영에 필요한 지식

했다. 회의에서는 관제시스템과 영상수신처리시스템의 설

및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임무운영팀 교육과정을 개설했

치상태, 각종 시험결과 분석, 초기 위성운영 준비 내용, 그리

다. 교육은 임무운영팀 자체 기술자, 위성체 기술자, 관제시스

고 초기 영상 검보정 준비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템 개발자인 ETRI 연구원, 기타 필요한 지원 기술자들로 구성

아리랑위성 2호의 초기운영을 위한 리허설은 발사 전 약 2개

해 세미나, 현장교육, 사이트 훈련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월 동안 모두 4차례에 설쳐 진행됐다. 각각 1주일 동안 수행

발사 및 초기운영

월 간 위성과 탑재체의 정상운영 전환과정에 필요한 모든 명

1장 위성정보 연구

된 1차부터 3차까지의 리허설은 실제 발사 직후부터 약 2개

령수행 절차들을 미리 숙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청된 영상 처리를 위한 보조데이터 등이 사용될 경우, 해당

restoration)의 4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아리랑위성 2호는 2006년 7월 28일 오후 4시(국내시각), 러

데이터를 처리해 전송 한 후 데이터의 전달 및 영상시스템의 수

위성이 발사되면 제일 먼저 위성의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

시아의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로콧 발사체로 발사됐다. 발

신/저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는 작업부터 시작하는데, 특성확인(characterization)은 위성

사 후 케냐의 말린디 관제국 상공을 통과하면서 첫 교신이

아리랑위성 2호가 촬영한 영상의 상용화 임무운영은 정상임무

상태가 위성 발사 전과 비교해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루어졌고, 이후 북극 지역의 스발바드 지상국, 아프리카

운영에 들어간 지 1년 뒤인 2008년 10월에 시작됐다. 이를 위해

지, 또한 새로운 문제점이 없는 지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서북단의 마스팔로마스 추적소, 남극 세종추적소의 순으로

아리랑위성 2호 초기운영 당시 추적을 위해 계약했던 노르웨이

특성확인 작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위성과 수신처리시스템

위성교신이 이루어졌다.

KSAT사의 스발바드 지상국을 다시 이용하고 있다.

에 필요한 초기 값을 생성해 위성과 수신처리시스템에 적용

탑재카메라의 종합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8월 16일에

한편, 지상과 위성 간 교신의 경우 상용화 임무운영 이전 1년 동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를 보정(calibration)이라 한다.

시험적으로 영상을 획득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발사 후 약 3

안에는 월 평균 234회였으나, 상용화 이후 월 평균 440회 이상

보정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 수행 결과에 따른 위성 상태 변

주가 지난 8월 19일 아리랑위성 2호를 통해 정상임무의 일환

교신이 이루어지는 등 약 두 배에 가까운 증가를 기록했다. 이

화 및 원격탐사 위성으로서 요구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확인

으로 영상촬영을 시작했다.

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소가 아리랑위성 2호 영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를 검정(validation)이라 한다.

아리랑위성 2호는 약 2개월에 걸친 초기운영을 성공적으로

상의 해외수요 충족을 위해 2008년 10월부터 동북아 국가에 대

마지막으로 검정작업만으로는 위성 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마치고 2006년 10월 1일부터 정상운영으로 전환됐다.

한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 결과 이전까지만 해도 월평균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검보정 작업들을 영상자료 복원

약 500회 촬영이 이루어졌으나, 상용화 서비스 이후 월평균 약

(image restoration) 작업으로 정의하며, 수신처리시스템 내에

초기운영에서는 위성과의 첫 교신 시도, 위성의 상태 확인,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아리랑위성 2호 발사 당시의 종합상황실

발사 및 초기운영

궤도조정 및 정상운영 전환을 위한 각종 서브시스템과 탑재

정상운영

800회로 대폭 증가했다.

영상자료 복원 알고리즘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검보정 작업

장비들의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을 수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아리랑위성 2호의 정상운영은 일상적인 촬영 요청, 위성관리를

아리랑위성 2호의 탑재카메라는 궤도당 20분, 하루 최대 140분,

을 완료한다.

과정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사전 리허설을 통해 초기

위한 주기적인 업무 등을 포함한다. 아리랑위성 2호의 일상적인

그리고 궤도당 최대 7회의 영상촬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

위성 발사 후, 위성 및 영상자료에 대한 검보정 작업을 수행하

운영팀원들이 충분히 숙지·숙달했다.

임무운용은 촬영계획서를 전달받거나, 위성시스템의 관리 등을

리랑위성 2호는 초기운영 종료 직후인 2006년 10월부터 2009년

려면, 위성이 발사되기 전에 검보정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개

최종 4차 리허설은 발사 3일 전인 2006년 7월 25일에 실시했

위한 명령어 전송요청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된다.

9월까지 약 36개월 동안 총 2만 1,254회, 월평균 590회의 영상촬

발, 부지 구축, 알고리즘 개발 등의 준비 작업이 선행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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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사 시작 5시간 전부터의 실제시각을 상정해 첫 4회의

접수된 요청서를 검토해 위성의 현재 궤도상황 및 예측된 궤도

영을 수행했다.

다. 검보정 장비는 타깃(target)과 부지를 제작/구축할 때나, 실

085

교신 동안 예정된 운용절차들을 수행함으로써 발사 당일 실

상태에 맞게 요청된 임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생성된 명령어

제 검보정 작업을 수행할 때 측정용으로 사용된다. 검보정 타

제 분위기를 숙지하고, 시간대에 따른 작업 소요시간 확인

가 검증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성에 전송된다. 위

깃은 대부분 운반이 가능하도록 제작되고, 실제 위성이 촬영

등의 부차적인 준비사항 점검도 실시했다. 이 최종 리허설은

성 교신 과정에서 운영자는 명령어가 위성으로 정확하게 전송

실제 상항과 동일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사시각에 맞

됐는지를 확인하고, 전송된 명령어가 위성에서 정상적으로 가

추어 자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발사 후 첫 교신 예정시

고 있는지, 사용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신/저장되는지를 확

(1) 사업 배경

간까지 동일한 시간에 맞추어 진행했다.

인하는 등 위성시스템 안정상태의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이때

아리랑위성과 같은 고해상도 원격탐사 위성(high resolution

아리랑위성 2호 누적 교신 추이

5. 영상 검보정

하는 특정 지역에 설치해 검보정 장비로 측정할 때 사용된다.

검보정 장비 및 검보정 target

remote sensing satellite)은 지상의 특정 관심지역을 촬영해

구분

장비/target

목적

설치 위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검보정
target

Siemens target

공간 검보정

고흥

Edge target

공간 검보정

몽골, 고흥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원격탐사 위성

600

이 촬영한 영상자료가 촬영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있는 그

Lamp target

공간 검보정

운반 가능

10000

500

대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위성이 지상을 촬영한 이후 처리

Tarp target

공간 및 복사
검보정

운반 가능

8000

400

GCP DB, MAP data

기하 검보정

국내, 몽골,
전 세계

Spectrometer,
Skyradiometer

복사검보정용 장비

운반 가능

광파기, GPS 수신기

기하검보정용 장비

운반 가능

ENVI, ERDAS, Matlab,
Modtran, Visual studio

처리 S/W

운반 가능

12000
9,878회 교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영상자료에 많은 왜곡이 발생한다. 이
5,000회 교신

6000

300

4000

200

2000

100

0

0

러한 왜곡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통칭해서 검보정(Calibration

월평균
274회 교신

and Validation)이라고 한다. 영상자료에 포함된 많은 왜곡들
은 검보정 작업을 통해 감소되거나, 제거되고, 약간의 변형
과정을 거쳐 최종 영상자료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위성이 발사되면 검보정은 특성확인(characterization),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보정(calibration), 검정(validation), 영상자료 복원(image

검보정
장비

1장 위성정보 연구

아리랑위성 2호 월평균 교신 추이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2) 사업 내용

축하고 있는 아리랑위성을 위한 검보정 부지 내에는 아리랑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검보정 1단계는 아리랑위성 2호의 시스템 사양서의 요

아리랑위성 2호의 검보정을 위해 4단계 반사율(3.5%, 23%,

위성 3호 검보정을 위한 공간 에지 타깃(spatial edge target),

아리랑위성 1호의 경우 EOC 카메라의 특성상 매우 단순한

구사항을 만족하는 기본 검보정 작업으로 정의됐고, 검보정

35%, 53%)에 따라 특별히 제작된 타프 타깃(tarp target)과 부

GCP DB, 타프 타깃(tarp target) 등에 대한 구축 작업과, 아리

검보정 작업만 진행됐다. 때문에 처음 수행하는 아리랑위성

2단계는 실제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의 사용자가 만족할

채꼴 타깃(siemens target)을 전라남도 고흥에 설치했다.

랑위성 5호 검보정을 위한 코너 리플렉터(corner reflector)의

2호의 1m급 고해상도 원격탐사 위성에 대한 검보정 작업이

수 있는 수준의 검보정 작업 수행으로 정의됐다.

아리랑위성은 고해상도 원격탐사 위성이기 때문에 다음의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얼마나 복잡할 지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기 힘들었다. 물론

검보정 2단계에 해당되는 검보정 작업들은 많은 부분들이

요구조건을 고려해 검보정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 지표

한편, 고해상도 원격탐사 위성인 아리랑위성 2호를 발사

아리랑위성 2호의 개발 중반부터 1m급 고해상도 원격탐사

아리랑위성 2호가 발사된 후에야 새롭게 정리해야 했다. 때

면 상의 조건이 균일하고, 위성의 촬영 폭보다 넓어야 하며,

했던 2006년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1m급 이하의 고해상

영상 자료에 대한 검보정 작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문에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아리랑위성 2호의 영상자료 품

1년 중 맑은 날 수가 150~20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강수량이

도 위성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위성은 미국의 IKONOS,

있었다. 하지만 검보정 작업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즉, 검보

질을 끌어올려야만 했다. 이후, 아리랑위성 2호 영상의 품질

적어야 하며, 하루 중 대기의 변화가 적어야 한다. 또한 오랜

Orbview-3, QuickBird 위성 등 3개뿐이었다. 물론 5m과 2.5m

정 계획, 검보정 범위, 검보정 인력, 검보정 예산 등에 있어

향상을 위해 시스템 차원에서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

기간 동안에도 변화가 없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접근이 용이

급의 프랑스 SPOT 위성이 이미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

고해상도 원격탐사 위성 개발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

고자 아리랑위성 2호 개발 책임자를 중심으로 인력을 별도

해야 한다.

었지만, 고해상도 원격탐사 위성은 중해상도 원격탐사 위성

지는 등 한계가 있었다.

로 구성했다. 그 결과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의 품질을 보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검보정 부지를 확보

과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지상 해상

특히, 아리랑위성 2호의 검보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장하기 위한 검보정 작업 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CEOS(Committee

도상의 숫자 차이를 넘어 영상자료 품질에 대한 수준에서 현

어려웠던 부분은, 1m급 고해상도 원격탐사 위성 영상자료

었다. 비록 아리랑위성 2호 발사 전에 계획했던 검보정 수행

on Earth Observation System), GEO(Group on Earth

격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품질에 대한 사용자 측면에서의 정량적인 기준 조차 명확하

기간보다 긴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1m급 고

Observation) 등의 국제협력기구와 프랑스의 CNES, 독일의

아리랑위성 2호는 전 세계적으로도 4번째로 발사·운용

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고해상도 원격탐사 위성 영상자료

해상도 원격탐사 위성 영상자료를 사용자들이 만족하는 수

DLR, 미국의 NASA, USGS 위성관련 국가 기관 등에서 원격

되는 1m급 고해상도 원격탐사 위성이었다. 고해상도 급

에 대한 국내 사용자층이 두텁지 않았으며, 아리랑위성 2호

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탐사 위성들을 위한 표준 검보정 부지를 공유하는 작업이 활

원격탐사 위성 영상자료의 품질 확보를 위한 검보정 작업

영상자료 품질 기준을 정량적인 값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국내

검보정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보정 부지에 대

발하게 진행 중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원격탐사 위성

은 아리랑위성 2호를 직접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용자 역시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단지, 아리랑위성 2호

한 촬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아리랑위성 2호 역시 국내에

들을 위한 표준 검보정 부지의 국제 공유 작업에 참여하고

수행했다.

영상자료를 IKONOS 위성 영상자료와 단순 비교하는 수준의

구축되어 있는 검보정 부지에 대한 촬영을 진행하는 것이 순

086

있다. 이를 위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검보정 부지의 정보를

미국 IKONOS, 퀵버드(QuickBird) 위성의 경우 위성 발사 전부

판단만 할 수 있었다.

서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고,

087

제공하고 다른 기관들과 공유되어지는 검보정 부지에 대한

터 미국 내 10여 개 기관들이 협동해 검보정 작업 수행에 필

다행히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의 해외 상용 배포기관으로

아리랑위성 2호는 검보정 작업의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거

정보를 받아서 아리랑위성에 맞는 검보정 부지에 대한 데이

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위성 발사 후에도 위성 개발 기

프랑스의 SPOT Images社가 선정되면서 SPOT Images社로부

의 모든 일정을 북한 핵실험 지역 촬영에 투입됐다. 이 같은

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인 스페이스 이미지(Space Imaging inc.)사를 포함해 NASA,

터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 품질 기준에 대한 정량적인 값

예기치 못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아리랑위성 2호는 위성

국제기관들 간에 공유하는 검보정 부지 외에 한국항공우주

USGS, NIMA 외에 미국 내 여러 대학들과 협동해 검보정 작

들을 제시 받을 수 있었고, 아리랑위성 2호 검보정 작업 범

발사 전에 준비해 두었던 전 세계의 다양한 검보정 부지들의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해외에 아리랑위성 검보정만을 위한

업을 수행했다. 실제 IKONOS 위성 영상자료의 경우, 위성 발

위를 가늠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리랑위성 2호의 발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촬영 가능한 검보정 부지들을 순차

검보정 부지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몽골 내에 구

사 초창기 포함영상자료와 그 이후 영상자료를 비교해 보면

후 검보정 작업은 검보정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진행됐다.

적으로 촬영함으로써 검보정 작업을 수행해야만 했다.

Siemens Target이 설치된 모습

위성에서 Tarp와 Siemens Target을 촬영한 영상

몽골에서 검보정 target을 구축하는 장면

Tarp Target이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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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역을 성공적으로 촬영했다.

CNES, IGN, ONERA의 위성 영상자료 검보정 인원들과 검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2001년부터 6년간 상업용 영상 직수신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보정 작업 및 검보정 기술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계약을 중동국가와 210만 달러에 체결함으로써 국내 위성영

안보기관

8,025

5,690

3,788

4

3

0

1

6

17,517

검보정 작업을 공유하도록 국제 공동 연구 업무를 추진했

상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한국항공우주연구

정부기관

56

5

1

0

110

15

0

0

183

다. 당시 프랑스는 SPOT 위성 영상자료 검보정에 대한 오

원과 오스트리아 Austrian Research Center Seiberdorf(ARCS)와

자치단체

44

3

11

5

10

15

35

0

127

랜 경험과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발사 예

의 MOU를 통해 2001년부터 2003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공동

연구기관

97

35

72

151

222

124

36

18

765

연구를 수행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리랑위성 1호 EOC 영상자

교육기관

327

141

15

51

27

93

16

0

671

정인 Pleiades 위성의 검보정 작업을 수행하려면 Pleiades 위

산업체

6,377

14,356

18,908

12,368

8,674

64

37

53

60,837

성과 비슷한 1m급 고해상도 원격탐사 위성의 검보정 작업

료를 이용해 대전지역 토지이용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기타

114

0

0

19

9

8

25

24

199

경험이 필요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역시 CNES, IGN,

고, 대전광역시에 제공해 실무 활용을 지원했다.

합계

15,040

20,230

22,795

12,598

9,055

319

150

101

80,299

ONERA의 SPOT 위성 영상자료 검보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2004년 5월 19일에는 KARI-ARCS-ESA와 공동으로 독일

실력을 갖춘 팀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손쉽게 검보

의 Neustrelitz 지상국에서 아리랑위성 1호 영상자료를 최초

정 작업 공동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

로 직수신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와 같은 협력을 기반으로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같은 해에 KARI-ARCS-ESA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정부기관

18

44

177

51

65

42

0

0

397

유럽 우주청 위성영상 검색시스템(Earth Observation Link-

자치단체

2

0

0

0

0

0

0

0

2

연구기관

65

9

56

293

166

207

0

0

796

교육기관

289

9

130

0

0

0

0

0

428

산업체

7

67

1

0

0

0

0

0

75

기타

51

77

49

90

1

0

0

0

268

합계

432

206

368

434

232

249

0

0

1,921

6. 영상 활용

Stand Alone, EOLi-SA)에서 아리랑위성 1호 영상자료 검색
및 자료 제공서비스를 실시했다.

(단위: 장)

아리랑위성 1호 OSMI(Ocean Scanning Multispectral Imager) 영상배포 현황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아리랑위성 1호 EOC(Electro Optical Camera) 영상배포 현황

이 밖에도 아리랑위성 2호를 발사하기 전에 프랑스의

(단위: 장)

(1) 영상 자료 활용

아리랑위성1호 위성영상 자료는 초기운영을 마치고 시험운

아리랑위성 1호 영상자료 활용

영과 영상자료에 대한 시험배포를 거쳐 2000년 6월부터 본

아리랑위성 1호는 8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 47만 장의

격적으로 위성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배포 및 활용의 기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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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고해상도 EOC 영상 44만 장, 해양관측 영상 3만

향은 공공 및 상용 활용 극대화이며,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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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촬영했다. 아리랑위성 1호는 국가 공공분야에 최우선

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연구목적의

수 있는 활용체계를 구축했으며, 영상가격의 실비정책을 도

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국내 위성 원격탐사 분야가 도약할 수

자료 활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자료 사용

입해 사용자들의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한반도 전역에

자그룹에 등록된 사용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상용목적

공공 및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아리랑위성 1호 자료를 원하

아리랑위성 2호 영상 자료 활용

대한 영상을 100% 확보하고, 지상분야에서는 토지이용, 변

및 해외사용자들에 대해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배포

는 국내 사용자그룹은 기관등록 후 자료사용이 가능하다.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는 배포 및 활용 용도에 따라 활용

화탐지, 재해감시, 수자원 관리 등에 활용됐으며, 주요 재난

하고 있다. 이로써 아리랑위성 1호 자료의 이용을 극대화할

2010년 현재,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안보기관 포함) 22개 기

계획을 이원화했다. 공공 및 학술연구 목적의 자료배포는 아

관, 연구원 19개 기관, 대학교 52개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

리랑위성 2호 개발 총괄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DLR Neustrelitz 지상국에서의
아리랑위성 1호 영상자료 수신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
상용판매 공동발표문

SPOT Image社의
영상판촉용 포스터

체 17개 기관 등 총 110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다.

아리랑위성 2호 백두산 영상 (2006. 8. 19)

아라랑위성 2호가 2009년 한 해 동안 촬영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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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촬영 수(회), 시간(초))

스발바드 수신소

중동 직수신소

항우연 수신소

합계

촬영 수

시간

촬영 수

시간

촬영 수

시간

촬영 수

시간

2007년

0

0

0

0

5,728

401,322

5,728

401,322

2008년

2,503

289,040

213

83,285

4,888

353,578

7,604

725,903

2009년

6,937

943,472

682

267,724

2,012

192,944

9,631

1,404,140

합계

9,440

1,232,512

895

351,009

12,628

947,844

22,963

2,531,365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 상용배포 현황
구분

SISA

동북아

KAI

기관분류

기관명

정부기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춘천박물
관, 한국국제협력단, 녹색사업단

자치단체

(단위: 장)

ESA

아리랑위성 2호 사용자그룹등록 현황

연구기관

합계

NTO

AO

NTO

AO

NTO

AO

NTO

AO

NTO

AO

2006년

2

0

0

0

0

0

0

0

2

0

2007년

8,37

87

0

0

0

0

93

34

930

121

2008년

9,81

458

19

71

1,126

3

2

53

2,128

585

2009년

13

253

3

49

3,607

75

12

12

3,635

389

합계

1,833

798

22

120

4,733

78

107

99

6,695

1,095

교육기관

기타

온라인(www.spacecapture.kr)에서 검색 및 주문이 가능하며,
사용자 등록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
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5월에는 유럽우주청(European Space Agency, ESA)과의

대구시청, 강원도청, 충남발전연구원, 천안시청, 인천시청, 문
경시청, 충남도청, 화순군청, 춘천시청, 장흥군청, 경북도청, 임
실군청, 태백시청, 충북도청, 울진군청, 제주특별자치도, 무주군
청, 진주시청, 순천시청

협력을 기반으로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로 ESA의 지구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이
화여자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천문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된 사용자들에 한해 아리랑위성 2호 영상검색 및 주문 서비스

공주대학교, 서울대학교환경계획연구소, 충북대학교, 강원대학
교, 상지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동서
대학교, 부경대학교, 인천전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동아대
학교, 동양대학교, 창원대학교, 인하대학교, 고려대학교, 극동대
학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대학교, 서울대학교박물관,
강릉대학교, 경일대학교, 순천대학교,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원대학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복원생태연구소, 경북대학교

로부터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 카탈로그 서비스 연동 작업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측 위성자료 검색시스템인 EOLi-SA(Earth Observation LinkStand Alone)에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 EOLi-SA를 통해 등록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 촬영 현황

를 제공하기 위해, 스페이스캡쳐-2(Spacecapture-2) 시스템으
을 완료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까지 정상운영되고 있으며, 지
속적으로 영상자료가 업데이트 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대용량 자료 전송에 있어서 성능 및
보안상 최적의 망 인프라인 글로리아드(GLORIAD)를 이용하
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과 극지 수신국간에 네트워크 성능 테스트
를 수행했다. 네트워크 성능 테스트 결과 한국, 미국, 유럽 연

Maintenance Agreement

구망을 통해 안정적인 패스로 자료가 전송되는 성능 목표치
company

K2 data

· KFS application S/W
- import/export
- Orthorectification
- image fusion
- mosaic
- subset (DOQ)
- change detection
- vector data editor
- others

· Requirement survey
· Design & analysis

· S/W development

Evaluation
MoU (2006. 9. 6)

· S/W license (200 copies)
· Regular education program
· Technical support (K2, S/W)
· Others

K2 forest application S/W

User

User

User

User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를 이용한 산림전용 프로그램 개발사례

판매를 통해 국가 인지도 제고 및 외화획득에 기여하게 됐다

를 만족했다. 극지수신국에 수신된 대용량 위성영상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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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글로리아드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실시간 전송됨으로써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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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과학기술부(現 교육과학기술부)는‘위성정보의

위성영상자료 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급 및 활용규정’
을 제정했다. 이때‘위성정보’
는 과학기술

2008년 9월에는 스발바드 수신소 외에 중동 직수신소 운영

위성, 아리랑위성 등 과학기술부가 개발한 인공위성을 이용

이 시작되면서 아리랑위성 2호 영상 촬영 시간이 큰 폭으로

해 획득한 영상·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

증가했다. 2009년 한 해 동안 아리랑위성 2호가 촬영한 시간

(가공·활용한 것 포함)를 말한다.

은 총 1,404,140초이며, 이는 15km X 15km범위의 위성영상

영상자료의 보급은 크게 무상보급, 실비가격보급, 상용가격

약 64만장에 달하는 분량이다.

보급으로 구분했다. 이때 대 국민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SPOT Image社, ESA, 동북아 및 KAI를 대상으로 아리랑위성

될 경우는 무상보급, 공공 및 학술연구 목적 등으로 보급될

2호 영상자료의 상용배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7

경우는 실비가격보급으로 하고, 상용가격보급은 판매 대행

년부터 ESA 및 동북아지원 등을 위해 배포된 영상이 증가

업체가 보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했다.

했다. 해당 사용자는 카탈로그 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영상을

2007년 12월에는 아리랑위성 2호 개발 주관기관으로 참여

검색한 후 촬영된 영상이 있을 경우 제품주문(AO, Archive

성영상 판매액의 60%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지급하는 조

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2호 위성영상의 국내 보급을 개

Order)을 하고, 촬영된 영상이 없을 경우 촬영주문(NTO,

체를 선정해 추진토록 했다. 영상판매 대행업체는 국내와 국

건으로 영상 판매 개시일로부터 3년간 판매대행사 역할을

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공공학술용 배

Tasking Order)을 요청할 수 있다.

외로 나누어 선정했다.

수행하며, 향후 3년간 판매실적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540

포를 제외한 상용 등 기타의 경우를 담당하며, 국내 관련 산

공공 및 비영리 연구목적의 활용을 위해 등록된 아리랑위성

이어 2007년 6월에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 판매대행사로

만 달러(US$)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지급하게 된다.

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용보급가격은 해외 위성영상 가격

2호 영상자료 사용자 그룹은 2009년 말 현재 총 64개 기관이

선정한 프랑스의 SPOT Image社를 통해 국내와 미국 및 중동

이 같은 아리랑위성 2호 위성영상 상용서비스 시장 진출 사

의 20% 수준으로 책정했다. 세부 보급 가격은 저장영상, 신

등록됐으며, 세부적으로 교육기관 31개, 연구기관 8개, 자치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 촬영 영상을 해외에 판매하기

례는, 우리나라가 위성개발기술, 영상 품질 및 위성운용 능

규촬영 등 주문 요청의 형태와 수량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

단체 19개, 정부기관 5개 등이 이에 속한다.

시작했다. 계약에 따라 SPOT Image社는 아리랑위성 2호 위

력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임을 인정받았다는 점과, 위성영상

질 수 있다. 위성영상은 Spacecapture-2 검색 시스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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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기타 상업 목적의 배포와 활용은 영상판매 대행업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한반도 MODIS 직 수신 영상자료의 활용

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수신처리 시스템을 이용해

극지연구소 등 관련기관들이 해양 분야, 지상분야, 건설 분

지난 2002년 7월부터 미국의 지구관측위성인 아쿠아(Aqua)

야, 극지분야 등 각 전문분야별 협동연구 체계를 구축해 실

와 테라(Terra)의 MODIS 영상 자료를 직수신해오고 있다. 이

질적인 국가원격탐사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에 따라 위성정보연구소에서는 MODIS 자료 수신 및 처리시

공공원격탐사센터 설립을 계기로 지구관측위성 자료/정보

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수신된 자료를 기하 보정해 영상을 가

시스템 구축 및 공공활용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업무와 사업

시화한 후 대기성분 변화나 기상 및 재해에 관한 연구를 위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해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공공원격탐사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위성자료의 수신, 처리,

MODIS 영상자료는 지질 및 대기 그리고 해양의 원격탐사 분

배포 및 사용자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업무와 위성자료 활용에

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 연구기관에서 필요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전문분야별 위성자료 활용기술 연

로 한다.

구 및 개발결과의 공공지원, 기술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2005년까지는 연구기관에서 자료요청이 들어올 경우 필

해외위성 정보/자료 조사 수집 배포 및 국제협력, 원격탐사분

요로 하는 데이터를 CD나 DVD를 이용해 무상 제공했으

야 정책연구 및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가 있다.

나, 2006년부터는 2005년에 개발한 웹 다운로딩 시스템

또한 2002년 12월 제1회 위성자료의 공공활용을 위한 기술

S/W 개발 및 지원

수치지형도 및 영상지도(1호-1:25,000, 2호-1:5,000) 제작 실

(Web downloading system)을 이용해 제공하고 있다.(http://

교육을 시작으로 2009년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성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정보의 공공분야 활용을 위해

험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고해상도 아리랑위성 영상자료

webmodis.kari.re.kr/webmodis) 또한 NASA에서 개발한 산

활용관련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원격탐사 관련 전공

도시행정지원 S/W를 개발해 현업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

의 신뢰성 확보 및 효용성을 입증했다. 또한 아리랑위성 영

불감시용 MODIS 레피드 리스펜스 시스템(MODIS Rapid

의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

도록 지원했다. 또한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를 산림분야

상자료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영상자료 활용기반 구

Response System)을 도입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수

와 함께 위성자료 활용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분야별 전

에서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요소기술만을 적용해 산

축과 사용자들의 저변 확대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아리랑위

신한 MODIS 자료를 이용해 한반도 자연재해 관측 및 위성관

문가를 선정해 교육을 진행하고, 아리랑위성 자료의 소개

림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전했다.

성 자료 활용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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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산불 에어로졸의 복사특성을 연구했다.

및 위성정보 활용관련 자료처리 기술교육을 통한 사용자 지

이외에도 산림청과의 MoU 체결의 일환으로 산림청 산하공

관련 학술대회 홍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아리랑위성 자료

093

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지원했다. 이 교육

소개 및 홍보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영상자료 활용 인프라 구축

교육을 마친 후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기술교육의 방향설정

은 비전문가들도 위성영상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업에 적

이 밖에 한반도 지역 아리랑위성 1호 영상자료 MOSAIC, 수

공공 원격탐사센터 설립 (http://krsc.kari.re.kr)

및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맞춤형 교육 콘텐츠 구상을 위해

용될 수 있는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 아리랑위

치표고자료를 이용한 정사영상 제작 및 3차원 플라잉 시뮬

2002년 4월에는 공공원격탐사센터(Korea Remote Sensing

노력하고 있다.

성 1호와 2호 영상자료를 효율적으로 가시화하고 영상자료

레이션 동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대전광역시,

에 대한 다양한 메타정보를 도시할 수 있는 KOMPSAT Data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남도)와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효

Viewer(v1.0)를 개발해, 수치지형도와 위성영상을 중첩해 도

과적인 활용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Center)가 설립됐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아리랑위성 1호 영상자료로
생성된 한반도 MOSAIC 영상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로 생성된 터치스크린 영상

시하거나 영상자료 밴드조합, 확대/축소 및 이동해서 볼 수
MODIS영상을 통한
산불관측 (2004.4.16)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7. 향후 계획

공공원격탐사센터 개소식

(3) 부가가치물 생성 기반 연구
(1) 아리랑위성 3호/5호 관제수신시스템 개발 및 영상자료 활용

연계를 위해 다중센서 자료검증이 가능한 사이트를 구축

아리랑위성 3호의 관제수신시스템 개발 사업에는 지난 2004

하기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product

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총 110억 원의 소요비용이 투입됐

validation 사이트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했으며, 아리랑위

으며, 향후 설치 및 검증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리랑위

성 영상자료에 적합한 지상 실험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 5호는 200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90억 원의 예산이 투

다중센서 자료 및 Ground Truth DB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입됐으며, 향후 위성과의 종단시험을 통한 최종 점검과 위성

활용결과물 생성 및 검증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운용 준비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리랑위성 스테레오 영상자료를 이용해 시범지역에 대한

영상자료 활용과 관련해서는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의 정

1장 위성정보 연구

2010년 현재 한국항공연구원은 다양한 지구관측위성과의

분야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위성 정보

위성정보 처리, 보급, 활용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활용 기술 자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성정보의

이를 위해 현재 확보된 지역에 대한 정밀도 높은 정사영상을

보급, 활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가차원의 위성정책

제작하고, 아리랑위성 2호 위성 영상자료의 국제 재난재해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야 활용을 위한 국제헌장(International Charter) 가입을 추

이 같은 목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조직의 품질경영

진할 예정이다. 위성자료의 공공활용을 위한 기술교육을 연

시스템으로 구축된 ISO9001 표준화 체계를 도입, 인증작업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용자 지원을 위한

을 완료함으로써 위성임무운영체계의 표준화/국제화를 실

맞춤형 도시행정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KOMPSAT Tool Box

현할 계획이다.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작업이 완료되면 위성

를 통해 전문분야에서의 활용 극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의 효율적인 안정적 운영, 위성운영업무 조직의 권한과 책임

한 위성정보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 데이

및 업무절차의 명확화, 임무운영절차의 문제점 보완 및 지속

터센터 구축과, 위성영상의 상용화 촉진, 전략적 해외 진출

적인 개선효과가 예상된다.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부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분야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고부가

02.
항공 연구

을 위한 연구소 기업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리랑위성 3호와 5호의 경우 영상자료의 국내외 시장 개척

(3) 위성활용협력센터 구축

을 위한 상용판매 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아리랑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위성정보의 보급과 활용의 전담

위성 3, 5호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이미 구축된 아리랑위성

기구를 지정함으로써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국가적 통합관

1, 2호 영상자료 활용기반을 바탕으로 국가 안전 모니터링

리 및 정부정책지원, 위성영상의 원활한 제공, 민간 활용 촉

시스템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성정보 서비스 시스템

진, 위성 영상의 상용화, 그리고 위성정보 활용기술의 연

항공 산업은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서 컴퓨터, 정밀 기계, 통

항법 제어시스템 개발, 이를 응용한 비행시험에 대한 연구업

구축, 우주기반 기술 대체 에너지 및 환경변화 정책 결정 시

구, 개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연

신전자 및 신소재 등 첨단기술을 복합적으로 응용해야 하는

무, 회전익항공기의 핵심부품에 대한 설계, 시험평가에 대한

스템 구축 등 다양한 활용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원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총 150억 원의 예산으로 대지

1. 항공연구본부 R&D 현황

T-50 전기체 정적시험 등 국가 항공기 개발사업을 적극적으
로 지원했다. 또한 항공기의 비행성 평가, 자동비행을 위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에 걸쳐 타 산업으로의

선행연구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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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및 영상자료 검보정의 최종 목표는 영상자료 품질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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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5m 의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위성활용협력센터를

기술파급효과가 큰 기술선도형 산업이다. 이 분야는 자주국

이밖에 원격탐사나 통신중계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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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및 유지라고 볼 수 있다. 위성 영상자료는 사용자가 위성

구축하고 있다.

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장기적

층권 비행선을 비롯해, 차세대 항공기인 수직 이·착륙기 등

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분야에서 원하는 결과를

위성활용협력센터의 기대성과로는 국가 소요의 위성자료

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

과 같은 스마트무인기의 연구개발도 병행·추진했다. 2006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검보정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수신 및 배포가 가능하며 위성 영상 처리 및 활용에 대한 각

전략산업이다.

부터는 노후화된 군용 기동헬기의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추진

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계 전문분야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

항공 산업에 있어 후발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항

한 한국형헬기 개발사업과 관련해, 엔진 및 로터 등 다양한 한

마련함으로써, 위성 영상자료 품질에 대한 정량화 작업을 완

에도 위성정보 활용기반을 마련해 국내외 관련인력의 교육

공선진국으로부터 하청생산이나 기술도입생산에 의존해야

국형헬기 민군겸용 구성품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료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현

훈련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

헬기 독자개발 역량확보와 항공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재 CEOS와 GEO 등의 국제 협력 기구를 비롯해, 프랑스의

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항공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2010년대에 들어서는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이 국제공동개

꾸준히 기술수준을 향상시켜왔으며, 생산기술기반을 구축

발방식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형기동헬기

CNES, 독일의 DLR과 미국의 NASA, USGS 등의 해외 기관들
(4)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증대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KUH) 개발 사업에 이어 민수헬기, 공격헬기 및 차세대전투

체적으로 국내 및 해외에 아리랑위성 검보정에 적합한 검보

국내 위성영상에 대한 국내외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다양해

특히, 항공연구본부는 연구원의 설립 이래 1990년대 말까지

기(KFX) 등의 대형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정 부지 구축 작업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짐에 따라 보다 편리한 접근은 물론 근본적인 상용화 기능 강

국가차원의 중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을 위해 기술적 지원

연구본부는 이러한 대형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

화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소유의 위성 영상에

에 힘써왔으며, 항공관련 국내기반기술 개발과 필요 설비 확

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항공기술의 선진국 수준 진

(2) 위성임무운영체계 표준화

대한 통합형 위성영상 온라인 검색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

보, 그에 대한 운용기술을 축적해 왔다. 이와 더불어 항공기

입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2010년대에는 미래형 개인용 항

위성운용분야에서의 향후 계획은 국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

써 해당 서비스의 속도 향상 및 다양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의 설계/해석/시험평가 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까

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개발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연

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의거해 수립된다. 이에 위성운

충족시킬 사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고객관리 기능의

치호와 쌍발복합재료항공기 등을 독자 개발했다.

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전기추진비행체와 같은

용분야는 위성운영 및 위성 영상정보 활용의 일류화 실현을

향상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소형 무인항공기, 선미익항공기 등을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술 개발에도 연구역량을 집중해 나갈

위해 국제 표준을 획득해 위성운영 표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독자 개발함으로써 국내 항공기 설계, 해석, 시험평가기술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항공연구본부는 첨단 핵심기술 및 융·복

또한 관련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현해 위성 정보 활용

항공중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공군의 기본훈련기인

합 기술을 개발·제공하는 항공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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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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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호 비행(몽산포)

시범 비행 중인 쌍발 복합재료 항공기

엔지니어링 시뮬레이터

풍동시험

중추적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쌍발 항공기다. 이 항공기는 1997년 3월에 개최된 시범비행

시험 기술 및 비행시험 기술 등의 체계적인 시험평가 기술을

그 결과 1996년 6월에 순수 국내 기술진에 의한 설계형상을

한편, 2010년 현재 시험평가업무를 수행 중인 스마트무인기

행사에서 최대 2.2g 기동을 포함한 장주비행에 성공함으로

확보함으로써 향후 외국과의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중/소형

확정하고 1998년 4월에 형상관리, 공력성능, 구조, 추진계

개발사업의 성공은 국내 무인기 기술 도약에 있어 새로운 전

써 당시 설계·개발에 참여한 많은 인력들에게 자신감을 불

항공기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통, 부시스템 등 분야별 기본설계를 완성했다. 또한 풍동, 구

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 넣어주었다.

발판을 마련했다.

조, 시뮬레이터, 목업(mock-up), 비행시험 등 세부분야별시

앞으로도 무인기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연구와 미래형 첨단

쌍발 복합재료 항공기 개발사업은 국산 복합재료를 주/부

무인기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구조물에 100% 적용한 기술시현기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

(3) 중형 항공기

하지만 한·중 중형항공기 공동개발 사업은 1996년 6월, 중

다. 이 사업에는 1993년 9월부터 1997년 6월까지 3년 9개월

중형 항공기 사업은 1990년대 당시에 외국 항공기 제작사의

국 측이 그 간의 호혜평등 합의를 번복하고 한국의 참여 지분

096

에 걸쳐, 총 50억 원(정부 2/3, 기업 1/3)의 연구개발비가 투

부품하청에 머무르고 있던 국내 기술수준을 민간 항공기의

축소 등을 주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중도 결렬됐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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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됐으며, 삼성항공(주)이 복합재료 항공구조물 준(準)일체

설계/시험평가, 체계종합, 인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

대한 대안으로 1996년 7월에 유럽 AIR사, 이스라엘의 IAI사

형 성형방법기법 분야에 참여했다.

리기 위해 계획됐다. 즉, 이 사업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등 서방선진국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상대측의 개발중단발표

(1) Experimental 경비행기

이 사업은 1993년 9월부터 1995년 5월까지 기본/상세설계 및

중형항공기를 개발해 국제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민간항공부

및 초도구매 계약지연으로 무산됐다. 중형 항공기개발사업

Experimental 경비행기 사업은 2인승 실험용 항공기를 설계

풍동시험과 구조단품시험이 완료됐으며, 1996년 5월에는 구

문을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은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1999년 4월에 전면 중단됐다.

및 제작하기 위하여 추진된 (구)상공부의 공업기반기술사업

조시험용 및 비행시험용 시제기가 각각 제작됐고, 시스템 장

이 사업은 1994년 3월, 한·중 정상 회담에서 양국 간 중형항

비록 사업의 중단으로 최종 성과물을 얻지는 못했으나 생성

이다. 이 사업은 1991년 1월부터 1993년 11월까지 총 2년 3개

착 및 1/6 축소모델의 R/C 비행성능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공기 공동개발을 합의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1995년 1월에

된 설계도면 및 기술보고서 등 8,496건의 개발 자료를 전산

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연구비 7.2억 원이 투입됐다. 동인

1997년 6월까지 전기구조시험과 비행시제기의 비행성능시

한국중형항공기사업조합(KCDC)이 구성됐으며, 같은 해 5월

네트워크화했으며, 설계·시험·인증분야 등 260여명의 전

산업(주)의 참여 하에 산·연 공동으로‘2인승 실험용 항공

험을 수행했다.

에 중형항공기 공동설계센터(ECKC)가 설립됐다. 총 개발비

담기술요원을 양성했다. 또한 항공선진국 수준의 설계 관련

기 설계 및 제작’
,‘시제기의 주날개 정적시험수행’
,‘시험

특히 쌍발 복합재료 항공기 개발사업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

12억 달러 중, 6.6억 달러를 한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부담하

워크스테이션 65대, 설계소프트웨어 34종, 시뮬레이터 등 시

비행 및 비행시험을 통한 성능평가’등의 연구를 진행했다.

를 축적함으로써 쌍발항공기를 활용한 조종사 훈련용, 황해

기로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당시 한국

험평가 장비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착수 당시 선진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실험용 항공기‘까치호’
는 미국 플로

의 해양 오염 감시용, 비즈니스용 등으로 수요 대체가 가능

항공우주연구소)으로 했다. 이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설

국 대비 25% 수준에 불과했던 설계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리다 주에서 매년 개최되는 경비행기 박람회에서 호평 속에

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국내에서 항공기 전기체 구조

계검증 및 시험평가, 인증,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중형항공

50% 이상으로 향상시켰으며,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그리고

기사업조합은 중형항공기 최종 조립체 및 동 부품·소재의

사업(기술)관리 등의 측면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10∼

설계, 제작, 조립을 담당키로 했다. 삼성항공주관의 기업 간

35%로 좁히는 등, 중형급 항공기에 대한 설계, 시험평가, 인

컨소시엄에는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대한항

증분야의 기술력을 제고하는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 즉, 국

공, 한화기계, 기아중공업, 두원중공업, 만도기계, 통일중공

내기술로 중형항공기의 기본설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

업, 로스트왁스, 오리엔탈, 두레에어메탈, 동양강철 등 13개

기반을 확립하는 소중한 성과를 확보한 것이다.

2. 중/소형 항공기 개발사업

27대를 KIT 형태로 수출했으며, 2010년 현재 국내에서도 초
경량비행장치 관련법규에 따라 여러 대가 운용되고 있다.
(2) 쌍발 복합재료 항공기
개발사업’
을 통해 순수한 국내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8인승

전장
전폭
전고
탑승인원
추진기관

35.0ft
43.3ft
13.9ft
8명
2×350hp

최대이륙중량
공허중량
최대상승률
이륙거리
착륙거리

7,000lb
4,500lb
1,901fpm
1,318ft
877ft

최대수평속도
순항속도
실속속도
순항고도
항속거리

233kt
200kt
68kt
8,000ft
1,000nm

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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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발 복합재료 항공기는 국책사업인‘쌍발 복합재료 항공기

쌍발 복합재료 항공기 제원

험기술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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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호 계기판 및 조종석

주날개 구조 해설 결과

반디호 초도 비행

미국 에어쇼에 전시 중인 반디호

(4) 선미익 소형항공기(반디호)

2호기를 제작해 시험 비행을 수행했다.

호에 접어들이식 착륙장치를 개발·적용했다. 하지만 이 과

해 전기체(全機體) 구조시험을 실시했다. 또한 최고 순항속

사업배경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반디호’
의 주요 특징을 살펴

정에서 무게가 증가하고, 연료가 채워져 있는 스트레이크가

도를 정략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플러터 해석과 지상진동시

선미익 소형항공기 개발 사업의 목적은 주익실속/스핀방지

보면 첫째, 설계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국내 순수 기술

착륙장치의 Wheel Bay를 수납함으로써 탑재 연료량이 줄어

험을 진행해 그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안전성을 증대시켰다.

(Stall/Spin-Proof형)를 실현할 수 있는 선미익 항공기 핵심

로 개발된 4인승 소형 항공기라는 점, 둘째, 수평꼬리날개

드는 단점이 노출됐다. 이에 동체 내부의 Sump Tank의 용량

기술 개발 및 후속 실용화였다. 이 사업은 연구용 선미익기

가 동체 앞에 위치한 선미익(또는 커나드) 항공기라는 점,

을 늘여 상당 부분 보완했다.

연구성과

개발(제1단계: 1997. 1 ∼ 2002. 12)과 실용화 개발(제2단계:

셋째, 실속과 스핀이 원천적으로 방지되어 저속 안전성이

반디호와 같은 소형 항공기를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각자의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소형항공기 반디호가 초도

2002.12 ∼ 2006. 12)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우수하다는 점, 넷째, 전체 구조물이 복합재료로 제작되었

운영 경험이나 정비 경험에 따라 항공기에 장착되는 엔진을

비행에 성공한 것은 2001년 9월 21일이었다. 한국항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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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다섯째, 250마력 엔진이 동체 후방에 위치한다는

자신의 편의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길 원하는 특성이 있다.

활주로에서 운항학과 김칠영 교수와 은희봉 교수의 조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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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점, 마지막으로 폭 1.2미터의 넉넉한 객실 공간을 자랑한다

이에 반디호에 대한 구매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왕복동

로 초도비행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 항공기 연구분야의

연구용 선미익기 개발을 위한 1단계 작업에서는 선미익 관

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엔진 중 가장 널리 보급된 Lycoming사의 엔진과 Continental

가능성을 대내외에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초도비행 성공의

련 자료의 수집과, 형상설계를 비롯한 개념/기본설계, 공력

반디호의 성공적인 탄생을 바탕으로 2단계 목표인 실용화

사의 엔진을 모두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0년 10월에는 국내 기자들을 초빙해

해석과 구조설계 및 해석 등의 연구를 진행했으며, 재료 시

연구에 접어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고품질의 키트화, 착

한편, 연구용 개발단계에서는 구조시험 및 해석을 간이적인

시범비행을 펼치는 홍보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반디호 탄생

편 강도 시험과 구조물 단품 하중시험을 실시했다. 또한 전

륙장치, 엔진, 구조시험 및 해석 연구에 돌입했다.

방법으로 수행했으나, 개발기준 중 안전성의 요구도가 높은

의 기쁨을 전 국민에 알렸다. 또한 서울에어쇼에 출품해 전

기체 풍동시험 및 엔진 테스트 베드를 개발해 엔진 성능시험

연구용 반디호의 날개는 Full Depth Foam Core 형태로 제작

실용화단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

세계의 많은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을 실시했으며, 유사기종 항공기의 비행시험을 통해 설계 데

이 간단하지만 무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제작 상의 품질관

이터를 추출해 조종사의 조종 적응용으로 활용했다.

리가 어려워 양산을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때문에 실

한편,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시험용 주익을

용화 과정에서는 샌드위치 복합재와 라미네이트(Laminate)

남극의 Rothera 영국기지에 착륙한 반디호

남미 최남단 우슈아이아에 착륙 중인 반디호

제작해 정하중 강도시험을 실시했고, 캐드(CAD)를 이용한

를 이용해 통상적인 항공기의 주익처럼 상부스킨과 하부스

Digital 모컵 구축을 완료했으며, 조종계통 Iron Bird를 제작

킨을 리브로 보강하는 형태로 바꿨다. 이를 위해 주익 스킨

해 항공기 안전과 조종성에 가장 중요한 조종계통의 작동성

성형을 위한 몰드를 개발했다.

과 간섭을 확인했다.

착륙장치의 경우 고정식 착륙장치를 장착했던 연구용 반디

이와 함께 구조물을 제작해 조립과 시스템 장착을 완료했고,
지상성능 시험 등을 실시한 후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로
부터 비행시험 허가를 받아 1호기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이
및 운동 모델을 추정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반디

전장
전폭
탑승인원

6.6m
10.4m
4명

최대이륙중량
최대상승률
이륙활주거리

1,180kg
6.1m/s
430m

최대수평속도
순항속도
항속거리

340km/h
310km/h
1,850km

2장 항공 연구

때 비행시험을 통해 확보한 비행데이터를 분석해 비행 특성

반디호 제원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
93 EXPO 지상관측용 무인비행선 개발사업 성과

반디호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비단 국내에 그치지 않

체내부를 모두 연료탱크로 개조했다. 280리터이던 연료 탑

후 출발지인 미국으로 회항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비록

았다. 2002년 8월에는 미국 Oshkosh 에어쇼에 출품하는 등 반

재량은 1,388리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 이에 따른

날씨 때문에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당시 반디호

디호의 판매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갔다.

이륙중량도 1,180kg에서 약 50%가 증가한 1,750kg으로 증가

가 남극대륙을 헤치고 날아간 비행경로는 지구 한 바퀴에 달

이어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반디호의 남극도전 비행을

했다. 장거리비행, 극한상태 비행 등에 필요한 각종장비 부

하는 44,000km의 거리였다. 실용화 기간이었던 2단계에는

추진했다. 이 도전은 에어쇼를 통해 반디호의 성능에 깊은

착 및 개조작업도 함께 진행됐다.

실용화 1호기(반디3호기)와 실용화 2호기(반디4호기) 등 두

관심을 갖게 된 미국 탐험조종사인 Gus McLeod 요청으로

이 같은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남극도전은 결코 쉽지 않

대의 반디호를 개발했다. 반디3호기는 2006년 6월 초도비행

시작됐다.

은 시도였다. 북극의 경우 바다로 이루어져 고도가 낮은 반

이후, 2009년 말까지 비행시험 기술을 개발하는 테스트베드

반디호의 남극도전 비행은 남미 최남단 도시인 Ushuaia에서

면, 남극은 남극점의 고도가 소형항공기가 일반적으로 운항

(Testbed)로 활용됐다. 반디4호기는 우리나라에서 최종 조립

지상관측용 무인비행선의 개발은 1993년 대전에서 개최된

이륙해 약 6,000km의 거리를 23시간 이상 비행하는 방식의

하는 고도보다 높은 9,200ft나 됐다. 여기에 연평균 풍속이

과 엔진의 시동 등 지상시험을 마친 후 2006년 4월에 미국으

세계과학기술박람회가 계기가 됐다. 삼성전자는 당시 세계

남극점 무착륙 왕복비행으로 계획되었다. 무착륙 왕복비행

시속 90km이상의 강풍이 부는 악천후 지역이었다. 때문에

로 이송됐다. 미국으로 이송된 반디4호기는 그 곳에서 재조

과학기술박람회 중 항공우주 관련 행사와 관련해 대회장을

을 계획한 것은 남극대륙에서는 국제협약에 의해 반디호 연

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는 기간 역시 극히 제한적이었다.

립과 구매자의 요구에 따른 보완작업을 거친 후 비행시험을

공중에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대회를 홍보하는 공동 중계

료인 AV-GAS 공급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디호는 3차례의 도전을 시도

완료했다. 이렇게 탄생한 반디4호기는 2006년 10월 31일에

기지로 지상관측용 무인비행선 개발을 추진했다. 이때 삼성

반디호는 6,000km 무착륙 비행을 위해 조종석을 제외한 동

했다. 하지만 비행 도중 기상이 악화돼 남극대륙에 착륙한

구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됐다. 이후, 반디호는 관련 제작

전자(주)가 지상관측용 무인비행선 개발을 한국항공우주연

기술을 이전 받은 국내 기업이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구원에 의뢰해 온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선미익 소형항공기 사업을 통해 구

삼성전자(주)의 수탁과제로 수행된 ’
93 Expo 지상관측용 무

조물에 100% 복합재료를 적용한 시제기를 제작함으로써 고

인비행선 개발 사업은 1991년 9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2년

강도·경량구조물 설계 및 성형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구조

4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총 10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됐으며

강도시험/풍동시험/비행시험을 통해 시험기술을 축적했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자체개발한 21m 길이의 무인비행선

며, 추출된 시험데이터 분석기술 연구, 설계 프로그램, CFD,

에 원격제어 카메라가 탑재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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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시험, 비행시험결과의 비교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소형

사업을 통해 비행선 설계/제작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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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설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비행선 원격조정을 위한 무선 통신기술등 다양한 무인기 관

연혁 및 현황

남극 도전비행 경로

1단계 : 핵심기술연구개발
- 개요 : 실속 및 스핀에 들어갈 우려가 없어 안전하면서 비행성능이
우수한 선미익 항공기 핵심 기술 연구
- 개발연혁 : 1997.1∼2002.12 : 연구용 선미익기 개발
· 공공기술연구회 지원 하에 항공우주연구원 기관고유 사업으로 수행
(과제명 : 선미익형 소형항공기 핵심기술 연구)
· 항공우주연구원 독자 연구 개발
· 반디 1호기 초도비행 : 2001년 9월 21일

2단계 : 실용화개발
- 개요 : 연구용으로 개발된 반디호를 수출이 가능하도록 실용화 개발 연구
- 개발연혁 : 2002.12~2006. 12
:‘4인승 선미익형 경항공기 수출모델 개발’
사업
· 지식경제부‘항공우주 부품소재 개발사업’
의 일환으로 수행
· 주관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참여기업 : 신영중공업)
· 실용화 시제 2호기(반디4호기) 수출 :‘국내 최초의 민간항공기 수출’

반디호 실용화 구조시험기 전기체 구조시험

반디호 실용화 1호기 지상시험

○ 21m 무인비행선설계/제작 (기낭, Catenary Curtain, 엔진)
○ 자세안정 시스템을 갖춘 지상관측용 카메라 설치
○ 비행 및 탑재카메라조종을 위한 원격제어시스템설치
○ 비행선 비행특성 파악을 위한 공력해석 수행
○’
93 EXPO대회의 지상운영 상황 모니터링 및 홍보 수행
○ 21m급 무인비행선 제작 및 원격제어기술 확보.

련 기술도 함께 개발했다.

3. 무인항공기 개발사업

(2) 소형 장기체공 무인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99년부터 자체연구사업으로‘무인

(1) ’
93 EXPO 지상관측용 무인비행선

항공기 기반기술 연구’
를 수행했다. 이후 2000년에는 무인

지상관측용 무인비행선

착륙 중인 두루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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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반기술 연구 사업을 바탕으로 소형 장기체공 무인

이후 2004년에는 기상측정장비 전문업체인 진양공업(주)의

(3) LTA(Lighter Than Air) 시스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성층

기 핵심기술 개발과제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03년에는 소

협조로 무인기 탑재용 기상센서를 개발했다.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사용하는 항공기인 LTA시스템에

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선 개발’과제를 통해 효용성을 입증하

형 장기체공 무인기 핵심기술 개발과제를 통해‘두루미’
를

이렇게 탄생한 두루미는 2004년 7월, 기상관측 센서를 탑재

대한 기술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독보적인 기술과 노하

는 동시에 국내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과제 종료

개발했으며, 2004년까지‘두루미’
를 활용해 활용성 입증 비

한 상태에서 악천후 속의 비구름을 뚫고 고도 약 1.6km까지

우를 보유하고 있는 분야다. LTA시스템은 항공역사 초기단

시점에는 상용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국내 수요를 창출했으

행시험을 진행했다.

1시간 30분 이상의 비행시간을 기록했다. 이때, 대기의 온

계의 기구에서 출발해 비행선, ULDB (Ultra Long Duration

며, 향후 유관 연구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대 이륙중량 15kg, 체공시간 24시간, 저비용 공중관측/탐

도/습도/기압 분포를 측정하는 기상관측을 성공적으로 수행

Balloon) 등으로 발전됐으며,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에 비

사용을 목표로 개발된 두루미는, 비행체와 비행제어장치,

함으로써 기상관측용 무인기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

해 가격도 저렴하면서 대용량의 장비를 싣고 장기 체공하는

(4) 스마트 무인기

UHF 및 S-Band 통신장비, 기상센서 그리고 지상관제 시스

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상연구소와

특수 임무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배경

템으로 구성됐다.

함께 국산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국내 최초의 기상관측 시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0년 12월부터 당시 산업자원부의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 사업은 21세기 가장 유망한 첨단기술

한편, 엔진과 통신장비 일부 단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두루

을 수행했다.

차세대신기술 사업의 일환으로‘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

분야 중 하나이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미의 구성품들은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들이었다. 고양

이 경험을 기반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형 장기 체

선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1단계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사업 분야라 할 수 있다.

력, 저항력, 장기체공형 비행체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형 무인기(별명‘두루미3’
) 실용화 연구가 진행됐고, 그

연구개발을 통해 고도 3km에서 비행하는 길이 50m의 전기

이 사업은 2010년 현재, 국가 장기 대형 연구개발 사업인 프론

의 주도하에 성우엔지니어링이 제작했으며, 비행제어 및 지

동안 개발된 기술은 관련 기업들에게 이전되어 실용화가

식 무인 비행선을 제작했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비행

티어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2002년 6월에

상관제시스템 개발은 유콘시스템(주)이 충남대학교 항공우

진행되고 있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시작해 2012년 3월까지 수행될 이 사업은 고성능·고안전성

하지만 당시만 해도 고도 20km 부근의 성층권 내에서 낮은

및 지능형 자율비행능력을 보유하고 수직이착륙과 고속비행

공기 밀도와 온도 그리고 바람 등 열악한 환경조건을 극복할

이 가능한 스마트 무인기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 있는 비행선 관련 요소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출발 단계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하게 될 스마트 기

에 불과했다. 때문에 본격적인 체계개발을 시도하기 전에 성

술 및 틸트 로터(Tilt Rotor) 기술은 항공 선진국에서도 실용

층권 비행선 개발의 경제성을 확인하고 관련기술의 성숙도

화 실적이 미미한 최첨단 기술이다. 이 사업은 착수 이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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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는 등 국제적 환경변화를 점검하면서 유관기술을

금까지 국내외 40여개의 산·학·연 연구기관에서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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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m

연구원이 참여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행선 개발 기술을 활용해 상용화로 연결시키기 위한‘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외 산·학·연 연구기관과의 유

형 에어로스탯 시스템 개발’사업이 착수됐다.

기적인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스마트 무인기

에어로스탯 시스템은 고도 1km에서 10일 이상 장기체공하며

개발은 물론 관련 신기술의 산업화와 벤처 창업 등을 지원하

영상 및 레이다 정보 획득, 통신 중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는 한편,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기관과의 국제공동

장비로서 국경 및 해안 감시, 재난감시, 전파정보 획득 등의

연구수행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로써 우

에어로스탯-개발자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사업

주공학과의 비행역학 및 제어실험실과 공동으로 수행했다.

비행궤적에 따른 습도분포

지상 관제 장면

비행선 개발자

두루미 개발 산학연 혼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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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무인
기 체계기술

신개념
비행체 기술

2단계

3단계

수직이착륙 기능과 고속비행이 가능한 틸트 로터 항공기는

한 풍동시험 과정 등으로 진행됐다. 이때 스마트 무인기의

스마트 기술 기초연구

스마트 기술 응용연구

스마트 기술 비행체 적용

2010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서만 상용화에 성

기체 구조는 경량화와 제작의 간편화를 설계 기준으로, 운용

공한 상태다.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 스마트 무인기를 개발

중에 요구되는 진동 및 동적 안정성과 관련되는 강성 요건과

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틸트 로터 항공기를

비행 하중 및 지상 하중에 따른 강도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

보유하는 국가가 된다. 이는 곧 항공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

계됐다. 또한 엔진 배기부 주위의 고온 환경에 견딜 수 있도

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관련 분야의

록 최첨단 고온용 복합재료를 개발/적용했다.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블레이드, 허브 및 로터 피치조종장치로 이루어진 로

한편,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 로터 항공기는 활주로가 필요

터 시스템과 엔진으로부터 로터 시스템까지 동력을 전달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고 활주로 확보가

는 드라이브 시스템은 스마트 무인기의 핵심 구동 시스템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최적의 항공기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 중에서도 틸트 로터와 같은 수직이착륙 비행체에서

무인기
체계 기술
기반구축

신개념 무인기
체계기술 시현

비행체 영상연구
핵심시스템 기술 연구

시제기 및 무인기시스템
제작 지상통합시험

신개념 비행체 형상

스마트 무인기
체계기술 실증

스마트 무인기 기술 접목
임무수행 비행시험

신개념 무인기 체계

무인기 시스템 EM

스마트 무인기 체계

단계별 사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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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

1단계

는 추력발생부와 동력전달계통의 설계가 비행체 설계의 성
사업내용

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때문에 개발에

리나라가 2010년까지 세계 5위권의 무인기 기술 보유국으로

로 정상적인 비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화를 적용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수십 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고유의 노하우 및 오랜 경험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 또한 비행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해 고장 유무를 판

간 연구해 온 수직이착륙 비행체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하

이 요구된다. 이에 스마트 무인기의 로터 및 드라이브 시스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1단계 기간인 2002년부터

단하는 고장진단,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난 장비를 배제하

고, 그 실용성 및 기술적 적합성을 평가해 미래지향적이면

템 설계는 해외 선진기술업체들과 공동 기술 협력 방식으로

2004년까지 수직이착륙 및 고속비행이 가능한 신개념 비행

고 정상 작동 중인 장비만을 이용해 비행·임무 제어 로직을

서도 차별화된 성능을 시현할 수 있는 스마트 무인기로 틸트

진행했다.

체의 형상과 핵심시스템에 대한 기술연구를 비롯해, 스마트

재정의하는 재형상 제어, 충돌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회피

로터 항공기를 선정했다.

스마트 무인기는 자동비행뿐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위

기술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핵심 기술기반을 구

하는 충돌회피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신뢰도를

다양한 신개념 형상들을 토대로 최적의 스마트 무인기로 선

험발생을 대처해 나가는 자율비행을 지향하는 비행체다. 때

축했다. 2단계 기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신개념 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스마트 무인기를 활주로 없이 이착륙

정한 틸트 로터 항공기는 여러 가지 수직이착륙 개념 중에

문에 스마트 무인기의 제어전자시스템은 인간의 두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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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체 기술개발과 시제기 제작 및 축소기 비행시험, 스마트

이 가능한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형상을 가지면서도, 순항 시

서도 특히, 고속 비행 속도와 장시간 운용시간 면에서 탁월

당한다. 즉, 지상관제시스템의 조종사로부터 조종명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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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응용연구 수행을 통해 신개념 무인기 체계에 대

에는 고정익 항공기와 같이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틸트

한 성능을 보였다. 스마트 무인기의 설계 개발 연구를 추진

은 비행체의 탑재 컴퓨터가 조종 장치를 통해 비행체를 운용

한 지상통합시험을 수행했다. 마지막 3단계 기간인 2009년

로터 방식의 신개념 복합 항공기 형상으로 설계했다.

할 때 최고의 성능을 시현하기 위해 수행한 주요 사항들은

하고, 비행체에 탑재된 센서들로부터 비행체의 비행 상태를

부터 2011년까지 신개념 무인기 체계에 대한 비행시험을 통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민수·

다음과 같다.

모아서 다시 지상관제시스템의 조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해 신개념 무인기 체계개발을 실증하는 한편, 그동안 개발된

공공·군수 분야에서의 무인기 직접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

스마트 무인기의 공력기술 개발은 틸트 로터 비행체의 프롭

비행 상태를 파악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스마트 기술과 신개념 비행체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무인기

편, 전자, 통신, 핵심소재 및 부품, 항공운항, 인공지능 등의

로터와 플래퍼론에 대한 공기역학적 외형설계, 전산유동해

이때, 스마트 무인기 통신시스템은 가시선이 확보된 200km

체계를 개발해 이를 실증할 계획이다.

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기술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등 막대한

석을 이용한 비행체의 공력해석, 그리고 공력계수 추출을 위

이상의 거리에서 통신신뢰도가 95% 이상, 상향링크 전송 지

스마트 무인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비행안전에 핵심이 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공 분야에서

장비를 복수로 탑재해, 일부 장비가 고장 나도 나머지 장비

기술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파워 정적 풍동시험

구조 하중 시험

스마트 무인기의 활용 분야

스마트 무인기 시스템 구성

임무장비
기상관측 / 오염측정

도로통제 / 지도제작

농작물 관리

홍수, 태풍, 쓰나미

화산 및 지진

비행환경

비행체 4대
지상지원장비

적조 / 불법어로 감시

국가주요시설

산림 및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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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관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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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무인기 제어전자시스템

S/W 개발

해석/시험평가

비행조종컴퓨터

OFP

설계해석

항법센서

비행조종 S/W

시험평가

충돌회피장비

임무제어 S/W

작동기

운용 S/W

H/W 개발

대기기자료장치

스마트 무인기 무인비행통제장치

전파고도계

축소기 안전줄 호버 시험

축소기 자동천이 비행시험

스마트 무인기 제어전자 시스템 구성

연시간은 100m/sec 이하, 하향링크 전송 지연시간은 200m/

트 무인기의 핵심동력장치인 엔진, 드라이브, 로터 장치들

sec 이하 규격의 통신 안정성을 위해 상향 및 하향 링크 각각

의 기능과 성능, 그리고 내구성을 검증하고자 개발된 지상시

2채널들로 구성된다. 또한 스마트 무인기 관제장비는 비행

험 장치 중 하나이다. 또한 본격적인 100% 실물기의 비행시

체를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 비행통제장치, 외부조종기와 지

험 이전에 축소기를 이용한 비행 제어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원 및 활용장치, 쉘터조립체, 영상조종장치, 전송장치 등으

40% 크기의 축소기를 개발했다. 이후, 약 250회의 비행을 통

로 구성된다.

해 비행 제어 시스템의 검증뿐만 아니라, 비행특성 및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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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장비는 디지털 지도를 이용해 임무비행 전 비행에 대한

특성 등을 검증·평가했다. 특히, 비행제어 분야의 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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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비행경로의 설정 및 임무 장비의 운

성과로서 이륙, 천이비행, 착륙을 포함한 전 구간 완전 자동

용 계획 수립 및 지상통신장치를 통하여 비행체 상태정보,

비행시험을 수행·완료했다.

임무장비 상태정보, 임무장비 획득 영상, 통신장비 상태정보

이 밖에도 동력계통 및 축소기 시험을 비롯해 최근까지 다양

를 실시간으로 전달받는다. 이렇게 전달받은 정보는 관제장

한 종합 시험들이 수행되고 있다. 악천후 조건에서 스마트

비 내부 모니터에 실시간 도시하고 임무 비행 중 생성된 비

무인기의 강건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환경시험, 전자기 환

행정보의 저장 및 재생/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경 적합성을 검증하는 전자기시험, 지상에서 컴퓨터를 이용

스마트 무인기 전자기 시험

스마트 무인기 비행체 HILS 시험

스마트 무인기 4자유도 시험

스마트 무인기 안전줄 시험

한 가상 비행 프로그램으로 비행 시험을 모사하는 HILS 시
험, 4자유도를 가지는 지상 치구를 이용해 비행체의 제어 특

스마트 무인기는 그 기능과 성능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성을 파악하는 4자유도 지상시험, 그리고 비행시험 이전에

구성품별 검증 시험, 인터페이스 시험, 부체계 시험 및 지상

안전줄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안전줄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통합시험에 이르는 단계적 통합시험을 비롯해, 환경/전자기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비행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험, Iron Bird 시험, 4자유도 시험, 안전줄 시험, 축소기 비

2002년 이래, 스마트 무인기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항

행 시험 등 종합적이고 다양시험을 실시해 왔다. 2010년 현

공우주연구원과 여러 참여기업, 대학, 기관들은 끈기와 도전

재, 실물기의 지상통합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비행시

정신으로 거의 불모지나 다음 없는 수직이착륙 무인기 기술

험만을 남겨 둔 상태다.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한편, Iron Bird 시험장치를 개발·적용함으로써 개발 기간

2003년에는 당시 틸트 로터 기술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

과 비용을 크게 절감했으며, 단계적 시험기법을 적용함으로

고 있던 미국 벨 헬리콥터사가 기술 유출 위험을 이유로 핵심

써 기술적 위험도를 크게 줄였다. Iron Bird 시험장치는 스마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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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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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RTS: General Small-scaled Rotor Test System)의 개발/구
축 등을 수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회전익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이 연구됐으며, 해당 연구 결과들은 후속으로 추
진된 로터 관련 연구 개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목적 회전익기 핵심 기술 연구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
내외 헬리콥터 관련연구 동향 분석 및 설계/제작기술 현황
분석, 다목적 회전익기 설계 요구조건 분석 및 개념/기본설
계, 회전익기 기술 분류와 시험 항목 및 시설 조사, 감항성
기준 분석, 개념 설계된 헬리콥터모델 제작 및 풍동 시험과
제자리 비행 중인 스마트 무인기(축소기)

복합재료 로터 블레이드 설계·해석·제작 및 시험기술 연

GSRTS 제어실

GSRTS 내부 구조

구, 축소 헬리콥터 로터 시험 장치 확보 등이 있다.
인 노력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 온 스마트 무인기 사업의 성과를

(2) 축소 로터 시스템 시험 기술 고도화 연구

를 장착하고 있다. 장착된 로터시스템은 4 블레이드의 전관

성 및 소음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주시하던 세계 굴지의 한 항공기 제작회사가 최근 우리에게 기

축소 로터 시스템 시험 장치(GSRTS, General Small-scaled

절형(Fully Articulated) 허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추후

이 같은 시험장치와 개발된 축소로터 시험 기술은,‘차세대

술이전과 공동개발 가능 여부를 타진해 왔다. 이는 사업 초기

Rotor Test System)는‘다목적 회전익기 핵심 기술 연구’
과제

힌지 없는/베어링 없는(Hingeless/Bearingless) 허브 시스템

헬리콥터 로터 시스템 개발’
,‘회전익기 로터 시스템 소음진

미약한 기술 수준으로부터 약 7년여 만에 수직이착륙 무인기 분

를 통해 확보했다. 이후 이 시험장치를 활용해 2000년 1월부

을 개발/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됐다. 또한 GSRTS는 자

동 저감 혁신기술 연구’사업에 직접 활용했다. 또한 2008년

야에서 세계 최고 선진 기술국을 따라 잡은 기술적 쾌거다.

터 2001년 12월까지, 로터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필수 과정인

유비행 특성구현을 위한 2축 Gimbal System 및 안전을 위한

에는‘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의 축소 모델에 대한 지상/

동적 안정성 시험, 성능시험 및 풍동시험 등을 수행하는 시

Snubbing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시험 및 풍동시험이

풍동시험에 성공적으로 활용됐다.

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축소 로터 시스템 시험 기술 고도

모두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4. 회전익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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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헬리콥터용 힌지 없는 허브 시스템 핵심기술 선행연구

축소 로터 시스템 시험 및 평가를 위한 GSRTS는 회전익기

1차 보완으로 회전부에 장착된 40채널 슬립링과 프리앰프로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으로‘헬리콥터용 힌지 없는 허브 시

(1) 다목적 회전익기 핵심기술 연구

연구팀에서 연구된 핵심 기술들을 직접 적용해 시험 및 평

출력되는 로터 시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획득

스템 핵심기술 선행연구’
과제는 2000년 12월부터 2003년 8

다목적 회전익기 핵심기술 연구 과제는 1995년 5월부터 1998

가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개발된 시스템이다. GSRTS에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로써 로터 시스템에 작용하는 6분력

월까지 진행됐다. 이 사업의 목표는 헬리콥터 로터 허브 시

년 12월까지 총 3년 8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국내외 헬리콥

직경이 2m 내외인 로터시스템을 장착해 Froude-scale 및

및 블레이드 스트레인게이지 등의 신호를 측정할 수 있게 됐

스템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로터 허브 시스템 국산화 개발 기

터 관련 연구 동향 및 각종 현황 분석과 더불어 다목적 회

Mach-Scale 시험도 가능하다. GSRTS는 최대운용 회전속도

다. 이를 이용해 관절형 허브(articulated hub) 및 기준 블레이

술기반구축이며, 위탁기관으로 한국기계연구원, 서울대학

전익기의 개념/기본설계, 축소 헬리콥터 로터 시험장치

2,100rpm, 20마력의 동력 성능을 가진 AC 가변주파수 모터

드(rectangular blade)로 구성된 축소 로터 시스템의 공력탄성

교, 한국과학기술원이 참여했다.

학적 안정성 시험을 진행했다. 본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힌지 없는 허브 시스템 및 블레이드

터 안정성 평가 기술인 damping ratio estimation technique과

설계/해석기술개발, 연구용 축소형 힌지 없는 허브 시스템

로터의 회전각별 분석을 위한 ensemble averaging technique

설계/제작, 힌지 없는 로터 허브 시스템에 복합재료 적용

이 확보됐다.

을 통한구조/동역학적특성향상 및 경량화 핵심기술연구,

GSRTS는‘헬리콥터용 힌지 없는 허브시스템 핵심기술 선

힌지 없는 허브용 축소복합재료 블레이드 설계 및 제작, 축

행연구’
사업으로 20마력급 모터 1기를 추가하는 2차 보완이

소형 힌지 없는 로터 시스템(허브+블레이드) 시험/평가기

진행됐으며, 축소 로터 시스템의 Mach-scale 시험이 가능하

술개발, 헬리콥터 로터 허브 시스템 기술 현황 및 추세 상

게 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로터 시험에 필수적인 동역학

세 조사·분석 등이 있다.

적 특성 및 공기역학적 특성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세계적

본 연구 과제는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의 핵심 부품 국산

인 수준의 Froude/Mach Scale 시험용 축소 로터 시험 장치가

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행 연구이며, 헬리콥터용 허브 시스템

확보됐다. 또한, 축소 로터 시스템의 정지 및 전진 비행 시

의 국산화 개발 및 향후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됐다.

공력탄성학적안정성, 지상 착륙 시 지상 공진 시험, 공력 특

한편, 축소형 힌지 없는 허브 시스템 개발은 차세대 블레이

축소 헬리콥터 로터 시험 장치

개념 설계된 헬리콥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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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로터 시스템 시험 기술 고도화 연구’
에서는 GSRTS의

화 연구’과제를 진행했다.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힌지 없는 허브 시스템 시제품

축소 복합재료 블레이드

개발된 차세대 로터 허브 시스템

테일팬 시제품 및 성능시험장치

조/공탄성 해석 및 설계 기술, 복합재료 로터 블레이드 및 허

리콥터 테일팬 복합재료 팬-덕트-핀 설계/제작, 실물크기

브 시스템 제작 기술, 블레이드·허브 플렉셔 구조/피로 시

팬-덕트 지상/풍동 성능시험장치 및 동력전달 시스템·피

험평가 기술, 축소 로터 성능시험평가 기술, 탄성체 베어링/

치제어 작동기 설계/제작, 실물크기 팬-덕트 지상/풍동 성

리드래그 댐퍼 시제작 및 특성시험 기술 등이 있다.

능시험을 통한 기술입증, 공력/소음 해석, 형상 설계최적화,
구조동역학 해석, 시뮬레이션 모델 연구, 중형민수헬기 적용

(5) 헬리콥터 반 토오크 시스템 기술개발

축소 로터 시스템 풍동시험

개발된 차세대 로터 블레이드

을 위한 상세 연구 등이 있다.

‘헬리콥터 반 토오크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은 2001년 8월부

본 연구 개발을 통해 개발된 테일팬 반 토오크 시스템 및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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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06년 12월까지 총 5년 6개월 동안 수행된 연구과제다.

적된 관련 기술과 경험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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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꼬리 로터방식(CTR) 헬리콥터 반 토오크 시스템

일반적인 방식(conventional type)의 꼬리로터를 테일팬으로

의 경우 구현의 편리함은 있으나, 헬기 사고 원인의 30% 이

대체하는 헬리콥터 성능 개발 사업에 직접 적용 할 수 있다.

상을 차지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기술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향후 민수헬기, 한국형 공격헬기 등과 같은 후

드 개발 및 힌지 없는 로터 블레이드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차세대 복합재료 블레이드는 기존의 블레이드보다 10% 성

은 보다 안전한 대안 기술로 테일팬 방식 기술을 주목하고,

속 군용 헬기 개발 및 민·군겸용(농업용, 공공용, 무인정찰

활용이 가능하며, 축소 허브 시스템 및 블레이드 구조/피로/

능 향상, 10% 진동 감소, 착륙접근 비행 시 3dB 소음감소의

이미 개발 및 실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연

기) 다목적 무인헬기의 개발을 추진할 때에도 초기부터 즉시

회전 성능 시험 설비 및 시험 기술은 국내 로터 시스템 개발

특성을 갖는 블레이드를 일컬으며, 차세대 복합재료 허브

구원은 테일팬 방식 기술의 자립을 위해 헬리콥터 반 토오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을 위한 중요 인프라로 활용됐다. 또한 국내 산학연 공동으

시스템은 기존의 금속재료 허브 및 금속재료 베어링 부품에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로 힌지 없는 허브 시스템 및 블레이드 핵심 설계 기술을 개

신기술 요소인 복합재료 및 탄성체 베어링 기술을 적용함으

‘기존 헬기 꼬리로터 대체를 위한 고안정성 테일팬 반 토오

발해 긴밀한 연구 협력 체제를 구축했으며, 한국형헬기개발

로써 유지/보수 비용의 감소, 안전성 증대 및 수명 연장의

크 시스템 기술개발’
이다.

회전익기 로터 시스템 소음진동저감 혁신기술 연구는 2003

사업에 대비한 전문인력 유지도 도모했다.

특성을 갖는다.

해당 민군겸용기술 개발 사업은 3년간의 응용연구단계 및 2

년 6월부터‘국가지정연구실’
사업으로 시작해 2005년에 기

응용연구단계에서는 차세대 로터 시스템의 설계 및 해석을

년 6개월간의 시험개발단계로 구분해 진행됐다. 이 사업을

본연구과제로 이관, 2008년 말까지 연구가 진행됐다.

통해 축소 로터 시스템을 제작, 시험평가를 수행했으며, 시

통해 테일팬 반 토오크 시스템 설계/해석 및 체계종합 기술

회전익기 로터 시스템은 비행체의 양력과 추력, 조종력을 생

‘민·군 헬리콥터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저소음, 저진동,

험평가 결과를 반영해 실물크기의 차세대 로터 시스템을 제

과 테일팬 반 토오크 시스템 성능시험장치 설계/제작 및 시

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헬리콥터 소음 및 진동의 주된

고안정성의 차세대 로터 시스템 개발’
을 목표로‘차세대 헬

작했다. 시험개발단계에서는 실물크기의 차세대 로터 시스

험평가 기술 그리고 헬리콥터 테일팬 반 토오크 시스템 제작

요인이다. 이에 국제 항공기구(ICAO)에 의해 헬리콥터 최대

리콥터 로터 시스템 개발’과제를 추진했다. 본 과제는 민군

템의 구조시험 및 축소 시제의 구조/피로시험을 진행했으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됐다.

이륙중량에 따른 비행 상태별 소음규제를 적용받게 됐고, 선

겸용기술사업의 일환으로 4개 공동연구개발기관(위아, 한국

며, 헬리콥터 로터 시스템의 규격 사례 조사 및 차세대 로터

헬리콥터 반 토오크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로는

진 헬리콥터 생산국들은 고성능/저소음/저진동 로터시스템

화이바, 썬에어로시스, 유니슨)과 함께, 2001년 12월부터 응

시스템의 개발사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테일팬 반 토오크 시스템 설계요구조건 수립, 실물크기 팬-

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용연구 3년 및 시험개발 1년 등 총 4년에 걸쳐 진행됐다.

본 과제를 통해 확보된 기술로는 로터 시스템 공력/소음/구

덕트 형상/공력성능하중/소음 및 구조동역학 설계해석, 헬

이에 수동적/능동적 방법을 통한 소음진동 저감기법을 연구

(4) 차세대 헬리콥터 로터 시스템 개발

(6) 회전익기 로터 시스템 소음진동저감 혁신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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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사업관리

계약관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원가관리

기술관리

으로 확연히 다른 것이다. 국책사업의 형태로 총 1조 2,960
억 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에는 구성품별 참여 업체도 개발비
의 일정부분을 분담시켜 업체의 개발성공 노력을 극대화시

구성품개발

구성품개발

ADD

KAI

KARI

14개 임부탑재장비

체계설계 및 종합

18개 민군겸용 구성품

국내/외 협력업체

국외 체계업체(EC)

국내/외 협력업체

키고 있다.
사업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형헬기개
발사업단(PMO)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지식경제부

국내/외 협력업체

인원과 국방기술품질원 및 3개 개발주관기관에서 파견된 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 추진체계
마하스케일 뒷전플랩 축소블레이드

용 무기체계를 직구매하거나 면허 생산하던 방식과는 질적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합군수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과거 군

KHP 사업단

방위사업청
소요군, 합참

원으로 편성됐다. 국방과학연구소(TMO)는 정부로부터 기술

능동제어 뒷전 플랩 로터 풍동시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3개 개발주관기관은 체계

적층 최적화 유연보

헬기 확보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국책

설계 및 종합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과, 임

사업에 의한 국내개발로 최종 방침이 결정됐다.

무탑재장비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그리

하지만 헬기를 처음 개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처음부터 공

고 민군겸용 구성품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격용 헬기 개발에 매달릴 수는 없었다. 기술적 난이도가 상

(KARI)이며, 이 3개 기관은 각각 다수의 국내·외 협력업체

대적으로 낮으며, 민수용으로의 전환할 경우 비교적 수출 가

와 함께 부여된 고유임무를 담당한다.

능성도 높은 기동형 헬기를 먼저 개발하는 것이 순서였다.

2006년 6월에 체계종합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된

이에 따라 2006년에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 착수됐고, 2010

사업은, 같은 해 9월 체계요구도 검토회의와 12월 체계설계

년 초도비행을 목표로 관련 관·군·민·연이 협력해 혼신

검토회의를 거쳐, 2007년 6월에 기본설계검토회의를 개최

112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했다. 이 과정에는 사업단과 소요군 및 기술관리기관 그리

113

고 개발주관기관 등 약 220명이 참여해 개발규격서, 형상기

적층 최적화 유연보 및 지상시험

(2) 사업내용

술서, 구성품상위요구도, 감항성인증규격서 등을 검토했다.

진행현황

이후, PDR 결과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외부형상을 확정했고,

해 국내 헬리콥터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할 경우 적시에 신기

한국전쟁을 통해 실전에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헬기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의 목표는 단순한 기동형 헬기의 생산

각분과 검토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규격서에 대한 승

술을 적용하기 위한 신기술 선행연구를 위해, 회전익기 로터

는 월남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군사작전의 주요핵심전력으

이 아니다.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기동형 헬기뿐 아니라 모

인을 거쳐 상세설계 단계로 진입했다.

시스템 소음진동저감 혁신기술연구를 진행했다.

로 자리잡게 됐으며, 아프카니스탄 같은 산악지역의 군사작

의비행 훈련장비(simulator)와 정비훈련장비를 포함한 훈련

2010년 3월 현재, 비행성능시험에 투입된 비행시제기의 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동적/능동적 방법에 대해 소음진동

전에서는 필수불가결한 핵심 전력으로 입지를 굳혔다. 따라

체계, 그리고 각종 시험장비 및 전자식 교범류를 망라한 종

부 형상 및 제원은 다음과 같으며, 군 요구 성능 및 계통별

저감 효율성을 검토했으며, 최종적으로 수동적 기법인 슬리

서 산악지역이 많은 우리나라 역시 헬기전력은 매우 중요한

브 복합재 적층 최적화를 통한 진동저감, 능동적 기법인 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국방부의‘국방개혁 2020’
에 따르면

레이드 능동제어 뒷전플랩을 통한 소음/진동저감 연구를 성

헬기는 우리나라 핵심전력 중 하나로 증강될 예정이며, 한국

공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수동적/능동적 방법에 의한 회전

군 전력증강 계획에 따르면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을 통해 베

익기 로터의 소음/진동 저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

트남전 이후 30년 이상 운용해온 노후 헬기의 대체 사업이

며, 친환경 저소음 로터 기술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군의 주력 헬기인 UH-1H와 500MD는 대부분 60~70년
대에 생산된 노후기종이며 최첨단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현

5.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구성품 개발사업

한국형헬기 외부 형상 및 제원
상태감시장치(HUMS)

보조동력장치

- 헬기상태정보 실시간 제공
- 진동 감지

19016
14960

동력전달계통

공력(Aerodynamic)

- 저진동

Horse collar 허브페어링

엔진
3150

- T700-701K/FADEC

전기계통

로터계통

- 2층/3층 전원
- 100% NVD 호환성

- 최신 관절형 Hub

이중 유압계통

재의 전장에서는 그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에 해외 직
에 대한 비교 검토가 수년간 진행됐다. 그리고 각각의 신형

생존방비계통

- Pressuried
- AP Protection

- LWR/RWR/MWR
- Chaff/Flare/IRCM
- IR Suppressor

Glass Cockpit
- 4촉 자동비행조종장치
- 통합형 임무컴퓨터

고정식 착륙장치

항법용 FLIR

기체구조

- 전천후 운용

- 내추락구조
- 설계단순화 부품 수 최소화

연료계통

- 비상제동장치

- OBIGSS(생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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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나 UH-60 및 500MD 방식의 면허생산 또는 자체 개발
(1) 사업 배경

계통별 주요특성

착륙장치낙하시험설비

블레이드: 고성능익형/제자리 비행성능 우수/피로수명 제고
APU: 국내 독자개발
/고성능 압축기

허브조종: 최신 관절형 허브
/구조단순화/정비성 향상

엔진고공환경시험설비

유압펌프: 85% 이상 효율의
가변용량 압렵보상형
엔진: 모든 기능 디지털화
/독립 2채널 FADEC 고안전성

고흥
(항공센터)

축압기: 주기 시 24시간 이상
휠 브레이크 재동압력 유지

대전
(본원)

휠타워(주로터, 꼬리로터)
ADS: 국내 최초 항전장비
KTSO 인증

주로터 불레이드

꼬리로터 블레이드

구동 모터

AC 모터

최대 동력

2,750kW

최대 토크

77,800Nm

하중 측정

3분력(추력, 토크, 굽힘)

데이터 획득

60채널(회전부), 50채널(고정부)

주요 구성

구동모터, 변압기, 조종시스템,
DAQ시스템, 가진시스템, 방호막

로터피로시험설비

연료펌프: 국내 독자개발
/전기식 제동/소음진동 수명 우수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개방형풍동시험부

KHP 시험평가설비 현황

개발 구성품

연료량 측정장치: 디지털데이터버스
/실시간 측정보정
착륙장치: 동급헬기 대비
연료탱크: 내추락성 및 내탄성능
우수한 착륙능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담당 국산화 개발 구성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HP 시험평가설비 현황

차세대 익형을 적용해 개발한 한국형기동헬기(KUH) 로터

그 성능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훨타워 시험을 하기 위

블레이드는 정지비행효율 및 최대운용고도가 우수하기 때

해 필요한 시험설비가 훨타워(whirl tower) 시험설비이다.

문에 산악지형이 많은 국내 지형상황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

훨타워는 피치조절 능력이 주로터 콜렉티브 피치각 13°
, 사이

된다. 제3세대 끝단형상을 적용해 헬리콥터 운용에 있어 심

클릭 피치각 ±5°
이며, 로터의 추력, 토크, 굽힘 모멘트, 제어력

각한 제한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착륙 및 순항비행 시의

등 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하중측정 시스템, 블레이드의 트랙

로터소음을 저감시켰다. 또한 구조설계 최적화 및 일체성형

킹 및 발란싱을 위한 광학측정시스템, 풍속/풍향, 습도, 온도,

공법을 적용해 최신복합재료 로터블레이드의 피로수명을

압력 등 시험 대기조건을 측정하기 위한 대기측정시스템, 110

향상시키고 중량 절감을 달성했다.

개 채널의 신호를 획득하기 자료획득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개발 주관기관

구성품

국내 협력업체

국외 협력업체

구성품

국내 협력업체

국외 협력업체

KARI(18개)

주로터 블레이드

KAI

Eurocopter(프)

4.보조동력장치

삼성테크원

없음

꼬리로터 블레이드

KAI

Eurocopter(프)

5.연료펌프

한화

없음

주로터 허브

KAI

Eurocopter(프)

6.연료탱크

한화

GKN(영)

주로터 조종

KAI

Eurocopter(프)

7.연료량 측정장치

한화

Autoflug(독)

꼬리로터 허브

KAI

Eurocopter(프)

8.축압기

한화

없음

꼬리로터 조종

KAI

Eurocopter(프)

9.유압펌프

동명중공업

Eaton(미)

엔진통합⑴

삼성테크윈

GE-AE(미)

10.주 착륙장치

위아

APPH(영)

로터허브/조종장치

블레이드의 동특성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삼성테크윈

GE-AE(미)

10.보조 착륙장치

위아

APPH(영)

한국형기동헬기 로터허브/조종은 한국형기동헬기의 주 임

본 훨타워 시험설비를 이용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주로

114

전자식엔진제어장치

삼성테크윈

GE-AE(미)

11.Air Data 시스템

퍼스텍

Thales(프)

무 중량 및 최대이륙중량에 적합한 최신 관절형 허브를 적용

터 시스템 개발인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먼저 주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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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어박스

S&T 중공업

Eurocopter(프)

17.유압식 구동기

한화

없음

했다. 1개의 무 윤활 탄성체베어링으로 3방향 자유도를 구현

시스템의 동적 안정성 시험을 통해 수리온 로터의 고유진동수

중간 기어박스

S&T 중공업

Eurocopter(프)

18.조종간

성진테그윈

없음

하는 최신 관절형 허브구조로, 구조단순화 및 부품 수 감소

및 모드, 공력탄성학적 안정성 자료를 확보했으며, 성능시험

꼬리 기어박스

S&T 중공업

Eurocopter(프)

19.감지데이터 획득/처리장치

위다스

Smiths(영)

를 통해 중량절감과, 생산단가 저감을 실현했으며, 정비성

을 통해 수리온 주로터의 동력 대비 추력 및 토크를 측정해 제

구동축

S&T 중공업

Eurocopter(프)

19.감지데이터 저장장치

위다스

Smiths(영)

주로터 제동장치

한화

없음

19.지상분석장비

위다스

Smiths(영)

및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자리 비행성능 자료를 확보했다. 이러한 시험들은 비행시험 전

기계식링키지/페달

한화

없음

19.상태진단 S/W

KAI

Smiths(영)

주로터 훨타워 시험(Main Rotor Whirl Tower Test)은 헬리콥

에 지상 훨타워 시험을 통해 로터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 비행

비행조종모의시험장치⑵

KAI

없음

20.비행훈련장비⑵

KAI

없음

터 비행시험 전에 지상에서 실시하는 개발시험으로 로터의

시험 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2009년 10

성능, 동적 안정성, 하중, 소음, 후류속도 등을 측정하는 것

월에는 비행 전에 수행되는 비행 전 내구성시험(50시간)을 성공

을 말한다. 훨타워 시험은 로터 허브 및 블레이드가 헬리콥

적으로 끝내 비행시험 진입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더불어 모든

터에 장착되기 전에 로터 특성 검증을 위해 수행하는 필수

비행시제의 주로터 블레이드에 대한 동적 밸런싱을 수행했으

시험평가업무로, 훨타워 시험을 통해 그 특성이 검증된 로터

며, 동적 밸런싱 시험 과정에서는 비행시험용 부착 센서들의 영

동력터빈⑴
⑴

KAI(14개)

⑴ 엔진 구성품 중 개발품목은 3개이며, 엔진통합에 필요한 부품(5개)은 구매
⑵ 구성품은 아니지만, 민군겸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훈련체계 및 시험장치로 지경부에서 지원

또한 시험용 블레이드 가진을 위해 유압 가진기가 있어 주로터

주요특성이 모두 충족될 것으로 예측된다.

으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구성품 개발을 지원하며, 한국항

는 헬리콥터에 장착되어 비행할 수 있다. 또한 로터 개발 시

향성 등에 대해서도 약식 동특성 시험 및 성능시험 등을 통해

비행시험평가는 시제기 4대로 24개월(1,000비행시간) 동안

공우주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출연금 2,838억 원과 업체투자

신규 설계/제작된 허브 및 블레이드는 훨타워 시험을 통해

지상 훨타워에서 충분히 검증했다.

실시할 계획이며, 2010년 10월에는 초도운용시험평가를 실

를 포함한 총 3,332억 원의 예산으로 엔진 및 로터 블레이드

시해 개발성공여부를 잠정 판단함으로써 초도양산 여부를

등을 비롯한 14개 분야(계약기준) 18개 구성품에 대한 국산

결정할 것이다. 이후 2011년 2월부터 양산 1호기의 제작에 들

화 개발을 주관한다.

로터 허브/조종장치

어가고, 2012년 6월까지 모든 개발사업을 종료하는 동시에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구성품 내용

한국형헬기개발사업에서 지식경제부는 3,902억 원의 예산

로터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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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1호기를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로터 구성품 피로시험설비 주요 사양

온 주로터 시스템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시험을

구분

주요 사양

진행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그동안 축소 로터 시스템

시험치구

·주로터 블레이드용 2 set
·꼬리로터 블레이드용 2 set
·허브/조종용 1 set

에 국한됐던 국내 로터개발시험 기술을 실물크기 로터 시스템
까지 완벽하게 적용해 실제 개발되고 있는 헬리콥터 인증시험
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는 국내 로터시험 기술을 세계적 수
준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헬리콥터의 주로터 시스템 개발시험을 독자적으로 수
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훨타워 시험설비는 국내 양산 예정인 수리온의 주로

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 블레이드와 허브/조종 구성품에 대한 정적구

수리온 헬리콥터의 제자리 비행 시를 모사해 로터 추력, 토

조시험과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구축했다.

크 및 동력을 측정하는 성능시험을 실시했으며, 정지 비행

로터 구성품 피로시험 설비는 블레이드와 허브/조종 등을 포

시 로터 안정성을 확인하고 회전 시 로터의 동적 특성을 파

함해 5개의 구성품에 대한 피로시험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제

악하기 위해 동적 안정성시험도 진행했다. 또한, 수리온 꼬

어시스템과 데이터획득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시험하중 부

리로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통해 구조물의 파손 및 마

가를 위해 필요한 유압공급장치(HPU)는 120GPM급 1기와 90

유압시스템

·HPU 2기(120GPM.90GPM)
·유압작동기 11기

시험하중
제어시스템

·Moog FCS controller 5 set
(유압 작동기 제어용)

모로 인해 비행체에 일정 운용 기간 동안 기준 이상의 성능

GPM급 1기로 구성됐으며, 제어시스템은 총 5기가 구축돼 각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비행 전 내

각 16개 채널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획득시

데이터
획득시스템

·HBM MGC-plus 5 set
(총 240 channel)

구성시험을 수행했다.

스템은 총 5기가 구축돼 각각 48채널에 대한 시험데이터를 획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험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고, 개발된

득해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하중을 부가하기 위해 블레

실물크기 꼬리로터에 대한 지상성능시험을 수행해, 로터 회

이드 피로시험의 경우 총 6기의 유압작동기와 2기의 전기모

터 블레이드의 동적 발란싱에 사용될 예정이며, 나아가 국내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이처럼 훨타워는 구축 완료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리

개발 예정인 민수헬기, 무인헬기, 공격헬기 등 주로터 시스

를 장착해 2,000rpm까지 회전이 가능하며, 향후 증속기를 장

전시험 기술을 정립했다. 또한 꼬리로터 훨타워 시험설비는

터를 이용하며, 허브/조종 피로시험은 총 6기의 유압작동기

템의 성능 및 특성 검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착하면 최대 4,000rpm까지 회전이 가능하다. 또한 꼬리로터

설계부터 제작/설치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완료했다.

를 이용한다. 또한 시험하중 측정에 사용되는 로드셀(load cell)

꼬리로터 훨타워 시험(Tail Rotor Whirl Tower Test)은 개발된

의 성능시험을 위해 지면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상에

한편, 꼬리로터 훨타워 시험설비는 수리온 꼬리로터 지상성

의 검교정을 위한 10톤/50톤 인장/압축 시험기를 구축했다.

헬리콥터 꼬리로터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는 지상 회

서 로터 직경 이상의 높이에 설치됐으며, 수리온 꼬리로터 시

능시험뿐만 아니라, 향후 축소 주로터 및 꼬리로터, 팬덕트

로터 구성품 피로시험설비를 이용해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시험으로 꼬리로터 훨타워 시험설비에서 시행한다. 꼬리

스템의 특성에 맞춰 시스템 장착 및 피치 구동이 용이하도록

등 로터 연구개발을 추진할 때 훨 시험을 위한 테스트 베드

기동헬기(KUH) 수리온의 로터 블레이드와 허브/조종 구성

로터 훨타워 시험설비는 헬리콥터 로터의 연구개발을 위한

설계/제작됐다. 이 밖에도 구동축의 비회전 스외시판의 높이

(test bed)로 활용이 가능하며, 정립된 시험기술은 향후 로터

품에 대한 개발인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

시험 설비로‘KHP민군겸용핵심구성품개발사업’
의 일환으

조절을 통해 블레이드 피치각을 제어할 수 있는 조종시스템

회전시험을 위한 중요한 기술로 활용 될 수 있다.

년 8월까지 주로터 블레이드와 꼬리로터 블레이드 및 로터

로 2008년 제작됐으며, 2009년 수리온 꼬리로터시스템에 대

과, 스트레인게이지, 가속도계, 하중밸런스 등에서 측정되는

로터 시스템은 엔진의 회전력을 전달받아 항공기의 비행에

슬리브에 대한 제한하중 및 극한하중 시험을 완료했으며, 이

116

한 지상성능시험을 추진했다. 시험설비를 제작할 때 한국항

자료를 얻고 처리하기 위한 자료획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필요한 양력, 추력 및 조종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로터

후 수명요구도를 입증하기 위한 피로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117

공우주연구소가 개발한 축소로터 시스템을 장착해 시험설

또한, 꼬리로터 시스템이 공탄성적 불안정성이 없다는 동역

시스템이 회전할 때 블레이드 주위에 발생하는 주기적인 형

특히 2009년 11월에 로터 블레이드 2시제 피로시험을 완료해

비에 대한 성능 검증을 진행했으며, 시험설비의 문제점을 수

학 특성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가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태의 공력 변화는, 고주기 특성의 반복하중으로 작용해 로터

피로수명이 10,000시간 이상임을 입증했으며, 이를 통해 비

정/보완해 수리온 꼬리로터 시스템에 대한 지상성능시험 및

꼬리로터 훨타워 시험설비는 전라남도 고흥군 한국항공우

시스템의 구조적인 안전성과 피로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

행시험에 앞서 로터 구성품의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에 크게

내구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연구원 항공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개발된 수리온 시제에

치게 된다. 따라서 로터 구성품 피로시험(Rotor Component

기여했다.

꼬리로터 휠타워 시험설비는 최대 460kW의 파워로 감속기

대한 성능시험, 동적안정성 시험 및 내구성 시험 등을 수행

Fatigue Test)은 회전익 항공기를 개발할 때 로터 시스템의

그동안 로터 구성품의 정적시험과 피로시험은 축소형 시편

각 구성품별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 피로수명 요구도의 입증

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실물 크기의 로터 구성품에 대한

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다.

시험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수리온 로터 구성품에 대한

로터 구성품 피로시험 설비는 회전익 항공기의 로터 시스템

개발인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실물 크기의 로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평가 설비로서 로터시스템을 구성하

터 구성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평가 수행능력을 확보했다. 이

는 블레이드와 허브/조종 각 구성품에 대한 정적강도와 피

를 통해 로터 시스템 구조시험 수행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

로수명을 평가하는 시험설비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 로터 구성품 피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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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P 엔진 고도시험설비

꼬리로터 훨타워 시험설비

시험설비에 장착된 꼬리로터

로터 구성품 피로시험 설비

블레이드 피로시험 장면

로터 슬리브 피로시험 장면

시험 중인 KHP 엔진

2장 항공 연구

2009년 2월까지 총예산 58억 원이 투입됐다. 이 연구를 통해

연료펌프

계기(Fuel Indicator)로 구성된다.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와 성과가 있다.

한국형 헬기에 장착되는 터보샤프트 엔진의 고공성능을 시

한국형기동헬기의 연료펌프는 연료승압펌프와 연료이송펌

연료량측정장치는 연료탱크 내 잔여 연료량을 측정해, 좌/

향후 로터 구성품 피로시험설비는 민수 헬기, 무인 헬기와

험하기 위한 엔진고공시험설비를 확보했다. 이때, 기타의 지

프로 구분된다. 연료승압펌프는 연료 저장용기 그룹의 내부

우 탱크 그룹별 연료량과 총 연료량을 NVIS(Night Vision

같은 회전익 항공기의 로터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성

상시험설비와는 달리, 실제 항공기가 비행할 때와 동일한 조

에 하나씩 장착되며, 다양한 지상자세와 비행조건 하에서 일

Imaging System) 기능이 적용된 연료량표시계기에 표시한다.

과 피로수명 평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건에서 수행해야 하는 엔진 고도시험을 위해 비행환경 모사

정 유량과 일정 압력의 연료를 엔진계통으로 공급한다. 연료

또한 MIL-STD-1553B 통신방식을 이용해 연료량 정보와, 자

를 위한 복잡한 부대설비를 추가로 구비했다.

이송펌프는 두 개의 연료 저장용기 그룹 사이에 장착되며,

체고장진단(BIT) 결과를 미션 컴퓨터(Mission Computer)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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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비의 구축으로 한국형기동헬기 엔진의 실기 장착

두 그룹의 연료 무게 차이가 허용된 위험 범위를 초과하지

공한다. 연료량의 계산은 유전율 및 항공기 비행자세에 따라

한국형기동헬기의 엔진은 GE사의 T700-701C,D 엔진을 한

을 위한 모든 개발시험 및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됐

않도록 양방향으로 연료를 이송한다.

보정함으로써, 유종의 변경, 항공기 자세변동에 따른 연료량

국형기동헬기에 적합하도록 수정 설계한 형태이며, 주 설계

다. 2010년 현재까지 본 설비를 활용해 노즈콘 방빙시험, 자

한국형기동헬기 연료펌프는 기존의 해외 연료펌프에 비해

측정 오차를 최소화한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 전기적으로 독

변경 내용은 고성능 동력터빈 장착, 후방 구동형으로 개조

동 재점화 시험 등 한국형기동헬기(KUH) 엔진 개발에 필요

20~25% 정도 경량이며, BLDC 모터를 동력원으로 채택해 일

립된 저/고 연료 주의 신호를 제공하며, 연료량측정 기능과

및 이중 채널 FADEC의 적용 등이다.

한 시험을 진행했으며, 정상상태 성능시험, 과도상태 성능시

반적인 DC 모터보다 소모 전력이 낮고 진동이 적다는 장점

별도로, 좌/우 탱크 그룹 간 연료량 불균형 시, 연료이송펌프

한편, 한국형기동헬기의 부하에 적합하게 동력터빈의 블레

험, 시동/재시동시험, 안정성 시험 등 MIL 규격에 따른 인증

을 지닌다.

가 자동으로 구동되는 자동연료균형조절 기능을 포함한다.

이드, 노즐, 디스크 및 축 계통 등을 재설계해 동력터빈의 공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연료탱크

축압기

력성능을 기존 터빈에 비해 월등히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수
명도 함께 연장시켰다. 또한 한국형기동헬기의 요구도에 맞

보조동력장치

연료탱크의 AFT와 FT1 탱크는 엔진1에 연료를 공급하며

축압기는 국내독자기술 개발품이며 누설 최소화 설계 및 향

도록 후방 구동형으로 개조함에 따라 엔진 입구에 Nose cone

보조동력장치는 최초의 국내 독자개발 항공용 가스터빈엔

FWD와 FT2 탱크는 엔진2에 연료를 공급한다. 추락 시 탑승

상된 성능을 기반으로 축압기와 브레이크제어모듈이 결합

을 추가로 장착했다. 그리고 엔진의 신뢰도와 비행안전성을

진으로, 주 엔진 시동을 위한 압축공기를 공급하며, 보조발

자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m(65ft), 85% 이상 물 충

된 형식이다. 주기모드에서 24시간 이상 휠브레이크 압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이중 채널 FADEC을 적용했다.

전기를 구동해 주 엔진 시동 전 및 비상 시 전력을 제공한다.

전 조건에서 낙하 후 연료누설이 없도록 내충돌성을 고려해

유지하며 비상모드에서 최소 10회 이상 휠브레이크를 작동

한국형기동헬기 엔진 고도시험 연구에는 2007년 2월부터

등가 출력은 100kW이며, 넓은 범위의 고도 및 온도조건에서

설계됐다.

하기 위한 유압을 공급한다.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12.7mm(0.5in) 철갑탄(AP)에 대한 자체밀폐 기능을 가지며,

압축기 설계 최적화를 통해 충분한 서지 마진을 확보했으며,

특히 FT1, FT2 탱크는 14.5mm(0.57in) 철갑탄(AP)에 대한 자

유압펌프

중량저감을 위하여 유성-링기어를 이용한 기어박스 설계가

체밀폐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유압펌프는 전체 효율 85% 이상의 가변용량 압력보상형 피

KUH 엔진 고도시험설비 주요 사양
고도 범위
마하수 범위
온도 범위
DAS
최대 공기유량

SL ~ 20,000ft
0 ~ 0.37
-54℃ ~ 57℃
500 channels
40kg/sec

최대 출력
최대 토크
최대 회전수
속도측정 정확도
토크측정 정확도

3,200HP
1,200ft-lb
30,000rpm
±0.1% F.S
±0.2% F.S

적용됐다. 동력 발생부는 원심형 압축기, 환형 역류형 연소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설비를 설계부터 제작 및 설치까지 순수 국내 기술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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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 펌프 형식으로 3000psi 유압을 공급한다. 9개의 피스톤

기, 반경형 터빈으로 구성되며, 기어박스에는 보조 발전기,

연료량측정장치

을 사용해 압력맥동을 최소화했고 펌프의 입구포트에 임펠

전기 시동기, 연료 펌프, 오일펌프가 장착되어 구동된다.

연료량측정장치는 정전 용량형 연료량 측정센서부(Tank

러를 적용해 5psia의 최소 입구 압력에서 작동이 가능하다.

Unit)와 신호처리장치(Signal Conditioning Unit), 연료량표시

축압기
보조동력장치

연료펌프

유압펌프

연료탱크(FWD 탱크) 내충돌성능 시험평가

내충돌성 연료탱크

연료량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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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으로 처리해 정확한 속도와 고도를 제공한다.

6. 항공안전기술 개발사업

부출연 1,330억 원, 민간 218억 원)이며, 4개의 핵심과제 및
15개 세부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착륙장치는 유공압 방식의 완충장치를 적용해 주요 착륙조
건에서 75% 이상의 완충효율을 확보했다. 특히, 내추락 설계

연구 성과

(1) 사업 배경

들 각 기관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과 사업 목표에 대한

를 통해 비상시에도 승무원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

고정익 항공기에 비해 헬기는 제자리 비행능력뿐 아니라 수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의 일차 목표는 항공안전관리 기반기

일관된 협력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

했다. 보조 착륙장치는 추락 시 붕괴 메커니즘이 작동해 착

직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

술을 확보하고 항공기에 대한 국제수준의 인증체계를 구축

을 구성했다. 또한 사무국 및 총괄체계관리팀을 통해 유기적

륙장치가 조종석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 착륙장치

적합한 기종이다.

해, 한미간 소형항공기급 상호항공안전협정(BASA:Bilateral

운영체계를 정립했으며, 체계적·효율적 총괄 사업관리 및

는 크래쉬 밸브(crash valve)를 이용해 동체가 지면에 충돌할

헬기 시장은 일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정익 항공기 시장

Aviation Safety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

기술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때까지 에너지를 계속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과 달리, 소량 구매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마케팅 전략에 따

로 국가 항공종합 안전시스템 기반 및 항공안전 인프라를 구

항공우주품질인증센터는 3핵심 주관기관으로서 소형항공기

내추락 설계를 통해 헬기 전체의 에너지 흡수 능력과 안전성

라 매출 실적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 또한 군용 고정익 항공기

축하고, 나아가 세계 중하위권의 국내 항공안전 수준을 선진

급 BASA 체계구축 및 시범사업 인증과 항공기 기술기준 및

및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의 대표격인 전투기는 전략무기로 간주되어 수출에 제한이 많

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세계 항공안전 5대 선진국에 진입한

계속감항성 유지체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 소형

개발한 착륙장치에 대해서는 낙하시험, 정적시험, 피로시험, 환

은 반면, 군용 기동형 헬기는 수출제한이 없고 수요 국가가 많

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항공기 형식증명 및 항공기 기술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경시험 등의 인증시험을 진행했다. 낙하시험을 통해 다양한 착

을 뿐 아니라, 민수용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은 2006년에 수립된 건설교통 R&D

고 있다. 또한 항공안전본부는 4핵심 공동기관으로 소형인

륙조건에 대한 완충성능을 입증하고, 정적/피로시험에서는 정

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위권 규모의 군용 헬기를 보유하고

중장기 계획 및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에 따라 2007년도

증기 개발에 참여해 인증기 형상에 대한 풍동시험과 구조시

적 구조강도 및 반복하중에 대한 피로수명을 확인했다. 한편,

있으며, 민간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헬기가 이용되고 있다.

항공선진화(NEXT)사업 항공분야 신규 R&D로 추진됐다. 이

험 및 착륙장치에 대한 시험 등을 담당한다.

국내 최초의 착륙장치 낙하시험 전용설비 구축 등 인프라 확보

제자리 비행이 가능한 헬기는 공중측량, 물자 및 인원 수송,

후 2007년 9월에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항공안전기술개발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이 수행하게 된 주요 과제로는 항

와 시험평가 관련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국산화에 기여했다.

소화 구난작업, 농약살포 등의 민간임무에도 적합한 기종이

사업단 기획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적 항공안전기술을 구축

공사고예방기술, 항공안전평가 및 안전인증기술, 소형항공

다. 하지만 현재 국내 운용중인 민간헬기는 200대를 넘지 못

하기 위한 국토해양부 VC-10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12월

기급 BASA 체계구축 및 시범사업 인증, 소형항공기급 인증

대기자료시스템

해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남

24일에 사업단이 발족됐다.

기 개발 등이 있다.

한국형기동헬기의 대기자료시스템은 속도, 고도, 온도를 측

북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역이나, 이착륙 허가

2007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6년 5개월 동안 추진되

정하기 위한 2중 구조다. 컴퓨터는 DO-178B Level A 기준을

등 헬기 운용환경이 자유롭지 못한 때문이다.

고 있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1,548억 원(정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동정압 프로브는 MIL-

향후 운용환경 개선이나 남북통일 등의 변화로 인한 내수 시

P-83206B 요구도를 만족하는 방빙/제빙 기능을 갖고 있다.

장 증가, 군용헬기의 대체 및 신규수요, 운용유지, 민수헬기

대기자료컴퓨터에서 계산된 데이터는 ARINC-429채널로 비

시장급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국내 헬기 내수시장이 빠르

행조종계통/항법계통에 전송되어 정밀한 항법 및 제어를 가

게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헬기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헬기의

능하게 한다. 동체형상에 따른 위치오차는 CFD해석을 통해

10배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는 세계 고정익기 산업에 적용할

구한 프로브 형상에 의해 1차 보정되고, 추가 발생하는 오차

경우,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는 비행시험을 통해 보정값을 구하며, 컴퓨터에서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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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핵심과제1

핵심과제2

핵심과제3

핵심과제4

항공사고예방
기술개발1

항공안전평가 및
안전인증 기술개발

항공기급 BASA 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인증

소형항공기급
인증기 개발

1-1 실시간 안전진단(HUMS)
시스템 개발

대기자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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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개요 및 내용

과제총괄위원회

주/보조 착륙장치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주/보조 착륙장치

2-1 항공인증시스템 평가
프로그램 개발

3-1 소형항공기급 BASA 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인증

4-1 소형항공기급 인증기 개발

1-2 합성 비행영상 시스템(SVD)
개발

2-2 미래항공인증기술 개발

3-2 항공기 기술기준 및 계속
감항성 유지체계 개발

4-2 항공기 인증/설계
통합 기술개발

1-3 소형항공기급 지상충돌
경보장치 개발

2-3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인증 기술개발

3-3 항공용 S/W 인증기술 개발

1-4 설계검증 기술개발

2-4 항공운항품질보증체계
기술개발
2-5 항공사 운항안전 감사
/평가시스템 개발
2-6 항공운항 성능측정 및
평가시스템 개발

5차년도 착수
6차년도 착수

2장 항공 연구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과제구성

1차년도 착수

사, 각종 분석자료, 계산자료, 시험계획 및 결과 등의 적합성
평가,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수행 결과에 따라 소형항공기에 대한 국내 최초의 독
자적인 형식증명을 발급하고, 그 과정에 대해 미연방항공청
의 절차에 따라 기술평가를 받아 궁극적으로 미국과 상호항
공안전협정(BASA)의 소형항공기급 이행절차협약(IPA)을 체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토대로 형식설계의 적합성 확인, 시제작품에 대한 합치성 검

결하는 것이다.
항공사고예방기술 세부과제

소형항공기급 BASA 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인증 세부과제

소형항공기급 인증기 개발
이 사업은 소형항공기급 인증기 개발과 항공기 인증-설계

항공안전평가 및 안전인증기술 세부과제

소형항공기급 BASA 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인증

통합기술 등 2개의 세부과제를 통해 BASA 확대를 위한 시범

소형항공기급 BASA 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인증, 항공기 기

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소형항공기급 인증기 개발에서

술기준 및 계속감항성 유지체계, 항공용 S/W 인증기술 등 3

는 인증기의 설계 및 시제 제작(비행시험 시제기 2대, 지상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이 사업의 목표는 현재 체결된 항공

시험 시제기 2대), 국내 형식 증명 획득에 필요한 제반 시험

기 부품 수준(기술표준품)의 상호항공안전협정(BASA)을 항

평가 수행, 국내 형식 증명 획득 및 한미간 BASA 체결에 필

공기급 협정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요한 관련 서류 생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소형항공기

개발대상 항공기는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롭기로 최대이륙중

의 인증에 필요한 인증체계 및 인증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량 1,633kg, 최대유상하중 544kg, 최대속도 333km/h,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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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인원

4명

항속거리

1,852 km

최대속도

333 km/h

항공사고예방기술

항공안전평가 및 안전인증기술

항공사고 예방기술은 실시간 안전진단 시스템(HUMS), 합성

항공안전평가 및 안전인증기술은 항공인증시스템 평가프로

최대유상하중

544 kg

비행영상 시스템(SVD), 소형항공기용 지상충돌 경보장치 및

그램, 미래항공 인증기술, 차세대 항행 안전시설 인증기술,

추진형식

315 hp 엔진

설계검증기술 등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항공운항품질 보증체계 기술, 항공사 운항안전감사 및 평가

최신기술적용

복합재 구조 Glass-Cockpit(차세대 통합항전장비)

항공사고 예방기술의 연구 목적은 항공안전 및 감시 기술을

시스템, 항공운항 성능측정 및 평가시스템 등 6개의 세부과

개발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인증기의 위상을

제로 구성됐다.

높임으로써 내수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과제의 목표는 미국의 항공기급 BASA를 체결하기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종사 보조 장치나 안전

위해 국내항공안전평가 및 기술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성 향상시스템을 개발하고, 항공기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BASA 체결은 우리나라가 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

설계/해석기술을 통합 개발해 국내 항공안전수준을 향상시

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계적 수준의 민

키는 것이다. 이는 국제 항공관련 기구나 항공선진국 등에서

간항공기 인증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항공사

요구하는 항공안전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 및 보급하고 유

고 발생률을 항공선진국 수준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항공안

지 보수함으로써, 국내 항공기 운용자들의 항공사고 노출 위

전프로그램 및 이에 대한 평가 및 감독 기술을 개발해, 미연

험도를 낮추어 국가 위상을 높이고, 항공사고로 인한 막대한

방항공청(FAA)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기 및 차세대항행시설

경제적·사회적·인적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에 대한 인증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FADEC(디지탈 엔진제어)

4인승급 차세대 소형프롭기

KC-100 Propeller Power On 및 지면효과 풍동시험-항우연 중형아음속 풍동

2장 항공 연구

7. 공통핵심기술 및 미래기술개발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항속거리 1,852km이며, 추진형식은 315hp급 가솔린 엔진 및

놓은 계기가 됐다.
항공분야 이외에도 지상경계층을 이용한 풍공학 분야로의

복합재이다. 또한 글라스-콕핏(Glass-Cockpit), 오토파일럿
(Autopilot) 등 최신기술을 적용했으며, 2008년 6월에 시작해

(1) 공력 분야

응용 수요를 미리 예측해 2001년 지상풍 재현 설비를 갖췄으

2013년 5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풍동시험 핵심기술 연구

며, 외나로도에 건립되는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부근의 해상

개발 항공기는 최신 전기체 대형 복합재 제작기술을 적용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책연구사업을 통해 국내 항공우

풍 특성을 연구했고, 이와 연관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선

중량을 절감하고 공정을 단축시키는 등 생산 원가를 절감할

주산업의 지원과 항공우주기술의 육성을 위해 반드시 갖추

박 회사 및 관련 연구기관들로부터 선박 시험 요구를 꾸준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 업체와 공동으로 1차

어야 할 필수시험 설비중 하나인 아음속풍동을 1998년말 완

받고 있다.

년도부터 물성치 확보 시험 및 제작성 검증 프로그램을 수행

공했다. 모형이 설치되는 폭 4m, 높이 3m의 표준시험부에

풍력 터빈의 경우도 2004년부터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 기술

했다. 또한 통합 항전 시스템을 채택하고, 글라스-콕핏과 오

서 최대 120m/s 유속 성능은 국내 최대 규모로서, 설계 당시

확보를 위한 자체 연구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풍력 터빈

토파일럿 시스템을 채택해 조종사 업무량을 감소시켰다. 이

폐쇄형인 표준시험부 이외에 대형 시험물을 위한 슬롯 시험

의 공력 기술 분야에서 국내 우위를 선점하고 신규 과제에

는 한 명의 조종사로도 운항이 가능하게 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와 회전익 항공기를 위한 개방형시험부를 교환형으로 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공력 최적화를 위해 효율이 뛰어난

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 이후 2005년도에 국내에서 헬리

최근에는 한국형헬기 사업의 일환으로 동체 공력 특성 측정,

에어포일 설계를 수행하고, 풍동 및 비행 시험을 통해 검증

콥터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개방형시험부의 필요성이 대두

배기순환 특성 연구뿐만 아니라, 로터의 공력 특성 측정 및

술로서 주로 양력증대, 항력감소 및 비행 안전성확보 등이

함으로써 우리나라 공력 설계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

되었고, 노즐의 크기가 폭 5m, 높이 3.75m이며 최대 풍속이

광학 측정 기법을 이용한 블레이드 끝단 와류 연구 및 소음

있다. 형상설계는 주로 경험에 의존해 이뤄지는데 전산해석

시켰다. 일렉트릭 파트(Electric Parts) 역시 전기적 장치를 확

72m/s인 개방형시험부를 2007년 11월에 완공해 국내 최고의

원 측정 시험을 성공리에 완수해, 각종 항공기는 물론 산업

및 풍동시험과의 연계를 통해 설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

대 적용함으로써 부품의 효율성과 정비성을 높였다.

풍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체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며, 최근 급격히 발전한 최적설계기법과 전산해석을 연계한

향후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고출력 디젤 엔진을 채택함으로

2010년 현재, 아음속풍동은 항공기는 물론, 고속 운송체 개

한편, 2002년도에는 국가지정연구실로 선정돼 풍동 생산성

최적설계 기법을 활용한 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다.

써 경제성을 확보(가솔린 왕복엔진과 병행 검토하고 추후 인

발을 비롯하여 바람의 영향을 받는 물체에 대한 다양한 시험

향상 및 국가 풍동 시험실의 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전산해석은 성층권비행선 개발, 스마트 무인기 개발, K31 헬

증 취득 여부를 판단해 장착)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있으

평가 설비로 활용되고 있다.

를 위해 2003년 ISO9001을 획득해 풍동 운영 및 시험 절차에

기시뮬레이터 개발, 에어로스탯 개발, 중소형기 개념설계 및

124

며, 피스톤 프롭기의 단점인 승객 편리성 및 안락성을 극대화

1999년 말부터 시험이 수행된 선미익 항공기(반디호)를 비

대한 표준 운영안을 마련했으며, 국내 풍동 센터로서의 역할

풍력터빈 블레이드 해석 등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 및 물체의

125

하기 위해 동급 기종 대비 객실 단면 및 크기를 최대화했다.

롯해 2001년 수행된 고등훈련기(T-50)의 풍동 시험은 실제

을 위해 풍동 시험에 있어서의 불확도 지침서 등 10편의 지

공력특성 분석 및 공력예측에 활용되어 예측의 정확도 향상

2014년부터 국내 판매와 해외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며, 미국

개발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항공기 전기체 공력 데이터 산

침서를 발간하는 등, 국내 풍동 분야 연구자들과 기술을 공

및 활용도를 높여왔다.

Frost & Sullivan사의 시장예측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852대

출 기법, 모델 지지대 효과 분석, 데이터 처리 등의 기술 확

유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선진 풍동들과의 활발한 기술교류를

형상설계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은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경

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립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 무인기 시

위해 풍동 완공 초기 메릴랜드 대학교로부터 시험 모형을 들

험식 및 설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에어로스탯 형상설계, 스

험의 경우 로터가 없는 동체 정적 시험을 비롯, 로터를 장착

여와 비교 시험을 진행했으며, 러시아 TsAGI와 소형기 파워

마트 무인기 및 풍력터빈 블레이드 익형 등을 수행했다. 또

한 파워 시험까지 수행해 풍동 시험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

시험 및 헬기 로터 풍동 시험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최근에

한 전산해석과 연계한 최적기법으로 소형항공기 고양력장

국토해양부 VC-10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안전기술개발사

는 네덜란드 NLR과의 헬리콥터 비교 풍동 시험을 통해 아음

치 및 천음속 항공기 날개형상 설계기술을 개발했다. 이러한

업은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소형인증기(KC-100)를 개발

속풍동 시험 기술이 선진국 대열에 올랐음을 입증했다.

경험을 기반으로 장기체공 무인기 형상설계, 풍력터빈블레

중형아음속풍동은 지금까지의 운영 경험과 미래 수요 예측

이드 형상 설계 등이 추진되고 있다.

(3)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의 의의

하고, 국내인증 및 미국 FAA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가 인

아음속 풍동

스마트 무인기 전산유체 해석

증 기술력 제고 및 소형항공기급(FAR 23급) BASA 체결을 완

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을 유동 제어 기술, 광학 계측 기

료하는 것이다.

술, 소음 저감/측정 기술로 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추진해

(2) 구조 분야

이는 낙후된 국가 인증 기술력을 국제 수준급으로 격상시키

나갈 예정이다.

구조 분야 핵심기술 연구
이 분야에서는 1991년부터 4년간 러시아 TsAGI와 협력하여

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중대형 항공기와 헬리콥터
전산유체역학 및 형상설계기술 개발

고정익기 하중해석 및 설계 프로그램 아르곤(ARGON)을 개

한 항공안전 측면에서도 차세대 사고예방기술 및 안전평가

전산유체역학은 비행체 주위 공기의 흐름을 전산해석을 통

발했다. 아르곤은 수호이와 같은 군용기 개발에 사용하기 위

기술의 확보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항공안전 기술력을 확보

해 모사함으로써 비행체 주위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분석하

해 러시아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항공안전기술개발분야에서 세계 5위

고 비행체의 공력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형상설계기술은 비

TsAGI와 공동으로 이 프로그램에 미연방항공규정(FAR)을 적

권의 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행체의 성능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외부 형상을 설계하는 기

용할 수 있도록 개발/수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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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한 인증 기술력 확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또

공압 공급부
서어보 제어장치

여압장치

HDM

프로세서부

프로세서부

신호처리부

신호처리부

밸브 운전부

밸브 운전부

주제어장치
HSM

프로세서부

데이터
획득장치

서어보제어국

프로세서부

DAC제어국

신호처리부

제어패널

아르곤을 사용한 하중해석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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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Control
Unit

유연날개 돌풍하중 완화기술 연구

HPS
506.52

HPS
506.61

탄성체로 모델링하고 리츠(Ritz) 방법을 써서 각 설계 하중에

Terminar
HPS
506.82

Workstation

컴퓨터시스템

유압 공급부

대해 변위, 변형율, 그리고 응력 등의 해를 구한다. 다섯째,
정적 강도 및 좌굴 강도 파손식을 적용해 안전 여유 계수를

전기체 구조시험 장비 통합도

구하고, 판넬의 두께, 보의 단면 등을 최적화 설계한다. 여섯
째, 공기역학, 비행역학, 구조역학을 고려해 설계/해석의 여

복합재 Z-피닝 신기술 개념 및 상하부 치구

러 과정을 반복 수행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면 공탄성

조물의 취약한 층간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Z-피닝 신기

150톤 시험기를 보유하고 있다.

및 피로 특성을 평가한다. 일곱째, 공탄성을 해석할 때는 고

술을 고안해 미국, 유럽, 일본 등에 특허출원했으며, 고안된

본 시험실에서는 항공우주비행체의 구조시험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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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진동수와 진동 모우드를 구하고 플러터 속도를 얻는다.

신기술을 적용하고 시제품을 제작해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있으며, 지난 20년간 수행한 주요 구조시험들로는 8인승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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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르곤은 많은 선진국 항공기 제작사들이 최근에 활발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큰 균열이 발생한 복합재 구조물의

발복합재 항공기, 4인승 선미익 항공기, 고등훈련기에 대한

히 연구개발하고 있는 다분야통합설계 프로그램의 기반기

잔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T-50항공기에 대한 전기체 정적시험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술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

한편, 2010년부터 2012년까지를 목표로 태양전지 전기비행

로켓(KSR-III) 및 한국형우주발사체 1호 (KSLV-1)에 대한 구

켜 나간다면 다분야통합설계 기술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

기 유연날개 구조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조시험을 시행했으며, 2010년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한
국형헬리콥터(KHP) 주요 구성품인 주로터의 주요부품에 대

으로 예상된다.
구조시험 기술 연구

구회를 주관으로 3~4년 단위의 중기 목표를 세우고 구조분

항공기 구조시험평가는 구조설계, 해석과 함께 항공기 구조

아르곤은 고정익 항공기 설계에 필요한 공기역학, 비행역학,

야 핵심기술에 대한 기본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개발의 3대 주요 기술 분야 중 하나다. 항공연구본부에서는

구조역학, 피로, 동역학, 공탄성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을 유기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비행체의 구조 안전성 향상을 위

『항공기 시험평가시설 설치 운영사업』
과『비행체 핵심시험

적으로 체계화한 프로그램이다. 아르곤의 주요 특징을 살펴

해, 운항 중 유연한 비행체 날개에 작용하는 갑작스런 돌풍

장비 구축사업』
등을 통해 구조시험설비를 구축했다. 한국항

보면 첫째, 선형 판넬법을 사용해 항공기의 초기단계 설계

하중을 조종면의 능동제어를 통해 완화시키는 기술에 대한

공우주연구원이 확보하고 있는 주요설비로는 전기체(全機

에 필요한 공력 및 공력 특성 계수를 해석한다. 둘째, 항공기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국내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體) 구조시험설비와 피로시험기가 있다.

의 형상, 성능, 중량 등에 대하여 피칭, 롤, 요잉의 기동과 돌

않은 풍동시험을 통한 돌풍하중 완화기술 검증 방법에 대한

전기체 구조시험설비는 항공기 전체 구조의 조립상태에서

풍 조건을 고려해 미국항공규정 FAR 25를 만족하도록 공기

연구를 통해 기술 기반을 구축했다.

시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항공기 개발에 필수적인 시험이다.

력과 관성력을 해석한다. 셋째, 비행운동에 필요한 조종면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복합재 구조 손상허용 해석 및 성

전기체 구조시험설비의 주요 구성을 살펴보면, 시설로는 강

각변위를 해석한 후 공력 모델의 선형시스템에 근거해 중첩

능향상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저속충격을 받은 복합적

반(Strong floor)이 있고, 장비로는 제어장비 및 데이터 획득장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조건의 설계하중을 매우 효율

층구조물의 충격손상영역 및 잔류압축강도에 대해 실험적

비 그리고 유압공급 장치와 유압작동기, 여압장치 등이 있다.

적으로 얻을 수 있다. 넷째, 항공기 구조물은 보와 판넬 등의

및 해석적인 방법으로 연구했다. 연구과정에서 복합적층구

피로시험기는 설계개발시험에 주로 사용되며, 현재 25톤과

한 구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T-50 전기체 정적 구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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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3년부터 연구원 상위 조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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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V-I 구조시험

민항기 설계개발시험

T-50 전기체 구조시험 장면

주요 설계개발시험으로는 기본훈련기와 고등훈련기에 대한

체의 정적하중에 대한 건전성(Structure integrity)을 평가하

운영설계를, 2단계에서는 시험장치 제작 및 설치 그리고 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90년대까지 가스터빈 관련 핵심기

설계개발시험과, 민항기인 보잉과 에어버스가 개발하는 복

기 위한 것이었다.

비의 확보, 교정 및 설치 연구를 진행했다. 3단계에서는 전

술을 확보하고 기반설비구축을 완료했고, 이후 본격적인 가

합재 항공기 구조에 대한 설계개발시험을 수행했으며, 복합

시험기간은 1999년 10월에서 2004월 8월까지 약 4년 10개월

기체 설계제한하중시험을, 4단계에서는 전기체 극한하중시

스터빈기관의 개발과, 복합사이클에의 응용연구를 진행했

재 구조에 대한 설계개발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챔버와

간이었으며, 수행업무 범위는 시험하중 해석, 시험장치 개발

험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국부하중시험을 수

으며, 차세대 추진기관 관련 연구 또한 병행했다.

오븐을 활용한 시험을 일부 추진했다.

(설계, 제작, 설치), 시험장비 운용 설계, 시험수행 등이다.

행했다. 시험수행 결과 고등훈련기 전기체의 정적하중에 대

1994년에는 당시 과학기술처의 지원 하에 러시아 중앙항공

향후 10년간 수행할 주요 시험으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체 시험은 전기체 시험과 국부시험(Local Test)으로 구분해

한 건전성을 확인했다.

엔진연구소(CIAM)와 공동으로 한·러 항공우주연구센터

BASA 인증용 소형항공기에 대한 전기체 정적 및 피로시험

진행했으며, 두 가지 시험에 대해 각각 설계제한하중시험과

한편, 전투기급 항공기의 전기체 정적시험을 순수 우리기술

(RUKAR)를 현지법인 형태로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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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해, 정부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100인승급의 중

국한하중시험을 수행했다. 시험순서는 전기체 설계제한하중

로 계획·준비·수행했고, 본 시험을 통해 축적된 국내 전기

용 가스터빈엔진 설계 및 성능시험 기술, 항공엔진 관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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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항공기와 한국형 우주발사체 2호(KSLV-2)에 대한 구조시

시험, 전기체 극한하중시험, 국부하중 시험 순으로 진행됐다.

체 정적 구조시험기술은 항공기 인증급 기술에 도달한 것으

기 설계기술 등 항공추진을 비롯한 전반적인 항공우주에 관

험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체 설계제한하중시험은 개발항공기의 초도비행을 위해

로 평가됐다. 향후 국내 인증급 항공기 개발 시 본 사업을 통

련된 기술을 개발했다. 그리고 1997년 영국의 Rolls-Royce사

필요한 6가지 시험 조건들에 대해 시행했다. 전기체 극한하

해 확보한 설비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인증급 항공기

와 공동으로 설립한 한영항공기술공동연구센터(KURC)에서

T-50 전기체 정적시험

중시험은 31가지 시험 조건들에 대하여 진행했고, 국부하중

개발을 효율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는 항공기용 제품 및 부품의 재료, 생산, 설계 기술에 대한

(T-50 Full-scale airframe Static Test)

시험은 12가지의 시험조건에 대해 실시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개발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산업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T-50 전기체 정적시험을 효율적으로

(3) 추진기관 분야

(KAI)로부터 수탁한 고등훈련기 전기체 정적시험을 수행했

추진하기 위해 크게 5단계로 구분해 진행했다. 1단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구본부의 추진기관팀은 연구

다. 전기체 정적시험의 목적은 개발항공기의 전체 항공기 기

시험계획과 시험하중 해석, 그리고 시험장치 설계 및 장비

원 창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가스터빈엔진 핵심기술개발, 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수행했다. 또한,‘항공기용 엔진의

험평가 및 차세대 고속추진기관 핵심기술개발을 주도적으

가스터빈/연료전지 혼합형 발전시스템의 시현

로 수행해왔다. 연구소가 창설되기 이전인 1988년부터 4년

Program Schedule

간 진행된‘가스터빈엔진 시스템 개발(1988~1992)’
과제의

The 1st Flight
2002.08.20

저공해 연소기 설계기술 개발’
,‘항공기용 엔진의 고효율 압

경우 국내 최초 가스터빈 관련 국책연구과제로서 국내 가

End of
Local Test

스터빈엔진 관련 연구의 시발점이 됐다. 이후 산학연 공동
1999.10

2001.03

2001.12

Test load analysis
Design/analysis of
test systems

2002.03
End of
100%DLL Test

2004.02 2004.07
2003.12
2004.08

Manufac./Installation of
test systems

End of
150%DLL Test

Test Report

(1992~1996)’
을 통해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엔진의 핵심구성
품 성능시험설비를 구축했으며, 가스터빈엔진 요소성능시
험 및 평가에 활용하며 국내 항공 및 산업용 가스터빈엔진
연구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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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Execution
- 100%DLL Test : 6 different L.C.s for Full-scale airframe
- 150%DLL Test : 31 different L.C.s for Full-scale airframe
- Local Test : 12 different L.C.s for local airframe

으로 5년간 진행한‘산업용 소형 가스터빈의 요소 성능시험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시험용 스크램제트 엔진 및 연소기의 시험

5MW급 발전용 가스터빈의 연소기

압축기의 성능시험

압축기 개발의 핵심 기술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축기 설계기술 개발’
,‘항공기용 엔진의 고공환경 시험기술

료했다. 가스터빈과 고온형 연료전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항공우주연구원, 전력연구원이 함께 개발하고 기계연구원,

개발’등의 연구 과제를 추진했다. 본 사업들을 통해 항공선

운전은 미국,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이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및 KAIST가 위탁연구기관으로 함께

진국인 영국과 러시아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항공

평판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이용한 가압 하이브리드 운

참여하고 있다. Z-M사의 UGT-2500 엔진을 기본모델로 새

(4) 항행/제어 분야

기 엔진의 설계에 관한 첨단기술을 국내에 조기 정착시켰다.

전은 세계 최초다.

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본 과제는 엔진출력은 2.85MW에서

시뮬레이터 개발

1998년부터 산학연이 공동으로 5년간 수행한‘민군겸용 -

2000년부터는 가스터빈 엔진 관련 연구와 더불어 미래형 고

5.25MW로 약 2배가량 증강하면서도 NOx발생량은 기존의

소형항공기 시뮬레이터 개발 (1990~1993)

보조동력장치개발’과제에서는 국내최초로 등가출력 100마

속추진기관인 에어터보램제트 및 스크램제트 엔진 연구에

50ppm의 절반인 25ppm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소형항공기 시뮬레이터는 과학기술처 지원으로 한국항공우

력급의 가스터빈엔진을 이용한 보조동력장치의 시제품을

착수해 관련 기반시설 구축 및 핵심기술개발을 수행했다.

사업을 통해 소형 가스터빈 독자모델을 확보하고, 국내 가스

주연구원 최초로 개발한 연구용 항공기 시뮬레이터이다. 영

130

개발했다. 응용연구단계 3년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

2000년부터 시작한 비행체 핵심 시험장비 구축사업(2000~

터빈 기술기반을 구축하며, 더 나아가 2017년까지 2.7GW 보

상장치와 유압식 3자 유도 요동장치 및 조종력 모사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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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시험개발단계 2년간은 삼성테크윈(주)을 주관으로

2009)에서는 발사체용 터보펌프 시험의 공기공급원으로 활

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소형열병합발전 보급

갖추었으며 시뮬레이터 계기를 독자 개발해 사용했다.

3

하여 진행됐으며, 공동연구기관인 기계연구원과 위탁연구

용할 수 있는 320기압, 40m 규모의 고압공기탱크 및 압축

사업에 기여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는 실시간 OS 인 VMEexec 하에서 운

기관인 서울대로 구성된 산학연 추진체계에 의해 총 5차 년

기를 구축했다. 또한 비행 마하수 5 수준의 극초음속 영역을

기대되고 있다.

용되며, 다중 프로세서, 다중 작업 처리 기능을 이용해 시뮬

도에 걸쳐 추진됐다. 이 과제를 통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100

모사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연속식 극초음속엔진시험설비

또한, 항공기 엔진 국산화 및 엔진 구성품의 핵심 원천기

레이션을 수행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시뮬레이터 개발 기술을

마력 급 터보 샤프트 엔진, 가스터빈용 연료/윤활시스템 및

SETF(Scramjet Engine Test Facility)를 구축했다.‘에어터보램

술 개발을 위해 2008년 5월부터 4년간 항공우주부품개발

확보했으며 당시 추진 중인 중형항공기의 시뮬레이터 개발

엔진제어기를 개발했고, 고속발전기, 전력변환장치 및 Air

제트 엔진요소기술개발(2004~2007)’및‘스크램제트 엔진 요

사업의 지원을 받아 항공기 엔진의 핵심 원천기술 중 하

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Foil Bearing의 핵심기술도 개발·확보했다. 본 사업은 국내

소기술개발(2005~2007)’
에서는 마하수 2~6까지 운영되는

나인‘차세대 소형/고부하 압축기 다분야 통합 기술 개발

가스터빈엔진 개발의 교두보 역할을 했으며, 기술개발 결과

에어터보램제트 엔진의 흡입구 및 연소기 핵심기술과 마하

(2008~2011)’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는 한국형 다목적 헬리콥터 KUH 보조동력장치의 국산화개

수 7.6급의 스크램제트 엔진의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스

차세대 항공기 엔진은 압축기의 단별 압축비를 높여 소형이

발에 활용되고 있다.

크램제트엔진과제에서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독자 설계한 스

면서도 높은 추력을 내는 엔진으로 진화하고 있는 단계다.

2002년에는 산업용 가스터빈엔진의 미래응용분야연구

크램제트 엔진의 제작/시험을 통해 초음속 연소를 구현했다.

향후 국산 항공기 및 엔진 개발 시 중소형/고추력 엔진에 관

로‘가스터빈/연료전지 혼합형 고효율 발전시스템 개발

가스터빈엔진계열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 활용분야인 발

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추력 터보팬 엔진의

(2002~2005)’
을 수행했다. 가스터빈/연료전지 혼합형 발전

전용 가스터빈엔진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된 기술개

핵심 구성품인 소형, 고압력비 압축기 코어 시제품을 선행

시스템은 연료전지를 실증된 마이크로 가스터빈에 효과적

발 대상이다. 2005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5MW급 고효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고부하 압축기를 설

으로 결합시킨 시스템으로, 이론적으로 단순연료전지 및 가

율 발전용 소형 가스터빈엔진 개발(2005~2010)’
사업에서

계하기 위해 압축기의 공력 및 구조설계 기술을 통합하는 압

스터빈 발전시스템의 한계효율을 넘어 55~70% 가량의 열효

는 국내 최초로 5MW급 발전용 소형 가스터빈엔진을 독자

축기 MDO(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설계방법을

율을 구현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단계목표인 60kW급 가

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본 사업은 우크라이나 Z-M(Zorya-

개발 중이며, FSI 수치해석 및 정상/비정상 성능시험을 통해

스터빈/연료전지를 혼합형 발전시스템 개발 기술시연을 완

Mashproekt)사와의 기술협력을 토대로 두산중공업과 한국

개발된 MDO 설계기법을 검증하고, 차세대 항공기 엔진 및

소형항공기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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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생성

영상재현

음향재현
관제통신
보조계기
전자보기

계기패널

항법 시스템

자동비행 시스템

크를 사용해 항공기의 운동으로 인한 항공기 받음력을 조

임무장비
(기상측정센서)

AGPS

종간 및 리더 페달로 전달하는 컨트롤 로딩 시스템(Control
Loading System)을 구현했다.

IMU

항법 컴퓨터

RF 모뎀

FCC

탑재센서

서보 모터

2차 조정장치

주조종장치

훈련용 헬기 시뮬레이터 개발 (2004~2008)

지상제어 시스템

국토해양부 지원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고 썬에

PGCS

어로시스와 유니텍, 한국소프트스페이스가 참여해, 헬리콥

RF 모뎀

RGCS

FB 표적기

터 사고예방을 위한 정상/비정상절차 및 특수임무 훈련용
중형항공기 시뮬레이터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Processing) 방식의 음향시스템을 갖췄으며, 전기적인 토

장기 체공기

CASA 2종에 준하는 헬리콥터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 국내
무인표적기 자동비행 및 지상관제시스템 구성도

최초 동축반전 헬리콥터 모델링을 통해 산불진화용 헬리콥
터인 KA-32T 기종의 비행역학 모델을 개발했으며, 산림청
중형항공기 시뮬레이터 개발 (1997~1999)

의 KA-32T 비행시험을 수행해 비행데이터를 확보했다. 또

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항법 시스

간으로 생성해 임의의 장애물을 회피한 후, 원래의 목적지에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에 대한 설계검증의 일환으로 항공기

한 6자유도 운동구현장치, 전기식 조종반력장치, 5채널 영상

템 및 비행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도달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비행시험을 통해 검증했다.

안정성과 조종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각 설계단계에 반영하

장치 및 일체형 교관석 등을 개발했다.

또한 운동판을 갖는 개발용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이중화된

며, 비행 제어시스템을 비롯한 항공전자 장비의 성능을 실시

본 개발 과제는 2007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2007년 국가연

자동 비행 시스템, 비행체의 원격명령 및 감시용 지상제어 시

고장탐지 및 재형상 제어 기술 개발 (2003~2006)

간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터를

구개발 100대 우수성과’
에 선정된 바 있으며 FAA AC 120-63

스템을 개발했으며, 지상 HILS 시험 후 무인표적기를 이용해

공공기술연구회에서 지원하는 기본사업으로 항공기 고장을

개발했다.

level C 기준 검증(QTG)을 완료했다. 현재 산림청/항공우주

비행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개발 시스템 성능을 입증했다.

스스로 찾아내고,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어기를 변경해 항공

중형항공기 형상, 공력 및 엔진 데이터 등의 기초자료를 확

연구원 간 MOU에 의거 320시간 산림청 KA-32T 헬기 조종

보해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활용했으며, 조종간과 러더페달

사 훈련에 활용되고 있다.

을 제작하고 오토트로톨(autothrottle) 및 트림장치 등을 구

기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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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헬기 자동비행제어시스템 개발 (2001~2006)

탐지 및 재형상 제어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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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 거친 NRL(National Research Lab) 과제를 통하여 센서

고장 탐지 알고리즘으로는 항공기의 주요 파라미터를 실시

성했다. 또한 계기 비행이 가능하도록 전자계기장비, 운용

무인비행체 자동비행 및 지상제어시스템 개발

퓨전 및 자율비행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1단계에서는 소

간으로 식별하는 알고리즘과, 여분 센서 및 해석적 기하 분

석 컴퓨터, 음향시스템 등을 주 전산장치의 입출력 장치 및

무인표적기 자동비행제어시스템 개발 (1999~2004)

형 무인기에 적용 가능한 센서퓨전 기술을 연구했으며, 2단계

석을 통해 센서 고장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개

네트워크에 연결했다. 여기에 와이드 앵글 콜러미네이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주)네비콤, (주)두

에서는 자율비행에 필요한 무인헬기 자동 이착륙 기법을 개

발했다. 재형상 제어기법으로는 제어할당을 통해 다수 제어

(Wide Angle Collimation) 형식의 모니터, 수직 40도, 수평 150

양시스템스, (주)아주실업, (주)액팀스가 참여해 GPS와 관성

발하고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 성능과 적용가능성을 검증했

면을 제어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탑재 장비에는 단일 채널의

도 가시범위를 갖춘 영상시스템과 6채널 DSP(Digital Signal

센서의 장점이 결합된 초저가형, 고정밀 AGPS/INS 항법 시

다. 또한 장애물을 인지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경로를 실시

안전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비행 외에 R/C 및 데이터

KA-32T 헬리콥터 시뮬레이터

무인헬기 및 탑재 시스템

2장 항공 연구

PFD

RF Ant.

Termination

GPS At.

RF모뎀
J5
ANT

40Mhz
Receiver

R8-232c
19.2 kbpa

GPS
SS Ⅱ

R8-232c
38.4 kbpa

PSC / SwitchingModule
원격조종
수신기
72Mhz

R8-232c
57.6 kbpa

PSC
SPC

R8-232c
19.2 kbpa

Switching
Module

R8-232c
38.4 kbpa

J3
COMM

COM1 : Download

PWM
9ch

원격조종수신기
PSC
SW

Rx
고삼신년
센서
AHR3-2
(Xaena)/
(8UDC)

Rx
Tx
Converter
232-422

COM1 : AHRS-1
COM2 : SWM

+ 12VDC
R8-232c
115.2 kbpa

COM3 : GPS

ADC Pt(CH_01)
ADC CH(2~17)
AD, DIO
J6
TEST

S/W(1)
FCC

B2 축전지
14.4V(Modem)

S/W(2)
모뎀

B3 축전지
6.0V(RC)

S/W( 3)
RC

B4 축전지
4.8V(Igniter)

S/W(4)
Inniter

Analog
0~5V
Analog
0~5V
Analog ch15

DOUT(C0~3)

FCP
Right
Elevator

NAV

LED 1,2

J4
MOD

Right
Aileron

Monitor/
Keyboard
air tube

Analog 0~5V, 2 ch

Control
Stick

Air Data Boom
( Ps-Pt, a-b )

LED 1....8

Analog 0~5V, 12ch

항공기 동체

FCC

Pilot Command

Rudder
Pedal

전원
변위센서
타각측정
( 12ch )

GPS

Notebook

Tube

J2
ADC

Left
Aileron

ADC

J2-1
외부전원

J1
PWR

J7
MKey
ADC Ps(CH_00)

FIB

B1 축전지
12.0V(FCC)

COM4 : AHRS-2

LED 1.2

Rx / Tx

Servo Motor

5V : CPU
12V : AHRS, GPS,
Ps, Pt

COM2 : RF모뎀

AHR8-2
AHRS-1
Xbow 400

RF모뎀

DC-DC
Converter

CPU Board

이그니션
축전지 5V

E/G

LAFCS

Left
Elevator

AHRS

Rudder

Throttle

R8-232c
19.2 kbpa

R8-232c
19.2 kbpa

Helicopter _ GCS
Computer

지상장비

원격조종 송신장비

FBW 시스템 구성도

R8-232c
19.2 kbpa

Application Program _GCS
Computer
Application S/W

(게인변경, 비행조종입력, 제어 S/W 수정)

72Mhz
메인 조종기

Booster

40Mhz
비상 조종기

Booster

두루미-2 비행모델의 시스템 구성도

영역보호 알고리즘, 조종입력장치로 비행변수를 독립적으로

각한 위협을 받게 되고 항공기의 지체와 증체는 점점 더 심해

제어함으로써 매우 쉽게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EZ Fly 알고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ICAO(International

리즘 등을 개발했다. 신뢰도 향상을 위해 센서 다중화는 보팅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중심으로 데

(Voting) 기법을, 전기기계식 작동기 다중화는 액티브/스탠바

이터통신, 위성항법, 4차원 교통흐름관리 기술에 근간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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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Active/Standby) 기법과 재형상제어 기법을 개발했다.

CNS/ATM(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Air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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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백업 개념을 채용했다.

소형항공기용 FBW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이 시스템의 특징은 비행조종컴퓨터는 동일한 3개의 하드

Management)의 연구개발과 구축을 장려하고 있다.

고장 탐지 및 재형상 제어 소프트웨어는 장기체공형 무인기

소형항공기용 FBW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2007년부터

웨어를 개발해 3중화했으며, 탑재 소프트웨어인 OFP는 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

(별명‘두루미’
)를 1.5배 큰 두루미-2 기체에 탑재해 SILS/

2008년까지 기초기술연구회에서 지원하는 기본사업으로 소

용 실시간 운용시스템인 VxWorks 기반으로 개발했다. 모델

하고 나아가 동북아 항공물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HILS 지상 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 후, 고흥 항공센터에

형항공기 3중화 FBW(Fly-By-Wire) 시스템 핵심기술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된 비행제어 및 다중화 알고리즘은 오토코딩

기여하고자 동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

서 비행시험을 통해 알고리즘의 성능 및 실용성을 입증했다.

추진했다. 오토파일럿(Autopilot) 제어 알고리즘, 비행조종판넬

(Autocoding) 기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생성한 뒤 OFP와 결합

한 배경 하에 1998년부터 2000년까지 GPS 위성을 이용한 항

을 이용한 모드 전환 알고리즘, 조종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행

함으로써 개발 시간을 단축했다.

공기 이착륙장치에 관한 초기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본 연구를 통해 비행조종판넬과 오

반으로 GBAS(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 Test Bed

토쓰로틀을 직접 개발했고, 액티브 스틱(Active Stick) 및 러

를 개발해 제주공항 등에 구축했으며, 위성신호에 대한 지속

더페달, 비행센서(AHRS, ADC), 항법수신기(NAV, GPS),

적인 데이터 획득과 유관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5

PFD, 작동기 등은 해외 구매해 FCC와의 인터페이스를 거

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종속감시 시스템(ADS-B) 기초연구,

쳐 FBW 시스템을 구축했다. Flight Deck과 조종석을 개발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VHF 데이터 링크(VDL Mode-II) 연

고 HILS 시스템과 연동해 지상통합 시험 장치를 구축함으로

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CNS 유관기술을 확보했다.

써 FBW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며, 조종사가 직접 조종성을

또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우리나라 CNS/ATM

확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시험 평가 기반을 조성했다.

R&D 로드맵을 수립해 국내 관련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

비행시험 중인 두루미-2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두루미-2 FM Model 운용 개념도
두루미 기체

HILS 지상통합시험평가를 위한 조종석

하는 등 연구개발 기반을 다졌다.
2010년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ATM 연구개발에 핵심이

전 세계적으로 항공교통수요는 매년 4∼7%씩 증가하고 있으

되는 감시자료처리기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정부

며 이러한 추세라면 가까운 미래에 항공운항의 안전성은 심

업무협조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며 CNS/

2장 항공 연구

CNS/ATM 연구개발

제1단계

제2단계

’
09

’
10

무인 항공기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스마트 무인기 실용화

스마트 무인기 개발

SBAS
GBAS

무인기 활용도 향상기술 및 미래 첨단 무인기 개발
헬기 Dynamic System / 무인헬기 비행제어 기술

CNS/ATM
장비개발시험

CNS/ATM
장비개발

무인헬기 체계 개발

CNS/ATM 구축
시범운영 평가

Modeling

개인용
항공기(PAV)

시범 서비스
실용화 운영

연구실
Feed Back

Test Bed / Lab
시뮬레이션 / 분석

미래형 개인용항공기(PAV) 핵심원천기술 개발

기획연구

중형항공기

Up Grade

타당성분석/ 선행연구

헬기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주요사업

중형민항기 개발

KUH 민군겸용 구성품 개발
민수헬기 개발
공격헬기 개발 참여

항공기
핵심기술

CNS/ATM test bed 개념도

전기추진비행체 핵심기술

차세대 항공기 핵심기술 개발
차세대 항행시스템(CNS/ATM) 기술 개발

주요사업의 단계별 발전목표

ATM 연구개발을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검하고, 기록 데이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복원할 수 있는 점
검 및 복원장비 개발 연구를 완료했다. 개발된 자료기록장치

소형항공기 블랙박스 개발

(CSMU: Crash Survival Memory Unit)는 관련 기업체로 기술

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환경 문제가 전 지구적인 심각한

술로드맵 등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기술 분야를 우선적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건설교통부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

이전되어 한국형기동헬기에 사용되고 있다.

해결과제로 부각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항공기

로 개발·공급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선도핵

사업으로 2003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4개월 간, 29.5억

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술 선진국에서는

심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적 수요가 예상되는 차세대 비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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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ICAO Type V급(소형헬기용) 3세대 블

친환경·고효율 항공기 기술과 IT 기술 등이 융·복합된 다양

를 기술시현기로 개발함으로써, 개발된 미래기술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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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인기와 같은 첨단항공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을 검증하고 항공분야의 성장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활용할

최근 국내에서도 중형민항기, 차세대전투기(KFX), 민수헬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현재 스마트 무인기 개발이

8. 향후 계획

랙박스를 개발했다.
중력가속도 3,400배에 달하는 충격, 약 1,110℃ 1시간, 260℃
10시간, 500lb/10ft drop 관통 저항, 5,000 파운드 압박,

(1) 중장기 발전방향

기, 공격헬기(KAH)의 완제기 탐색개발 계획을 포함한 항공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개인용항공기(PAV) 등과 같은 미래형

8,700psi 압력 등 항공 표준품 기준의 극한환경 조건을 만족

전 세계 교역량과 인적교류의 증가로 세계 항공 운송량은 지속

산업발전기본계획이 2010년 1월 심의·확정되었다. 이는 완

항공기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자료기록 장치와, 음성 및 각종 비행데이터를 수집하

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항공 산업도 견실한 성장세

제기 개발, 부품/MRO 산업 육성, 항공분야 핵심기술 확보,

또한, 대형국책사업을 지원하거나 주도함으로써 항공산업 발

는 자료수집장치, 제반 센서류, 자료기록장치의 상태를 점

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유가 불안으로 인한

인프라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Global 7 도약을

전, 자주국방, 항공교통효율화의 국가적 임무도 성실히 수행

위한 정책적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의 성

해 나갈 것이다. 현재 수행 중인 KUH 민군겸용 구성품 개발사

장과 기술 발전의 호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중형민항

이러한 추세와 국내 항공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항공우

기, 민수헬기, 공격헬기 등의 완제기 개발 사업에 참여해 핵심

주연구원은 항공분야 정부출연기관 고유의 소임을 자각하

기술 개발 및 부품산업 육성과 국산화에 기여할 것이다.

고, 아래와 같은 항공분야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항공연구본부는 항공기 및 항공기용 부품 개발과 인증 활동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다.

에 필수적인 대형시험시설과 항공센터 등을 구축/확장해 공

먼저,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하는 선진국 수준의 항

공인프라로 운용하고,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

공선도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체가 독자

다. 이로써 국가적인 항공기 개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국

적으로 확보·유지가 불가능한 선진국 수준의 선도핵심기

내 항공기술 개발 역량을 배가시킬 계획이다.

자료기록장치(CSMU)

자료수집장치(DAU)

점검/복원장비(RE)

술을 제공하는 기술 공급기지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2) 주요 추진과제

석 기술은 지양하고,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관련 항공기

2008년 기준 세계항공산업의 전체시장 규모는 4,3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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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체가 보유 가능한 단순설계/해

행해 나가게 된다. 우선적으로‘항공용 위성항행 통신시스

된다. 또한 지속적인 여객 및 물동량 증가, 구형기 교체 수요

템 개발 (연구단)’사업을 통하여‘위성항법 지역보강시스템

등의 요인으로 특히 민항기 및 MRO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

(GBAS) 운용기술 개발’및‘항공감시용 ADS-B 핵심기술 개

으로 예상된다.

발’업무를 시작으로 차세대 항공통신 및 ATM 분야에 대한

민수 완제기 분야에서 대형기의 경우 보잉과 에어버스의 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향후 국제수준의 CNS/ATM test bed를 구

점체제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개

축할 계획이다.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수준이며, 2020년에는 7,0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03.
위성 연구

발 비용과 위험의 분담, 판매물량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RSP(Risk Sharing Partner) 방식의 사업 추진이 보편화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국의 시장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형기의 경우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신규
항공기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등 민수항공산업 진입과 틈새
시장을 노린 시장 경쟁이 재 점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지적되어온 군수편중 문제를 해결
하고, 항공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수출과 브랜드화가 가능한 민수 완제기 개발이 반드

1. 위성연구본부 R&D 현황

시 필요하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

적으로 개발했다.
소형 및 과학실험용 위성인 과학기술위성의 경우, 2003년 9

수 완제기의 개발과 수출은 부품산업과 MRO(Maintenance,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연구개발 사업은 1994년 종합과학기술

월에 과학기술위성 1호 개발에 성공했으나, 2009년 8월과

Repair, and Overhaul) 산업의 동반 성장은 물론 국내 항공산

심의회에서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 추진을

2010년 6월 나로호에 탑재된 과학기술위성 2호는 발사에 실

업 전반의 도약을 위해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의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같은 결정은 앞서 개발

패했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2011년 말 발사를 목표로 개발

138

이 밖에 유가급등의 영향으로 세계의 항공사들이 직접운용

에 성공한 우리별 1, 2호를 통해 확보한 기술과 경험이 있었

을 진행하고 있다.

139

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항공기 운용을 선호하고 있으

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후 1999년 아리랑위성 1호, 2006년

상용급 고해상도 지구저궤도 관측위성인 아리랑위성은

며, 과거 개발된 구형기의 대체시점이 집중적으로 도래함에

아리랑위성 2호 개발에 성공했다.

2006년 7월 아리랑위성 2호 발사 성공 후, 현재 SAR 탑재체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경제적인 100인승급 이하의 중형항공

2010년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소형 및 과학실험용 위

를 장착한 아리랑위성 5호가 2010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을

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성인 과학기술위성 시리즈, 상용급 고해상도 지구저궤도 관

추진하고 있다. 아리랑위성 2호의 해상도를 한층 격상시킨

이러한 세계시장의 판도변화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산

측위성인 아리랑위성 시리즈를 개발했으며, 국내 최초의 정

아리랑위성 3호는 2011년에 발사될 예정이며, 아리랑위성 3

업 선진국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항공우주연구

지궤도 개발위성인 천리안위성(통신해양기상위성)을 성공

호에 적외선 센서를 추가한 아리랑위성 3A호는 2013년 발사

원과 국내 항공산업체가 참여하는 70~90인승급 중형항공기

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 축적된 항공기 개

이와 함께 정지궤도 위성으로 통신, 해양, 기상의 3개 탑재

발 기술과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사업구도를 마련하고, 개발
위험 분담, 용이한 세계시장 진입, 안정된 시장 확보, 인증 문

위성시험동 전경

체를 탑재한 천리안위성(통신해양기상위성)이 2010년 6월
성공적으로 발사돼 임무를 수행중이다

제 해결 등을 위해 세계 유수의 항공업체와의 국제공동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0년 현재 타당성 분석 및
선행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개발 대상 항공기 기종으로는 기

2. 위성시험동

존 운용중인항공기 대비 직접운용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1) 설립

2011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과 의의

차세대 항행시스템(CNS/ATM)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기 수립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시험동(Korea Aerospace

된 R&D 로드맵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수

Research Institute, Satellite Integration and Test Center, K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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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저소음 터보프롭항공기 개발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때 보다 현저하게 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와

져 천리안위성의 조립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때 고

위해 국내 최초로 건립된 첨단시험시설로, 단일 건물 내에서

같은 체계는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위성 관련 기술의 공

해상도 카메라의 조립/시험이 가능한 시험실 및 광학열진공

년도

위성시험동 운용내용

모든 조립과 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위성개발의 효

유, 기술 확산의 효율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됐다.

챔버도 함께 구축했다.

2001년

KSR-III 전자탑재부 환경시험 - 열진공, 진동, 전자파시험

정밀대형위성시험동 확보로 천리안위성, 아리랑위성 3호, 5호

2003년

과학위성 1호 열진공열평형 / 진동시험
통신방송위성(CBS) 탑재체 RF 적합성 시험

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시험동 시설과 장비는 아리랑위

확장 내역

는 물론 국가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의거 개발되는 차세대

성 및 국내에서 개발되는 위성을 탄생시키기 위한 산실로써

1998년에 완공된 위성시험동은 그 동안 아리랑위성 1, 2호

위성들의 조립/시험을 위한 국가적인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2004년

검증위성 열진공열평형 시험

그 준비과정은 1989년부터 시작됐다. 1989년에 프랑스의 위

등의 중·소형위성의 조립 및 신뢰성 시험을 수행했다. 이후

위성시험동 확장 과정에서 대형위성 및 추가적인 신뢰성

2005년

성 조립 및 시험 전문기관인 Intespace사와 공동연구로 시작

위성이 점차 대형화되고, 음향환경시험 등의 추가적인 시험

시험을 위한 장비 구축작업이 진행됐으며, 국산화를 통해

해 수차에 걸친 연구를 통해 시설과 장비에 대한 규격이 정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2006년에 1차 확장을 완료했다. 1

대형열진공챔버, 음향챔버, 광학열진공챔버, 대형수직 가

아리랑위성 2호 총조립 및 환경시험 - 열진공열평형 시험
/ 전자파 환경시험 / 진동시험
RazakSAT 열진공열평형 시험
검증위성 전자파 환경 시험

해졌으며, 1996년 6월에 위성시험동 건물이 완성됐다. 이후

차 확장 시 위성체의 발사과정에서 겪는 음향환경을 모사할

진기를 구축했다. 이처럼 위성개발을 위한 인프라들을 국

2006년

과학위성 2호 열진공열평형 / 질량특성측정 시험

1998년 5월에는 모든 시험장비를 갖춘 명실상부한 위성시험

수 있는 음향챔버를 구축했으며, 대형위성의 우주환경하 성

내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2007년

동으로서의 준공식을 거행했다.

능 검증을 위해 대형열진공 챔버를 구축했다.

개발된 위성을 포함해, 시험시설과 대형시험장비를 위성

아리랑위성 5호 열구조모델 조립 / 열평형 / 음향시험
한국형발사체 나로호 QM 전자파환경시험
한국형발사체 나로호 전장제어부 전자파환경시험

인공위성 종합조립/시험시설을 국가전문연구기관인 한국항

이어 대형위성 조립 및 고해상도 카메라의 조립 및 시험을

개발진입국들에게 플랜트로 수출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2008년

공우주연구원에 설치해 고가의 시설을 산·학·연이 공동

수행하기 위해 2차 확장이 진행됐으며, 2008년에 정밀대형

확보했다.

아리랑위성 3호 열구조모델 조립 / 열평형 / 음향시험
아리랑위성 5호 ETB 전자파환경시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성 단체의 시설을 이용할

위성시험동이 완성됐다. 그 결과 대형위성의 조립이 가능해

2009년

천리안위성 열진공열평형 / 진동 / 음향시험
아리랑위성 3호 ETB 전자파환경시험
스마트(SMART)무인 비행기 전자파환경시험
아리랑위성 5호 비행모델 조립 / 전자파환경시험

2010년

한국형발사체 나로호 페어링 진동시험 / 진공환경하 기폭시험

(2) 운용
기능 및 역할
음향챔버

대형수직 가진기

위성연구본부의 위성시험동은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제품에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위성시험동 운용내용

SITC)은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같은 우주비행체를 시험하기

대한 구조/동특성, 열진공, 열제어 및 전자파환경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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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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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시험동의 실내 공기는 U.S Federal Standard 209B 기준

경시험실 및 총조립실 등의 대형시험실과 부품세척실, 전자

으로 청정도 100,000(0.5 μm이상의 부유 분진이 1세제곱 피

부품조립실, 오염측정실, 열 및 광학 측정실 등의 소형 시험

트 내에 100,000개 이하인 경우로 깨끗이 청소한 실내가 약

실로 구성됐다. 1차 확장을 통해 대형열진공챔버 시험실, 음

1,000,000임)으로 유지되며, 위성의 비행모델 조립/환경시험

향챔버시험실을 확보했으며, 2차 확장을 통해 대형위성조립

및 국산화 부품의 환경시험을 수행한다.

시험실, 광학탑재체 시험실을 구축했다.

위성시험동은 궤도환경시험실, 발사환경시험실, 전자파환
조립 및 환경시험
1998년 위성시험동이 준공된 후 아리랑위성 1, 2호의 총조
대형열진공 챔버

광학열진공 챔버

립, 환경시험, 기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최근에는

위성시험동 확장

국내 최초 정지궤도위성인 천리안위성의 총 조립 및 환경시
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위성시험동에서는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된
항공기 부품 및 방산품에 대한 환경시험도 함께 수행하는 등
1차 확장

산·학·연이 공동 활용함으로써 관련품 개발 시 개발비를
절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위성체 기능 시험실은 위성기능시험팀의 관리 하에 위성시

3장 위성 연구

기능시험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위성시험동 운용 현황

아리랑위성 2호 전자파시험
천리안위성 진동시험

아리랑위성 2호 진동시험

천리안위성 열진공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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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위성 2호 열진공시험

과학위성 및 검증위성 열진공시험

과학위성 및 검증위성 전자파시험

KSLV-I 전자파시험

스마트무인기 전자파 시험

아리랑위성 5호 전자파시험

KSLV-I 페어링 진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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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SE Room(1st)

위성 2호뿐 아니라 개발이 진행 중인 아리랑위성 3호 및 5호

신을 견인하며, 첨단기술 분야의 사업화에 기여한다는 목표

의 위성 조립 및 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를 설정했다. 또한 소형위성 관련 기술을 실용급 위성개발에

st

Control Room(1 )

선행적으로 연구하고, 대학 등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로 관련
운용 계획

main reflector
QZ
DUT
Access Door

Positioner
Anechoic Chamber

sub reflector

CPTR 개략도
아리랑위성 3, 5호 기능시험

기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탑재체의 요구에 따라 위성의 크기는 날로 대형화 되
고 있으며, 저궤도뿐만 아니라 정지궤도 위성의 수요가 증대

(2) 과학기술위성 1호

됨에 따라 대형 전자파 챔버 또는 탑재체 특성을 검증할 수

개발사업 내용

있는 시험시설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형 위

과학기술위성 1호는‘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에 의거해 개

성시험동에 축소형 탑재체 테스트 레인지(CPTR) 시험시설

발된 첫 번째 천체관측위성으로, 우리별 1, 2, 3호를 통해 확

의 구축 및 운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1998년 10월부터 개발이 시작

축소형 탑재체 테스트 레인지는 안테나의 성능 측정, 위성

됐다. 우주환경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위성 1호의

탑재체의 RF 성능 시험, 위성의 종단(End-to-End) 시험 및

개발 기획 사업은 1998년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간 추진됐으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Feed Room(2nd)

EGSE
Access Door

험동 내에 위치한다. 이 시험실은 위성체 발사 이전까지 필

에서 시험하기 위한 위성 전기 지상지원장비다. 예를 들면

전자파환경시험 등을 위한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시설

며, 1998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5년 3개월에 걸쳐

요한 다양한 위성의 기능 및 성능을 지상에서 시험하기 위한

위성 전원 공급, 무선주파수(RF) 통신링크 인터페이스 확인,

의 구축 작업이 완료되면, 저궤도 위성의 조립/환경시험, 고

개발이 진행됐다.

곳으로, 전기지상지원장비를 비롯해 위성 시험에 필요한 다

위성전지 충전 및 방전에 관한 성능시험 지원, 자세제어계

해상도 카메라의 조립/환경시험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지궤

양한 전기전자 계측기 및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다.

로직 검증, 위성 탑재소프트웨어 검증 등 발사 전 위성을 위

도위성과 같은 대형위성의 조립 및 모든 환경시험을 위성시

임무(탑재체)

위성의 조립은 미세먼지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청정

한 다양한 지상 시험을 지원한다. 또한 EGSE를 이용해 위성

험동에서 수행함으로써 위성시험동 단일 건물 내에서 모든

과학기술위성 1호의 탑재체로는 원자외선 영역에서의 천체

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청정실 바로 옆에 위치한 위성체 기능

체의 시험 및 운용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위성 원

조립과 시험이 가능해진다. 즉, 위성 개발에 있어서 효율성

관측을 위한 원자외선분광기, 극지방의 오로라 현상 관측

시험실에서 전기지상지원장비(EGSE)를 이용해 아리랑위성

격명령 및 측정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시험 및 운용 시 발생

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과 우주환경관측을 위한 우주물리탑재체, 정밀 지향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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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상전기검증모델 및 비행모델의 서브시스템 및 시스템

하는 모든 내용을 보관/관리하고, 위성 시험 결과에 대한 후

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우주기술 중의 하나인 별감지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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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립/시험을 진행한다.

처리 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미 임무를 완료한 아리랑

이 선정됐다.

EGSE는 위성체 발사 이전까지 필요한 성능 및 기능을 지상

위성 1호와 현재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리랑

3. 과학기술위성

원자외선분광기는 1997년 12월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
공위성연구센터에 의해 과학기술위성 1호의 주탑재체로 선

PACE(Power and Contol Equlpment)

SOCE
(Satellite Overall
Control Equipment)

SAS
(Solar Array Simulator)

GPIB
& PXI

Ethernet Hub

Console(1)
· ATS Development
· Test Execution
·Telemetry Process,
Display & Store

Instruments

PACE
Controller

Server(1)
· Store Test Data
· Data Management
· Data Backup

ICA
(Virginia
Panel)

TTCE
Cotroller

RF
Instruments

TPP

Cortex-CRT

TCP/IP

· CMD & TLM Processing in
CCSDS format
· Bit Sync
· R/S Encodeing/Decoding
· BCH Coding

RF
Parts

RIU
(Remote
Interface
Unit)

RF
CmD/TLM

KOMPSAT
-3 or 5
(Korea MultiPurpose Satellite)

정됐다. 이후 1999년 5월,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

급격한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소형위성들이 저렴

원 간에 원자외선분광기 공동개발 약정서를 교환하면서 한

한 제작비용으로 중·대형위성에서 수행하던 임무를 대신

국천문연구원이 원자외선분광기의 공동개발에 참여했다.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500kg 미만의 소

또한 1999년 12월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의 버클리종합대학

형위성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기업, 정부,

(UCB: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간에 연구양해각서

대학 및 기타 여러 기관에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소형위성

(Research Agreement)를 교환함으로써 한국천문연구원,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다.

국과학기술원, 버클리종합대학(UCB) 공동으로 원자외선분

소형위성의 적용분야는 우주실험, 저궤도 이동통신, 정찰,

광기의 설계와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들 3개 기관

지구관측, 기상, 군사용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의 공동개발 결과 2002년 4월에 인증모델 개발이 완료됐으

도구로 활용이 확장되고 있으며, 새로운 우주기술을 실용급

며, 2002년 9월에 비행 모델을 완성했다.

위성에 적용하기 전에 검증할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원자외선분광기의 관측결과를 공동 개발 국

과학기술위성개발 사업은‘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가인 미국과 공유하기 위해 2003년 8월 5일, NASA와 양해

H/L CMD/TLM
Ethernet Signal
PXI/GPIB Interface
Satellite Interface Signal

에 따라 우주 및 지구과학연구를 위한 고성능의 소형 과학기

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우리 주도의 우주 프로그램에 미국

술 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소형 위성개

이 별도의 재원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협력으로 우리나

발분야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우주개발의 신기술혁

라 우주개발 사업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과학기술

3장 위성 연구

주요사업의 단계별 발전목표

IBU
(Interface
Buffer Unit)

BCMU
(Battery Cell
Monitor Unit)

TTCE(Telemetry & TeleCommand Equipment)
GPIB

Client(2)
· ATS Development
· Telemetry Process,
Display & Store
· Anaysis and Print out
stored test data in
Server

· S/C Bus, Battery Change,
Test And Simulation Power
· Battery Deschame
· Bus Load Simulation
· Power & HL Moniter/Scan
· Signal Switch & Route
· Extend Relay Control
· RS-422 & 1553 Montor

DDLS
(Deployment Device
Load Simulatior)

BDIFJ & SAIU
(Battery Disconnect InFlight Jumper & Solar
Arrary Isolation Unit)

(1) 과학기술위성 개발사업

미만의 정밀도로 위성의 위치 및 궤도정보를 결정한다.

747 X 910mm 이며 자세제어는 3축 안정화 방식으로 수행하

과학기술위성 2호는 2번의 발사에 대비해 동일한 사양의 모

며 임무기간은 2년이다.

델을 2기 개발했다. 개발 완료된 과학기술위성 2호는 발사 될
때까지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 기능동작을 확인했다.

임무(탑재체)

2009년 8월 25일과 2010년 6월 1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

과학기술위성 2호의 주탑재체는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

에 의해 발사됐으나 모두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DREAM : Dual-channel Radiometers for Earth and Atmosphere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댑터를 포함한 위성체의 중량은 약 100kg으로 크기는 622 X

Monitoring)이며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발했다. 마이크로파
과학기술위성 1호

원자외선분광기를 이용한 우리은하 고온가스 분포지도
(Astrophysical Journal 2006.9)

라디오미터는 지표면에서 방사되는 마이크로파 대역의 미세
한 복사에너지를 초광대역, 저잡음, 고감도 수신기를 이용해

타위성의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 관측자료 예

물체의 밝기온도(Brightness Temperature)를 검출하는 장치다.
과학기술위성 2호에 탑재된 우주용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
위성 1호는 2003년 9월 27일 러시아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3) 과학기술위성 2호

는 23.8GHz와 37GHz의 2개 주파수를 통해 마이크로파 대역

COSMOS-3M 발사체에 의해 발사에 성공했으며, 2009년 5

개발사업 내용

에서의 지구대기 수증기 양 등의 파라미터(변수)를 측정함으

월에 임무를 종료했다.

과학기술위성 2호 사업은 2002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로써 과학기술위성 2호의 주 임무인 기상관측 및 지구온난

과학기술위성 1호는 주탑재체인 원자외선분광기를 이용해

수행된다. 총괄주관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으며,

화 연구 임무를 담당한다. 또한 대기의 복사에너지를 측정해

원자외선 영역에서 태양계가 속해 있는‘우리은하’전체의

위성본체·부탑재체·지상국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

대기의 수분량, 강수량 등을 예측하고 이 자료를 이용해 지

고온가스 분포를 측정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의 과학

구센터가, 주탑재체는 광주과학기술원이 개발을 담당했다.

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기술위성 1호의 원자외선분광기가 전천탐사를 통해 과거 20

과학기술위성 2호 사업은 위성본체의 핵심기술을 선행연구

부탑재체는 레이저 반사경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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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이론적으로만 제안된 우리 은하의 고온가스 진화과

하며 이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국내

연구센터에서 개발했다. 레이저 반사경은 위성 레이저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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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최초로 우리 땅에서 우리의 발사체를 통해 우리의 기술로 만

거리 측정에 사용되며 위성 레이저 정밀거리 측정의 원리는

우주물리 탑재체는 전자와 양성자 등 우주입자를 검출하는데,

들어진 위성을 발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지자기 활동에 따라 오로라나 자기폭풍 등을 일으

과학기술위성 2호 본체는 다양한 핵심 위성기술(Frame-

지상국에서 위성에 발사된 레이저 신호는 위성에 설치된 레이

키는 현상을 연구하고, 전파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 플

Type 위성구조체, 복합소재 태양전지판, Dual-Head 별감지

저 반사경에 의해 발사된 방향으로 되돌아가며, 이때 지상국은

라즈마의 활동을 관측했다. 또한 자료수집장치는 지상의 모바

기, CCD 태양센서, 펄스형 플라즈마 추력기, 소형 탑재 컴퓨

레이저 신호의 총 이동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지상국과 위성간

일 터미널을 이용해 동물이나 해양 부표의 자료를 수집했다.

터, 대용량 X-band 송신기)을 적용해 개발했다. 위성체 어

의 거리를 측정한다. 위성 레이저 정밀거리 측정을 통하여 5cm

과학기술위성 2호 비행상상도

과학기술위성 2호

과학기술위성 2호 주탑재체(마이크로 라디오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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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위성 3호

구조체를 개발하고 있다. 홀추력기 추진계는 전기(Hall) 추력

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연료로 높은 종합추진력(Total

개발사업 내용

기를 동작시키기 위해 제논가스 공급시스템과 추력을 제어

Impulse)을 낼 수 있다. 과학기술위성 3호에서는 제논가스를

과학기술위성 3호 사업은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하는 제어모듈로 구성된다.

연료로 하는 소형 전기 추력기(추력 10mN, 비추력 1000s, 효

추진된다. 사업총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관하며,

다기능 복합재 구조체는 기존 위성시스템의 구조 및 전장 설

율 35% 이상)를 개발했다.

4.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위성본체 체계종합 및 지상국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

계를 개선해 기존 설계구조 대비 무게는 60%, 부피는 95%를

구센터가, 서브시스템 및 핵심기술은 한국과학기술원과 인

감소시키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를 위해 경량의 고밀도 유

임무(탑재체)

(1) 아리랑위성 개발사업

공위성연구센터, 충남대학교, 우석대학교에서 담당한다. 주

연회로를 구조체 내에 내장시켜 전기/전자 기능을 완비했으

주탑재체는 우주관측을 위한 다목적 적외선 영상시스템

사업배경

탑재체는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하며 부탑재체는 공주대학

며, 열전달 경로 또한 구조체에 내장해 별도의 열제어 장치

(MIRIS : Multi-purpose InfraRed Imaging System)이며 한국

우주개발은 1950년대부터 미국과 구소련이 국가 및 체제의

교에서 개발한다.

없이 전자부 발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도록 설계했다.

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다. 다목적 적외선 영상시스템을 통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경쟁의 장으로 인식됐으며, 국가 기

과학기술위성 3호 사업은 대학 및 연구소의 개발참여로 우

열/구조 서브시스템, 전기/전자/통신계 서브시스템, 자세제

해 은하면의 근적외선 및 우주배경복사의 근적외선을 탐사

술 및 자원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집결하는 국가사업으로 추

주분야 인력양성 및 우주기술 확산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어계 탑재소프트웨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발하

하게 된다.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은하 고온가스의 기원,

진됐다. 이후 1961년 4월 12일에 구소련의 유리 에이 가가린

실용위성과 연계될 5개 우주핵심기술을 개발해 우주검증을

고 있다. 핵심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Li-

성간난류의 물리적 특성, 적외선 우주배경복사의 기원을 연

(Yuri. A. Gargarin)에 의해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이 성

수행하고, 우주천문학 및 지구과학 등의 기초과학 연구를 지

Ion 배터리와 전기(Hall) 추력기를 담당하며, 충남대학교에서

구하는데 활용한다.

공하면서 미·소간의 치열한 우주개발 전쟁이 진행됐다. 즉,

원한다. 과학기술위성 3호 위성의 중량은 약 150kg으로 크기

는 고성능탑재컴퓨터를, 우석대학교에서는 소형태양전력조

부탑재체는 지구관측을 위한 소형영상분광기(COMIS : Com-

우주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됐으며, 국

는 710 X 865 X 1067mm이며, 3축 자세제어 안정화 방식을 사

절기를 담당한다.

pact Imaging Spectrometer)이며 공주대학교에서 개발한다.

가 안보차원에서 우주개발 프로그램이 수립·진행됐다.

용하고, 임무기간은 2년이다.

과학기술위성 2호는 Ni-CD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저궤도 위

영상분광기는 회절 및 분광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해 지구상

한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선진국의 전유물로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위성본체의 체계종합을 맡고 있으며

성용 Li-Ion 배터리를 시험하기 위해 핵심우주기술로 선정

의 한 지점에서 반사되는 지구복사의 절대량을 수십에서 수

인식됐던 위성을 포함한 우주분야의 기술개발 및 활용에 변

세분화되어 개발되는 위성 서브시스템 및 핵심기술 개발을

해 개발했다. 또한 태양전지의 전력을 조절해 Li-Ion 배터

백 개의 파장대역으로 나눠 관측할 수 있는 광학장치이다.

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를 맞아서였다. 1970

지원한다. 위성 개발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유닛 제작을

리에 전력을 충전하고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태양전

소형영상 분광기를 통해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강수질관리

년대부터는 통신위성을 이용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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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며 위성체 조립, 시험을 주관해 위성분야의 인력양성

력조절기도 핵심우주기술로 선정해 개발했다. 이와 함께 차

를 연구하며, 다방향 분광영상을 이용해 작물의 성장을 관측

어졌다. 그 중에서도 위성을 활용한 우주분야는 선진국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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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한다. 또한 2011년에 발사될 과학기술위성 3호를 운

세대 위성의 탑재컴퓨터로 주목을 받고 있는 LEON3 프로세

할 수 있다. 또한 황사지역을 관측해 에어로졸의 광학두께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인의 일상생활까지

영하기 위해 기존의 지상국을 보완한다.

서를 핵심우주기술로 선정해 우주환경에서 최적화된 메모

측정에 활용한다.

폭넓게 퍼져나갔다.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는 위성본체 체계종합 외에 서브시스

리 오류보정 회로를 개발했다. 마지막 핵심우주기술인 전기

2007년 4월, 공모를 통해 본체 및 주·부탑재체 개발기관을

상대적으로 뒤늦게 우주분야에 뛰어든 우리나라는 1995년에

템으로 홀추력기 추진계를, 핵심우주기술로 다기능 복합재

(Hall) 추력기는 추력은 낮지만 높은 비추력(Specific Impulse)

선정했으며, 같은 해 8월에 시스템 개념설계를 통해 요구사

무궁화위성 1호를 발사함으로써 자체 통신방송위성을 보유

항을 결정했다.

하게 됐다. 위성개발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

2007년 12월에 시스템 기본설계를 수행했으며 2008년 9월에

공위성센터에서 1992년도와 1993년도에 과학실험용 우리별

는 시스템 예비설계를, 2009년 9월에는 시스템 상세설계를

1호와 2호를 개발해 국민의 관심을 우주분야에 집중시키는

통해 비행모델 제작을 위한 설계를 완료했다. 제작된 비행모

계기를 마련했다.

델은 2010년 말까지 환경시험을 진행한 후 2011년에 발사할

첨단과학 기술의 복합체인 우주 및 위성관련 기술이 21세기

주탑재체의 관측데이터 1일 시뮬레이션 (좌:23.8GHz, 우:37GHz)

다기능 복합재 구조체 개념도

레이저 반사경

홀추력기 추진계 : 제논가스 공급 시스템

전기추력기(시험인증모델)

계획이다.

다목적 적외선 영상시스템 광학계(시험인증모델)

소형 영상 분광기(시험인증모델)

3장 위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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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한 우리 정부는 1993년

여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및 기업체 인원으로 구성된 총 116명의 연

7월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중점과제로 우주·항공기술개

1994년 아리랑위성 1호 개발사업 착수 당시만 하더라도 우

구 기술진을 해외공동개발사인 TRW(Thompson, Ramo and

발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어 1994년 5월 9일에 진행된 종

리나라는 실용급 위성개발 능력이 전무한 상태였다. 때문에

Wooldridge)사에 파견해 TRW사의 연구 기술진과 함께 공동

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

국내연구진이 해외공동개발업체의 모든 설계 자료를 공유

설계를 추진했으며, 국내 연구원들이 설계 자료를 전수받아

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는 국내 위성수요를 충족시킴과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했으며, 항공우주연구원에

TRW사 기술자들의 설계 기술을 습득토록 했다.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위성 개

100명, 기업체에 200여 명 등 고급설계능력을 가진 전문 인

국산화 품목 제작은 대한항공, 두원중공업, 대우중공업, 현

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 안에는
‘2000년대

력의 양성을 추진키로 했다.

대우주항공, 한라중공업, 주식회사 한화, 삼성항공 등 7개

우주기술 세계 10위권 진입’
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겠

또한 위성개발시설 역시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실

기업체가 참여했으며, 이들 기업은 TRW사가 제공한 원·부

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용위성 개발에 필요한 첨단시설과 장비 구축을 병행했다.

자재를 TRW사의 기술 지도를 받고 설계도면에 따라 가공,

즉, 향후 일부 시설과 장비만 추가하면 중형급 통신방송위성

조립, 그리고 품목별 시험을 완료했다. 이 과정을 통해 약 30

개발 준비

의 국산화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가지의 품목을 국산화했다.

아리랑위성 개발 사업은 한반도 관측, 해양관측, 과학실험

을 추진한 것이다. 이 같은 목표에 따라 아리랑위성 1호 개발

한편, 멘토 십(Mentor ship)에 의한 공동개발방식은 미국 정

등을 위한 다목적실용위성으로 국내위성수요 충족 및 해외

사업을 통해 TRW사(공동개발업체), OSC(발사용역업체) 등

부가 기술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정밀 자세제어 기술 등 몇몇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되는 인공위성 개발기술을 조기에 확보

의 해외 전문기관과 개발을 공동 수행했으며, 기술이전의 어

부분을 제외한 모든 설계 기술들을 국내 기술진들이 습득하

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리랑위성 개발 사업은 1996년 4월에

려움을 극복하고 차기 위성의 독자개발에 필요한 난이기술

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최초 수립된 우주개발중장기(1996~2015)기본계획을 효시로,

들을 습득해 나갔다.

우주개발진흥법(2005년 5월 제정)에 의거한 우주개발진흥기

아리랑위성 1호의 개발사업은 설계, 제작, 조립, 시험, 위

(2) 아리랑위성 1호

호 개발사업은 관제시스템을 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하고,

본계획(2007년 6월, 국가우주위원회 확정)을 로드맵으로 하

성운용 등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한국

사업배경

우주과학 탑재체 개발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인공위

1994년 1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총 63개월의 연구기간이 소

성연구센터가 담당했다. 인공위성 본체의 구조계 및 열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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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된 아리랑위성 1호 개발사업은 한반도 관측, 해양관측, 과

계 개발은 대한항공과 두원중공업이 담당했고, 위성 본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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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실험 등을 위한 위성의 국산화 개발, 운용 및 이용기술의

원격측정명령계, 자세제어계, 전력계의 개발은 삼성항공, 대

아리랑위성 1호 비행상상도

가 공동 참여하는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연구성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한 아리랑위성 1

아리랑위성 제원 비교
구분

아리랑위성 1호

아리랑위성 2호

아리랑위성 5호

아리랑위성 3호

아리랑위성 3A호

기반 확보를 개발목표로,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이 각각 담당했으며, 위성추진체 개

개발방법

해외기관과 공동개발

국내 주도 개발

국내 주도 개발
(탑재체는 해외협력개발)

국내 주도 개발

국내 주도 개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

발은 한화 및 스페이스테크놀러지가 맡았다.

궤도

685km 태양동기궤도

685km 태양동기궤도

550km 여명궤도

685km 태양동기궤도

530km 태양동기궤도

총 무게

470kg

800kg

1,400kg

약 1,000kg

1,100kg

설계수명

3년

3년

5년

4년

4년

탑재체

EOC(흑백 6.6m)
OSMI(1km)
SPS(HEPD & IMS)

MSC(흑백 1m, 컬러 4m)

SAR
(고해상도 1m, 표준해상
도 3m, 광역관측 20m)

AEISS
(흑백 0.7m, 컬러 2.8m)

AEISS-A
(흑백, 컬러, 적외선)

6각 알루미늄
허니콤 구조체
3축 제어
(지향정밀도 0.15도)
500W Si 태양전지판
하이드라진 추력기
(4.45N)
탑재컴퓨터
: 80C186

6각 알루미늄
허니콤 구조체
3축 제어
(지향정밀도 0.025도)
955W GaAs 태양전지판
하이드라진 추력기
(4.45N)
탑재컴퓨터
: 80386

6각 알루미늄
허니콤 구조체
3축 제어
(지향정밀도 0.02도)
1.4KW GaAs 태양전지판
하이드라진 추력기
(4.45N)
탑재컴퓨터
: MCM-ERC32

6각 알루미늄
허니콤 구조체
3축 제어
(지향정밀도 0.015도)
1.3KW GaAs 태양전지판
하이드라진 추력기
(4.45N)
탑재컴퓨터
: ERC32

6각 알루미늄
허니콤 구조체
3축 제어
(지향정밀도 0.015도)
1.4KW GaAs 태양전지판
하이드라진 추력기
(4.45N)
탑재컴퓨터
: MCM-ERC32

자료저장용량

8Gbits

128Gbits

256Gbits

512Gbits

512Gbits

자료전송량

45Mbps

320bps

310Mbps

640Mbps

640Mbps

본체
구조계
자세제어계
전력계
추진계
원격측정명령계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수요기관

추진위원회(산하 심의위원회)
총괄주관 : 항우연
(시스템 관리, 발사, AIT 등)

시스템
설계/개발
(항우연)

본체
설계/개발
(항우연)

해외기술
지원기관

추진계
과학탑재체
종합조립 구조/열제어계
자세제어계
전력계
(스페이스
(한국과학 시험시설/기술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테크놀러지
기술원)
(항우연)
두원중공업)
/한화)

관제시스템
(전자통신
연구원)

지상국시설
설치/운용
(항우연)
3장 위성 연구

아리랑위성 1호 개발사업 사업추진 체계도

원격측정
명령계
(삼성항공)

- 본체 서브시스템 설계기술 : 구조계, 열제어계, 자세제어계, 전력계,
추진계 및 원격측정명령계
- 각 서브시스템 간 접속설계 및 검증
- 시험장비 설계 및 이를 이용한 성능 시험 기술
- 고강도 경량 구조물 및 열제어 기기 설계 및 제작 기술
- 자세제어용 센서(태양센서, 지구센서, 별센서 등),
구동기(추력기, 반작용 모멘텀 휠 등) 설계 및 제작기술,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 태양전지판 구조물, 태양전지셀 부착 및 시험기술, 전력공급 및
배급 관련 전장품 설계, 제작 기술 및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 추력기 및 추진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 원격측정명령계용 트랜스폰더, 안테나, 수신기,
탑재 컴퓨터 설계 및 제작 기술,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아리랑위성 1호의 국산화 개발 성과

아리랑위성 2호 개발 역량 확보

제부),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의 3개 부처의 범부

아리랑위성 1호는 국내 최초의 우주실용급 위성이다. 우리

처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총

가 아리랑위성 1호의 개발성과 중 가장 주목할 점은 국내 참

괄주관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유관

여기업체들에 의해 약 60% 수준의 위성부품 국산화를 달성

기관 및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독일 Astrium사, 이스라엘

했다는 사실이다.

ELPO사 등 국내외 관련 기업체들이 참여했다.

아리랑위성 1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산화 개발 목표를 성

아리랑위성 2호는 3년의 임무수명기간 동안 고도 685km의

공적으로 완수해 위성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시설을 확

태양동기궤도에서 해상도 1m급의 흑백영상과 4m급의 칼라

보했다. 이들 인력과 시설은 1m급의 초정밀 지구관측위성인

영상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아리랑위성 2호를 개발하는데 적극 활용됐다. 또한, 아리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 시스템 개발 및 위성체 조립·

위성 1호의 개발로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실용급 인공위성

시험, 발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특히 위성 시스템 개발

을 조립·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업무는 독일 Astrium사의 기술지원 하에 진행됐다. 또한 한

여기에 인공위성 개발사업을 위한 인공위성 조립시험동을 구

국항공우주산업, 한화, 두원중공업, 대한항공, 대우종합기계

해외부문에서는 미국 TRW사가 위성공동개발 업체로 선정됐

축함으로써, 아리랑위성 2호 등 후속 인공위성 개발사업을 위

(현 두산인프라코어) 등 국내업체가 위성본체 개발에 참여해

고, 미국 OSC사가 아리랑위성 1호의 발사용역업체로 선정됐다.

한 제반 연구시설과 기반을 확립했다. 이처럼 아리랑위성 1호

위성부품의 국산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위성체 조립에 공동

아리랑위성 1호 영상(서울)

국산화 품목

내용

업체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1호 국산화 개발을 통해 위성본체의

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실용급 위성의 국내개발능력을 확보함

으로 참여해 위성조립 기술을 습득했다. 이와 함께 위성탑재

구조계

·자세제어, 전력계, 추력기
등 주요 위성본체와 추진
관련 장비/부품들을 지지

대한
항공

각 서브시스템 중에서 주요부품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주

으로써, 향후 제기될 국내 위성 수요 충당은 물론, 나아가 세

체인 고해상도 카메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이스라엘의

계약자인 미국의 TRW사로부터 공동개발 형식을 통해 전수

계 위성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ELOP사와 공동개발을 추진했으며, 수신 및 관제 등의 지상국
운영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했다.

받았다. 즉, 위성 핵심부품의 설계, 제작 및 시험기술을 습득
열제어계

자세제어계

전력계

(3) 아리랑위성 2호

두원
중공업

를 바탕으로 아리랑위성 2호와 같은 차세대 위성의 본격적

사업배경

연구성과

인 국산화개발을 위한 발판을 구축한 것이다.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아리랑위성 2호는 우리나라의 열 번째 인공위성이며, 아리

·자세제어계센서 및 구동기
와 접속
·요축의 자세를 측정하는 태
양센서

대우
종합
기계

또한 국내위성의 독자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위성개발

1998년 4월, 개발에 착수한 아리랑위성 2호 개발사업은 아리

랑위성 1호를 미국과 공동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위성체 대

산업을 활성화함은 물론 위성을 이용한 산업육성 등 직접적

랑위성 1호의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전문인력 및 관

부분을 우리가 독자 개발했다.

인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수입대체 효과와 해외시장

련시설을 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진출기반 확보라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리랑위성 2호 개발사업은 2006년, 발사에 성공하기까

뿐만 아니라 위성개발을 통해 축적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지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

현대우
주항공

추진계
조립

원격측정
명령계

·위성체의 궤도조정에 필요
한 축방향 추력과 자세제
어에 필요한 제어 모멘트를
발생

한화/
스페이
스테크
놀러지
한라
중공업

·위성체 동작/관리를 위한 전
용 컴퓨터로 상향링크 원격
명령 처리 및 하향링크 상태
데이터 정형화 및 전송

삼성
항공

아리랑위성 2호 국산화 개발 현황
구분

참여업체

개발 부품

연관 분야 기술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

구조계

대한항공

위성본체 탑재모듈, 본체 모듈, 추진
모듈, 위성체 어댑터

열제어계

두원중공업

히트파이프, 배터리 방열판 모듈, 다
층박막단열재, 이차면경

전력계

한국항공
우주산업

전력제어기, 태양전력조절기, 전개
장치제어기, 전력계 제어장치, 배터
리 인터스페이스 릴레이 박스, 하니
스, 태양전지판 구조물

추진계

한화

이중추력기, 추진계 배관, 추진계 조립

원격측정명령계

한국항공
우주산업

탑재컴퓨터, 트랜스폰더

자세제어계

두산
인프라코어

원격구동장치, 밸브구동장치, 저정
밀 태양센서, 고정밀 태양센서

라를 이용해 한반도의 영상지도를 만들기 위한 사진촬영도
가능해졌다. 전자광학 카메라는 한번에 17km 폭으로 6.6m
정도 크기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높은 해

아리랑위성 2호 비행상상도

상도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획득한 영상으로 주
택 하나 하나까지 인식해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1/25,000의 축척을 가진 정밀한 지도를 만들 수 있으며, 기타
지리정보체계 분야, 국토관리 및 지형조사, 지역감시 등의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3장 위성 연구

·추진제 탱크, 추진제 필터,
래칭밸브, 충전/배출 밸브,
하이드라진 추력기, 추진제
라인/부품지지를 위한 구조
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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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컴퓨터, 로보틱스, 전자공학 통신 및 정보처리와 같은
이밖에 아리랑위성 1호 개발을 통해 탑재된 전자광학 카메

추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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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국내 우주기술 능력을 한 단계 진일보시켰으며, 이
·배터리의 대용량 발열을 전
용 방열판으로 신속하게 전
달하여 정밀 열제어 가능

·전력계 구성품의 제어 및 상
태 모니터링 기능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아리랑위성 1호 개발사업을 통한 위성본체 국산화개발 목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총괄주관 : 항우연
(시스템, 발사, AIT 등)

해외공동
개발업체

고해상도카메라개발

활용분야

활용 예

요부품의 개발능력을 확보했다. 이는 아리랑위성 3호, 5호, 3A

농업·임업 분야
- 농경지 이용현황도 작성
- 농작물 및 농경지 관리
- 농업기반시설 모니터링
- 산림 병해충 및 분포 파악
- 산림 불법개발 조사 및 탐지
- 정밀 산림지리정보 구축
- 정밀 3차원 임상도 제작 등

농작물 및 농업기반 시설 모니터링

호 등의 실용급 위성의 국내 독자개발의 기반이 되었다.

재난·재해 분야
- 태풍 피해규모 산출
- 홍수범람 탐지 및 시뮬레이션
- 산사태 피해지역 탐지
- 산불 피해지역 탐지 및 복원 등

산불 피해지역의 3차원 분석

수요기관

추진위원회(산하 심의위원회)

해외기술
지원기관

위성체(BUS)
: 항우연(설계),
항우산(제작, 조립)

지상국
(수신, 관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비롯해 참여 국내기업체들은 위성 주

우리나라는 지구관측위성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확
보함으로써 세계 산업기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이는 인공위성으로 대표되는 우주정밀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국내 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기술의 융합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 활용내역

이 새로운 기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향후 국가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아리랑위성 3호
사업배경

구조계
(대한항공)

열제어계
(두원중공업)

자세제어계
(두산
인프라코어)

전력계,
원격추진
명령계
(항우산)

추진계
(한화)

지질·자원 분야
- 지질·자원정보 조사
- 하천 퇴적물 변화 감시 등

태풍 후 하천 퇴적물의 변화 감시

아리랑위성 3호는‘한반도 정밀 지상 관측 등 국가 영상정보
수요 충족을 위한 저궤도용 고해상도 광학위성 개발’
을목
표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
기술로 개발되는 아리랑위성 3호는 2004년 8월부터 시작해

아리랑위성 2호 개발사업 사업추진 체계도

2011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완성된 아리랑위
해양·수자원 분야
- 불법양식장 탐지
- 해안선 조사 활용
- 연안 및 수자원 환경실태 파악 등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한 퇴적량 산출

성 3호는 2011년 일본 다네가시마(Tanegashima)에서 H-2A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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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아리랑 위성보다 뛰어난 0.7m급 전자광학카메라를

155

2006년 7월 28일 러시아 플레세츠크(Plesetsk) 기지에서 발사

순한 초정밀 광학계 개발기술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된 아리랑위성 2호는 아리랑위성 1호와 동일한 685km 상공

카메라를 탑재한 위성의 정밀 자세제어, 영상자료의 압축,

궤도에서 30분의 위상차로 하루 14바퀴 반씩 지구를 돌고 있

저장 및 송수신 등 위성에 관한 모든 기계적·전기적 기술이

탑재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지상관측과 고해상도의 영상정

으며, 하루 평균 3회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고 있다.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보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주도 개발을 통해

아리랑위성 2호의 탑재체인 고해상도 카메라가 제공하는

아리랑위성 2호의 성공적 개발은 국가안보와 국토개발, 자

1m급 해상도 영상은 아리랑위성 1호의 6.6m영상과 비교하

연재해와 환경감시 등에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첨단 관

면, 무려 40배 이상의 정밀도를 구현한 것으로 두 기술 사이

측위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고해상도 영상 촬영은 단

한편, 위성영상은 해외시장에 직접 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추

아리랑위성 2호 영상(인천국제공항)

아리랑위성 2호 영상(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GIS 분야
- 비접근지역의 지도 제작
- 기존 지도의 갱신 및 수정
- 1/5,000 축척 수준의 정밀 지형도
및 영상지도 제작 등

기존 지도 수정 및 갱신 가능성 확인

관련 분야의 국내 기술적 기반 구축 및 수출 산업화의 토대
를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리랑위성 3호 개발을 위한 주요 연구 분야는 시스템, 탑재
체, 지상국/활용 및 본체 분야다.

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아리랑위성 2호 발사 후

아리랑위성 3호 비행상상도

3년 동안 위성영상의 해외 판매 수익금만 약 5,400백만 달러
가 넘는다.
아리랑위성 3호 개발역량 확보
아리랑위성 2호는 국내 최초로 상용급 위성본체의 설계부터
제작, 조립, 시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우리의 기술로 개발
한 사례로,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및 6개 부분체와 탑재체에 대한 체계종합 능력을 확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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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사업을 통해 위성본체

시스템분야 중 기계부문에서는 열구조모델을 사용한 기계

태양광 차단 구조체
(한국화이버)

구조 설계 성능 검증 및 Jitter 영향 분석을 위한 시험을 수행
자세제어계
(항우연)

전자광학카메라
(항우연)
구조체
(대한항공)

별감지기
(Sodern-프)

상단부 히터
(항우연)
X 밴드 송신기
(L3Com-미)

S밴드 XPNDR
(한국항공우주산업)
S밴드 RF 분배기
(M&M 사)

종합탑재컴퓨터
(한국항공우주산업)

추진계 모듈
(한화)
반작용 휠
(IThaco-미)

영상자료처리장치
(Astrium-독)

전력조절 및 분배장치
(한국항공우주산업)

아리랑위성 3호 산·연 역할 분담

(ETB : Electrical Test Bed)를 활용해, 탑재컴퓨터/전력 조절
한 전기성능 검증을 진행한다.
계, 열설계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구성품을 제작한 후, 광
학모듈에 대한 조립/정렬/시험을 진행하며, 여기에 카메라

밧데리
(SAFT-프)

GPS 수신기
(TASF-프)

개발한 비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 및 전기성능시험 장치

탑재체 분야에서는 전자광학카메라의 광학설계, 광구조설

비행소프트웨어
(항우연)

S 밴드 안테나
(ITT-미)

한다. 전기/전자부문에서는 STB(Software Test Bed)를 통해

분배 장치와 탑재 장비들 간의 전기접속, 작동성능 등에 대

GRA
(NG-미)
열제어계
(두원중공업)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X밴드 안테나
(Astrium-독)

아리랑위성 3A호 탑재체 형상(PAN/MS/IR)

전자부를 추가해 MTF 등 카메라 성능분석이 수행된다.
지상국/자료활용 분야에서는 아리랑위성 3호의 성능 및 특
추력기
(한화)

성을 고려해 관제 소프트웨어와 수신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

(5) 아리랑위성 3A호

발을 추진한다. 또한 초기운영 기간 중에 수행하는 검보정을

사업개요

위해 국내외 검보정 사이트에 대한 준비 및 검보정 절차를

아리랑위성 3A호 개발사업의 목표는‘적외선 영상정보의 자

개발하며,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주적 확보 및 활용을 도모하고, 주야간 지상/해양 관측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PAN/MS/IR 카메라를 탑재한 저궤도 실용위성의 개발’
이다.

본체 분야에서는 구조계, 열제어계, 자세제어계, 추진계, 전

이를 위해 전체 사업기간을 2단계로 나누어 2006년 12월부터

력계, 원격측정명령계 및 탑재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 등

2013년 12월까지 총 7년 1개월에 걸쳐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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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한다.

1단계는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수요부처 주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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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외선 센서분야 핵심기술(EQM)을 선 개발하고, 2단계

아리랑위성 3호 EOS 조립정렬

아리랑위성 3호 비행모델 광학계 조립

개발현황

기간인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등

2004년 8월, 사업에 착수한 아리랑위성 3호는 2006년에 시

참여부처 주관으로 위성시스템 및 본체와 비행모델 적외선

스템 설계, 2007년에 예비설계를 완료했다. 2008년에는 열

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구조모델 검증시험 및 위성본체, 탑재체, 시스템 상세설계

특히, 아리랑위성 3A호 위성개발은 아리랑위성 3호 탑재체

검토회의를 진행했으며, 2009년 11월에 비행모델 총조립 및

설계기술을 기본으로 적외선 채널을 추가해 국내주도하에

시험을 위한 검토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비행모델 조립/시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체 개발기술을 본체 주관기업에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전토록 했다. 이처럼 위성 본체개발을 국내 산업체가 이끌

이후 본체 기계 조립을 완료했으며, 현재 비행모델 광학계

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조립, 전기성능 시험장치를 사용한 성능 검증 등 관련 업무

이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표준화된 실용위성 개발을 산

를 수행하고 있다. 비행 모델의 총 조립 및 시험이 완료되면,

업체가 주관토록 하는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에 따

2011년 하반기 일본 다네가시마에서 H-2A 발사체에 탑재되

른 계획의 일부이다.

어 발사될 예정이다.

아리랑위성 3A호 본체개발을 국내 기업이 총괄하고, 선정된
국내 주관기업은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확

아리랑위성 3호 향후 주요 추진 일정

아리랑위성 3호 본체 기계조립

향후 국내수요의 위성뿐만 아니라 해외 위성개발 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아리랑위성 3A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총괄주관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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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위성 3호 ETB 시험형상

2010. 06 : 본체 비행모델 기계조립완료
2010. 10 : 탑재체 종합시험
2011. 07 : 선적전 검토회의
2011 : 발사

보한 실용급 위성 본체 개발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 이로써

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됐다. 아리랑위성 3A호

주산업과 AP시스템 컨소시엄이 위성본체개발 주관기업으로

개발사업은 1단계 개발결과를 기초로 2009년 11월부터 2단

선정되어 본체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계 비행모델의 개발이 시작됐고, 2010년 현재 시스템 예비설

이때, 추가되는 적외선 센서는 전문연구기관이 주관해 개발

계가 진행되고 있다.

함으로써 새로운 위성개발의 시발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6) 아리랑위성 5호
개발현황

사업개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적외선 센서 핵

아리랑위성 5호 개발은 광학탑재체를 장착한 기존의 다목적

아리랑위성 5호 참여기관 및 개발 내용

아리랑위성 5호 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 일정

분야

수행기관

역할

시스템설계/
개발 종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SAR위성시스템 설계 및 전체 조립
시험 국내 수행 종합

본체설계 및
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밀 자세제어 능력, 고출력 전력시
스템을 갖춘 SAR 위성본체의 국내
개발 종합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체조립, 전력계 및 원격측정명령
계 개발

정보의 확보와 활용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

2010. 9 : 비행모델 총조립 시험 완료
2010. 10 : 위성 및 지상장비 발사장 운송
2010. 11 : 위성발사 준비 및 발사 캠페인
2010 : 위성발사 및 초기운영

대된다.

실용위성 개발 시리즈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영상레

대한항공

구조계 개발

아리랑위성 2호에만 의존하던 위성영상뿐 아니라 아리랑위

이더(SAR) 탑재체를 장착해 개발하는 위성이다.

한화

추진계 개발

성 5호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위성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광학탑재체 영상은 야간 및 구름이 많거나 악천후 등의 상황

두원중공업

열제어계 개발

확보된 위성영상은 국토·도시계획분야, 수자원분야, 농업

에서 원하는 영상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전문연구기관

SAR 탑재체 개발

분야, 해양분야, 임업분야, 환경분야, 지도제작분야, 지질

영상레이더 탑재체는 광학탑재체로 영상획득이 어려운 상

한국천문연구원

AOPOD 부탑재체 개발

자원분야 등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전천후 관측

전자통신연구원

관제시스템 개발

이 가능한 아리랑위성 5호는 아리랑위성 2호 및 3호와 상호

세트렉아이

수신처리 시스템 개발

분야

수행기관

역할

시스템과 광
학탑재체 설
계 및 개발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아리랑위성 3A호 총괄주관기관
광학탑재체 주관개발

Astrium

광학탑재체 경통 제작

DRL

광학탑재체 검출기 제작

SESO

광학탑재체 반사경 제작

한국항공우주산업/
AP시스템 컨소시엄

위성본체 체계개발 총괄
부분품 국산화 개발주관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력계(하니스 포함) 부품개발
원격측정명령계 개발

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한화, 두원중공

수했으며 2010년 현재, 위성체의 최종조립 후 발사 및 우주환

업, 세트렉아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0년 하반

경을 모사한 환경시험(전자파환경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구조계 설계 및 제작

기 러시아 야스니(Yasny) 발사장에서 Dnepr 발사체에 아리랑

지상에서의 충분한 시험과 검증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비행

한화

추진계 부품개발

위성 5호를 탑재하여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델의 총 조립 시험이 완료되면, 위성은 지상장비와 함께

(1) 사업 개요

두원

열제어계 부품 개발

러시아의 야스니(Yasny) 발사장으로 운송된다. 발사장으로

천리안위성 개발사업은 지속적인 국내 정지궤도 위성 수요

M&M Links

RF 분배모듈 개발

개발현황

운송된 아리랑위성 5호는 발사장 준비 작업을 진행한 후, 우

에 대해 해외기술 종속에서 탈피하고, 자체공급 능력 확보

전문연구원

적외선 센서 주관개발

지난 2005년 6월 시작한 아리랑위성 5호 개발 사업은 2006년

주를 향해 발사된다. 현재 2010년 하반기 발사를 목표로 사

를 위한 위성 기술 개발 필요성과,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

삼성탈레스

적외선 센서 제작

7월 시스템설계를 완료했으며, 2007년 5월 예비설계 및 2008

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드맵에 의한 중대형 정지궤도위성 기술 확보 요구에 따라

AIM

적외선 검출기 개발

년 5월 상세설계를 진행했다. 이후 비행 모델의 총 조립에 착

아리랑위성 5호가 발사되면 우리나라는 위성을 통한 영상

추진되었다. 중형 정지궤도 위성 개발사업인 천리안위성 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적외선 광학계 개발

아리랑위성 5호 형상

아리랑위성 5호 비행모델 전자파환경시험

아리랑위성 5호 비행모델 총조립시험

본체설계 및
개발

적외선 센서
설계 및 개발

아리랑위성 3A호 개발사업 주요 일정

아리랑위성 5호 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국내 주도
로 개발을 시작했으며(탑재체 개발은 해외 협력 개발), 한반

지상국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보완적인 활용이 가능해 국가적 재난/재해 분야에서의 활용
잠재성이 매우 크다.

도의 전천후 지상·해양 관측을 목표로 전문연구기관, 한국

5. 천리안위성(통신해양기상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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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 1단계 개발사업 착수 (적외선 센서 핵심기술개발)
2009. 10 : 1단계 개발사업 종료 (적외선 센서 핵심기술개발)
2009. 12 : 탑재체 해외구매품목 및 비국산화 품목 계약
2010. 03 : 위성본체 주관업체 선정
2010. 08 : 발사체 선정 및 시스템 예비설계 검토회의 (PDR)
2011. 07 : 시스템 상세설계 검토회의 (CDR)
2011. 08 : IR탑재체 제작 및 조립시험 완료
2012. 03 : 위성본체 상세설계, 제작, 및 조립시험 완료
2012. 03 : 시스템 종합조립시험준비 회의 (IRR)
2012. 07 : 광학탑재체 제작 및 조립시험 완료
2013. 06 : 시스템 종합조립시험 완료
2013 : 발사 및 초기운영

황에서도 원하는 지역의 위성영상을 얻을 수 있다.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시스템 총괄과 광학탑재체 주관개발을 담당하고, 한국항공우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천리안위성 제원

우주 남측
지구면
기상해양 영상정보
송수신용 안테나

Ka-대역 중계기 패널
해양센서
기상센서

운용궤도

동경 128.2° 상의 정지궤도 (적도 약 36,000km 상공)

질량

2,500kg (발사시) / 1,200kg (연료질량)

전력량

2.7kW (10년기준 태양전지판 전력생성량)

크기

·발사시 : 2.8m × 2.2m × 3.7m (폭 × 길이 × 높이)
·궤도상 : 5.3m × 8.7m × 3.7m (폭 × 길이 × 높이)

수명

7년 이상 (운용수명), 10년 이상 (설계수명)

자세제어

3축 안정화 방식

지향정밀도

위도/경도기준 ±0.05°

태양전지판

관제용 안테나

진행방향

Ka-대역 안테나 급전부
자세제어용 지구센서

Ka-대역 안테나 반사경

천리안위성 구성도

천리안위성 개념설계연구(2004.6)

발사업은 기상, 해양, 통신 등의 3개 탑재체를 탑재해 고도

투입되는 거대 위성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한국항공우

36,000km 상공에서 위성통신, 해양관측 및 기상관측 서비스

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기상연구소, 한국해양

의 복합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원이 참여한다.

이 사업은 2003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7년 4개월 동

천리안위성은 기상, 해양, 통신의 3개 탑재체를 탑재해 위성

안 추진되며,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기상청, 방송통신

통신, 해양관측 및 기상관측 서비스의 복합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참여하는 범 부처사업으로, 약 3,549억 원의 예산이

중형 정지궤도위성이다. 천리안위성의 주요 임무로는 기상

천리안위성 해외협력개발계약(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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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열진공 챔버 개발(2005.11)

천리안위성 예비설계검토회의(2006.1)

국가우주위원회

정부
(교육과학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기상청)
정책수립, 사업감독, 예산지원
추진위원회
총괄주관기관

개발위원회
-시스템 및 본체
-기상관측시스템
-해양관측시스템
-통신시스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외협력기관
기술협력, 자문

분야별 주관연구기관
- 시스템, 본체 개발
- 기상/해양 탑재체
및 지상국 개발
- 총 조립/시험
항공우주(연)

- 통신탑재체 개발
- 관제시스템 개발
- 시험지구국 개발

전자통신(연)

- 기상자료 처리
시스템 개발

기상(연)

- 해양자료
처리시스템 개발

해양(연)

- 본체/부분품
설계, 제작
- 탑재체 부분품
설계, 제작

천리안위성 구조시험모델 조립 및 시험 (2006.10)

국내 산업체
3장 위성 연구

천리안위성 개발 체계

기술용역기관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천리안위성 비행모델 발사 및 궤도 환경시험

MODCS 패널 조립
+Y 월 조립

-Y 월 조립

정현파 진동시험

+/- Y 월 하니스 작업

음향진동시험

배터리 패널 조립

기상센서 장착
추진계 누설 확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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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 분리충격시험

태양전지판 전개시험

기상센서 방열판 커버 전개시

열진공/주기시험

기상센서 접속구조물 및 해양센서 장착
상부플로어 확인

측면패널 장착

천리안위성 비행모델 조립 (2007.8 ~ 2009.2)

의 전문인력, 그리고 해외협력개발업체와 공동개발팀을 구

기상임무는 고해상도의 다중채널 연속 기상영상관측 및 기상

성했다. 또한 설계, 제작 및 최종 조립시험을 수행하고, 기상

요소 산출, 태풍·집중호우·황사·해무 등 특이 기상현상의

및 해양관측자료의 획득을 위한 지상국의 개발을 주도함과

조기 탐지, 장기간의 해수면 온도 및 구름자료 산출 등이다.

동시에 기상 및 해양탑재체의 개발을 주관하였다.

해양임무는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 감시, 해양 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통신탑재체 개발의 주관기관으로 Ka

로로필(일차생물) 생산량 추정 및 어장정보 생산 등이다. 통신

밴드 통신탑재체, 관제시스템 및 시험지구국의 국내 개발을

임무는 광대역 위성멀티미디어 시험서비스, 국산 통신탑재체

추진하며, 국립기상연구소와 한국해양연구원은 기상 및 해

우주인증 및 정지궤도 위성 관제시스템 국산화 등이다.

양관측수신 자료처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해외협력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러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아스트리움(Astrium)사는 천리안위성의 공동설계, 국산화기

위해 시스템 및 본체 개발의 주관기관으로 국내 관련산업체

술 지원(부품 및 AIT), 부품 및 원자재 공급, 시스템 최종검

3장 위성 연구

임무, 해양임무, 통신임무가 있다.

연구개발 사업들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발전된 형

역업체들은 아리랑위성 제작 및 무궁화위성 부분품 개발 경

태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각각의 인

험을 활용해 위성체 및 탑재체의 부분품 용역설계 및 용역제

공위성 역시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할 다양한

작을 수행하였다.

인공위성 개발을 소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줄 것이며, 최

또한, 개발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핵심 요소기술을 연구하기

첨단 미래 인공위성 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다.

위해 국내 관련 학교나 우수연구기관들에게 위탁연구를 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향후 소형 및 과학실험용 위성분야

뢰하는 등 국내 관련기관을 천리안위성 개발의 위탁연구기

에서 현재의 소형 과학실험용 위성개발에서 한층 향상된,

관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했다.

우주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증받기 위한 100kg급의 차세대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증을 담당하였다. 천리안위성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술용

04.
발사체 연구

첨단 소형위성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용급 실용위성
(2) 개발현황

분야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리랑위성을 1,500kg급의

천리안위성 개발사업은 2003년 9월에 처음 시작됐다. 총괄

SAR 탑재위성과, 해상도를 보다 향상시킨 전자광학카메라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각 부처의 시

및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1,000kg급의 저궤도 실용급 위성

스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위성 본체, 탑재체 및 지상국에

으로 구분해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지궤도 위성

대한 개념설계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립 및 시험 설비를 구

분야는 국가 수요에 따라 2,500kg급의 정지궤도 복합위성

축했다.

의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천리안위성은 2005년 4월에 해외협력업체로 프랑스의 Astrium

이러한 위성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해외 위성개발시장과 영

사가 최종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한국

상판매 시장의 틈새시장을 찾아 위성개발을 지속적으로 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연구본부는‘우주개발진흥기본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이 개발초기 단계에 프랑스 현지로

진할 예정이며, 이렇게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500kg급 달

계획’
에 따라 독자적 우주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발

파견돼 예비설계 및 상세설계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탐사용 첨단 소형위성개발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사체 개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임무는 우리의 우

1. 과학로켓 및 위성발사체 R&D 현황

1990. 7 - 1993. 10
1993. 6
1993. 9
1993. 11 - 1998. 6
1997. 7
1998. 6
1997. 12 - 2003. 2
2002. 11
2002. 8 - 2010. 10
2009. 8
2009. 5 - 2010. 2
2010. 3
2010. 6

1단형 과학로켓(KSR-I) 개발(연구책임자: 류장수)
KSR-I 1차 발사
KSR-I 2차 발사
2단형 과학로켓(KSR-Ⅱ) 개발(연구책임자: 문신행)
KSR-Ⅱ 1차 발사
KSR-Ⅱ 2차 발사
액체추진과학로켓(KSR-Ⅲ) 개발(연구책임자: 채연석)
KSR-Ⅲ 발사
소형위성발사체(KSLV-I) 개발(연구책임자: 조광래)
KSLV-I 1차 발사
한국형발사체 선행기반개발
한국형발사체 개발 착수
KSLV-I 2차 발사

2007년 4월 상세설계 검토회의를 완료했다.

주기술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국민경제

2007년 8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의 시설에서 Astrium사

발전에 기여하고, 우주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동으로 총 조립을 시작했다. 이어

시키고, 성공적인 우주개발을 통해 우주공간 영역을 확보해

지상시험을 완료한 후, 위성체를 프랑스 Astrium사의 시설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운송했으며, 2010년 2월에는 발사장으로 출발하기 위한 선

발사체연구본부는 1990년부터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1단

적전검토회의를 진행했다. 선적전검토회의를 끝낸 후 천리

형 과학로켓 개발 및 발사, 2단형 과학로켓 개발 및 발사, 액

안위성은 프랑스령 기아나(Guiana)의 꾸루(Korou) 발사장으

체추진제를 이용한 과학로켓 개발 및 발사를 수행했다. 이러

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로 201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로 이동했으며, 2010년 6월 27일(한국시간)에 아리안스페이

한 일련의 과학로켓 개발을 통해 발사체 설계 및 제작능력을

을 시작하였다.

스(Arianspace)사의 Ariane-5 발사체에 탑재되어 성공적으로

확보했으며, 발사체 지상시설을 구축하고, 로켓 분야의 전문

발사체 분야의 최종목표는 국제위성발사 서비스 시장에서

발사되었다.

인력 배양과 산·학·연 협동 연구 체제를 구축하는 등 위성

경쟁력이 있는 상업용 국산 위성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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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 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
소형위성발사체 나로호는 20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09

6. 향후 계획

년 8월 25일에 1차 발사했지만, 페이로드 페어링의 분리 실

2. 과학로켓 개발

패로 위성을 목표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했다. 2010년 6월 10
일 2차 발사 때는 비행중 1단 연소구간에서 발사체 폭발로

(1) 1단형 과학로켓(KSR-I: Korea Sounding Rocket-I)

성연구개발 역사를 리드해왔다. 초기에는 선진국들과 함께

인해 발사에 실패했다.

사업배경 및 개요

연구를 수행하며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자체 개발을

소형위성발사체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한 반

KSR-I은 총길이 6.7m, 직경 0.42m, 중량은 1.3톤으로 구성

시도하며 어렵게 그 기반을 닦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면, 한국형발사체는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 및 개발을 추진할

된 1단형 무유도 로켓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인공위성

예정이다. 한국형발사체는 1.5톤급 실용위성을 태양 동기궤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 하에 추진됐다.

4장 발사체 연구

지난 20년 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인공위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KSR-Ⅰ1호기 발사준비

KSR-Ⅰ 1호기 발사 (1993. 6. 4)

KSR-Ⅰ 2호기 발사 (1993. 9. 1)

발했다. 이때, 로켓의 각종 분산요인 즉, 바람영향, 추력오

연구성과

학로켓의 성능예측 보완 작업을 수행했으며, 1993년 9월 1일

75km 대기층을 탐사할 수 있는 고체 무유도 과학 관측로켓

차, 공기저항 오차 등의 분석에 의해 낙하지점의 안전구역을

KSR-I‘과학로켓 1호’
는 1993년 6월 4일 오전 9시 58분에 서

10시 34분‘과학로켓 2호’
를 동일한 발사장에서 발사했다.

을 개발해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을 관측하는 것이다. KSR-I

설정하고, 바람영향에 의한 궤도변화 특성을 분석해 발사 순

해안 시험장에서 자체 개발/제작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됐

과학로켓 2호는 고도 49km, 낙하거리 101km를 비행했고, 오

연구개발은 1990년 7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총 3년 3개월에

간의 바람에 대해 발사각을 보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

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과학로켓으로 기록된 1호기는 최

존 측정 및 로켓 성능 측정 작업을 진행했다.

걸쳐 진행됐으며, 총 28억 5천만 원이 투입됐다. 과학로켓 1

용했다.

고고도 39km, 낙하거리 77km를 비행하면서 한반도 상공의

호 및 과학로켓 2호의 개발과 시험발사 성공으로 1단형 과학

구조분야에서는 구조체 설계/해석, 시험 제작개발 연구를

오존층 측정과 가속도, 응력, 온도, 추진기관 내부압력 등 로

(2) 2단형 과학로켓(KSR-Ⅱ: Korea Sounding Rocket-Ⅱ)

로켓의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다

통해 각 로켓의 무게 및 평형해석, 전체조립체 하중해석, 부

켓 자체의 각종 성능 특성을 측정했다.

사업배경 및 개요

166

음 단계의 로켓 개발로 이어지게 됐다.

분 조립체 하중 및 응력 해석 등의 결과를 얻었다. 또한 각

무유도 시스템인 과학 로켓 1호는 낙하분산 지역을 넓게 설

KSR-Ⅱ는 총길이 11.1m(1단: 3.6m, 2단: 7.5m)에 직경 0.4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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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결과를 토대로 단품 및 조립체의 상세도면을 제작했고,

정했고, 로켓자체의 성능시험에 중점을 두기 위해 탑재부에

발사 시 2.1톤의 무게로 이루어졌다. KSR-Ⅱ 개발사업의 목

사업내용

조립공정도를 완성했다. 이후 완성된 도면에 따라 과학1,2호

성능 조정용 추가하중(Dummy Weight)을 실었다. 측정된 각

표는 초기자세제어 기능을 갖춘 2단형 고체추진 과학관측로

KSR-I의 개발을 위해 세부 연구 분야를 시스템 종합, 비행

기의 시제품을 제작해 부분조립체 구조시험을 진행했다. 이

종 자료는 원격 송·수신 장비에 의해 수신됐고, 지상에서

켓의 국산화다. KSR-I과 비교했을 때 KSR-Ⅱ에 추가된 부

성능, 공력설계, 구조, 추진 및 탑재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

밖에 발사용 로켓 조립관련 업무도 수행했다.

추적한 레이더 자료, EOTS 자료, 고속카메라자료 등과 함께

분은 1/2단 분리, 노즈페어링 시스템 개발, 카나드 핀을 이용

의 기술개발을 수행했다. 이후 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일

추진기관 분야에서는 시스템에서 요구된 추진기관의 성능

로켓에 대한 성능 분석 작업에 활용했다.

한 초기자세제어 시스템, 관성항법장치 운용 등이 있다.

련의 시스템 작업을 거쳐 로켓 개발을 완료했으며, 2회의 시

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내탄도 설계와 노즐유동해석,

과학로켓 1호의 비행을 통해 확보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

KSR-Ⅱ의 개발도 KSR-I처럼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로 추

험발사에 성공했다. 시스템 종합 분야에서는 탑재부 개발,

열해석 등의 성과를 얻었으며, 이의 검증을 위한 추진기관

비행성능 및 외형설계, 구조체 설계, 추진기관 시험 및 제작,

연소시험을 수차에 걸쳐 진행했다.

발사운용 등 로켓 개발에 관련한 각 서브시스템의 종합 및

탑재분야에서는 과학탑재 센서를 비롯한 각종 센서 데이터

탑재부 진동시험 장면

발사 준비 완료된 KSR-Ⅱ

조정을 수행했다. 공력설계 분야에서는 과학 로켓의 외형설

처리부와 이들 센서 데이터를 지상으로 송신하기 위한 원격

계 시 이론적으로 공력해석을 완료했다. 이후 최종 공력자

측정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완료했으며, 개발된 탑재시스템

료를 얻고 수행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두 차례의 축소 로

은 진동, 충격 등 일련의 지상환경시험을 거쳐 과학로켓에

켓 모델에 대한 풍동시험을 진행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풍동

탑재됐다. 로켓의 탑재부에 위치한 오존측정기는 광학적 방

시설을 활용할 수 없어 일본우주과학연구소(ISAS)에서 풍동

법을 이용해 로켓 상승비행 중 오존량을 측정했다. 이때, 3

시험을 실시했다. 또한 로켓의 고속 비행에 대비한 공력가열

개의 자외선 센서를 이용해 오존을 측정했으며, 1개의 가시

시험 등을 통해 단열재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했다.

광선 기준채널 및 태양센서를 이용해 로켓의 1축 자세각을

비행성능 분야에서는 로켓의 기본적인 비행궤도 특성, 즉 탑

측정해 자세각에 따른 측정치 보정을 실시했다.

재 중량, 비행각도 등에 따른 비행궤도 해석 프로그램을 개

노즈페어링 개방 시험 장면

4장 발사체 연구

KSR-I의 개발목표는 150kg의 탑재물을 싣고, 고도 35km~

KSR-Ⅱ 1호기 발사(1997. 7. 9)

일반적으로 액체추진로켓은 발사 직전 추진제를 로켓에 주입

사가 연기됐다. 2차 시험발사는 1998년 6월 11일에 서해안 시

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시간이 고체추진제에 비해 오래 걸린

험장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발사 후 186.2초에 137.21km

다. 반면, 추력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비행 시 재점화가 가능

의 최고 고도에 도달했으며, 365.4초 만에 비행거리는

하며, 발사 전 점화시험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성이나 국제적

123.9km에 도달했다. 최고속도는 1542.6m/sec였으며 비행시

인 기술이전 제약환경을 고려할 때 액체추진기관에 비해 대

간은 364초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비행임무를 수행했다.

형 고체추진기관 개발이 불리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기술

이로써 150kg의 과학탑재물을 싣고, 고도 150km의 한반도

적 성능, 추력 조절, 신뢰도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공의 이온층 환경과 오존층 분포 등 대기층을 탐사하는 과

우리나라 우주발사체로 액체추진기관 개발이 추진됐다.

학관측로켓의 국산화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국산 위성발사체 개발을 위한 중간단계인 액체추진과학로켓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KSR-Ⅱ 발사 전

년 10월에 2차 시험발사를 추진했으나 기상조건 등으로 발

(KSR-Ⅲ) 개발 사업은 액체추진기관의 개발 및 위성발사체

KSR-Ⅱ 2호기 발사(1998. 6. 11)

로켓 핵심기술 개발 역량 확보

핵심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발사체 임무

연구원은 KSR-Ⅱ 개발을 통해 구동장치, 제어장치, 유도알

설계기술, 액체 추진기관 기술, AKM(원지점 차넣기 로켓 모

진되었다. 개발 기간은 1993년 1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총 4년

디지털 오토파일럿(autopilot)의 설계 등을 통해 유도제어기

고리즘 및 관성항법장치 설계 및 운용 등의 우주발사체 필수

터), 탑재부 및 단분리 시스템, 탑재부 자세 측정 및 제어 시

8개월이 소요됐으며, 총 연구개발비는 52억 원이 투입됐다.

를 설계했다. 또한 유도제어 시스템 구성요소인 관성항법장

기술을 확보했다. KSR-Ⅱ 탑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전

스템, 관성항법 유도제어 시스템, 수직 발사대 및 발사 기술,

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특성분석, 공압 구동장치의 연

자탑재시스템의 핵심부를 연구원의 독자기술로 설계 및 제

대형 탱크 제작 기술 등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가 수행됐다.

사업내용

계시험, 성능시험 및 비행시험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그

작함으로써 국내 과학로켓 탑재 기술을 한 단계 상승시켰으

한편, 국내 최초로 액체 추진 로켓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

공력설계 분야에서는 풍동시험과 이론적인 공력분석을 통

리고 하드웨어를 이용한 실시간 모의시험도 수행했다.

며, 국내 기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기술

국의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해 심각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쳤으

해 외형설계 및 공력계수를 결정했다. 특히 본 로켓에는 초

추진기관 분야에서는 KSR-I 개발 당시와 마찬가지로 고체

력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해외업체로부터 수입

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수 국내 기술로 액체추진과학로켓

기자세제어용 즉, 1단 연소 종료 직후의 자세각을 특정 각도

추진기관인 1단과 2단의 내탄도 성능 및 구조적 안정성을 시

이 불가능한 부분품들을 국내 업체가 대체 개발토록 지도하

(KSR-Ⅲ)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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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카나드 핀을 도입

스템 요구조건에 맞도록 개발했다. 이후 설계된 추진기관의

는 등 관련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원은 2002년 8월 29일 비행 모델(FM:Flight Model)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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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 결과 카나드 구동각 변위에 따른 흐름의 변화로 공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의 연소시험을 실시했다.

또한 단분리/페어링 장치 개발 및 원격 송·수신을 위한 전

인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액체 추진 기관의 실

력특성이 달라지는데 전체 3세트의 핀을 사용해 정확히 분

전자탑재시스템에서 설계/제작된 모든 탑재체는 복합적인

자탑재부를 개발하고, 로켓 개발 및 전체시스템 설계, 운용,

질적인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본격적인 비행 시험 준

석했다. 또한 과학 및 전자탑재부에 대한 공력가열 분석 및

환경 및 열적 시험을 거쳐 안정성을 확인한 후 비행시험에

성능·공력해석 등의 설계 기술은 물론, 전반적인 로켓발사

비에 착수해 2002년 11월 28일 오후 2시 52분에 비행시험에

공력가열 시험 결과를 고려한 설계를 실시했다.

사용됐다. 과학탑재부에 탑재되는 오존 및 이온층 과학관측

운용 기술을 확보했다.

성공했다. 비행시험 결과 분석을 통해 성능 및 비행이벤트

비행성능분석 분야에서는 최종질량 및 관성모멘트 계수, 추

용 측정기들 역시 일련의 환경시험을 거쳐 탑재됐다.

특히, 단분리 기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스템 레벨 및 서브

가 예측 결과와 일치하는 등, 발사체와 관련된 설계/제작/

력 데이터, 공력 데이터 및 이벤트 등을 고려해 비행성능 분

KSR-Ⅱ 발사용 발사대는 KSR-I 발사 때 사용되었던 발사대

시스템 레벨의 기술들은 다음단계인 KSR-Ⅲ 과학로켓 연구

발사 및 분석 등의 핵심 기술이 구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

석을 진행했다. 여기에 연구원 내에서 개발한 6자유도 프로

를 개조해 사용했으며, 비행 전 작업의 제어, 통제 및 모니터링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됐다.

다. 1997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총 5년 2개월이 소요

그램 등을 이용해 로켓 비행과 관련한 궤도해석, 분산분석에

을 위한 발사통제시스템을 개발해 각 시험 발사 시 활용했다.

된 액체추진과학로켓(KSR-Ⅲ) 개발 사업에는 총 780억 원
(3) 액체추진과학로켓(KSR-Ⅲ: Korea Sounding Rocket-Ⅲ)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각종 이벤트에 대한 분석 및

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됐다.

연구성과

사업배경 및 개요

기체구조 분야에서는 부품 및 조립체의 상세설계 및 제작업

KSR-Ⅱ의 1차 비행시험은 1997년 7월 9일에 진행됐다. 이때

KSR-Ⅲ는 총길이 14m, 직경 1m, 총중량 6톤에 연료로는 케

사업내용

무 등을 진행했다. 또한 주요 설계 분야인 노즈페어링 시스템

1/2단 분리, 2단 점화, S-19 조종날개(카나드핀)의 디커플 등

로신(Kerosene), 산화제로는 액체산소(LOX)로 이루어진 국

외형설계 및 공력분석 분야에서는 KSR-Ⅲ의 공력 열전달을

과 단분리 시스템은 상세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성능이 향상

은 정상 작동됐으나 20.85초 경, 탑재부 주전원의 이상으로

내 최초 액체추진 과학로켓이다.

해석해 로켓 내부와 외부의 온도변화를 계산했고, 이를 바탕

됐고, 많은 환경시험과 신뢰성 시험을 거쳐 성능의 안정성을

원격측정 및 레이다 추적에 실패했다. 비록 통신 두절로 데

KSR-Ⅲ의 개발목표는 액체추진기관을 이용한 과학관측 로

으로 로켓 탑재물을 보호할 수 있는 단열체계를 설계 제작했

확보했다. 기체조립과 기체의 발사대 장착을 조립/장착 절차

이터는 취득하지 못했지만, 착륙 예정 지역에서 도착예정 시

켓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따른

다. 이 결과 발사시험에서 공력가열 측정을 통해 개발단계에

서에 의해 확인하고 타 분야와의 연계시험을 추진했다.

간 경에 로켓이 입수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비행은 정상적으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의 중간단계로 추력 13톤급 액체추진

서 계산한 공력가열 계산의 유효성이 확인되어 단열 설계가

유도제어시스템 분야에서는 로켓자세제어 시스템의 안티-

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

기관의 개발 및 소형위성발사체 핵심기술을 습득·연구하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윈드업(Anti-Windup) 제어기 설계, 6자유도 시뮬레이션 및

이 같은 1차 비행시험 결과를 토대로 보완작업을 거쳐 1997

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즈 페어링(nose fairing)의 안전한 분리 및 분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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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작업을 수행했다.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초음속 풍동시험

공력가열시험

KSR-Ⅲ 엔진 FM 연소시험

KSR-Ⅲ 엔진 FM

KSR-Ⅲ 엔진 지상연소시험 전
장착상태

경 분석, 자세 프로그램 및 궤적 설계, 낙하점 결정 및 분산

연소시험을 추진기관 시스템 종합성능시험과 연계해 2002

분리 후 형상에 대한 유동해석을 추가로 실시해 페어링이 분

반경 분석, 발사 당일의 바람 변화에 따른 발사각 보정, 비행

년 6월 27일까지 완료했다. 또한 2002년 8월 29일에 KSR-Ⅲ

리되면 항력이 증가하며 정안정 여유가 더 커짐을 확인했다.

후 성능 분석 등을 수행했다.

비행체에 장착된 비행용 엔진(FM)에 대해 지상검증 최종시

외형설계를 확인하기 위한 풍동시험은 타 연구기관의 삼중

회전운동은 기준좌표계에 대한 로켓 무게중심에 위치한 기

험인 단인증시험을 53초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음속풍동을 이용해 아음속에서 초음속까지의 고속 비행영

체축의 자세 각가속도, 각속도 및 자세로 표현되며, 비행 안

시험에 투입된 실물형 엔진은 비행시험을 포함해 총 연소누

역을 시험하고 연구원내의 중형아음속풍동을 이용해 저속

정성에 관련된 공력 정안정성 분석, 자세제어기 구조 및 이

적시간 855.9초와 총 54회의 시험이 수행됐다. 이 중 개발단

비행영역을 시험했다. KSR-Ⅲ 개발기간 중 총 7회 고속 및

득/필터 설계, 선형 운동 모델링에 의한 안정성 여유 분석, 6

계의 최대 난제였던 연소불안정 문제로 인해 비상정지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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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풍동시험을 실시해 KSR-Ⅲ의 공력특성 자료를 획득했

자유도 시뮬레이션에 의한 자세제어기 성능 분석, 비행 후

용된 시험 회수는 17회에 달했다. 연소 성능시험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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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실제비행모델(FM 형상)에 대한 시험도 실시했다.

자세제어기 성능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는 과정에서 밝혀진 설계상의 각종 문제점들은 부분적인 설

로켓의 비행분석은 크게 궤적과 관련된 병진운동과 자세와

비행항법을 판단하고, 정확한 궤도 비행을 위한 명령을 생성

계수정으로 개선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엔진은

관련된 회전운동으로 나누어진다. 병진운동은 기준 좌표계

하는 관성항법장치의 경우 개발 초기에 국산화에 가장 어려

국내 활용가능 기술의 극대화였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인 액

2002년 11월 28일 성공적인 비행을 완수함으로써 개발 착수

에 대한 로켓 무게중심의 가속도, 속도 및 위치 변수로 표현

움을 느꼈던 장치 중 하나다. 개발 초기에는 외국산 도입을

체산소-탄화수소계 추진제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선정해 개

5년 만에 그 결실을 맺었다.

되며, 이러한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 6자유도 운동 모델링 및

추진했으나 상대국의 수출허가가 나지 않아 국산화가 불가

발엔진의 건전성을 추구했으며, 국내 추진기관 개발기술의

구조체와 각종 탱크, 배관 밸브 등의 기체구조 시스템은 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임무설계에 관련된 비행 성능 및 환

피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유사 관성항법장치 제작 경험이

수준을 고려해 고성능 사이클 엔진을 개발하는 대신 비활성

진제의 고압, 극저온, 경량화 요구 등의 특성을 모두 만족시

있는 업체와 함께 개발을 추진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고압가스를 이용해 추진제를 공급하는 가압식 엔진을 개발

켜야 하기 때문에 제작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또한 관성항법장치와 유도제어시스템 등의 종합 연계성능

대상으로 채택했다.

국내 개발경험이 부족한 티타니움 고압탱크, 대형 액체산

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 모사시험(HILS: Hardware In the

KSR-Ⅲ 발사체에 장착·운용될 액체추진 로켓엔진의 개발

소 탱크, 대형 복합재 가압탱크, 극저온용 밸브 및 정압기 등

Loop Simulation)을 진행했으며, 비행시험을 통해 모든 정보

을 위해 EM(Engineering Model) 9기와 PM(Powerplant Model)

은 많은 시행착오와 확인 시험 끝에 완성할 수 있었다. 구조

처리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KSR-

5기 그리고 FM(Flight Model) 8기의 완성품 엔진이 설계/제작

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뢰성시험용 부분조립체 시

Ⅲ 관성항법장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은 향후 발사

되어 총 32기의 조합체 엔진이 구성됐다.

제품을 제작해 주요 부분조립체의 지상시험을 실시했으며,

체 개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엔진의 성능검증은 축소형모델을 활용해 분사기 검증, 정상

특히 KSR-Ⅲ 내압 용기인 각종 탱크류, 산화제탱크, 연료탱

추진기관시스템 분야는 우주발사체용 추진기관을 개발하기

상태 연소성능검증 및 연소불안정성 검증시험을 실시했다.

크, 가압탱크, 고압탱크, 볼밸브 구동용 탱크에 대한 반복 압

위해 액체산소와 등유를 추진제로 사용하는 가압식 엔진을

이후 실물형 엔진을 이용해 연소성능시험을 지속적으로 수

력시험, 노즈페어링부 및 단 분리부의 반복 분리 기능시험을

개발했다.

행한 결과 최대 난제였던 연소불안정 문제를 해결했고 2002

진행했다. 또한 탑재대의 진동시험, 고압탱크 진동시험, 분

KSR-Ⅲ 추진기관 개발의 주요 목표는 과학로켓의 목적에

년 5월 14일에 목표 연소시간인 60초 연소시험에 성공했다.

리부 충격 측정, 엔진지지부 진동시험, 발사대와 기체의 결

부합할 수 있도록 개발과정의 건전성, 개발경비의 최소화 및

연소 시험에 이어 엔진 김발(gimbal) 시험을 포함한 총 9회의

합 분석 및 발사대 진동 시험, 전기체 모달시험, 기체 정렬시

관성항법시스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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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의 공력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결과로 페어링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복합재 핀 정적 구조시험

탑재부 엔지니어링모델 조립

제작·조립된 탑재부

험을 수행했다. 위의 시험을 바탕으로 비행시험용 기체 구조

데이터(과학 관측데이터, 기체 상태 및 비행성능 데이터 등)

정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오존측정기를 KRS-Ⅲ의 특성에

조물에 장착한 후, 경사발사를 수행하는 일련의 발사시험과

부분조립체를 개발·제작해 부분 조립체 조립 시험을 실시

를 취합 및 적절한 포맷을 구성한 후 지상으로 전송하는 원격

맞게 수정해 탑재했다.

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발사장 현지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했으며, 2002년 11월 28일에 비행 시험을 수행·완료했다.

측정장치(Telemetry System), 로켓의 비행궤도를 정확히 추적

각 탑재체는 확정된 로켓시스템 연계설계내용에 근거해

작업공간을 제공했다. 또한, 조립성 점검과 발사 이전에 로

KSR-Ⅲ의 1단은 액체추진제를 사용하고, 탑재부는 고체추

해 실시간으로 표시하기위한 레이더용 Transponder 및 비상시

비행용 모델을 제작하고, 자체기능시험과 비행 전 보정

켓시스템의 기능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작해 성공

진제를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는 1단은

로켓의 비행을 중단시키는 비행종단시스템(Flight Termination

(calibration) 작업을 수행했다. 또한 탑재부 서브시스템의 지

적인 발사시험을 지원했다.

추력벡터제어 방식 중 주엔진의 노즐을 움직여 로켓의 피치

System)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전자 탑재시스템의 컴포

상환경시험(진동시험, 열주기시험, 전자파시험)과 텔레메트

KSR-Ⅲ 과학로켓 발사시험을 위한 발사장 설치는 2002년 6

및 요 축에 대한 자세를 제어하는 김발식 추력벡터제어 방법

넌트들은 KSR-I과 KSR-Ⅱ 개발 당시에는 도입품을 사용했

리 및 발사통제장치와의 연계시험 등의 성능시험을 진행했

월에 시작해 10월 초순에 완료했다. 장비설치와 아울러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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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했다. 김발식 추력 벡터제어는 과학로켓에서는 사용

으며, KSR-Ⅲ도 개발 초기에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성

다. 우주환경에 노출된 탑재체들은 정상적으로 동작함으로

장비 운용요원들의 운용숙달을 위해 약 한 달간의 운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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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지만 우주발사체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가

항법장치의 경우처럼 이들도 모두 상대국의 수출허가가 나

써 추후 인공위성이나 과학로켓에 탑재되는 과학탑재체로

을 거치는 등 철저한 준비를 진행했으며, 발사장에서의 기체

장 정확한 비행자세제어 방식이다.

지 않아 완전 국산화를 추진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KSR-I,

써 충분히 검증됐다.

조립 및 예비시험을 위한 안전한 작업공간을 제공해 국내 최

또한 롤 축에 대한 자세제어 시스템으로 냉가스 추진시스템

KSR-Ⅱ에 사용된 장치보다 성능과 용량이 향상된 제품으로

KSR-Ⅲ 발사통제시스템(Fire Control System; 이하 FCS)은

초의 액체추진과학로켓 발사시험 성공에 일조했다.

이 별도로 구성됐다.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탑재부는 3축

국산화에 성공했고 비행시험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다.

로켓이 발사되기 직전까지의 로켓 내부 상황을 실시간 감시

자세제어를 위해 질소가스를 냉가스 추진제로 사용하는 냉

또한 KSR-Ⅲ에는 비상시 비행을 종단시킴으로써 비정상 낙

하고, 로켓 발사의 성공여부를 실시간 기록·분석하고, 로켓

연구성과

가스 추진시스템을 사용하고, 궤도 안정성을 위해 스핀 안정

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비행종단장치를 개발해 처

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로켓내부 서브시스템의 전원인가

KSR-Ⅲ는 시스템설계, 서브시스템별 상세설계/시제품제

화 방식을 채택했다. 냉가스 추력기 시스템은 단일추진제 추

음으로 적용했다. 이를 위해 비행 시 순간낙하점과 자세정보

및 제어를 목적으로 개발됐다.

작/기능시험/비행모델 제작 및 환경시험, 시스템 총조립, 시

력기 시스템에 비해 비추력은 낮지만 시스템 구성의 단순성

등을 표시해 안전의 판단을 가능케 하는 RSDS(Range Safety

로켓의 전 비행 과정을 총괄 통제하는 FCS는 높은 신뢰도

스템 종합시험, 단인증시험, 비행시험의 과정을 거쳐 개발이

으로 인한 제작성이나 안정성, 비용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

Display System), 비행명령 송수신 장치, 비행종단용 파이로

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빠른 전송속도를 보장하는 고성능

완료됐다.

돼 1단 롤 자세제어 및 탑재부 자세제어, 스핀을 위한 추진시

밸브 시스템 등이 개발됐다.

통신매체와 통신방식을 지니도록 했다. 특히 KSR-Ⅲ의 발

개발 초기부터 모든 시스템을 국산화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스템으로 채택했다.

전자탑재 시스템은 2002년 11월 28일 수행된 발사시험에서

사 전 점검, 발사준비, 카운트다운 및 로켓 발사시점까지의

것은 아니었으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출 규제 등의 문제가 발

비행시험 결과 가벼운 중량을 유지하면서도 엔진 바로 옆의

전 비행구간에 걸쳐 취득된 데이터를 지상으로 전송하고, 실

모든 발사 진행과정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발사 조

생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모든 서브시

극심한 진동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김발구동장치와 추력

시간으로 비행궤적을 추적함으로써 그 성능을 입증했다.

건이 충족되었을 때 미션 콘트롤 센터(MCC: Mission Control

스템을 국산화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원의 노력 뿐 아니라

기 등의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KSR-Ⅲ에서 수행한 과학실험의 목적은 로켓의 고도성능에

Center)로 발사가능 신호를 전달해 로켓이 안전하게 발사될

국내 참여업체들의 목표의식과 강한 도전의지가 있었기에

전자탑재시스템은 지상전원 및 탑재배터리로부터 입력되는

따라 고공대기층의 물리화학적 환경을 탐사하는 것이다. 이

수 있도록 했다.

가능한 결과였다.

전원을 각 서브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전원으로 변환해 공급

때 과학탑재부의 임무는 고공대기층의 환경측정, 즉 구성성

발사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개발됐으며 조

KSR-Ⅲ는 당초 2002년 11월 27일에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되도록 전원을 제어하는 전원 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

분 및 온도의 고도변화 측정,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로켓의

립 타워(Assembly Tower)는 발사체를 부분체(Sub-section)별

기상악화로 인해 다음 날인 11월 28일 오후 2시 52분에 발

각종 센서(온도, 응력, 압력, 진동, 가속도 등)로부터 취득되는

자세를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 상태를

로 발사대 패드 상부 구조물에서 수직 조립해 발사대 붐 구

사됐다. 82.6도의 경사각으로 발사된 KSR-Ⅲ는 이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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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탱크 완성품

KSR-Ⅲ 발사 연속장면

물의 경량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핵심기술들은 요구 성

2003년 5월에는 한·러 정부간 우주기술협력협정(IGA) 문안

능뿐만 아니라 고신뢰도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합의 및 가서명을 했으며,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러

시스템 설계 및 서브시스템 설계 기술이 있어야 한다.

정부 간 우주기술협력협정 및 한·러 기술협력 계약이 체결

이처럼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범

됐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2004년 12월에 기술협력 계약이

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우주기술에 대한 국내 산업체

발효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러 간 공동연구가 진행됐다.

와 관련 연구소,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업무를 추진했

러시아의 우주 개발 관련 업체 중 발사체 시스템 분야는

다.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체 시스템 개발 총

Khrunichev사, 엔진 분야는 Energomash사, 발사장 시설 분

괄, 발사장, 조립장 등 기반시설 구축, 해외 기술협력 총괄,

야는 KBTM사가 협력 기관이 됐다.

발사 운용 등을 수행했다. 대학 및 관련 연구소는 추진기관

KSLV-I의 개발은 국산 위성 발사체 개발의 첫 번째 단계

이나 제어시스템 등 요소 기술 개발, 위성 발사체 관련 선행

로 100kg급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및 기초기술 연구를 담당했다. 산업체는 시스템 및 서브시

추진됐다.

스템 공동설계, 부품 및 서브시스템 상세설계 및 제작,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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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R-Ⅲ 발사

도부터 2004년도까지 국제기술협력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10초부터 자세 변화를 위한 킥턴 비행을 거쳐 53초에 연

인 핵심기술도 확보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성과는 효율적

KSLV-I는 1단 액체엔진과 2단 고체 킥모터로 구성되는 2

체 개발을 위한 가공/제작 기술 습득 및 개발, 해외 기술협력

소종료, 125초에 42.7km 최고점 도달, 231초에 79.5km 떨

인 산·학·연 협력체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관

단형 발사체로 1단은 러시아와 공동 개발했으며, 상단은 국

참여 및 지원, 체계 총조립 등을 진행했다. 소형위성발사체

어진 해역에 낙하했다. 최고속도는 899m/sec, 비행시간은

련 기술로 축적했다. KSR-Ⅲ 개발을 통해 확보된 위성발사

내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 총 중량은 최대 140톤, 추진제 중

(KSLV-I) 개발에는 약 15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231초를 기록했다.

체 기반기술은 소형위성발사체(KSLV-Ⅰ)의 개발에 직접적

량은 최대 130톤으로 총 길이 약 33m, 직경 약 3m, 1단 추력

관련 성과로는 추력 13톤급 액체추진기관 독자개발, 발사체

으로 활용됐다.

170톤급으로 제작됐으며, 위성궤도는 300 × 1,500km의 타

사업내용

의 비행과정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 관성항법장치 국산화,

원궤도를 목표로 설계됐다.

소형위성발사체(KSLV-I) 개발 사업을 위해 체계개발 분야,

엔진노즐을 이용해 비행방향을 제어하는 추력벡터제어시스

1단 추진기관은 액체 추진기관 1기가 사용되며, 연료는 등유

임무 설계 분야, 구조체 분야, 전자 탑재 시스템 분야, 제어

174

(Kerosene), 산화제는 액체 산소(LOX：Liquid Oxygen)이며,

시스템 분야, 열/공력 분야, 추진기관 분야 등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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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스템은 터보펌프 방식을 채택했다. 2단 추진기관은

에서 종합적인 연구개발 작업이 추진됐다.

템 개발, 추력기를 사용해 발사체 자세를 제어하는 추력기

3. 위성발사체 개발

자세제어 시스템 개발, 연료탱크, 산화제탱크 등의 대형탱크
경량화 구조 기술 개발, 탑재전자장치의 국산화 개발, 추진

(1) 소형위성발사체(KSLV-I: Korea Space Launch Vehicle-I)

고체 킥모터(HTPB: Hydroxyl Terminated Poly Butadiene)로

KSLV-I 개발은 거대 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체계 개발 분야

공급계 및 지상지원 설비에 대한 기반 기술 확보, 액체로켓

사업배경 및 개요

이루어졌다.

에서는 개발 효율성 및 추적성 확보를 위해 통합 기술관리

발사 운용 기술 확보 등이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KSR-Ⅲ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정

및 사업관리를 수행했다. 주요 업무로는 국제협력을 포함한

최초의 액체추진기관을 개발했다. 그러나 위성 발사체 1단

밀도의 유도제어 기술이 필요하며, 엔진의 고성능화 및 구조

개발사업의 경영 및 관리, 발사체 시스템 설계, 전문 분야별

나로호(KSLV-I) 제원

나로호(KSLV-I) 상단부 총조립 및 시험

에 사용하기에는 성능개량과 기술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될

KSR-Ⅲ는 과학로켓이지만 인공위성 발사체에 채용되는 핵

것으로 판단됐으며, 위성 발사체 1단으로의 직접 연계는 어

심기술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로켓은

려웠다. 이에 해외 기술협력을 통한 1단 액체추진기관 개발

무유도 방식이며 유도를 채용할 경우에도 간단한 장치를 사

을 추진했다.

용한 최소한의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KSR-Ⅲ는 과학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2001년 3월 MTCR에 가입함으

켓으로의 기능적 특성보다는 우주발사체개발의 전단계라

로써 발사체 분야의 국제 협력이 용이해졌으며, 보유 기술의

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체 핵심 기술들의 시

다양성, 저가의 협력비, 국내외적 상황, 기술이전 경험 등을

험대라는 개념으로 개발됐다. 연구원은 본 연구개발을 통해

고려해 러시아를 최적의 기술 협력국으로 판단했다. 러시아

액체산소(산화제)/케로신(연료) 액체추진기관, 관성항법장

는 기술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액체추진기관을 개발한 경험

치, 추력벡터제어 시스템, 추력기 자세제어 시스템, 복합재

이 있으며, 특히 미국, 프랑스 등에서도 러시아 엔진을 구입

탱크 등의 경량화 구조 기술 개발, 탑재전자장치를 국산화

해 활용할 정도로 추진기관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개발했으며, 추진공급계 및 지상지원 설비에 대한 기반 기

자랑하고 있었다.

술과 액체로켓 발사 운용 기술 등 위성발사체 개발에 필수적

한·러 우주기술협력 MOU는 2001년 5월에 체결됐고 2002년

페이로드 페어링
7.7m

2.0m

페이로드 페이링
(Payroard Fairing)
산화제 탱크
33.5m
25.8m

2.9m

역추진 고체 로켓
연료 탱크

과학기술위성 2호
(Payroard)
2단 킥모터
(Second Step
Kick-Motor)
상단=노즈페어링+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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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개발역량 확보

관성항법유도시스템 환경 시험

나로호 2단부 구조체 모드 시험

전력시스템-전력분배장치

단열재 시편시험
공력가열 시험설비

KMS 패널 플룸 단열

실물형 페어링의 공력가열 시험

추력기 자세제어시스템

KM 구동부 및 저부 단열

공력가열 시험 및 발사체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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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항법유도장치

무를 수행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추력벡터제어 구동장치

기/지상) 통합 및 발사 시험운용 등이 있다.

시스템 개발, 추력기 자세 제어 시스템 개발, GPS 수신기 시

임무설계 분야에서는 발사체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스템 개발 등이 있다. 추력벡터제어 구동장치 시스템은 로켓

개념, 스테이징 유도 알고리듬 설계 등을 수행하고 비행 궤

엔진 추력의 방향을 조절해 발사체의 자세 및 궤적제어를 수

적 분석을 통해 발사체가 요구 목표 궤도에 위성을 투입할

행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의 지상 운용 및 검증을 위한 지상

수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발사체의 비행에 의한 위험도를

지원장비 및 시험/평가 장비도 개발했다. 일정한 압력의 질

사전에 분석해 예상 위험도가 낮은 방향으로 비행궤적을 설

소가스를 분출해 생기는 반발력을 이용해 발사체의 자세 및

계하고, 지상에서 비행 상태를 모니터링해 비행 중에 발사체

궤적 제어를 수행하는 냉가스 추력기 자세제어 시스템은 1

의 비정상비행 여부의 판단 및 비행종단시스템 동작 관련 업

단 분리 이후부터 상단 점화전까지의 무추력 구간의 3축 자

무 등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발사체 제어시스템의 제어 성

세제어, 킥모터 연소구간에서 롤 축 자세제어, 연소 종료 이

능 분석과 제어 알고리즘 설계, 최종 비행 안정성 평가를 위

후부터 위성분리까지 3축 자세제어 및 위성 분리 이후 위성

해 실시간 모의시험수행 및 발사체에서 요구되는 성능 및 비

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3축 자세제어를 수행했다. 또한

행환경 조건을 만족하는 관성항법유도장치를 개발했다.

발사체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한 위성 발사체 탑재용 GPS

구조체 분야에서는 과학로켓 개발로 획득한 구조설계, 제작

수신기 및 GPS 안테나를 개발했다.

공정, 시험 등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위성 발사체 구조 및

열/공력 분야에서는 비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외부 및 내부

재료의 국내 기술 개발에 주력했다. 대형 금속재/복합재 기

열원으로부터 열전달을 제어하고 발사체를 보호하기 위해

체부 개발, 대형 페이로드페어링 및 분리 기구 개발, 위성 분

발사체의 열 및 공력 관련 개발업무를 수행했다. 주요 연구

리부 및 분리기구 개발, 대형 연결부 및 경량화 기술 개발,

분야로는 발사체 외형설계 및 공력 분석, 열환경 모델링 및

단열/소음재 및 파이로 충격차단 기술 개발, 복합재/금속재

분석, 열방어 설계 및 단열, 탑재부 열청정 환경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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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탱크 개발, 단분리 장치 및 분리 기구 개발, 금속재 대형

개발 등이 있다. 발사체 외형설계는 공력특성 제어성,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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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국산화 선행연구 및 경량화 기술 개발 연구를 실시했

궤도 및 중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주요 설계에 대해

다. 비행체 부품의 경량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비강성과

서는 국내외의 시험기관에서 풍동시험을 수행해 설계 결과

비강도가 높은 금속재 및 복합재료를 응용한 발사체 구조를

를 검증했다. 발사체 열환경 예측 및 제어를 위해서는 공력

개발하고, 고속 비행체 재료의 고온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등

가열 분석, 지상 및 비행 시의 발사체 열모델링, 열전달 분석

항공우주용 재료 응용연구도 병행했다.

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발사체 열방어 설계 및 단열을 실

전자 탑재 시스템 분야에서는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우주

시했다. 또한 페이로드 페어링 내부 환경이 탑재체가 요구하

발사체의 전자 탑재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순

는 온도, 습도,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탑재부 열청정 환

수 국내 기술로 수행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발사체의

경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성능 및 환경 데이터를 원격측정데이터로 취득한 후 지상으

추진기관 분야에서는 위성 궤도 진입용 킥모터 개발, 킥모터

로 송신하는 원격측정 시스템 개발, 비행중인 발사체를 실시

고공환경모사 시험설비의 제작·설치·운용을 포함한 추진

간 추적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추적 시스템 개발,

시스템 시험장치 개발, 킥모터 지상시험과 고고도시험을 포

비상시 발사체 내부의 비행종단시스템을 가동해 비행을 종

함한 킥모터 연소 시험이 이뤄졌다. 킥모터는 300km 고도에

단하기 위한 비행종단시스템 개발, 발사체의 비행 상태 및

서 작동해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투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이벤트를 감시하는 탑재용 카메라시스템 개발, 전원시

때문에 지상연소시험 및 고공모사 연소시험을 수행해 추진

스템 개발, 위성 및 타 시스템과의 전기적 인터페이스 설계,

제의 내탄도 성능, 킥모터의 구조 및 내열 성능과 초기 점화

각종 파이로 구동장치 개발을 진행했다.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제어시스템 분야에서는 국산 발사체에 사용될 유도제어 시

또한, 향후 우주발사체 상단 자세제어를 위한 고추력 하이

스템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업

드라진 추력기 시스템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도

4장 발사체 연구

기술 조정, 시험 및 평가 관리, 발사체 시스템 체계(기계/전

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파 간섭을 주고, 다른 시스템에서
전자파 간섭을 야기해도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된
다. 발사체 2단 탑재부에 있는 여러 탑재물들도 서로 다른 기
기에 미치는 전자파 간섭과 다른 기기의 전자파에 대한 내성
에 대해 성능을 검증하는 전자파(EMI/EMC)시험을 실시한다.
발사체 상단에 위치한 2단 로켓인 킥모터는 실제 비행할 때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므로 전자 장비들은 다른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

에 진공상태에서 연소하게 되므로 실제 작동환경과 유사한
연소 환경에서 킥모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고고도 엔진
페이로드페어링 분리시험

킥모터 추력 축 정렬

(킥모터) 연소시험을 실시한다.
비행시험 준비

전자파시험

고고도 엔진 연소시험

병행됐다.

비행시험 준비 단계에는 독립성능시험(AT: Autonomous

이와 함께 30톤급 액체엔진을 사용한 위성발사체의 시스템 개

Test)과 인증시험(QT: Qualification Test)이 진행된다.

념설계를 수행해 국내 독자 개발이 가능한 위성발사체 모델을

독립성능시험은 크게 조립동 독립성능시험(AC AT: Assembly

제시했고, 30톤급 엔진의 핵심 구성품(연소기, 터보펌프, 가스

Complex Autonomous Test)과 발사장 독립성능시험(LC AT:

발생기, 추력제어시스템 등)을 종합한 시스템 적합성 분석평

Launch Complex Autonomous Test)으로 나뉜다. AC AT는 1단

가와 대형 연소기 및 터보펌프 시험설비 설계를 수행했다.

및 2단 지상검증용 목업(Mock-up)을 이용해 조립장에서의
178

주요 시험

과 2단 조립과정 모의수행, 고압가스 공급시스템 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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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이고 방대한 시스템인 우주발사체는 진행 과정에 따

산소량 모니터링 시스템 확인시험 등을 실시한다. LC AT는

라 단계별 시험을 수행하는데,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단위인

발사장의 발사패드, 이렉터, 산화제/연료 공급시스템, 제어

‘단품(밸브, 안테나 등) 레벨’
, 단품이 조합되어 복합적 기능

시스템, 소방설비 등에 대한 정상 작동여부나 성능시험 등을

을 수행하는‘서브시스템(탑재 컴퓨터, 자세제어시스템, 킥

수행하는 것이다. AC AT는 2008년 9월에 완료했으며, LC AT

모터 등) 레벨’
, 그리고 이러한 단품 및 서브시스템이 총조

는 2009년 3월에 완료했다.

립 되어 상단부, 1단부와 같은‘시스템 레벨’
로 이뤄진다.

인증시험은 독립성능시험을 마친 후, 지상인증용 발사체

몇 가지 대표적인 서브시스템 시험으로는 페이로드페어링

를 이용해 발사체의 입고, 점검, 총조립을 수행하는 과정에

분리시험, 전자파시험, 고고도 엔진 연소시험 등이 있다.

서 소요되는 AC, LC 설비를 최종 인증하기 위한 과정이다.

페이로드 페어링이란‘나로호(KSLV-I)’
중 가장 앞쪽에 위치

인증시험 역시 조립장 인증시험(AC QT: Assembly Complex

한 원뿔 모양의 보호덮개를 말하는 것으로 비행 중에 발생하

Qualification Test), 발사장 인증시험(LC QT: Launch Complex

는 공력가열 및 소음 등으로부터 위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Qualification Test)으로 진행됐다.

다. 페이로드 페어링 분리시험은 발사체가 대기권 바깥으로

AC QT는 AC AT 완료 후에 진행하는 시험으로 지상 인증용 발

나가면 중량을 줄이기 위해 페이로드 페어링을 분리하는데

사체를 이용해 발사체의 입고, 점검, 총조립을 수행하는 과정

이에 대한 성능시험으로써 분리 후에는 내부에 보호되어있

에서 소요되는 AC 설비 중 1단부 혹은 ILV(Integrated Launch

던 과학기술위성 2호(STSAT-2)를 볼 수 있다.

Vehicle)와 관련되는 설비에 대해 최종 인증하는 것을 목적으

모든 전자 장비들은 전자파 간섭을 통해 다른 시스템에 영향

로 한다. 이를 통해 AC는 실제 발사체 비행모델을 총 조립할

을 주어 오작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준비가 완료됐음을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인정하게 된

전자파 간섭을 받아 자신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

다. AC QT는 2008년 11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됐다.

4장 발사체 연구

기계장비 운용과정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이때, 발사체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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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탑재체 점검

2단 탑재부에 킥모터 조립

발사대에 장착된 나로호

발사

군 외나로도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와 한러간

를 싣고 1차 비행시험을 수행했다. 정상적으로 이륙한 발사

FRB(Failure Review Board)가 운영되어 비행실패에 대한 원

체는 1단 추진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나, 비행 도중 상

인 파악에 나섰다.

단 페어링분리 이벤트에서 한쪽 페어링만 분리되고 나머지

상단과 1단 총조립

상단 운용점검

한쪽은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1단/2단 분리,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 역량 확보

2단 킥모터 연소, 위성분리는 비행시퀀스에 맞춰서 정상적

연구원은 약 8년간의 소형위성발사체 개발 및 발사를 통해

으로 이뤄졌으나 한쪽 페어링의 분리 지연으로 인해 2단 구

한국형발사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

180

간에서 정상적인 속도를 얻지 못했고 이로 인해 2단과 위성

다. 비행을 위한 발사체의 궤적설계, 관성항법장치, 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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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목표 궤도의 진입에 실패했다. 적정 속도를 얻지 못한

드 페어링, 전자탑재체, 상단 제어를 위한 추력벡터제어시

상단과 위성은 대기권으로 돌입해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스템 등의 나로호 상단부 개발은 국내 산업체와 대학, 연구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
가 나로

원의 협력 체계를 통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한국형

LC QT는 지상 검증용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대로 발사체 이

발사준비

호 위성궤도 진입 실패에 대한 객관적 원인 규명과 개선 방

발사체는 3단 발사체로서 3단 모두 액체엔진을 사용하는 것

동, 발사대 지상장비 각 부분별 기능 및 신뢰도 확보, 발사

발사 준비는 지상인증시험을 통해 준비한 과정을 수행하게

안 도출 작업을 추진했다. 위원회는 나로호 개발에 참여하지

을 계획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도 특히 연료나 산

시나리오 점검 및 확정, 연료 및 산화제 주입 등의 시험을 포

되며, 최종 발사 운용절차에 따라 준비하게 된다. 상단, 1단,

않은 산·학·연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연구원 내

화제가 담기는 탱크 개발기술, 액체 엔진 개발 기술 등이 필

함한 발사 준비 및 발사 전 과정을 인증하는 시험과정이다.

과학기술위성 비행모델이 우주센터에 이송되면 각 시스템

에서도‘PLF 비정상 분리 분석 TFT’
가 운영됐고, 각종 시험

요하다. 이에 선행연구를 통해서 연료나 산화제 탱크 기술을

LC QT는 9단계의 시험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쳤다. 1단계는

의 기능점검이 진행되고, 상단 비행모델 총조립 및 점검/시

및 해석을 통해 원인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러시아 흐루니체

어느 정도 확보했고, 추력 30톤급 터보펌프 방식의 액체로

ILV 목업을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 및 기립, 2단계는 탑

험을 실시한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온 1단 비행모델을 점검/

프사와 한·러 공동조사도 진행했다.

켓엔진에 대한 핵심기술도 확보했다. 연구원은 이 기술들을

재 전자장비의 기능 확인 및 지상설비/우주센터 간 데이터

시험하며, 이후 1단과 상단의 총조립/점검/시험을 실시한다.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페어링 분리명령(216

적용해 한국형 우주발사체에 사용할 추력 75톤급 고성능 액

송수신 확인, 3단계는 연료의 부분 충전, 4단계는 연료의 완

최종준비가 완료되면, 발사 리허설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8

초) 발생 이후, 페어링 분리 구동 장치로부터 페어링 분리 장

체 엔진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 엔진이

전 충전, 5단계는 산화제의 부분충전, 6단계는 산화제의 완

월 18일에 발사 리허설을 진행한 후 19일에 발사할 예정이었

치로 고전압 전류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전기배선 장치에 방

개발되면 우주선진국과의 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전충전, 7단계는 연료와 산화제의 동시충전, 8단계는 연료

으나, 발사 7분 57초 전에 시스템의 자동시퀀스가 자동으로

전현상이 발생, 216초에 페어링 분리화약이 폭발하지 않았

또한 우리 연구원들은 러시아 연구원들과 두 차례의 소형위성

탱크 및 배관부의 잔류 연료 제거, 9단계는 ILV 목업을 발사

중단됐다. 이후, 발사중지 원인 분석 작업을 거쳐 8월 24일

거나, 216초에 분리화약이 폭발했으나 페어링 분리기구가

발사체 발사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발사 준비 및 운영에 관한

대에서 조립동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LC QT를 총괄 관리하

발사 리허설이 진행됐고 8월 25일 발사됐다.

불완전하게 작동하면서 분리기구내 기계적 끼임 현상 등이

우주 선진국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다.

는 발사장 지상인증시험 위원회가 4월 13일에 개최됐고, LC
비행결과

행됐다. 그러나 이륙 후 약 137초경 나로호와 지상추적소 간

(2) 한국형발사체(KSLV-Ⅱ: Korea Space Launch Vehicle-Ⅱ)

KSLV-I 나로 발사체는 2009년 8월 25일 오후 5시 전남 고흥

의 통신이 두절되었으며 1단 연소구간에서 비행 중 폭발한

사업배경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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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는 2009년 4월 15일에 착수해 6월 30일에 완료됐다.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2차 발사는 2010년 6월 10일 수

노력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소형위성발사체 나로호
의 차기 발사체로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을 계획하
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의 목표는 1.5톤급 실용위
성을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시스템 전체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는 것이다. 2009년에는 예비타당성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에 의거 발사체 기술자립을 위해

05.
나로우주센터

조사 결과를 반영해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선
행기반개발사업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09년에 착수
할 예정이었던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은 2010년 상반기에
착수하게 됐다. 한국형발사체는 액체추진기관을 사용하는 3
단형 발사체로서 총길이 45m, 직경 약 3.3m, 중량은 약 200
톤급이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사업
비는 약 1조 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의 목
표는 1.5톤급 실용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
사체 시스템 전체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다.

1. 사업배경

1990년대 들어 우주개발에 착수한 우리나라는 우리별위성,
무궁화위성, 아리랑위성 등을 보유하면서 위성을 자력으로

향후 계획

우주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공

발사하기 위한 소형위성발사체(KSLV-I, 나로호) 개발사업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사업은 나로호를 통해 확보한

위성 및 발사체의 자력개발 능력, 그리고 자국 내 발사장 구

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후 우주발사체 개발에 따른 위성

핵심기술을 토대로 국내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을 목표로 한

축 등 3박자를 갖춰야한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개발 프로그

자력발사 수행과 우리 기술 보호를 위한 자국 내 우주센터

182

다. 이를 위해 발사체의 설계, 제작, 시험, 조립, 발사운용 등

램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바로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우주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그 결과 1996년 4월에 국무총리를 의

183

개발에 필요한 전 과정을 국내 주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발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장으로 하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한 국가우주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

지난 50여 년 동안 수천 개의 위성을 우주공간으로 발사해

중장기기본계획에 의거, 1998년 과기장관회의에서 우주센터

로 추진하기 위해 발사체 개발 경험은 물론 이미 확보한 기

온 우주선진국들의 우주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건설을 확정했다. 2000년을 목전에 두고 비로소 우리나라

술과 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또한, 참여 산업체를 국산

역점을 두는 기본 인프라가 바로 각 국의 발사장, 즉 우주센

최초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의 건립 추진이 결정된 것이다.

화 전문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긴밀한 산·학 ·연 체계를 구

터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발사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

축해 나갈 것이다.

국은 1949년 설립된 플로리다의 케이프 케너버럴 발사장을

개발 효율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국제협력도 추진할 계

비롯해서 현재 10개의 발사장을 운영하고 있다. 새롭게 우

획이다. 이때, 국제 협력은 선개발국의 통제에 의한 영향

주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1958년에 유인우주선 선저우호

이 미미한 세부 부품 수준의 협력을 위주로 추진할 방침이

발사로 유명한 주천발사장을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총 3곳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장소 및 장비 등의 제반시설을 발사장

며, 협력선을 다변화함으로써 만일의 변수에 적극 대응해

의 우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이난 지역에 4번째 발사

(Launching Site) 또는 우주센터(Space Center)라 하며, 우주

나갈 것이다.

장을 건설하고 있다. 일본 역시 1963년에 가고시마 발사장

센터 건설은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인프라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우주발사체 자력개

을 건설했으며, 다네가시마 발사장에 이어 3번째 발사장을

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발 및 위성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독자적

구축하고 있다.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

인 우주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각국이 우주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가

는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장 먼저 발사장 구축에 착수하는 이유는 우주센터가 우주개

으로 2000년 12월 사업에 착수했다. 2009년 6월‘나로우주센

발을 수행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터’준공 및 동년 8월‘나로호 1차 비행시험’
에 이어 2010년

는 곧 우주센터가 우주로 가는 길을 여는 지상의 플랫폼 역

6월‘나로호 2차 비행시험’수행까지 2차례에 걸친 발사를

할을 한다는 뜻이다.

통해 발사장 운용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우주센터 개발 1단

2.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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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들로, 해외 우주선진국에서도 국방 및 안보 등의 이

이후 1998년 8월 31일에 북한의 최초 인공위성인‘광명성1

완료했다. 또한 2003년에는 제주추적소의 부지조성, 진입도

사통제 및 발사체 추적, 관제장비 등 발사와 직접 관련된 기

유로 관련기술 공개 및 장비수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

호’
를 실은 대포동 발사가 진행됐고 인공위성 독자발사 시

로, 추적소 건물 등에 대한 기본설계를 진행했으며, 경관심

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발사체 추진기관을 개발할 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우주센터는 러시아와 기술협력

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1998년 11월 제5회 과

의를 비롯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추진했다. 이 같은

있는 시험시설들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을 통해 발사대시스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한 총 16차례

학기술장관회의에서 인공위성 독자 발사시기를 2010년에서

과정을 거쳐 2003년 8월에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우주

주요 시설로는 우주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를 지원하기 위

에 걸친 모의비행시험을 통한 추적레이더, 원격자료수신장

2005년으로 앞당기는‘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안’
을

센터 건설부지에서 본격적인 우주센터 건설의 시작을 알리

한 발사대시스템, 발사통제동, 위성시험동, 발사체종합조립

비 등 추적계측장비의 통합운용 체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특

의결했다.

는 기공식을 거행했다.

동, 고체모터동, 광학장비동, 우주과학관 등이 있다. 또한 우

히 우주센터 전체 운용을 총괄하는 발사통제시스템 소프트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리 힘으로 발사할 위성을 아리랑

2007년 상반기에는 발사통제동을 비롯한 조립시험시설 및

주발사체의 비행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추적시스템으로 추

웨어를 100% 국내 자체개발하는 등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한

위성 5호에서 과학기술위성으로 변경하고, 2005년까지 우주

제주추적소, 우주과학관 등 나로우주센터의 주요 시설 건설

적레이더와 원격자료수신장비가 나로우주센터 및 제주추적

기반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로우주센

발사체 개발과 인공위성 발사장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설비 운용을 시작했다. 이어, 우주발사

소에 위치하며, 순조로운 발사 운용에 필요한 각종 기상 데

터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장으로서의 역할뿐 아

에 따라 1999년 3월부터 발사장 건설 시 고려해야 할 입지조

체 발사에 필요한 다양한 추적 및 계측 장비들 역시 구축을

이터를 확보하는 기상관측소가 우주센터 인근 마복산에 위

니라, 1.5톤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으로 확충하는 2

건 분석과 해외발사장 모델분석 등을 포함한 우주센터 건립

완료한 후 장비별 단위 성능시험 및 통합연계시험에 착수해

치해 있다.

단계 사업을 2019년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기획연구에 착수했다. 2000년 1월부터는 기획예산처 주관으

2009년 상반기까지 통합연계성능 검증을 마쳤다.

나로우주센터의 주요 시설과 장비들은 고도의 기술을 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사는 우주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다.

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주센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

한·러 협력으로 추진한 발사대시스템은 2007년 4월에 상세

하지만 비록 후발주자이며, 자체적인 우주센터를 보유하지

성조사를 실시했다.

설계(안)을 확정했으며, 5월부터 발사대시스템 부품제작 설

않은 상황에서도 우주기반기술 확보에 있어서 비약적인 성

한편,‘우주센터 건설자문위원회’
에서는 1999년 12월까지 진

계에 들어갔다. 이듬해인 2008년 4월에 발사대 개별장비 현

과를 이루어 왔다. 여기에 나로우주센터 준공과 위성발사 경

행된 우주센터 건설을 위한 기획연구를 통해 인접지역 안

험을 축적함으로써 우리의 우주기술 개발은 더욱 비약적인

전성, 발사운용각도, 부지확보 및 확장의 용이성 등을 고려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해 11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어 2000년
‘우주센터 추진위원

우주센터 개발 주요사업
인공위성 자력발사 수행을 위한 발사장 시설구축
- 발사대 시설 : 발사대, 중앙공용시설동, 유도정렬빌딩
- 조립시험시설 : 발사체종합조립동, 위성시험동, 고체모터동 등
- 비행안전시설 : 발사통제동, 광학장비동, 추적레이더동, 제주추적소 등
- 지원부대시설 : 우주과학관, 발전소, 정문면회동, 숙소동 등
발사 운용을 위한 첨단장비 개발구축 및 운용
- Range System : 추적레이더, 원격자료수신장비(다운레인지 장비 포함)
광학추적장비(고속카메라 포함), 발사통제시스템, 기상장비,
비행종단지령장비
- 발사대시스템 : 지상기계설비, 추진제공급설비, 발사관제설비
※ 발사대시스템은 전체 23개 시스템(273개 서브시스템)으로 구성
발사 수행을 위한 발사장 운용체계 구축
- 추적/계측장비 개별 및 연동시험 통한 통합운용시스템 구축
- 발사안전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상안전·통제 운용 능력 확보

우주센터 부지 위치

3. 추진경과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계 사업(2000.12~2010.6)을 완료하였다. 나로우주센터는 발

나로우주센터 준공 (2009.6.11)

회’
가 11개 후보지에 대한 정밀 검토를 통해 전남 고흥과 경

184

남 남해 두 곳을 후보지역으로 압축했다. 이후 전라남도 고

185

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일원 약 500만㎡를 최종 우주
센터 건설부지로 선정하고, 2001년 1월 30일에 우주센터 부

1996년 4월에 수립된 최초의 국가우주개발계획인‘우주개발

지선정 발표를 했다.

중장기기본계획’
에 따르면 2010년까지 국내 기술에 의한 저

부지선정 작업이 완료된 후, 2001년 상반기에 나로우주센터

궤도위성 및 발사체를 개발해 위성의 자력발사를 추진하기

토목 및 건축부분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작했으며, 2001년 12

위해 발사장의 건설·운용을 계획했다.

월과 2002년 2월에 각각 토목 기본설계와 건축 기본설계를

우주센터 기공 (2003. 8. 8)

제주추적소 기공 (2005.7.15)

우주체험관(현 우주과학관) 기공 (2005.11.2)

5장 나로우주센터

우주센터 건설 후보지 조사결과(2000년)

발사장(Launch Complex)

행안전통제센터(FSC : Flight Safety Center) 등 발사 및 발사

발사장에서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최종 기능점검 후 추진제

체 추적과 관련된 통제시설들이 집약된 곳으로 발사임무와

주입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사가 진행된다.

관련된 운용작업을 총괄 지휘한다.

총 부지 약 49,000㎡의 발사장에는 발사대시스템에 필요한

발사지휘센터(MDC)는 우주센터의 발사임무를 총괄 지휘·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인접지역
안 전 성

반경 2km 주변에 주민
밀집지역 없음

반경 2km 주변에 주민
다수 거주

발사운용 각도

15°

2°

각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지하시설물로 이루어진 발사대시

통제한다. 이곳에서 발사체통제센터(LCC)의 발사준비 상황,

부지확보 용이성

상대적으로 용이
(국·공유지 70%)

상대적으로 불리
(국·공유지 15%)

설(Launch Building) 및 중앙공용시설(Centralized Building),

해상 및 공중의 안전통제 정보, 기상정보, 비행경로 추적장

이주 예상 주민

40여 호

120여 호

유도정렬빌딩(Guidance Alignment Building) 등이 있으며, 발

비 및 운용자 준비상황 등 발사업무 연계상황을 종합적으로

시스템 장비별 독립성능시험을 시작해 2009년 3월에 완료했

사 운용 및 발사 시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사장의 장비를 보

판단해 최종발사 여부를 결정한다.

다. 이로써 나로우주센터의 모든 시설 및 장비 구축을 마무

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발사체통제센터(LCC)는 우주발사체와 위성의 조립, 시험 및

·안전영역 확보가능 여부(최소한 반경 1.2km 안전지역 확보)

장

소

·로켓 비행경로가 외국의 영공을 통과하지 않는 지역
※ 국제 관례상 고도 100km 이상은 영공에 해당되지 않음
·로켓물 낙하지점의 안전성확보가 가능한 지역
·발사가능 방위각이 가능한 큰 지역

장설치를 시작해 6월까지 설치를 끝냈으며, 7월에는 발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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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기준

리하고, 2009년 6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발사장

이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중국이 위치하는 우리나라의 지리

발사대시설(Launch Building)은 발사 운용 시 발사체의 설치

연료공급과 같은 발사 준비작업을 단계별로 확인해 운용상

인 나로우주센터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적 여건상 타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남해

및 최종 발사가 진행되는 장소로 발사체와 연계해 직접 운용

황을 발사지휘센터로 보고하고 발사지휘센터의 최종 결정

일부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 장비들이 주로 위치한다. 발사대시설의 규모는 지하 3층,

에 따라 발사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우주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개 후보지에 대한 추

지상 1층이며, 건축면적 84㎡에 연면적 3,305㎡다.

비행안전통제센터(FSC)는 우주발사체가 비행을 시작한 직

가 정밀조사에 들어갔으며, 부지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중앙공용시설(Centralized Building)은 추진제 공급설비의 각

후부터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 비행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위해 지방자치단체(경남, 전남)에서 추천한 전문가 각 2명씩

종 저장시설 및 공급시설을 중심으로 이의 제어에 필요한 각

를 다른 운용실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한다. 이를 위

(1) 우주센터 부지선정

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종 관제 설비가 위치한다. 중앙공용시설의 규모는 지하 1층

우주발사체가 대기권을 벗어나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하

우주센터 추진위원회는 인접지역 안전성, 발사운용각도, 부

에 지상 2층이며, 건축면적 1,826㎡에 연면적 2,983㎡다. 유

기까지 보통 2단계 이상의 단 분리가 이뤄진다. 이때, 우주

지확보 및 확장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

도정렬빌딩(Guidance Alignment Building)에는 발사체 1단에

발사체 비행궤적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영공

면 예내리 하반마을 일원을 우주센터 건설부지로 선정했으

설치되는 관성항법장치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측량기구

186

이 포함될 경우에는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며, 2001년 1월 30일 과학기술부 장관이 우주센터의 부지선

인 데오드라이트가 있다. 규모는 지상 1층이며 건축면적 51

187

따라서 우주센터의 위치 선정에는 발사장 주변 안전영역, 우

정을 최종 발표했다.

㎡에 연면적 50㎡다.

주발사체 비행영역 및 각 단 낙하지역의 안전영역 확보가 우

우주센터가 위치하게 될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선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여러 후보지 중에서 발사장 및 부

는 전체 면적 약 26.5㎢에 해안선 길이는 45km, 최고높이는

발사통제동(MCC: Mission Control Center)

대시설 건설 용이성, 도로, 항만, 전기, 용수 등의 기반시설

393m이며, 서쪽해안에 염포만과 외초만이 만입하고, 북쪽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7,219㎡ 규모인 나로우주센

확보 여부,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에는 내나로도와 사양도, 애도 등이 있으며, 남쪽에는 장포

터의 발사통제동은 발사지휘센터(MDC : Mission Director

후보지 물색 작업을 진행했다.

산(360m)과 마치산(380m) 등이 있다. 우주센터 건설 사업부

Center), 발사체통제센터(LCC: Launcher Control Center), 비

1999년 3월, 우주센터 건설을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할 당시,

지는 외나로도 동남단의 전체부지 5,065,234㎡로 시설부지

발사장 건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입지조건

367,342㎡ 이며, 최대한 자연 공간을 보존하는 친환경적인

분석 및 해외 발사장 모델 분석 등을 통해 부지 선정 기준을

방식으로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4. 사업내용

발사장

발사지휘센터

발사통제동

마련하고, 국내 후보지 조사를 실시했다. 기획조사를 진행하
(2) 우주센터 주요시설

문위원회’
를 구성하고 경북, 경남, 울산, 전남, 제주 등 지역

우주센터 내에는 우주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서 필

별로 2~3곳을 선정했으며,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해 다음 도

수적인 시설들이 있다. 발사대를 비롯해 발사통제동, 발사체

출기준을 토대로 총 11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종합조립동, 위성시험동, 고체모터동, 추적레이더동, 광학

11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여건 등 자연환경 조건, 발사 가능

장비동, 제주추적소, 우주과학관 등을 갖춘 나로우주센터는

한 방위각 등 기술적 조건, 기반시설 등 건설사업 추진여건,

각 시설별 목적 및 우주센터 부지의 지형, 그리고 안전성 및

관련 지자체 및 주민의견 분석 등을 통해 경남 남해와 전남

환경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최대한 기존 지형에 순응하도록

고흥 2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때 동쪽으로는 일본

건설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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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부지 선정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우주센터 건설자

더는 우주발사체의 위치를 추적해 비행궤적 정보를 발사통제

감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비행종단지령장비(FTS, Flight

동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임무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발사체

Termination System)를 이용해 우주발사체의 비행을 강제 종

의 정상적인 비행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우주발사체의 안정

료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적인 추적을 위해 나로우주센터(고흥, 지상 2층, 연면적293㎡)
와 제주추적소(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지상 1층, 연

조립시험시설(Assembly Complex)

면적 114㎡)에서 각 1기씩 총 2개의 추적레이더를 운용한다.

총 부지 면적 24,307㎡의 조립시험시설은 발사체종합조립

조립시험시설

발사체종합조립동

동, 위성시험동, 고체모터동 등으로 구성됐다.

광학장비동(Electro Optical Tracking System Building)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는 발사장으로 운반된 우주발사체 각

지상 1층에 연면적 91㎡ 규모의 광학장비동에은 발사 순간

단의 인수검사, 보관, 우주발사체 단별조립 및 최종 조립 업

및 이륙 초기 우주발사체의 비행자세 영상정보를 취득하는

무를 진행한다. 또한, 추진계 배관의 기밀시험(Leak Check),

광학추적장비가 있다. 광학추적장비에 장착된 초고속 카메

각종 전자장치의 기능시험, 구동장치 시험 등 우주발사체의

라를 통해 초기 비행자세 제어 영상정보를 획득해 발사통제

주요 기능도 점검한다. 고체모터동에서는 우주발사체 중 고

동으로 전송함으로써 우주발사체 거동분석에 필요한 자료

체모터의 보관 및 기능시험을 실시하며, 위성시험동은 인공

를 제공한다.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해 실시간으로 우주발사체의 상태정보 및 비행 상황 정보를

위성의 최종조립, 최종성능 확인, 연료주입, 우주발사체 탑
재부에 인공위성 장착 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조립실, 컨트

발전소동(Power Plant)

롤룸, 작업실 및 클린룸 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지상 2층에 연면적 863㎡ 규모의 발전소동은 발사 운용에 필
요한 안정적인 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발전소동에는

추적레이더동(Tracking Radar Building)

2MW급 Gas Turbine 발전기 3대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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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레이더동에는 추적레이더와 운용실이 있으며, 추적레이
광학장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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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동

나로우주센터의 주요 시설
시설명

나로우주센터 추적레이더동

제주추적소 추적레이더동

주요 기능
·소형위성발사체(KSLV-I) 발사용 발사대
·발사대 각 장비 설치를 위한 발사 패드 지하시설물 및 중앙 공용 시설 확보

위성시험동

·위성의 최종조립과 기능 점검

발사체종합조립동

·발사 로켓 각 단의 최종조립 및 기능 점검

고체모터동

·고체로켓 모터의 최종조립 및 시험, Payload Attach Fitting 기능점검

발사통제동

·발사준비 진행점검/발사지휘 기능 수행
·발사통제지휘소, 발사관제소, 안전통제실 등으로 구성
·원격자료수신/처리/분배

추적레이더동

·위성발사체 추적 및 실시간 위치정보 획득

광학장비동

·발사체 발사 순간 및 이륙 후 영상자료 획득

발전소동

·발사운용에 필요한 안정적 전원 지속적 공급

우주과학관

·방문객 편의시설 및 교육기능 수행
·전시관, 돔영상관, 야외전시장 등

제주추적소

·발사체 추적 및 원격자료 수신/실시간처리

기상관측소

·기상관측 데이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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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장

비고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제주추적소

제주추적소 원격자료수신장비동

온도제어시스템

연료공급시스템

제주추적소(Jeju Tracking Station)

고 우주과학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주센터는 성공적인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해 다양한 추적

기상관측소

우주과학관

기상레이더

우주과학관 야외 전시장

및 계측시스템을 운용하는데, 발사체의 안정적인 추적을 위

(3) 우주센터 주요장비

해 제주추적소(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위치)에 추가

우주발사체가 발사되기 전까지 지상에서의 준비 작업 및 발

적인 추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연면적 1,270㎡ 규모의 제

사 후 궤도에 진입하기까지 모든 발사운용에 필요한 임무를

주추적소에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 우주발사체의 지속

수행하는 곳이 바로 우주센터다. 따라서 나로우주센터는 우

적인 추적과 정보수신을 위한 추적레이더(Tracking Radar) 1

주발사체의 조립 및 이송, 연료·산화제 주입 등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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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원격자료수신장비(Telemetry) 2기가 있다. 제주추적소

발사대시스템을 비롯해, 우주발사체 발사 순간부터 인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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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격자료수신장비는 우주발사체 발사에서부터 위성이

성이 분리되어 궤도 진입하는 단계까지, 정상적인 비행 상태

분리돼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위성과 우주발사체의 전반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추적·관제 임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인 동작 및 상태 정보를 수신해 발사통제동으로 전송한다.

레인지시스템(Range System)을 갖추고 있다.

기상관측소(Meteorological Observatory)

발사대(Launch Complex) 시스템

지상 2층, 연면적 103㎡ 규모의 기상관측소는 우주센터 인근

발사대시스템은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조립 및 점검 작업

마복산 420m 고지에 위치한 시설로 순조로운 발사 운용에

을 마친 우주발사체가 최종 기능 점검과 추진제 주입 작업을

필요한 기상관측데이터를 취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곳

거쳐 발사되는 곳이다. 발사대시스템은 각 기능별로 지상 기

에서는 기상레이더, 기상통합처리시스템, 종합낙뢰감지시

계 설비, 추진제 공급설비, 발사관제설비의 3가지로 구분되

스템 등을 이용해 기상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우주발

며 총 23개 시스템(273개 sub-system)으로 구성된다.

사체 발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포

지상기계장비는 우주발사체 수송, 직립, 발사 직전까지 우

두면 차동리)

주발사체를 발사패드 상에 안전하게 고정 및 보호하는 등 우
주발사체를 기계적으로 운용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추진제
공급설비는 연료, 산화제 및 압축공기를 우주발사체에서 요

우주과학 분야의 교육과 홍보를 위한 우주과학관의 규모는

구하는 적절한 조건에 맞게 저장/공급하며, 발사 취소 시 우

지하 1층에 지상 2층, 연면적 10,489㎡이며, 전시관, 돔영상

주발사체로부터 안전하게 배출한다. 발사관제설비는 우주

관, 영상관, 야외전시장 등으로 구성됐다. 우주과학관은 우

발사체, 지상기계장비 및 추진제 공급설비의 제어와 모니터

주센터 방문객을 위한 장소로서 우주센터의 역할을 이해하

링을 수행하는 설비로 발사준비 및 운용 단계에서 지상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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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과학관(Space Science Museum)

발사대

지상기계설비
+
추진제공급설비
+
발사관제설비

발사지휘센터

구분

구성

기능

추적거리

발사준비
상황보고

최종발사
Go/NoGo 지시

추적레이더

시스템
제어

발사체 1단
책임자

발사체 2단
책임자

비행
통신
장비

광학추적장비

원격자료수신장비
중앙공용시설

추진제공급설비
+
발사관제설비

제주1

발사 후 60초(10km) ~ 480초
(약 1,600km까지, 2단 엔진점화 후 80초
경과)

고흥1

발사 직전 ~ 발사 후 120초(약 60km까지)

고흥1(소형)

발사 직전 ~ 발사 후 120초(약 60km까지)

제주2(대형)

발사 후 60초(10km) ~ 480초
(약 1,600km까지, 2단 엔진점화 후 80초
경과)

작업지시

발사운용정보
시스템 제어

발사 직전 ~ 발사 후 480초
(직선거리 약 1,600km까지,
2단 엔진점화 후 80초 경과)

발사체의 추적을 통한 위치정보 획득/저장 및 발사통제
장비로 실시간 전송

발사체 책임자

추진제, 가스 공급

고흥1

발사 책임자

발사체통제센터

장비의 제어와 운용, 산화제, 연료, 고압가스등의 공급제어,

립성능시험에 착수했다.

최종적인 발사시퀀스를 제어해 우주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이때, 성능시험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됐

이륙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현재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

다. 부품의 국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확인 결점

(Launch Complex)는 100kg급 소형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시

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가 초기에 제기한 99개의 시험항목

설이며, 향후에 실용위성급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규모로

이 348개로 증가한 것이다. 발사 일정 지연은 불가피한 상

확장할 계획이다.

황이었다. 하지만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위해서

한·러 협력으로 개발을 추진한 발사대시스템은 2007년 3월

는 99.9999%의 고신뢰도를 갖는 발사대시스템 구축이 무엇

러시아로부터 발사대 구축 관련 상세설계문서 21박스(A3 용

보다도 중요했다. 그리고 2009년 3월 독립성능시험을 완료

지 21,631쪽)가 도착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비행
안전
장비

원격자료수신장비와 기능은 동일하나 2단 점화시점부터
상태정보 수신을 위하여 선박에 이동 장착하여 운용
-해경 함정에 장착 후 태평양에서 임무수행 예정

태평양
필리핀
인근해역

발사 후 400초(약 1200km, 2단 점화직전)
~ 575초(약 2300km, 위성분리)

비행종단지령장비

발사체의 예상비행궤적 이탈 등의 비정상적 비행 판단
시 비행종단 지령명령 송신
-이중화 구성(송신기 및 안테나 2식)

고흥1

발사 직전 ~ 발사 후 약 480초
(약 1,600km, 2단 엔진점화 후 80초 경과)

종합낙뢰감지시스템
기상위성수신장비
기상통합 처리시스템

했으며, 2009년 6월까지 발사체와 연계한 인증시험을 거쳐,

발사
통제
장비

발사통제시스템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나로(KSLV-I)’ 2009년 8월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나로(KSLV-I)’1차

기타

고속카메라

발사 일자가 2008년 12월로 예정됐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비행시험을 통해 발사대시스템을 완벽히 운영함으로써 국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기술이면서 초고압·초저온 청

산화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정기술과 관련된 난해한 각종 설비를 2008년 8월까지 구축

발사체(1단,2단,위성)에 대한 각종 상태정보 수신, 실시간
자료처리 및 발사통제장비에 주요정보 제공

Downrange
원격자료수신장비

기상레이더
기
상
장
비

적외선카메라, 거리측정용 레이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
하여 발사순간부터 발사 후 초기구간 발사체 추적을 통
한 위치정보/비행관련 영상정보 획득 및 발사통제장비
로의 실시간 전송

발사체 비행궤적 및 발사대 주위 구름의 입체적인 실시간 관측
우주센터 인근의 낙뢰발생 여부 및 전계측정을 통하여 안전한 발사작업 지원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레인지시스템 구성 및 주요기능

발사대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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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상태 등 종관규모의 기상현상 파악
각 기상장비 관측자료의 통합처리 및 분석, 고등현시 수행
추적/계측장비에서 획득된 발사체 정보를 수신/처리/분배/전시하는 서버 컴퓨터 장비
실시간 자료처리시스템
우주센터 대내외 통신망(ㄴLAN/전화/음성전용통신장비/표준시각통신망 등)
발사체 이륙단계의 발사거동분석을 위해 발사대 주변에 설치하여 고속촬영

를 위해 사용되는 추적장비들은 추적레이더, 광학추적장비,

며 위성분리 시 발사대로부터의 시선거리(slant range)는 약

해야만 하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레인지시스템(Range System)

텔레메트리장비로 통칭되는 원격자료수신장비 등이며 이들

2,200km이다. 따라서 KSLV-I의 비행추적 및 비행상태 감시

2007년 4월, 3주간에 걸친 자체적인 상세설계문서 검토 작

통상적으로 우주센터 또는 발사장에서는 우주발사체를 이

단위장비로부터 획득된 비행정보는 단독적으로 이용되기

를 위해 약 2,500km 비행구간(range)에 대한 추적시스템 구

업을 거쳤으며, 국내제작 및 설치를 고려해 러시아 규격의

용하여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되며 발사체는 이륙 후 예정

도 하지만 최근에는 추적장비들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발사

축이 요구되며, 아울러 시스템 운용의 안정성, 이중화 구성

주요 원자재 및 부품들을 국내규격에 맞게 변경하는 작업을

된 위치에 위성을 발사체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임무를 완수

통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처리하여 비행 전 구간 제어(range

을 통한 신뢰성 및 국내 발사장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시도했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이 용이하도록 설계 개선안을

하게 된다. 우주발사체는 이륙에서부터 예정된 궤도를 따

control)를 위한 사용자 그룹에 분배하는 통합운용시스템 구

시스템 설계 및 배치가 필요하다.

도출해 러시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작설계를 현

라 궤도비행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우주센터의 추적장

축을 통해 비행추적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KSLV-I의 비행구간을 추적·감시하기 위한 추적장비들의

대중공업 측과 공동으로 진행한 후, 2007년 12월에 발사대시

비들은 발사체 이륙 후부터 위성분리 시까지 발사체를 추적

스템 부품제작설계를 완료했다.

하고 발사체로부터 송신되는 비행 상태정보를 수신하여 궤

시스템 설계

해 장비 및 장비배치가 이중화 되어 있다. 추적레이더, 텔레

2008년 4월에 발사대시스템 개별 장비 현장설치를 시작해 6

도비행의 정상유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

KSLV-I 발사체는 발사대에서 방위각 170도 방향으로 발사

메트리장비 등의 안정적인 신호 송수신을 위한 고각을 3˚로

월까지 설치를 마쳤으며, 7월에는 발사대시스템 장비별 독

게 된다. 우주발사체의 실시간 비행추적 및 비행상태 감시

된 후 약 540초에 고도 300km 지점에서 위성을 분리하게 되

보면 KSLV-I의 비행궤적 기준으로 고흥 및 제주에 배치된

성능은 다음 표와 같으며, 주요장비들은 신뢰성 확보를 위
5장 나로우주센터

링, extrapolation, quality check, time stamping 등)된 후 비행

구분

장비성능

이중화

장비배치

비고

안전통제센터, 데이터센터 및 발사지휘소로 전송된다. 또한

추적레이더

≥ 3000km

o

고흥, 제주

비콘모드

CDPS에서 처리된 TSPI정보는 slaving data로 각 추적장비에

텔레메트리

2000km @
20dB (S/N)

o

고흥, 제주

EIRP 28.5dB

광학추적장비

60km

x

고흥

ROR

지령송신장비

다운레인지
텔레메트리

신뢰도
99.9% @
1500km
1100km @
20dB (S/N)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추적실패 시 slaving data를 이용하여

추적장비 통합 운용시스템 구성도

o

x

고흥

발사대 남
방 1700km

되어 미션상태전시시스템(MSDS)을 통해 임무수행 중 장비
의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CDPS,
EIRP 28.5dB

레이더 #1(Center)

계되었다. 고흥 및 제주로부터 중앙전산실로 전송되는 모든
추적장비들은 약 1,700km까지 안정적인 신호 송수신이 가능

데이터는 이중화된 전용전송망을 이용하며, 다운레인지장

하다. 따라서 이후부터 위성분리 시까지 추가적인 추적수단

비의 경우 인마셋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된다. 오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운레인지 텔레메트리장비를 선박

른쪽 표는 추적장비 통합운용을 위한 추적장비와 발사통제

탑재형으로 운용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시스템간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TSPI/GLM

비행정보
중앙처리시스템
(이중화)

레이더 #2(Jeju)
Mission
LAN

←Slaving Data

XY

XY

XY

미션정보분배시스템
(이중화)

QLM →

XY

XY

Trajectory

Gudance &
Piloting

비행안전
통제센터

QLM

데어터센터

원격수신자료전시시스템

Mission
LAN

비행종단시스템(Center)

XY

Trajedtography Trajedtography

TSPI/GLM
TSPI Dats →
←Slaving Data

MSDS 등 중앙전산실의 주요장비들은 이중화 구성을 채택하
여 문제 발생시 100ms 이내에서 임무절체가 가능하도록 설

미션상태전시시스템
(이중화)

TSPI Dats →
←Slaving Data

장비의 상태정보(final status data)도 중앙전산실으로 전송

비행안전정보시스템

중앙전산실

광학추적장비(Center)

재추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운용 안정
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TSPI 정보와 더불어 각

광학추적장비 영상

TSPI Dats →
←Slaving Data

Propulsion General
Launch

Large Screen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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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장비 성능 요구조건 및 장비배치

발사지휘소

비행정보전시시스템
TSPI/GLM

XY

XY

XY

XY

XY

XY

미션상태전시시스템 클라이언트

원격자료 수신장비 #1(Center)
실시간
임무데이터
저장

QLM →
←Slaving Data
원격자료 수신장비 #2(Jeju)
QLM →

BSS #1, #2

Timing System

통신실

←Slaving Data
원격자료 수신장비 #3(Jeju)
QLM →
←Slaving Data

Timing
Network

위성망

UTC/CT/LOT

원격자료 수신장비 #4(다운레인지)

TSPI : Time Space Position Information
QLM : Quick Look Message
BSS : Best Source Seletor

우주센터 각각의 추적장비로부터 획득된 발사체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비행상태 정보는 단위장비별로 처리/저장되어

통합운용시험

비행제어를 위한 사용자 그룹에 직접 전달될 수도 있지만,

추적장비 통합운용을 위한 시험은 지상시험 및 경항공기를

추적장비 통합운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장비 단위성능 시험

구분

Protocol

Data Rate
(kbps)

Refresh
Rate(Hz)

발사통제시스템을 통한 통합처리 및 분배 과정을 통해 추적

이용한 비행시험의 2단계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먼저 각 추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 효율적인 비행감시 및 비행안전성 향

적장비의 단위성능 시험 및 지상장비/탑재장비 간 RF호환성

Radar TSPI

UDP multicast

90.8

32-66

상을 도모할 수 있다.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비행시험 전 장비통합운용 기능 점검

Radar Slaving

UDP/IP

64.0

10

오른쪽 그림은 나로우주센터 추적장비 통합 운용 시스템 구

을 위한 지상연동시험을 수행하였다. 추적장비간 지상 연동

EOTS TSPI

UDP multicast

9.84

30

성을 나타낸 것으로, 각 추적장비에서 획득한 발사체 위치정

시험에 서는 slaving data 통신시험, QLM(quick look message)

EOTS Slaving

UDP/IP

2.40

10

보(TSPI: time, space and position information)와 관성항법장

통신시험, final status data 송수신시험 등 실시간 통신시험

치(INS)의 위치정보를 포함한 발사체 비행상태 정보는 비행

을 수행하여 모든 장비의 상태를 사전점검한 후 모의비행시

QLM Data

UDP multicast

245.8

25

정보중앙처리시스템(CDPS)으로 전달되어 실시간처리(필터

험을 수행하였다. 모의비행시험은 경항공기에 발사체 탑재

QLM Data

UDP multicast

24.6

3

TLM Slaving

UDP/IP

18

20

TLM Slaving

UDP/IP

3.84

10

TLM Status

TCP/IP

0.656

1

FTS Slaving

TCP/IP

1.84

10

FTS Status

TCP/IP

0.16

1

모의비행시험 비행궤적(예) 및
발사체 탑재장비 항공기 장착

광학추적장비

다운레인지 원격자료수신장비

1) 추적레이더
- 추적모드(비콘/스킨) 변경에 따른 추적특성 시험
- 추적필터(polar/cartesian) 변경에 따른 추적특성 시험
- 추적정확도 분석
- Radar-to-Radar synchronization 기능 검증
- 실시간위치정보(TSPI) 전송주기 check
- 안테나 고속성능 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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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학추적장비
- Ranging radar 기능 및 radar piloting 모드를 이용한 자동추적기능 검증
- DIVA piloting 모드(CCD 또는 IR 카메라)에서의 자동추적기능 검증
- 초고속카메라(HSVC) 영상획득 기능 검증
- 광학추적장비 최대추적거리 측정
3) 원격자료수신장비(Telemetry)/다운레인지 원격자료수신장비
- 고각변화 및 신호수신상태에 따른 추적기능
(자동추적, tracking diversity 등) 확인
- 고각변화에 따른 추적정확도 검증(multi-path fading 및 고고각 특성)
- 자료처리시스템 기능 및 최상신호선택기(BSS) QLM packet 수신 및
선택 기능 점검
- 해상시험을 통한 다운레인지장비 stabilizer 기능 점검
- 다운레인지장비 인마셋 통신 기능시험 (통신지연시간 측정 등)
4) 비행종단지령송신장비
- 비행종단지령송신 기능시험(wide beam/narrow beam antenna)
- Slaving mode 추적 기능시험(narrow beam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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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정보 중앙처리시스템(Central Data Processing System: CDPS)
기능 검증
2) 비행안전 정보시스템(Flight Safety Information System: FSIS) 기능 검증
3) 미션정보 분배시스템(Mission Data Distribution System: MDDS) 기능 검증
4) 미션상태 전시시스템 (Mission Status Display System: MSDS) 기능 검증
5) 발사통제시스템과 추적장비간의 slaving 기능 검증
6) EDS (Expert Display System) 기능 검증
7) MEDS (Major Event Display System) 기능 검증
8) MEDS VR (Major Event Display System-VR) 기능 검증
9) LSD (Large Screen Display) 영상시스템 기능 검증
10) 타이밍 시스템 (Timing Control System: TCS) 기능 검증

하여 운영하고 있다.

발사안전지원협의회 기관별 임무

우주개발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우주개발의

관계기관

지원 및 협조요청)에 의거하여 발사안전 관련 기관의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 발사안전지원 관련기관 협조 및 지원체계 총괄

및 협조를 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국가정보원

- 우주센터 보안관리 및 대테러 안전 활동 주관

과학기술부 외 14개 기관으로 구성된「우주센터 발사안전지
원협의회」
를 구성하여 발사안전통제 임무를 지원하고 있다.
발사안전지원협의회 15개 기관은「발사안전통제계획」
에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라 안전확보 필요요소에 따른 발사안전통제 참여기관의 역
할에 따라 육상·해상·공역통제 및 재난관리분야의 담당

국토해양부

임무를 수행한다.
발사안전통제 조직은 통제부 및 4개의 분야(육상, 해상, 공

농림수산식품부

장비를 장착하여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14차례

역, 재난)로 나뉘어 임무를 수행한다. 안전통제 지원사항과

에 걸친 시험을 수행해 개별 장비 성능검증 및 장비 간 종합

진행사항에 대하여 정보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분야

보건복지가족부(국립의료원)

연계 기능 검증을 실시하였다. (2010년 5월까지는 총 16회 모

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상황전파는 발사안전통제부에

환경부

의비행시험 수행) 이를 통해 각 추적장비의 단위 성능 검증

서 발사안전통제실 방송을 통하여 전 기관 협력관에게 전달

및 장비 통합운용기능을 점검하였다. 장비단위 성능시험 및

하며 야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연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통합운용시험의 주요시험 내용은 위 표와 같다.

락체계를 수립하였다. 비상연락은 종합상황실장, 각 분야별
대표협력관, 각 기관 협력관 순으로 상황근무자가 유·무선

(4) 지상안전체계 구축

육상 경계구역

역

할

- 육상·해상·공중 경계 및 통제
·발사장 주변 내륙 및 해안 감시
·통과해역 선박 경계 및 통제
·통과공역 항공기 경계 및 통제

실무부서
우주개발과

육군
해군
공군

- 선박(여객, 화물 등)의 안전운항 지도 및 해양 안전종합정보시스템 (GICOMS) 등 안내
- 항행통보
- 항공고시보 통보
- 통과공역 민항기 통제
-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 선박통제를 위한 어업지도선 지원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장비통합운용시험

해사안전정책과
해양조사원
항공안전본부
항공안전본부
지도안전과
동해어업지도사무소

- 비상진료 체계구축 및 응급의료 지원

응급의료관리팀

- 화생방테러대응 (화)

화학물질과

- 통과해역 선박 감시·통제
- 해상교통방송(NAVTEX) 안내

여수해양경찰서
수색구조과

공중 경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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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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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기간 중 발사장 주변 및 비행경로 상에 위치한 육상·
해상·공중 영역에 대한 안전통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발사

(5) 나로호(KSLV-I) 비행시험

안전통제 계획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나

나로우주센터는 준공과 함께 발사장으로서의 최초 임무수

로우주센터는 발사장 주변 및 발사체 비행경로상의 관련시

행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미 나로우주센터

설·장비·인원에 대한 안전관리와 테러요인에 대한 대응

조립동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나로호 발사체 상단부가 입고

등 체계적인 보안유지 및 방호활동 등을 통한 발사관련 위협

되어 조립과 기능점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 준공식

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육상·해상·공중 경계구역을 설정

바로 다음날인 2009년 6월 12일 과학기술위성2호의 입고와

나로호 발사장면

나로호 1차 비행시험 추적궤도

해상 경계구역

해상 경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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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역

할

실무부서

- 발사 전후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진압 등
긴급구조 대응활동

소방방재청

산림청

전남소방본부
(보성소방서)
산림항공관리본부
(영암산림항공관리소)

- 발사 전후 산불화재진압 등 긴급환자 후송

전남경찰청

함께 6월 20일 러시아로부터 발사체 1단부가 입고되는 등 나

맞는 우주센터 설치·운용이 필요하다.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로우주센터에서의 첫 발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계획대로 진

탄생한 우주센터는 국제적인 위상제고와 국민들에게 자긍

행되었다.

심과 성취감을 갖게 하고, 효율적인 우주과학관 운영을 통해

지상 검증용 발사체(GTV, Ground Test Vehicle)를 발사대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

로 옮겨 발사대 지상장비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연료 및 산

앞으로 우주센터는 한국형발사체(KSLV-Ⅱ)에 대한 후속 발

화제 주입작업 점검 등 실제 발사작업에 앞서 발사 전 과정

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국가우주개발 핵심인프라시설

을 사전 인증하는 발사장 인증시험(LC QT: Launch Complex

인 인공위성 발사장 건설 및 발사 운용기술 개발을 통한 우

Qualification Test), 발사체 위치추적 및 비행상태 정보 획득

주개발 전초기지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 발사장 외곽순찰 및 출입통제

고흥경찰서

여수시

- 발사경로상 소개구역 내 주민안전 지원

재난관리과

고흥군

- 응급의료 지원(보건소 인력지원)

재난관리과

을 담당하는 레인지시스템 최종점검 및 발사를 위한 우주센

형발사체(KSLV-II) 개발에 필수적인 지상연소시험 시설을

- 화생방테러대응 (방)

방재환경과

터 전체 기계 및 전기설비 점검 등 시설운영, 그리고 발사장

구축하는 등 우주기술 관련 지상시험 수행 능력을 확대해 나

나로우주센터

주변 및 비행경로 상의 육해공 안전통제를 위해 15개 기관에

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추적소의 원격자료수신장비를 이

서 약 1,800여 명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모의훈련을 2009

용해 국내외 관제국으로 활용하고, 반경 240km를 관측할 수

년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등 나로우주센터는 발

있는 고흥 마복산에 위치한 기상레이더를 활용해 한반도 남

사장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최초 비행시험에 착수,

부지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09년 8월 25일 17시 정각 과학기술위성2호를 탑재한 나로

한편, 우주과학관과 우주센터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방문자

호 1차 비행시험을 수행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립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및 한국

나로호 1차 비행시험 결과 상단 페어링의 미분리로 인해 위

우주소년단과 우주과학캠프, 경진대회 개최, 견학프로그램

성의 궤도진입에는 실패하였지만,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

등을 개최해 우주과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고양시킬

시스템 및 레인지시스템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하여 지

계획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발사안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발사안전통제체계

발사안전통제실

종합상황실 거대과학 정책관
국가정보원
발사안전통제팀

국정원

육군

해양경찰청

공군

소방방재청

전남경찰청 환경부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

육군 해군 여수시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고흥군청

해상안전

공중안전

재난안전

육상안전

위치추적, 자료취득을 100%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 6월 10일 17시 01분 나로호가 다시 한번 나로우주센터
보건복지부

고흥군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공군

여수시청

국토해양부

식품부
농림수산

해군

해양경찰청

육군

기술원
원자력안전

보건복지부

환경부

전남경찰청

육군

위성체

국정원

발사책임

발사기술

보안·對테러

지상안전

6. 우주과학관

에서 발사되었다. 나로호 2차 비행시험은 비록 137초의 짧은
비행으로 끝났지만 발사까지의 전과정을 수행하면서 나로우

(1) 운영 개요

주센터는 발사운용 경험의 축적을 통해 향후 계획된 한국형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에 도착

발사체 개발 및 발사임무 수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우주센터 정문 앞에 위
치한 우주과학관이다. 우주과학관은 우주센터 방문자들을

응급의료지원

지역주민대피
산불예방

산불예방및진화

긴급구조대응
소방안전대책

통제
통보
통과공역항공기경계및

경계및통제
통과공역항공기

등안내

섬주민안전지원

항행통보

통제어선안전조업
통과해역선박감시및

감시및통제
통과해역선박

통제
안내
통과해역선박감시및

해안감시
발사장주변

화생방테러대응

화생방테러대응

화생방테러대응

출입통제
외곽순찰및

수색정찰목적진지구축

발사지휘통제소

보안·대테러예방활동

시설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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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의 성공적인 발사 수행과 함께 발사 전 과정에 대한

발사체
발사체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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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안전지원협의회 기관별 임무

위한 시설로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 우주시

5. 나로우주센터 활용계획

대를 이끌어 갈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대한민국이 열어갈
우주시대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주과학 전문
전시관이다.

인프라 구축, 위성의 해외 발사용역에 따른 외화지출 방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은 2005년 11월 착공되어, 2008년

그리고 향후 세계 위성발사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상설전시관 전시물 및 야외 전시물 제작·설치를 완료한 후,

위한 필수 시설이다.

전시물 점검 및 시험가동 등의 시험 운영기간을 거쳐, 2009

우리나라도 다목적실용위성, 무궁화위성, 우리별위성 뿐 아

년 6월 11일 나로우주센터 준공과 함께 일반에 개장했다.

니라 나로호(KSLV-I) 및 한국형발사체(KSLV-II)를 개발하

부지 약 87,000㎡, 건축 연면적 약 9,000㎡ 규모의 우주과학

는 등 우주개발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따라서 우주발

관은 2층으로 구성된 상설전시관을 비롯해 다목적홀, 기획

사체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 우리 실정에

전시실,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21세기 우리나라 우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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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센터는 인공위성 발사뿐 아니라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진공과 중력
태양계 행성에서의 우리 몸무게는 어
떻게 달라질까요?

간단한 우주과학
뉴턴의 세가지 법칙과 케플러의 법칙
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
시
관
1F

로켓
우주를 향한 발자취
인공위성이 우주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올라가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까
요?

로켓의 구성
KSR-III 엔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로켓의
구성품과 로켓의 내부 구조를 알아봅니
다.

에 대한 홍보 및 국민교육의 장소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재 진
행되고 있는 4차원 돔영상관이 2010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운영시간 및 상설전시안내
개관시간

우주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우주과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운영 현황

관람료

개인 어른 : 3,000원 / 18세 이하 : 1,500원
단체(30인 이상) 50% 할인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무료관람

전시안내

홍보영상물 상영 : 10시/11시/12시/13시/14시/15시/16시/17시 (1일 8회)
상설전시안내 프로그램 : 10:20/11:20/13:20/14:20/15:20/16:20 (1일 6회)

위치안내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480번지
관람예약전화 : 061-830-8700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과학관
방문객 수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6월 11일 개관 이

10:00 ~ 17:30(17:00시까지 입장 가능)
※ 매주 월요일, 추석·설 연휴기간, 국정공휴일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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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리

후 같은 해 연말까지 약 6개월 동안의 방문객 수가 143,000
궤도운동
로켓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서는 얼마만큼의 속도가 필요할까요?

대기의 저항
로켓이 대기를 뚫고 앞으로 나아갈 때
로켓이 받는 온도와 압력의 크기를 알
아봅니다.

로켓발사
나로우주센터에서 최초로 발사되는 우
주발사체 나로호(KSLV-I) 발사장면을
체험해 봅니다.

로켓세상
직접 선택한 인공위성을 로켓에 태워
발사해 봅니다.

명에 달해 일일 평균 약 1,000명의 방문 실적을 기록하고 있
다. 이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이 우주개발에 기

강연 및 KARI School(www.karischool.re.kr)을 통한 인터넷

울이고 있는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나로

교육 등이 있다.

호(KSLV-I)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2010년에는 더욱 많

우주과학관은 이를 보다 체계화시킨 현장체험 프로그램으

은 방문객이 우주과학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 대한 우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

지금까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수행한 우주관련 교육에는

육적 측면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등 우주교육센터로서의

과학교사 항공우주교육 프로그램,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항공우주과학체험교실, 연구원 투어, 연구원들의 내·외부
200

인공위성

전
시
관
2F

우주공간

인공위성의 구조
인공위성은 어떻게 자세를 제어할까
요?

국제우주정거장
국제우주정거장 내부는 어떻게 이루어
져 있을까요?

기후의 변화
인공위성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이용하
여 우리는 날씨를 비롯한 기후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인과 우주생활
우주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2호
지금도 우주공간에서 열심히 임무 수
행 중인 아리랑위성 2호를 관찰해 봅
시다.

행성탐사
태양계의 행성들을 직접 골라 살펴보고,
상상 속의 우주도시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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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과학관 배치도
지상관측
인공위성의 중요 임무인 지상관측을
통하여 우리는 지형 및 위치정보를 제
공 받습니다.

우주탐사 로봇
달 표면을 탐사 중인 우주탐사 로봇을
직접 조종해 보세요.

기획전시실

다목적홀
정보검색코너
스낵코너

2F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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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전시관

06.

프로젝트 참여 결정
○ 2005. 3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업무추진체계

착수
○ 2010. 1

구축·운영 (과학기술혁신본부)
○ 2005. 12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종합발전 기본계획’

우주응용 미래기술

재난예방 및 국민안전제고를 위한 위성기반
위치추적 기술개발 선행과제 착수

○ 2010. 4 GBAS CAT-I 인증기술 개발 과제 착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 2006.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항법체계사업단 발족

(2) 사업 내용

○ 2006. 6 소프트웨어 기반 GNSS 공공활용기술 통합검증

항공용 위성항법시스템 기반기술

시스템 개발 과제 착수

지속적인 항공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통신, 항법, 감

○ 2006. 10 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라 기술개발 기획 과제

시 및 관제시스템은 가까운 미래의 항공교통량조차 감당하
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1980년대 초반 민간항공 항행시스

○ 2007. 8 항공용 위성항법시스템 기반기술개발 과제
○ 2008. 2 GNSS 신호감시를 위한 IMT (Integrity Monitor

획을 검토했다. 이어 2005년 5월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을

템 분야에서 제기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1983년 미래항행시스템(FANS: Future

종료
처 협의회 및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위성항법시스템 발전계

사업배경

○ 2006. 9 한-EU Galileo 협력협정 체결
착수

1. 위성항법

○ 2009. 11 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라 기술개발 본과제

Testbed) 설치 협의
○ 2008. 6 소프트웨어 기반 GNSS 공공활용기술 통합검증

Air Navigation System)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21세기 항공교
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항행시스
템(CNS/ATM: 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 and

(1) 사업배경 및 현황

의결했다. 지역위치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항법위성 개발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지만

계획이 담겨 있는 이 계획에는 아시아지역 국가 간 협력추진

위성항법시스템과 관련해서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단

및 세계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참여를 통한 항법위성 개발 계

순한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미국과 유럽, 일본을

획이 포함됐다. 같은 해 12월에 위성항법시스템 종합발전 기

비롯한 선진국들은 위성항법시스템 분야가 국가안보는 물

본계획을 확정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성항법 대응체계

론이고 뛰어난 경제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관련

구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기반 조성, 보강시스템 인프라 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도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술개발 추

Testbed) 설치 완료 (제주공항)

한편, 기존 항행시스템은 선진국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기

특히 유럽연합은 미국 중심의 위성항법시스템에 대응하고

진, GNSS 전문 인력 양성, GNSS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주요

○ 2009. 5 재난예방 및 국민안전제고를 위한 위성기반

술이 안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국에서 참여할 여지가

관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 위성항법시스템인 갈릴레

골자로 추진 과제에 따른 각 부처별(과기부, 건교부, 해수부,

오(Galileo)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유럽연합은 세계적

정통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역

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IT제조업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시 위와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위성항법관련 연구를 체계적

동시에 국제적 지지 확산을 위해 한국의 참여를 요청해 왔

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한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한국

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초 Galileo 사업 참여를 위

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6개 정부 출연연구소, 학계 및

해 관련 전문가 그룹 및 국제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업계관계자 등이 협동연구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위성항법

2005년 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Galileo 프로젝트 추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시스템 개발 과제 종료
○ 2008. 7 위성항법시스템 활용을 위한 무결성 감시기법
기초연구 착수
○ 2008. 7 재난예방 및 국민안전제고를 위한 위성기반
위치추적 기술개발 기획연구 착수
○ 2008. 11 GNSS 신호감시를 위한 IMT(Integrity Monitor

Air Traffic Management)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FANS 특별위
원회는 연구결과에 따라 1991년에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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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ICAO 항행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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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시설을 디지털 데이터 통신기술과 위성항법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CNS/ATM으로 전환하
는 계획을 수립했다.

위치추적 기술개발 기획연구 종료

탑재
시스템

·GPS 수신 기능 : GPS 신호 수신
·DGPS 데이터 처리 기능 : 차분 보정치 사용한 위치 결정,
보호수준 계산
·고장 검출 및 복구 기능 : 항공기 탑재 시스템의 고장 검출
및 복구
·GBAS 메시지 수신 기능 : RTCA message type 1, 2, 4
·항법정보 제공 기능 : 검출수준 계산,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링크 기능 : VHF 데이터 방송 수신

차세대 CNS/ATM의 위성항법기반 정밀착륙장비

GPS Satellites

※ 위성항법 연구개발 연혁

으로 우리나라의 위성항법과 관련된 연구 개발이 본격적으

○ 1997. 12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용 용역 착수

로 시작됐다.

○ 2002. 11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용 용역 종료

위성항법과 관련한 체계적인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

○ 2004. 8 항공용 위성항법시스템 기반기술개발 과제

한 정부는 2005년 3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부

착수

GPS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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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시스템

·DGPS 기준국 수신기 기능 : GPS 신호 수신 기능,
차분 보정치 제공
·DGPS 데이터 처리 기능 : 입출력 처리 및 계산, 보정치 생성
·고장검출 및 복구 기능 : 위성, 지상, 전파매개 부문의
고장 검출·복구
·항법정보 제공 기능 : 정밀 접근 및 착륙을 위한 유도
(guidance) 정보
·GBAS 메시지 생성 및 송신 기능 : RTCA message type 1, 2, 4
·데이터 링크 기능 : 대상 항공기에 대한 VHF 데이터 방송 전송

진현황과 대응현황’
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뒤늦게 EU의‘Galileo 프로그램’
에 참여하게 됐다. 이를 시작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 2005. 2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EU의 Galileo

지상시스템

탑제용 GPS 수신기

DL-V3(Novatel 社)
Propak-V3(Novatel 社)
지상시스템 통신 제어기
·GBAS 메시지 생성
·VDB 송신기와 연동

탑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VDB 수신장치
RE-9009(Telerad 社)

VDB 송신장치
Em-9009(Telerad 社)

지상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탑재시스템 통신 제어기
·GBAS 메시지 수신
·VDB 수신기와 연동
Windows 기반 신호처리장치
(P-IV 3.0GHz, 2GB RAM)
Windows 기반 신호처리 장치
(P-IV 3.0GHz, 2GB RAM)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탑재시스템

발 과제를 통해 테스트베드를 제작했으며, 이를 활용해 위성

선 방안 연구 및 보완, GBAS 해외 구축 사례를 통한 국내 구

항법 신호감시용 IMT(Integrity Monitor Testbed)를 구축했다.

축 방안 연구,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방안 조사 및 자료 분석

위성항법 보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무결성 정보의 성능을

등의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위성항법 신호측정시설을 설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성항법 보강시스템 설치 이전에 무결

치했으며,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성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위성항법 보강시스템 설치 이후에

위성항법 신호측정 장비는 활주로 인근에서 위성항법신호를

는 위성항법 신호를 상시 관측해 무결성 정보를 생성해야 한

측정하고 이를 데이터 처리장치에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이를 위해 위성항법 신호를 지속적으로 획득해 신호 환

다. 특히 이 장비는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기 때문에 항공법

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IMT를 제주국제공항에 설치하고 그

의 엄격한 설치 조건에 제약을 받고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기능 시험을 수행했다. 기능 시험으로는 정적 지상시험, 동

하여 설치 장소가 결정된다. 이 같은 조건에 따라 안테나 사

적 지상시험, 비행시험을 진행했다. 본 과제는 2008년 1월에

이 간격을 200m 이상 유지하고, 두 개의 안테나 기선이 서로

착수했으며, 2008년 12월에 종료했다.

90도 각도를 이루도록 하며, 하나의 안테나 기선은 활주로와

지상시스템 및 탑재시스템

평행을 유지하도록 위성항법 신호측정 장비를 설치했다.
사업내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항법 신호측정 장비의 설치를

없었다. 그러나 차세대 CNS/ATM으로 전환될 경우 신기술

분야 연구를 위한 설비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IIMT 구축 과제의 목표는 위성항법시스템 IMT 시험평가를

마친 후 위성항법 수신기를 탑재한 항공기의 시험비행을 마

표준과 이에 따른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지는 초기단계에는

테스트베드는 항법위성으로부터 방송되는 항법신호를 측정

수행하고 무결성 성능향상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

침으로써 과제를 완수했다.

시장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해 항법보정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항공기 탑재 시스템의 정

해 IMT를 활용한 지상/비행 시험평가를 수행했으며, IMT 개

같은 후발 국가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밀 접근 및 착륙(Precision approach and landing)을 위해 제공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는 지상시스템과, GPS 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지상 시스

예를 들어 위성항법시스템 분야는 1980년대부터 GPS의 민간

템에서 VDB(VHF Data Broadcast) 신호를 통해 제공하는 항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에 다른 항공 분야에 비해 선

법보정정보를 수신해 항공기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고 조종

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았다. 또한 차세대 시

사 및 항공기 승무원에게 항법 정보를 제공하는 탑재 시스템

스템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

으로 이뤄졌다.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기준국용 GPS 수신기

항공기 (상), 태안 비행장 (하), 비행 시험의 궤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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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 신호처리 시설

을 자랑하는 IT 기술을 접목/융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차세대 항행시스템 기

GNSS 신호감시를 위한 IMT(Integrity Monitor Testbed)

술 개발 성공은 물론,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도 매우

사업배경

높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용 위성항법시스템 기반기술개

항공용 위성항법시스템 기반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사업내용

GNSS 신호측정시설 설치 지점

GNSS 신호측정 시설

항공용 위성항법시스템 기반기술 개발의 목표는 위성항법
시스템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 평가용 테스트베드
(Testbed)를 설계·제작하는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GBAS 실용화에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던 신호 무결성 감시
를 위한 고장탐지 알고리즘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으며, 이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해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테
무결성 감시시스템을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구축할 때 개발
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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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베드를 구축했다. 이로써 향후 GBAS 시스템이나 유사

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적 재난에 의한 피해 중 대표적인 것

사업배경

으로 항공기 사고, 위험물 운반 차량 사고, 대형 공공건물에

을 구성했다. 주행 실험용 플랫폼의 제어기는 DSP를 사용한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복잡해진 교통 체계 등으로 인해 국

서 발생한 화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해양교통 증가 및 기

CPU 보드, 아날로그 입출력을 위한 인터페이스 보드, 각 보

민 생활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자연·

후 변화에 따라 선박 사고와 쓰나미 등의 대형 해양 재난 사

드의 전원을 제어하는 파워 보드, 수동·자동 모드를 전환하

인적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명피해와 재산

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재난과 함께 1년에 20

는 릴레이 보드, 각종 모터 제어를 위한 모터 드라이브 보드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며,

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는 매년 5천 명 이상의

로 구성된다. 제작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성항법 기반 자동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할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인

인명을 앗아가는 인적 재난 중 하나다. 때문에 첨단 기술과

주행 시험 결과 주행하고자 하는 기준궤적에 대해서 ±0.2m

식되고 있다.

정보를 통해 생활의 편리를 더하는 동시에 교통사고를 감소

이내의 위치 정확도로 주행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재난의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주로 자연 재난에

시키기 위한 길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메

주행 실험용 플랫폼과 함께 항공사진 기반의 모니터링 프로

의한 피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적 재난에 의한 피해도 꾸

라, 레이더기술들을 응용한 안전장비 개발 노력도 이어지고

그램을 개발해 실제 도로주행 동영상을 보면서 항공사진 위

항공사진기반 모니터링 프로그램

각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제어기를 제작하여 시스템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국가 아젠다 과제 (National Agenda Program)

에 표시되는 항법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도로주
행실험에서 수집한 항법데이터가 항공사진 위에 표시되도
위성 항법
데이터 통신

제어기
모니터링

주행 환경 정보
장애물 위치 정보

파워 보드

무인 주행 차량 주제어기

충돌 감지 및 회피 처리 제어기

브레이크 모터

클러치 모터

조향 모터

주행 필요 센서 입력
사용자 조작
스위치 입력

모터 드라이버 보드

주행 모터 제어기

인터페이스 보드

레이저 스캐너

주행 실험용 플랫폼의 제어기 블록다이어그램

주행 시험용 플랫폼과 GPS/DR 통합시스템

록 후처리한 뒤 촬영한 동영상과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실시

들도 있지만, 아직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실용화되지 못한

간으로 동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것들이 있다.

구조는 속도와 헤딩(Heading)을 표시하는 아날로그 계기판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국가 아젠다(NA: National

부분과 위도, 경도, 주행시간 등을 표시하는 디지털 LED부

Agenda)로서 위성항법 기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재난 예

분, 동영상 그리고 항공사진 부분으로 구성했다.

방 및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릴레이 보드

인터페이스 보드

있다. 최근 개발된 안전장비 제품 중에는 이미 상용화된 것

초음파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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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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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에 착수해 2009년 12월에 종료한 국가 아젠다 과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는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과 소득

제의 목표는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대형차량 사고 예방을 위

수준의 향상으로 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 위성기반 위치추적 기술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제 교역 증가와 인터넷 물품 구매의 확산으로

이를 위해 위성항법 성능 분석 작업을 비롯해, 대형차량 사

인한 물류량 증가, 그리고 자가용 차량의 증가는 원활한 교

고예방을 위한 위성기반 위치추적 정확도 향상 기술 연구,

통체계 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

실험용 플랫폼 개발 및 밴-테스트(Van-Test)를 통한 기본성

하게 물류를 수송하는 문제가 국가 경쟁력의 기초가 될 정도

능 검증 연구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주행 실험용 플랫폼과

로 주목을 받게 되어, 미국, EU, 일본 등의 교통 선진국들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육상 교통시설을 증설하는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주행 실험용 플랫폼 개발 과제에서는 위성항법 보강시스템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증가하는 교통 수요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플랫폼의 제어기를 통해 위성항법

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기반으로 수동, 자동, 원격 및 자율주행이 가능한 주행 실험

특히 이들 국가들은 최근 들어 위성항법을 활용한 차량의 위

용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때, 주행 실험용 플랫폼의 제어기

치정보를 제공하는 단말기를 보급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성과

는 주행 실험용 플랫폼에 장착된 각종 센서로부터 아날로그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흐름에

입력과 디지털 입·출력을 처리할 수 있다.

앞서가기 위해 2006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또한 조향제어와 브레이크, 클러치 모터 제어를 위해 3축의

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라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모터 드라이버와 지상이동로봇 제어기의 전원 공급 장치로

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라 기술개발 과제는 신개념 미래 교

구성했다. 또한 레이저 스캐너, 초음파 센서 등을 이용해 주

통시스템의 등장에 대비하고, 육상교통 분야에서 안전성과

행 실험용 플랫폼의 충돌회피가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효율성이 향상된 위성항법기반 위치결정 기술을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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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라 기술개발

및 반송파 측정 데이터 기반의 위치정보 제공기술 개발, 신

작했으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상세기획연구를

호 감시를 통한 위치정보의 신뢰성 향상, 위성항법 기반 육

1997. 12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용 용역 착수

수행한 후, 2009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상교통 분야 위치정보 제공기술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

2002. 11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용 용역 종료

다. 1차 기획연구를 통해 준정확, 고신뢰 위성항법기반 위치

2004. 8

항공용 위성항법시스템 기반기술개발 과제 착수

사업내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2차 기획연구에서

2005. 2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EU의 Galileo 프로젝트 참여 결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육상교통 환경에 적합한 위성항법

는 1차 기획연구의 내용을 반영해 육상교통 사용자가 요구

2005. 3

기반의 위치정보 제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위성항법 코드

하는 다양한 성능요구사항과,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구현기술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업무추진체계 구축·운영
(과학기술혁신본부)

항공

해상

항행 시스템 전파방해에 의한
사고 가능성 차단(2건/년)

교통사고 30% 이상 감소
충돌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소

재난 해파 등에 의한 해상사고
인명피해 60% 이상 감소

소방관 등 공상사 30% 이상 감소

육상

개인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위성항법 연구개발 연혁

위해 수행되고 있다. 본 과제는 2006년 10월 기획연구를 시

2005. 12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종합발전 기본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위성항법 기반
교통인프라

현재의
위성항법

운전자에게 도로상의 위치 제공
(위치정보의 신뢰성 없음)

운전자에게 차로 정보 제공
(위치정보의 신뢰성 보장)

정확도와 신뢰성이 향상된 위성항법 정보제공

연구 일정 및 추진전략
2010

2011

2012

2013

2014

구분

1단계 : 주요 기반 기술 연구

2단계 : 핵심(적용) 기술 및 Test-bed

세부
개발
내용

주요 오차 정보 생성 기반 알고리즘 개발
주요 무결성 정보 생성 기반 알고리즘 개발
단위 시험 기술 개발
GPS 이외의 주요 항법 위성 활용 연구

오차 정보 생성 핵심 알고리즘 개발
무결성 정보 생성 핵심 알고리즘 개발
소규모 시험환경 구성, 시나리오별 시험 평가
종합 환경 시험 평가, 기존 기준국 성능향상 방안 연구
갈릴레오 및 L2C 적용성 연구

신호 이상
검출 기반 기술

세부
기술

단위기술 시험평가
기술 개발

인프라부분 및
사용자부분
설계 기술

무결성 정보
생성 기술

신호 획득
도움 기술

복합항법 센서
활용 기술

인프라 정보
송신 기술

난수신 신호
처리 기술

Test-bed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항법체계사업단 발족

2006. 6

소프트웨어 기반 GNSS 공공활용기술 통합검증시스템
개발 과제 착수

2006. 9

한-EU Galileo 협력협정 체결

2006. 10

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라 기술개발 기획 과제 착수

(3) 향후계획

2007. 8

항공용 위성항법시스템 기반기술개발 과제 종료

국가 아젠다 과제(National Agenda Program)

2008. 2

GNSS 신호감시를 위한 IMT (Integrity Monitor Testbed)설치 협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 아젠다로써 재난 예방 및 국민

2008. 6

소프트웨어 기반 GNSS 공공활용기술 통합검증시스템 개발
과제 종료

안전 제고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선행연구

2008. 7

위성항법시스템 활용을 위한 무결성 감시기법 기초연구 착수

2008. 7

재난예방 및 국민안전제고를 위한 위성기반 위치추적 기술개
발 기획연구 착수

2008. 11

GNSS 신호감시를 위한 IMT(Integrity Monitor Testbed) 설치 완료
(제주공항)

2009. 5

재난예방 및 국민안전제고를 위한 위성기반 위치추적 기술개
발 기획연구 종료

2009. 11

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라 기술개발 본과제 착수

2010. 1

재난예방 및 국민안전제고를 위한 위성기반 위치추적 기술개
발 선행과제 착수

2010. 4

GBAS CAT-I 인증기술 개발 과제 착수

위성기반 위치추적을 통한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

기간인 2010년에는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위성기반 위치
추적기술 기초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선행연구를 통해 사고 및 위험 징후

208

검출을 위한 정밀 상대위치추적 기초연구, 선박안전항해 및

209

재난해파 조기검출을 위한 위성기반 정밀 수직측위 기술기
초연구, GPS 기반 실내 위치추적 가능성 분석 및 소형 UAV
를 이용한 재난 현장 영상 획득 시스템 기초연구, 기준국 네
트워크 기반 반송파 보정정보를 활용한 사용자의 시공간 비
상관성 개선 및 불연속 측정치 검출 기초연구, 전파위협원
위치추적 알고리즘 성능 평가 플랫폼 설계 등의 과제를 수행
하게 된다. 본격 연구단계는 총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단계 연구기간인 2011년부터 2013년에는 재난 및 사고예

의 개발방법을 도출했다.

방 활용을 위한 위성기반 위치추적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핵심

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라 기술개발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1

기술연구가 진행된다. 이 연구를 통해 위성항법기반 사고예

단계 연구개발 수행 기간 동안 개발하며, 1단계 연구내용을

방용 위치추적 플랫폼 설계 및 개발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

기반으로 2단계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2단계 연구개발

며, 위성항법기반 위치추적 정확도 향상기술연구도 병행된다.

과정에서는 핵심기술, 적용기술 연구와 같은 기반기술의 심

제2단계 연구기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재난 및 사고

화 연구를 수행하며,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활용을 통해 핵심

예방을 위한 위성기반 위치추적 신뢰성 향상기술 및 활용기

기술과 적용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적용하는 시험과 시나리

술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해 위성항법기반 위치

오별 시험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기반기술, 핵심기술,

추적 신뢰성 향상기술연구와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운영

적용기술의 종합 환경시험 평가를 수행한다.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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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부분
설계 기반 기술

오차 정보
생성 기반 기술

2006. 3

항법탑재체 개발 및 관련 핵심기술 확보, 보강항법탑재체 개

육상교통 환경에서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해 위치결정을 수

발 및 관련 핵심기술 확보, 항법기능 정지궤도 위성 개발 및

2000년 12월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우주인 양성계획 반영

총 36,206명의 후보가 참여했으며, 그 중에서 2명의 우주인

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개발 단계의 확립이 필요하

관제/운용시스템의 시범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작업을 수행

2004년 1월

한국우주인배출사업 추진보고(연두 업무보고)

후보자를 선발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의학, 체력,

다. 따라서 1단계에는 기반 기술 개발을 위주로 한 단일과제

할 방침이다.

2004년 9월

한국 우주인 배출을 위해 러시아와 공동 합의문 서명

심리, 지식, 언어, 행동, 우주적응 등의 측면에서 선발기준과

2005년 11월

항우(연)을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

2006년 3월

한국우주인배출사업 추진계획 확정(과학기술처 관계
장관 회의)

형태로 수행하며, 2단계는 추가적인 기반 기술 개발과 함께
핵심(적용)기술 및 테스트베드(Testbed)기술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단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

2. 유인 우주탐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될 1단계 연구에서는 육상교통 사
용자를 위한 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라 주요 기반기술 확보를

(1) 한국우주인배출사업 배경 및 개요

목표로 한다. 즉 1단계 연구를 통해 준 실시간 보정정보 생성

과거 1960대부터 시작해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소 우

기술 개발, 준 실시간 무결성 정보 생성 기술 개발, 인프라 정

주경쟁 시대의 우주개발 방식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루

보 전송 표준화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어져 왔다. 하지만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국과 러시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될 2단계 연구에서는 핵심(적용)

의 전유물처럼 인식됐던 우주개발 분야에 유럽과 일본, 중

기술 개발 및 소규모 테스트베드 구현을 통한 실 환경 적용

국이 가세하면서 선진국들의 전략적 기술로 간주되기 시작

기술 확보를 목표로, 실시간 보정정보 및 무결성 정보 생성

했다. 이러한 우주개발 기술은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국

기술 개발, 위치 결정 도움 기술 개발, 사용자 활용 기술 개

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안전,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소

발, 인프라 정보 전송 표준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프트웨어 측면의‘우주활용’
이 중요하게 부각됐다. 특히

할 계획이다.

선진 각국은 우주공간의 무중력과 초진공 환경을 이용해
과학과 산업에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유인우주기술 개발에

2006년 4월 1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SBS 간 주관방송사 계약 서명

2006년 4월 1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러시아 연방우주청간 우주선
탑승 기본 계약 서명

2006년 4월 21일
~2006년 7월 14일

한국 우주인선발 공고 및 모집

2006년 9월~12월

한국우주인 후보자 1~4차 선발과정 진행

2006년 12월 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러 연방우주청간 우주선 탑승
본계약 체결

2006년 12월 7일

과학실험 18개 임무 최종 확정

2006년 12월 25일

우주인 후보 최종 2명 선정(이소연, 고산)

2007년 3월 ~
2008년 3월

우주인 후보 2인 러시아 가가린우주인훈련센터 훈련

2008년 4월 8일
~19일

한국 우주인 우주비행(우주실험 임무완수) 및 귀환

과 실제 우주인 선발과정을 진행했다. 우주인 선발과정에는

선발 노하우(Know-How)를 축적했다. 또한 무중력 활용 우
주실험 분야에서는 18가지 우주실험을 개발해 우주실험장비
의 설계, 제작, 자체 인증시험, 러시아 측과의 우주실험장비
인증을 통해 그 경험과 기술을 확보했다.
한편, 대국민 과학기술 저변확대를 위해 주관 방송사를 선정
해 한국우주인 선발과정부터 우주임무 수행과정 및 귀환까
지의 전 과정을 방송함으로써 우주기술개발의 중요성과 필
요성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렸다. 또한 귀환 이후 한국
우주인의 대외 활동과 우주실험 분야 연구를 통해 그 임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유인우주기술의 축적 및 향상을 위해
우주실험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한국우주인배출사업 내용
사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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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기능 및 보강항법기능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

박차를 가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종합발전 기본

한편, 1992년 우리별 1호 위성 발사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우주

계획에 의거하고 국토해양부의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구축

개발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위성 1호와 2호의 성공적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에 근거해 진행된 유인우주기술을

야만 했다. 미국의 경우, 국제우주정거장(ISS) 건설에 기여하

계획에 근거해 한국형 지역 위성항법시스템 구축기반 조성

발사와 안정적인 임무수행, 국산 액체 발사체인 KSR-Ⅲ의 성

습득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인우주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요

는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국 우주인 탑승을 추진했는데 2003

을 위한 정지궤도기반의 항법탑재체 및 보강항법탑재체 개

공적인 발사 등을 통해 꾸준히 기초 기반을 닦아왔다.

소인 우주인 배출과 무중력을 활용한 우주실험을 중심으로

년 초에 미국 NASA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폭발사고가

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맞이해서도 유인 우주개발 분야의

추진됐다.

발생하면서 추진계획이 중단됐다. 그 결과 주기적으로 소유

본 과제는 2010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수행하게 되는데,

국내 기술개발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유인우주기술은‘우

먼저 유인우주기술개발 측면으로는 우주인 선발 기준 개발

즈 우주선을 발사하며 다른 나라 우주인의 참여에 개방적인

첫 번째 목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형 위성항법시

주활용’
분야에서 첨단기술이 집약된 분야로 과학 및 경제적

스템의 핵심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항법탑

파급 효과가 크고, 우주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술이

재체 핵심기반기술과 보강항법탑재체 핵심기반기술 개발

기 때문에 선진국들로부터의 국제협력이나 기술이전이 매

한국우주인배출사업 한·러 본계약협정체결

한국우주인 임무개발 컨퍼런스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 제한적이었다.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적 노하우

두 번째 목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지궤도탑재체의

를 얻지 못하면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분야로 남게 될 가능

항법기능 및 광역보강기능 개발 및 시험을 위한 보강항법탑

성이 높은 분야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가우주개발사업의

재체 지상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지상모델

일환으로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을 추진했다.

을 통한 항법기능과 보강항법기능의 구현 및 성능 시험·평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은‘유인우주기술개발’
과‘과학기술 저

가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변확대’
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진행됐으며, 2004년 상반

세 번째 목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항법기능 및 보강항

기부터 2005년 10월까지 준비단계의 기획 사업을 실시했고,

법기능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을 통한 위성항법 및 광역보

2005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본 사업을 진행했다.

용이 가능한 미국과 러시아 양 국가 중에 한 국가를 선택해

6장 우주응용 미래기술

강 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한국우주인배출사업’
은‘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現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의 연혁

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라 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해 선발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으며, 한

달리 러시아에 우주선 탑승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국 우주인의 임무개발(우주실험)을 위해 임무개발위원회를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통해 아이템 발굴 및 선정 작업을 추진했다.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추진됐다. 미국과

최종적으로 러시아와 계약을 체결했다. 비로소 한국우주인
배출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 우주인 선발기준 개발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본 인력과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한국 우주인 선발기준은 우주에서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 할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우주인사업단을 신설했고 과학기술

수 있는 우주 인을 선발하기 위해 개발됐다. 무엇보다 정신

부에서는 우주인사업단과 협력해 사업기획 등을 총괄하는

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행동 및 언어 능력(외국어

우주인사업전담팀을 구성했다.

포함) 및 지적 수준을 두루 갖춘 우수한 우주인을 선발하기

한편,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의 예산은 정부와 한국항공우주

위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선발 기준을 마련했다.

연구원에서 분담하고 부족분은 주관방송사 등의 민간협찬

첫째, 일반 적합성 영역을 통해서는 우주비행에 영향을 줄

을 받아 해결했다.

수 있는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 및 현재 올바른

기초 체력평가

종합상식 필기시험

품행 및 성품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토록 했으며, 둘째, 행동
국내 협력체계 구축

적합성 영역에서는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상황 적응능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을 통해 전 국민적인 과학기술 이해도

력과 유연성을 갖추고 스트레스 등 제약 조건을 극복할 수

를 제고시키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를 선정했으며, 과학기

있는가를 평가토록 했다. 셋째, 의학적합성 영역으로 우주

술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 2005년 말 주관방송

비행 훈련 및 우주공간에서 활동 할 수 있는가를 의학기준

사 선정 공모과정을 거쳐 SBS(주)가 주관방송사로 선정됐고,

에 맞추어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마지막 넷째 언어능력 영

2006년 4월 14일 협약을 맺었다.

역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ISS) 임무수행을 위해 러시아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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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인 선발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우주인 배출사

배우려는 의지와 영어로 읽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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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진위윈회, 한국우주인선발위원회(일반선발, 의료선발)

나를 평가했다.

를 구성해 한국 우주인 선발과정의 자문과 중요사항에 대한

한국 우주인 선발 기준은 위와 같은 큰 틀의 기준에 따라 세

결정을 담당했다. 또한 공군과 우주인 선발과정에 대한 협력

부적인 평가항목을 개발했으며 선발과정에서 심사를 담당

기본 신체검사

영어 면접

우주적성검사(저압실 테스트)

상황대처능력 평가

과학기술부
(현 교육과학 기술부)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업총괄 지원
우주인사업전담팀
사업 기획 등

추진위원회
사업주요사항 심의 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체사업주관
대러 협상 주관 및 기술료 지불
우주인 선발/ 관리/ 훈련지원
우주과학임무개발

선발위원회(일반/ 의료)
선발 기준 심의
선발 평가 방법 심의

임무개발위원회
우주 임무 발굴
우주 임무 심의

한국우주인배출사업 추진체계

6장 우주응용 미래기술

방송사/기획사/산업체
대국민 과학기술 홍보전략 수립
우주인배출과 관련한 단계별 홍보
민간협찬을 통한 사업지원

우주실험 임무 개발

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다. 한국 우주인 4차 선발은 총 3단계로 진행됐으며, 스페이

2008년 한국우주인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수행한 우주

이때, 한국우주인의 우주실험은 유인우주기반기술 확보와

한국 우주인 선발

스 캠프 평가를 통해 10명 중 8명을 선발했고, 러시아 현지

실험의 개발은 우주실험 및 임무 선정, 선정된 임무 및 실험

대국민 과학문화 확산이라는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의 목표에

2005년 11월, 사업에 착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후 약 6

평가를 통해 8명 중에서 6명, 그리고 방송 출연 평가를 통해

장비를 ISS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발·제작하고 인증시험을

따라 전 국민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산·학·연

개월 동안 보다 구체적인 선발 계획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

최종 2명의 우주인 후보자를 선발했다.

거쳐 실험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및 일반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내 2006년 4월 21일 과학의 날에‘한국 우주인 선발 출정식’
을

4차 선발 첫 번째 단계인 스페이스 캠프 평가는 2박 3일간

임무 선정과정에서는 ISS라는 공간적·물리적 제한사항 때

했다. 임무개발 선정 작업은 크게 기초과학실험과 교육실험

개최함으로써 3개월간의 모집과정을 시작했다. 만 19세 이상

합숙을 통해 팀원 간의 협동력, 우주기기 조작능력, 우주시

문에 실험가능성, 실험 장비의 규모, 전력, 안정성 등이 중

임무로 나뉘어 진행됐다.

의 대한민국 국민을 신청자격으로 온라인과 우편접수를 통해

스템 소프트웨어 사용능력, 영어능력, 우주적성 및 과학상식

점적으로 고려됐다. 실험장비 개발과 제작에는 ISS 요구 조

기초과학실험 선정은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기초과학실험

신청을 받았고, 대국민 과학기술저변 확대를 위해 온·오프

을 평가했다. 두 번째 단계인 러시아 현지평가는 8명을 대상

건 및 소유즈(Soyuz), 프로그레스(Progress) 우주선의 요구조

임무 공모 및 공모대상 선정준비 작업을 진행했으며, 2006

라인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2006년 7월 14일 접수마감 결과

으로 무중력 비행기 탑승, 수중임무, 개인 포트폴리오 발표

건에 부합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국내 인증 시험과

년 5월부터 9월까지 산·학·연을 대상으로 과학임무 공모

36,206명(남자 29,280명, 여자 6,926명)의 인원이 접수했다.

등을 평가했다. 마지막 단계인 방송 출연 평가에서는 러시아

인수시험을 거쳐 우주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2008년 2월 5

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2006년 5월 26일에 한국우주인 임무

한국 우주인 후보자 공모결과 접수를 마친 36,206명의 지원

문화 적응성, 발표력, 대중 친화력 등과 이전까지의 선발성

일 발사된 화물우주선인 프로그레스와 2008년 4월 8일 한국

공모 설명회를 가졌으며, 6월 15일에는 한국우주인 임무개

자 가운데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성실 기입여부와 내용 검

적을 종합해 최종 2명(이소연, 고산)을 선발했다.

우주인이 탑승한 소유즈 우주선을 통해 ISS에 수송됐다. 이

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어 9월 28일에는 한국우주인 과

렇게 수송된 장비를 이용해 한국우주인 이소연 박사는 4월

학 실험 임무 평가회를 거쳐, 임무개발위원회를 통해 한국

10일부터 약 10일 동안 ISS에 체류하면서 18가지의 우주실험

우주인 임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토결과를 토대로 1차 서류평가를 실시해 10,058명의 기초체
력 평가 참가자를 선정했다. 이어 2006년 9월 2일에 서울, 부

우주인 훈련 시작

산, 대전, 광주, 강릉, 제주 6개 지역에서 3.5㎞ 달리기를 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자들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

시했다. 참가 대상자 10,058명 가운데 3,323명이 참가한 기

까지 러시아 가가린우주인훈련센터(GCTC)에서 우주인 훈련

초체력 평가에는 3,238명이 합격해 종합상식 필기시험(영

을 받았다. 한국 우주인 후보자들은 이곳에서 소유즈 우주선

어/ 상식 필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

에 관한 상세한 이론 및 작동법과 그에 따른 실습 훈련, 우주

종합상식 필기시험은 한국 우주인 후보자에게 필요한 외국

복 사용법 교육 및 착용훈련, 그리고 ISS 러시아 모듈 내 기

주요 훈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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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어 능력과 지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9월 17일(일)

기들의 사용법에 대한 실습 및 교육, 우주적응 훈련, 체력훈

에 진행됐는데. 영어와 판단력, 적성평가, 수리능력, 과학 상

련 등의 교육을 받았다. 또한, 발사 및 귀환 시의 여러 가지

-소유즈 시스템

식 등의 종합상식을 평가했다. 그 결과 2,577명의 응시자 가

위기상황(우주선 기기 고장 및 예상낙하지점에서 벗어난 오

- ISS 시스템

운데 500명의 지원자를 선발했고 이를 대상으로 기본 신체

지 착륙 등)에 대비해 다양한 적응방법과 해결법 등의 이론

시뮬레이션 교육/ 실습

검사를 실시, 예상된 300명의 후보자보다 55명이 적은 245

과 실습을 병행한 생존훈련을 받았다.

- 소유즈 시뮬레이션

명의 2차 선발 대상자를 선정했다.

한편, 국제우주정거장(ISS)에는 러시아 이외에도 미국 NASA,

- ISS 시뮬레이션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2006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일본 JAXA, 유럽 ESA의 모듈이 있으며, 그 중에서 한국 우주

의학생리훈련

양일간 1차 선발을 거쳐 압축된 245명의 지원자 중에서 다시

인이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국 모듈의 구조, 통신 방

- 정기 의학검사

30명을 뽑는 2차 선발을 실시했다. 2차 선발에는 임무수행

법 등에 대한 기본교육 훈련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한국 우

- 임상생리 검사

능력에 대한 일반 면접 및 영어 면접, 심층체력평가를 실시

주인은 2008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존슨 스페이스 센

하고, 전반적인 정신건강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능력 등

터에서 교육훈련을 통해 이 능력을 배양했다.

의 성격에 대한 정신심리검사 등이 진행됐다.

이 밖에 과학실험 임무수행을 위해 2007년 8월과 2008년 1월

한국 우주인 3차 선발은 총 30명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 31

두 차례에 걸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과학임무(우주실

일부터 11월 16일까지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 입원해 정밀

험)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을 통해 한국우주인은 과학실

신체검사(뇌파, 치과, 심장 초음파, 대장내시경, 골밀도 검

험 장비와 기자재를 이용해 실험에 필요한 모든 이론적 지식

사 등)와 우주적성 검사(중력가속도, 저압실 등)를 진행했다.

과 장비사용 방법 등을 익히는 훈련을 받았고 러시아에서도

이후, 2006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속적인 훈련이 진행됐다.

- 체력훈련
기타 훈련
- 과학임무 훈련
- 러시아 언어교육
- ISS 미국모듈 훈련
- 국내 활동
- 비행전 외부차단 대기
- 발사전 활동

6장 우주응용 미래기술

과 KAIST에서 상황대처능력 평가(과학실험, 추론능력, 영어

2007년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능력, 발표력, 집단과제)를 실시해 3차 선발자 10명을 선정했

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선발과정을 준비했다.

(3) 한국우주인 우주임무 수행

정에 동참해 한국 최초 우주인 탄생을 축하했다.

가능성을 협의했으며, 12월 7일에 한국우주인 임무를 최종

발사

우주선 발사 5시간 전에 바이코누르 발사장에 도착한 한국

결정했다.

우주인 훈련을 마친 한국우주인은 카자흐스탄 바이코누

우주인들은 발사 2시간 30분 전에 탑승해 오후 8시 16분(현

교육실험 임무 선정 작업은 2006년 4월부터 10월까지 초·

르 우주기지에서 2008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발사준

지시각 오후 5시 16분)에 우주로 발사됐다. 이로써 한국은 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실험 공모를 실시했으며, 전

비 및 최종 점검을 마쳤으며, 소유즈 TMA-12로 국제우주정

계 36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가 됐고, 한국인 최초로

국과학교사협회와 임무개발 소위원회를 통해 11월 26일에

거장에 합류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한 한국우주인은

우주선에 탑승해 우주비행을 한 이소연 박사는 대한민국 최

한국 우주인 교육실험 선정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 같은 절

2008년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우주비행 및 우주임무를 마치

초 우주인이 됐다.

차를 거쳐 선정된 교육실험 임무는 2006년 12월 7일에 한국

고 무사 귀환했다.

우주인 임무로 최종 결정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주관방송사인 SBS와 함께 한국우주
한국우주인과학실험선정평가회

인의 소유즈 우주선 탑승과정을 직접 중계 방송함으로써 우

우주실험 장비 개발 및 인증

주개발에 대한 관심 유도와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

한국우주인의 우주과학실험을 위해 선정된 우주실험 장

다. 이때 한국우주인을 응원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시키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2006년 10월과 11월에 러시아 과학 실험 전문가와 우주실험

소유즈 우주선 발사 과정
시간

내용

시간발사 2일 전

소유즈 FG 로켓 발사대로 이동

비를 개발하고, 우주장비로서 인증받기 위해 3가지(QM:인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운송됐다.

기 위해 발사 참관단을 구성해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발사

증용/TrM: 훈련용/FM:우주비행용) 모델에 대한 제작·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주실험을 위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발사참관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

발사 2일 전

최종시험

발 연구작업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2006년 5월부터 12월까

한 임무 선정에서부터 개발, 인증 등의 유인 우주기술을 확

한 일반 시민과 우주인 선발과정에 참여한 지원자, 우주인

발사 2시간 56분 전

우주인 발사대로 이동

지 우주실험 장비의 요구사항을 분석해 장비를 개발한 뒤,

보 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국제 협력을 통한 우주실험을

가족 및 한국우주인배출사업 관계자들로 구성됐고, 발사과

발사 2시간 35분 전

우주인 발사대 리프트 탑승

2007년 9월과 10월에 인증시험을 거쳐 우주실험 장비를 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발사 2시간 30분 전

우주인 소유즈 우주선 탑승

발사

소유즈 우주선 발사

발사 118초 후

1단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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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226초 후

페어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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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287초 후

2단 분리

발사 525초 후

3단 분리

발사 588초 후

소유즈 우주선 궤도투입

발사 당일

소유즈 엔진 점화후 ISS로 접근

비행 1일째

다음날 ISS 랑데부하기위한 정확한 위치로 이동

비행 2일째

ISS로 최종 접근 및 도킹

소유즈 발사

성했다. 우주실험 장비는 이후 2차례의 인수시험을 거친 후

선정된 기초과학실험 현황
담당 기관

우주환경에서의 식물발아 생장 및 변이 연구(KAP01)

원자력(연)

우주환경에서 초파리를 이용한 중력반응 및 노화 유전자의 탐색KAP02)

건국대

미세중력환경에서의 소형생물배양기(KAP03)

(주)바이오트론

우주환경이 안구압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연구(KAP04)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미세중력환경에서의 우주인 신체(얼굴)의 형상 변화에 대한 연구 (KAP05)

한남대

한국전통식품을 이용한 우주식품 개발(KAP06)

식품(연)/원자력(연)

미세중력환경에서 제올라이트 마이크로 결정의 합성(KAP07)

서강대

미세중력환경에서의 금속-유기 결정성장(KAP08)

포항공대

MEMS 기술을 이용한 망원경 개발 및 극한 대기현상 관측(KAP09)

이화여대

한반도 촬영 및 기상관측 연구(KAP10)

기상(연)

국제우주정거장 소음 환경 문제 파악 및 개선 연구 (KAP11)

KAIST

우주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메모리 소자 실증 실험(KAP12)

전자부품(연)

미세중력환경에서의 소질량무게측정장비(우주저울) 개발(KAP13)

항우(연)

교육과학실험(KAP14~18)

교원대

소유즈 로켓 이동

소유즈 우주선 도킹

6장 우주응용 미래기술

내용

실험제목
KAP
01

·식물체(종자)를 우주선에 탑재, 우주방사선 및 미세 중력조건에 약 75일 노출시킨 후, 지구에 가져와 종자의 생장 및
유전변이를 검정하고 유용 돌연변이체를 연구 [종자종류: 벼(쌀), 콩, 유채, 무, 들깨, 애기장대, 난, 민들레, 무궁화, 고추, 코스모스]

결과활용

·우주선 탑재종자의 생장 및 유전변이 검정, 유용 돌연변이체 선발에 의한 우주 육종 연구

실험내용
KAP
02
결과활용

실험제목
실험내용
KAP
03
결과활용
실험제목

미세중력환경에서의 소형생물배양기 개발
·우주용 초소형 바이오리엑터(세포배양기) 개발
·미세중력인 우주 환경에서의 줄기세포/미생물 배양 실험

우주환경이 안구압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안면 및 신체 우주부종을 측정할 특수 장비를 개발(등고선 촬영 장치 이용)
·우주에서 시간경과에 얼굴의 이목구비 형태 및 구조비, 얼굴표면형상의 변화와 얼굴 형상 변화에 대한 계량화

결과활용

·지상과 우주에서의 인간의 외형적인 신체변화를 표면 형상 측정하여, 우주환경에서의 부종의 영향을 계량화하여 분석

결과활용
실험제목

·결정의 질의 개선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물성(기체 흡착, 촉매 활성)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것으로 효율이 높은 연료 기체 흡착,
또는 기체 분리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의 개발 및 응용 연구에 활용

·지구의 새로운 대기현상인 TLE(Transient Luminous Event: Blue jets, Sprites, Elves) 현상에 대한 시공간 생성과정을 위한
망원경(KAMTEL, MEMS 미세 거울이 장착된 넓은 시야 관측 및 초고속 추적 확대 망원경) 개발 연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구름 위 고층대기 방전현상 관측과 현상 규명 연구

결과활용

·감마선 폭발, Transient X-ray 관측 등의 천문 우주 관측분야와 영상분석 프로그램과 결합한 다중목표 동시추적 분야에 활용 가능
·본 망원경 제작 기술은 IT 분야에서의 차세대 시각 및 감시기술의 기반을 제공하며
보안, 감시기술에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본 실험을 통한 결과는 대기현상에 대한 이해/규명, 나아가 지구 대기 및 기상 이해에 일조 가능

·한국 우주인의 ISS 체류기간 동안 광학카메라를 이용해서 황사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상 현상 및 지구 영상을 촬영

결과활용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촬영한 다양한 기상 현상 및 지구 영상은 향후 관련된 기상 연구와 과학 교육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본 실험과 관련된 결과는 보고서 발간

·우주식품 10종 개발 시험
-한국식품연구원 6종 : 볶음김치, 고추장, 된장국, 밥, 홍삼차, 녹차
-한국원자력연구원 4종 : 캔김치, 라면, 생식바, 수정과
·우주식품 인증 시험 : 개발된 10종의 한국형 우주식품에 대하여 러시아 연방우주청 산하의 생물연구소(IBMP)에서
우주식품인증절차에 따라 시험
·우주식품의 평가 : 개발된 한국우주식품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하는 동안 정해진 메뉴에 따라 취식하면서
지상과 무중력 우주환경에서의 특성 차이 조사와 적합성 시험 수행
·비상식품 등 특수목적용 식품개발의 기초 기술로 활용
·한국의 미래 우주식품 개발에 기반기술로 활용 가능

·국제우주정거장 러시아 모듈 내에서 소음원(Source)을 찾아 소음지도를 만들고 소음의 원인을 파악
·우주선 등의 소음원과 관련된 원인, 우주인의 영향 연구를 수행

결과활용

·소음 측정 실험으로 국제우주정거장의 주요 소음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우주정거장의 소음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활용,
우주선 개발에서 소음 관련 연구에 활용 가능함
·산업적으로 휴대용 소음측정 장비로 활용 가능

실험제목

실험내용

결과활용

·우주 환경에서의 메모리 동작 영향 요인을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적용하여 우주 환경에 적합한 반도체 개발에 활용

실험제목

·국제우주정거장내의 미세중력 환경에서 소질량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 개발
·실험용 우주저울 개발 및 성능 평가-우주에서의 저울로써의 성능을 검증

결과활용

·정확도를 향상시켜 다양한 우주실험에서 시료 및 샘플 질량 측정을 위한 저울로 활용하여 다양한 용도의 우주저울 개발에 활용
·국내에서도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할 탑재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확보

실험제목

결과활용

·우주 실험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는 제올라이트 결정 성장에 대해 학술적으로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얻음

교육실험

실험내용

·지구와 우주에서의 물의 현상 비교실험
·지구와 우주에서의 뉴턴 법칙 및 각운동량 비교 실험
·우주에서의 표면장력 및 물과 각종 표면과의 상호작용 실험
·지구와 우주에서의 펜이 써지는 차이점을 통한 중력의 영향 비교실험
·지구와 우주에서의 식물성장 비교 실험

결과활용

·실험과 관련된 영상물(DVD)을 제작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 수업 자료 및 학습 자료, 일반 국민 대상의 과학문화화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
·실험 장비는 러시아 우주인의 요청으로 교육실험 기자재를 ISS에 남겨두었으며, 2008. 10월 미국 민간우주인은 한국 우주인
장비를 활용하여 우주실험 수행

KA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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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내용

219

미세중력상태에서의 소질량무게측정장비(우주저울) 개발

실험내용
KAP
13

218

우주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메모리 소자 실증 실험
·실증 실험 대상 메모리 소자
-차세대 메모리 소자: FRAM 2종
-비교 대상 메모리 소자: NAND 플래쉬 2종
·실증 실험 결과 저장용 메모리-NAND 플래쉬: 실험 결과 저장의 신뢰성을 위해 중복 저장 수행
·두 번의 실증 실험 수행-테스트 패턴을 실험 대상 메모리에 접근 속도별로 쓰고 읽어 유효성 검사
(에러 횟수 판별 및 결과 저장용 메모리에 저장)

미세중력환경에서 제올라이트 마이크로 결정의 합성
·지상에서 제올라이트 합성 용액을 미리 고압 반응기에 넣은 후 밀봉을 하고 밀봉된 고압반응기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옮긴 후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가열하여 제올라이트를 합성
·지상에서도 동일한 대조군으로 제올라이트 합성을 수행하고 그 차이점 비교/연구

국제우주정거장 소음 환경 문제 파악 및 개선 연구

실험내용
KAP
11

한국전통식품을 이용한 우주식품 개발

한반도 촬영 및 기상관측 연구

실험내용

실험제목

KAP
12

MEMS 기술을 이용한 망원경 개발 및 극한 대기현상 관측

실험내용

미세중력환경에서의 우주인 신체(얼굴)의 형상 변화에 대한 연구

실험내용

KAP
06

결과활용

실험제목

·초소형 바이오리액터 장비를 이용한 지상 및 우주용 휴대용 세포배양장비 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체에서 우주급 미생물 배양장치 개발 능력 배양

결과활용

실험내용

·다양한 종류의 금속-유기 다공성 결정 물질을 무중력 상태와 지구 중력 환경에서 합성하여 결정의 모양, 성질 등을 비교/연구

KAP
09

KAP
10

미세중력환경에서 금속-유기 다공성 물질의 결정성장

실험내용

실험제목

·중력반응 및 노화 인자들에 관한 정보는 향후 돌연변이를 이용, 각 인자들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 수행,
우주공간에서의 노화 촉진 과정 및 중력감지와 노화와의 관계 규명 연구
·이 결과를 활용하여 장기간 우주 비행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의 예측과 대책을 위한 치료제,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

·안압 데이터는 세계 최초 연구 결과로써 인류가 장기간 우주 환경에 노출 시 발생되는 인체 변화를 연구함으로서
향후 유인우주기술 자료로 활용
·심전도 측정 자료는 미국, 러시아 및 일본 등에서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연구로서 본 실험을 통해
인류가 우주환경에 노출 시 발생되는 문제점 이해 및 해결을 위한 기술 자료로 활용

실험제목

KAP
07

·정상형 초파리와 중력에 둔감한 Lo 돌연변이 초파리들을 우주에 보내 12일 동안 우주에서 노화를 진행시킨 뒤에 지상으로
귀환시켜 지상의 대조군과 각각의 유전자 발현을 비교/분석
·이를 통해 중력반응 및 우주 노화 유전자 연구 수행

실험내용

실험제목

KAP
08

우주환경에서 초파리를 이용한 중력반응 및 노화 유전자의 탐색

·한국최초 우주인을 대상으로 휴대용 안압계를 사용, 우주환경에서 일중 안압 변화를 관찰 및
Holter monitoring(24시간 심전도) 장비를 사용, 우주환경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KAP
04

KAP
05

우주환경에서의 식물발아 생장 및 변이 연구

실험내용

실험제목

실험제목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한국최초 우주인의 우주과학실험 임무

장에 체류하는 10일 동안 우주저울 실험, 우주인의 얼굴변화

귀환

며, 2008년 5월 12일 우주 과학실험 결과를 점검하는 우주실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한 한국우주인은 이틀간의 궤도조정

실험, MEMS망원경을 이용한 극한 대기관측 실험, 금속유기

한국우주인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10일간 생활하면서 18가

험 결과발표회를 진행해 유인우주기술 활용에 기여했다.

비행과 도킹과정을 마치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이동해 우

다공성 물질 결정성장 실험 등 과학실험 임무를 수행했다.

지 우주실험(기초과학실험 13가지, 교육실험 5가지)과 우주

연구 분야로는 우주과학실험 장비 중 교육실험 장비에 대한

주임무를 수행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한 후 전통에 따

한국우주인은 국제우주정거장 즈베즈다 모듈에 10일간 거

활동을 수행하고 4월 19일 카자흐스탄 초원지대로 귀환했

온라인컨퍼런스를 개최해 우주 비행 이후 국제우주정거장

라 새로운 우주인들을 환영하는‘우주인 환영식’
이 진행됐

주하며 과학실험 이외에도 대국민 과학문화 확산과 국민 자

다. 귀환 후 러시아 가가린우주인훈련센터(GCTC)로 이동한

에 방문한 해외 우주인들이 교육실험 장비를 활용한 교육실

고 이후, 러시아 모스크바의 임무통제센터에 대기하고 있는

긍심 고취를 위해 TV 및 라디오 생방송 연결, 학생들과 무선

한국우주인은 약 일주일간 회복 훈련을 받았다.

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자와 약 10분간 우주인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으로 공식

아마추어 통신을 실시했고,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

적인 우주임무에 돌입했다.

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우주인 탄생을

(4) 유인우주기술개발 및 과학문화 확산활동

연구 아이템 발굴 및 우주실험 개발 참여 연구자로서의 역할

2008년 4월 10일 우주정거장에서의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에

기념한‘유리 가가린의 날(4월 12일)’
에는 한국의 우주식품

2008년 4월 19일 지구 귀환 후 의학검진과 회복과정을 마친

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한국 우주인은 훈련 및 우주비행 경

는 첫날에 이어 과학실험 임무를 시작했으며, 도킹 첫날부터

으로 우주 만찬식을 거행해 우주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

한국우주인은 유인우주기술 발전과 과학문화 확산 활동을

험을 토대로 유인우주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향후

실시하는 식물생장실험과 초파리 실험이 진행됐다. 우주정거

는 임무도 수행했다.

펼쳐나갔다. 2008년 4월 28일 귀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

활용될 한국형 우주인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

외 언론활동 및 과학강연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했으

며, 중장기적으로 우주분야 협력활동 및 지원을 위해 해외

우주식품

제올라이트

우주저울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우주인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안압 및 심전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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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수행

금속유기다공성물질실험

220
221

식물생장(교육실험)

얼굴부종

우주볼펜(교육실험)

초파리실험

MEMS

메모리실험

물의현상(교육실험)

소음측정

소형생물배양기

지구관측

표면장력(교육실험)

운동의 법칙(교육실험)

6장 우주응용 미래기술

우주실험 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여하고 있다.

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① 향후 ISS 등을

이 밖에 대외활동 분야에서 과학기술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활용한 지속적 우주실험 추진을 위해 우주실험 아이템 발

2009년 12월까지 과학강연 약 150여 회를 실시해 우주에서의

굴/실험장비 개발 및 인증/국제협력 우주실험 등을 진행하

경험을 국민과 나누었고 지역과학축전 등 과학행사에 참여

는 우주과학실험 분야, ② 향후 진행될 2차 우주인 배출을

해 과학기술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위해 한국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우주인 능력유지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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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인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석해 유인 우주기술의 향상에

07.
항공우주안전인증

프로그램 포함)하는 우주인 훈련/관리 프로그램 개발 분야,
(5) 향후 계획

대국민 과학기술 저변확대 활동 분야 등으로 계획되어 진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을 통해 습득한

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본 연구를 통해 국내외

우주인 선발/훈련/우주비행/우주임무 설계 및 인증 등의 경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유인

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유인우주 프로그램기반기술 개발을

우주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국제협력을 통한

1. 항공우주안전의 산실
방송 출연

기획 강연-고산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항공우주안전의 산실‘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
는 1989년 10
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립과 함께 품질인증부로 출발

2. 법적 위임 업무의 유지·발전

223

했으며,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의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에

기획 강연-이소연

초청 강연-이소연

222

대한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1) 인증/운항/안전 관련 인프라 구축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에서는 항공법에 의한「항공기 형식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e Validation)은 외국에서 수입되

증명(승인)」
,「항공기 부가형식증명」
,「항공기 제작증명」
,

는 항공기 등이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및「부품등제작자증명」등의 법적인

법적인 증명을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외국정부로부터

위임 업무, 그리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성능·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를 우리나라에 도입

품질검사」
와 우주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보증 활동

할 경우, 해당 형식증명을 소지한 외국의 항공산업체는 우리

항공기 형식 증명 전문검사기관 지정(1997.4.26)

항행안전시설전문검사기관 지정(2005.2.3)

7장 항공우주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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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2) 국내에 도입되는 항공기 등의 형식승인

지 항공등화시설 기술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항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수행한 일련의 연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세계적인 감항당국들과 동등한 수준

과거 국내에서는 항공기 개발에 대한 관심에 비해 항공기 인

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구 과제를 통해 항공선진국의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의 법적인 절차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위

증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항공기를 개발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을 접목

형식증명(승인) 업무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한 검증업무는 형식증명보다는 전체적으로 범위를 축소했

한 후 해외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항공기 인증이 반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도입/연구를 추진했다.

해 왔다. 그 결과 1997년 3월 7일 건설교통부 훈령 제174호

다. 그렇지만, 안전성과 밀접한 화재방지, 비상탈출, 극한하

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인증의 중요성이 주목받게 됐으

그 결과 2000년에 항공기 등록관리, 감항검사, 형식증명, 사

‘항공기 형식증명 절차규정’
이 고시됐다. 또한 항공법 제154

중, 객실안전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중점적인 검증 대

며,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에서는 지난 20년간 항공기 인증

고조사관리 및 안전감독관리 업무를 포함한 항공사고조사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1997년 4월 26

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형식증명승인 제도가 법제화된 1999

분야에 있어서 활발한 연구 업무를 진행했다.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일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형식증명(승인)을 위한‘전문검

년 2월 이후에 신청된 Bombardier사의 BD700-1A10 비행기

항공기 인증은 항공기 설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

이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사기관’
으로 지정됐다. 이후 항공기 등에 대한 형식증명승

와 Pratt & Whitney사의 PW4098 터빈엔진에 대해서는 국제

는 형식증명, 항공기 생산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설계와

제시하는 국제항공규정(SARPs)의 이행관리에 관한 시스템

인은 1999년 2월에 항공법 제1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적

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식증명승인 절차에 따라서 안전성 검

합치함을 확인하는 제작증명과, 개별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

을 개발/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중에서도 2005년에

인 체제가 마련됐다. 항공법 제17조의2가 신설되기 이전까

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증을 받은 항공기가

최초로 개발했던 시스템은 2006년부터 국제보급을 목적으

지 수입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형식

외국에서 수입되는 항공기 등에 대한 형식증명(승인)이 처음

운영되는 기간 동안의 지속감항성과 운항 안전성을 확인하

로 재개발됐으며, 2009년까지 약 40여 개 국제민간항공기구

증명에 관한 절차를 적용해 안전성을 평가했다. 즉, 형식증

시작된 1997년부터 2009년 말까지 비행기 41종, 회전익항공

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민간 항공기의 개발기준이 되는

회원국가에 무상으로 보급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성과를 올

명승인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인 1997년 5월에 Bell Helicopter

기 23종, 엔진 70종, 프로펠러 23종 등 총 157종에 대한 안전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는 과

렸다. 또한 2006년에는 항행시설 성능분석 관리시스템을 구

Textron Canada사의 Bell 427 회전익항공기를 시작으로 1998

성 검증업무를 수행했다. 2010년 현재는 첨단기술이 접목된

정인 항공기 형식증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공

축하고, 2007년에는 이를 발전시켜 항행시스템 전자인증관

년 8월에는 Airbus사의 A330-223 및 A330-323 비행기, 그리

초대형 여객기 A380-861을 비롯해 B747-8F, B787-8 등의 항

기 기술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리체계로 개선했다.

고 2000년 5월에는 Pratt & Whitney Canada사의 PW207D 엔

공기와 이에 장착되는 GP7200, GEnx-2B67 터빈엔진, 그리고

이에 따라 2003년에 수행된 항공기 기술기준 제·개정 연구

진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했다.

KC-100 소형비행기에 장착되는 TSIOF-550-K 왕복엔진에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을 국제수준과 동등하게

(3) 항공기 등의 성능 및 품질검사를 통한 산업체 지원

그러나 외국의 감항당국이 이미 형식증명을 발행한 항공기

대한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기술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선했으며, 2007년에는 항공기인증 기술기준 국제화 연구

우리나라는 항공기 등의 생산부문 후발국으로서 항공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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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해 수입하는 국가에서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시험 및

이와 같이 형식증명승인 검증업무를 통해 축적된 인증기술을

를 통해 질적으로 보다 향상된 항공기 기술기준으로 끌어 올

국가와 대응하는 국가적인 품질인증검사체제가 제대로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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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재차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항공법

토대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KC-100 소형비행

렸다. 또한 국내 항공산업체가 개발하는 항공제품이 국내 인

추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인증 및 검사업무 역시 1999년 이

제17조의2를 신설해‘수입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승인’조항

기에 대한 형식증명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

증을 받음으로써 항공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2005년에 레

전까지는 항공기의 운항·운송사업 부문과 생산사업 부문

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 조항은 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은

후 중소형 수송급 항공기 개발 및 인증에 필요한 안전성 검증

저스포츠항공기 제도도입 방안을 연구했다. 2008년에는 항

으로 구분해 각각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산업자원부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형식증명승인 절차에 따라 간소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무엇보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

(현, 지식경제부)가 분리해 관할했다.

화된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와 항공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으며, 2009년에는 항공부품산업 지원을 위한 제작자증명 제

항공산업의 중요성을 주목한 우리 정부는 항공우주산업개

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추진했다.

발촉진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각각 1987년과 1990년에 제정

인증을 받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은 항공기 인증에 못지않

했다. 이에 따라 1992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항공우주산

게 항공산업의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업개발촉진법 제10조에 명시된 항공우주산업 생산품에 대

다. 때문에 인증 이후의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도를 구축하고

한‘항공기 등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를 담당하는‘전문기

자 2001년 항공안전 감독체계 구축방안 연구, 2002년 운항안

관’
으로 지정돼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에서 항공우주생산품

전기술 국제화방안 연구, 2006년 과학적 항공안전관리체계

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법적으로 위임

(SMS) 연구를 수행했으며, 2009년에 항공기가 지속적으로 감

된‘항공기 등의 성능 및 품질검사’
는 항공기 및 부품을 대

항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 및 검사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시설, 생산방법 및 품질관리체제

연구, 항공기 탑재 전자파 발생장치의 안전규제 필요성에 대

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 승인하고 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

한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인증/운항/지속감항성 유지라는 모

하는 것을 말한다.

든 분야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미국 등 항공 선진 국가는 항공기 항행 안전성 확보를 위

이 밖에 항공기의 운항 안전은 시설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인

해 품질인증 요건을 법제화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조직을 정

프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01년까

부 조직 내에 설치하거나 별도의 법적 권한을 위임한 민간전

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항공기 등

한·미 BASA 체결식(2008.2.18)

한·미 BASA 협정 체결 후, 연구원들과 함께(2008.2.18)

7장 항공우주안전인증

나라의 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조직에서는 법

체결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 생산해

행한 검사 및 검증 활동에 만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활동을 일정부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검사, 평가 및

적 절차에 따라 제반 품질인증 업무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프랑스로 수출하는 모든 항공기 부품에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 민항기사업본부에서는 1989년부터 지금까지 약 20

시험의 중복 수행으로 인해 항공 산업체에 부과되는 경제적

제반 규정의 연구·제정·시험 및 검사 등과 같은 품질인증기

이에 따라 삼성항공산업(주)에서 프랑스 Snecma사로 수출

년 동안 에어버스 A330/340 전방동체 부품(T15)을 프랑스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2010년 현재, 본 협력회의에서 작성

술의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외국 인증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

되는 CFM-56 엔진 부품 생산 사업과 대한항공에서 프랑스

납품했으며, 2009년 11월 4일에는 프랑스 Latecoere사, 한국

된 약정문안을 기반으로 양국의 내부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개발하거나

Sogerma-Socea사 또는 Latecoere사로 수출되는 Airbus 항

항공우주연구원,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0

으며, 향후 국토해양부와 유럽항공안전기구의 서명을 통해

생산돼 수입되는 항공기 등에 대해 자국과 동일한 품질인증

공기 동체부품, Embraer 항공기 동체부품, 위아(주)에서 프

호기 납품 행사를 가졌다.

발효될 예정이다.

절차의 적용을 요구하고, 교역 당사국간 상호협정을 체결함으

랑스 Missier Dowty로 수출되는 A340/320 항공기 착륙 장치

한편, 2009년 9월 17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제주에서 우리나

로써 체결 대상국 이외 국가와의 교역을 제한하고 있다.

부품, (주)한화에서 프랑스로 수출되는 A340/320 및 Falcon

라와 유럽연합(EU)의 인증 당국 간에‘국토해양부-EASA 항

(4) 항공우주분야 규격 표준화 사업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에 적극적으로

900/2000 항공기의 유압 엑츄에이터 등 전문검사 수행기관

공기인증 협력회의’
를 개최하고, 기술표준품을 대상으로 업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에서는 연구업무와 병행해 항공관련

대응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명시된 항공기

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정됐다. 즉, 프랑스 정부를 대

무약정 문안 협상 및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규격 및 표준화와 관련된 국가 표준화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

등의 성능 및 품질검사를 미국 등의 항공 선진 국가에서 운

신해 동 협정에 명시된 항공기 부품생산업체의 품질보증체

이 회의는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와 국토해양부가 2008년 11

을 담당해 왔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항공기 및 우

영 중인 품질인증제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이의

제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 합치성 검사 등의 업무를 항공우

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독일 쾰른의 유럽항공안전기

주선’
(TC20) 분야의 간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제표준규격으

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주안전인증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구(EASA) 본부를 방문해 추진한 항공기 인증협력을 위한 대

로 제·개정되는 문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분과위원회

모색했다.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는 생산검증협정 체결 이후 2010년 상

표자 회의에서 기관 간 업무약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

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09년 9월 07일부터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프랑스 정부당국은 프랑스 항공기 제

반기까지 대한항공(주) 등 3개 업체에서 수행한 12개 사업과

한 바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10일까지 서울에서 국제표준화기구의 항공전기요건(TC20/

작사와의 해외생산 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해 프랑스로

관련해 약 3,443건의 검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매년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은 다른 나라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부

SC1) 분야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원들이 참가한 이 회

수출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검사 활동을 한국 정부에 위

동 협정에 명시된 업체의 품질보증체제에 대한 실사를 통해

기관과 관련 업무범위 내에서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

의에서는 ISO/TC20/SC1 의장 선출, 항공전기 분야 워킹그룹

탁하는‘한·불 생산검증협정’
을 체결했다. 동 협정은 우리

국내 생산업체의 품질시스템 구축을 지원했고, 그 결과를 프

라 EASA의 경우, 현재 27개국과 다양한 형태의 업무약정을

(WG)의 프로젝트 보고사항 채택, 국제표준에 대한 제안사항

나라 산업자원부와 프랑스 교통부 산하 민간항공인증당국

랑스 정부 당국에 통보하고 있다. 2000년 5월과 2007년 10월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인증·정비 등 감항분야 관련 업무약

채택, 관계기관(ASD, EUROCAE, ARINC, SAE 등)으로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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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AC)이 1990년 2월 20일에 체결했으며, 1993년 8월의 일부

에 동 협정의 개정을 위해 방한한 프랑스 DGAC 담당자는 그

정은 11개국 20건에 이른다. 이 업무약정서는 국토해양부와

고된 사항과 차기 회의 개최 관련 사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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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포함, 2003년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정 협약을

동안 프랑스 정부당국을 대신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수

EASA가 자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용
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 기관 간 업무협력서다.
다시 말해서, 상대 기관의 기술적 평가, 시험결과, 검사, 합

제2차 항공기술워크숍(2007.4.6)

제3차 항공인증워크숍(2010.4.30)

치성 확인 표시 및 상대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에 대해 단계적

제1차 항공인증워크숍(2006.3.31)

항공기 BASA 확대 워크숍(2009.10.7)

3. 국가 간 상호인증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감항증명제도 선진화 워크숍(2008.12.29)

으로 신뢰 수준을 높여나가게 된다. 특히, 기술기준이 동일

(1) 항공산업 및 인증기반의 현실

하거나 기술적 특성이 유사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국의 기술

항공기는 수십만 개의 부품과 첨단 전자장비 및 기계장치로

표준품형식승인서(TSOA) 발급 시 상대국에서 수행한 인증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차원 공간을 비행하는 특성을

EASA 항공기 인증협력회의(2009.9.17)

대한항공 A330동체부품 1000호기 납품(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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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국 주도의 항공기 및 관련제품 수출입에 대한 국가 간 협정으

(2) BASA 추진 개요

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협정 당사자인 미국 FAA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항공선진국은 항공기 및

로 항공산업이 발전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체결하고 있다.

1995년, 우리나라는 항공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세

가 당시 협정 주무부처를 통상산업부에서 항공안전을 책임

관련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적인 인증체제를 구축

BASA는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지만 전 세계 항공산업

계시장으로의 진출한다는 목표 아래 국책사업의 하나로 중

지고 있는 건설교통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

하고, 항공기 등의 설계 및 제작을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하

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인증을

국과‘중형항공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
를 추진했다. 당시 우

이 지연됐다. 설상가상으로 2002년 항공안전평가에서 2등급

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구하는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BASA

리나라는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각되는 중국시장을 선점하

판정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후 1등급으로 회복하는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1960년대 L-19 군용기 정비로 시작

는 세계 항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 위해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로 하고 중국

기간, 협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생겨 미국과의

해 1970년대 군용기 창정비 위주로 성장해 왔다. 이후 2000

필수 요구사항이며, 그 만큼 협정을 체결하기도 어렵다.

과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러나 순탄하게 진행되던 협

BASA 협정 추진이 중단됐다.

년대를 맞아 KT-1 및 T-50 훈련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며

이처럼 까다로운 BASA 협정이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반드

력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난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중

세계 15위권 항공국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민간항공산업 분

시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항공분야의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판

관이 바로 BASA였다. 중국 측이 미국과의 BASA 협정을 체

형항공기 개발사업과 BASA 협정 추진이 중단된 이후, 관련

야에서는 여전히 OEM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술도입

매하려면 BASA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한다는 증명이 필요

결하지 못한 한국에 최종조립공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항공제품의 수출에 필수적인 미국과

생산방식의 해외기술 종속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가 LCD 분야에서 세

을 제기했고, 협상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의 BASA 추진 재개를 건의했다. 1차적으로 우리나라 항공산

이는 항공기나 관련제품 생산 · 수출에 필수적인 항공기 인

계 최고의 제품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항공기는

미국과의 BASA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1995년

업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항공기 부품소재 품질인증체계

증기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물론이고 국내에서 운항되는 그 어떤 항공기에도 국내에서

9월에 당시 통상산업부를 중심으로 BASA 협정 추진을 결정

구축을 위해 항공기 관련부품 개발 시 안전성 및 신뢰성 증

최근 들어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업체와의 항공기 공동개발

제작한 LCD를 장착할 수가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 미 국무부에 협정의향서(LOI)를

대, 품질인증 법적체제 구축, 품질인증 관련 BASA 협정체

이 일부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국내 항공산업의 부문별 생

BASA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우리 항공제품의 안전성이 항

전달하고, 이듬해인 1996년 1월에 공식 외교 노트를 발송하

결 방안 제시, 개발사업 품질인증 타당성 분석 및 시범사업

산 비중은 여전히 인증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 완제기 및

공기 제작사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

기체구조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민간항공기

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에 대한 인증 기술은 일부 제한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선진

BASA는 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제품 인증 또는 규격인증과

BASA 시범사업 설명회(2005.1.11)

FAA 전문가초청 TSO 교육(2005.4.26)

국 및 경쟁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다. 이는 항공선진국에서

는 달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항공제

228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이전을 국가적으로 규

품의 수입에 관한 수입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국가의 책무와

229

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하는 항공기 및

관련된 국가 간 협정이다. BASA는 국가 간 협정으로서 행정

관련 부품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로 수출될

협정(Executive Agreement)과 감항성이행절차(Implementation

수 있기 위해서는 항공산업체의 인증시스템 구축과 적합성

Procedures for Airworthiness)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행정

입증능력을 갖춘 인증전문가 양성이 중요하고, 인증당국 간

협정(EA)은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부 간에 맺어

의 상호 인증 제도인 국가 간 항공안전협정(BASA)의 체결이

지는 협정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는 감항성이행

무엇보다 절실하다.

절차(IPA)에서 규정한다. BASA 체결을 위한 기술평가를 통해

BASA는 민간항공제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상호 감항성 인증

상호 동등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 상호간의 이행절차를

을 수용하기 위한 국가 간 항공안전협정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감항당국(한국의 국토해양부와 미국의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의 약자이다. 이 협정은 미

연방항공청) 간에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BASA 추진전략 심포지엄(2004.10.14)

중장기 발전계획

FAA 전문가 초청 교육(2005.10.18)

BASA 추진을 위한 FAA TSO 워크숍(20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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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품질인증 관련 법규와 기술기준 등의 인증체계를 구

문가로 구성해 일관성 있는 BASA 협정 추진과 미국 미연방

그러나‘항공기 품질인증기술 기반구축사업’
에서는 네트워

구조건 체계화, 시범사업 개발 품목에 대한 국내·외 품질

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합성 입증 능력을 갖춘 인증전문

항공청과의 긴밀한 국제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크의 범위를 정부기관(항공안전본부, 미연방항공청)-한국

인증 획득 방안 제시 및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항공기 부

가 양성 및 인증기술 보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

BASA 추진위원회는 BASA 추진정책 및 전략수립, 시범사

항공우주연구원-학계-산업계로 확대해 미래에 발생할 수

품소재 품질인증 기술지원사업’
을 추진했다. 이처럼 품질

사업은 품질인증체계 구축, 인증전문가 양성 및 미국과의

업 선정, BASA 협정 체결 관련 중요안건과 정책 결정, 국제

있는 오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계망

인증기술의 저변확대 및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위해 요구되

BASA 협정 체결에 그 목표를 두고 추진했다.

협력 관계 유지 등의 임무를 담당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을 구축했다.

는 모든 법적 요건과 규정적 요건에 대한 체제를 정립함으로

이상의 3대 목표를 사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국

BASA 추진위원회 산하에 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

여기에 항공선진국 수준의 인증시스템 구축, 인증전문가 양

써 BASA 체결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을 조성해 나갔다.

내 개발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 향상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

원회가 맡아서 수행했다. 특히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국

성, 산업체 인증기술 지원 등의 세부사업 목표에 대한 긴밀

하지만, 2003년도 당시에 국내 항공산업의 관심은 KT-1 등

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의 BASA 협정 사례분석, 법적인 인증체제, BASA 시범사업,

한 연계를 통해 공급자(정부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와 수

군용 항공제품 개발과 임가공 중심의 부품 및 조립품 수출에

체계 및 추진방안을 설정했다. 항공기 인증체제 구축, 인증

미국 FAA 실무회의 및 기술평가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요자(산업체) 간에 개방적 네트워크가 강화되도록 했다.

집중돼 있었다. 이때문에 항공산업체들이 BASA 협정의 필

전문가 양성 및 미국과의 BASA 협정 체결을 성공적으로 완

을 수립함으로써 국내에서 개발되는 항공제품에 대한 해외

미국과의 BASA 협정 체결은 국가 간 협정인 만큼 정부 부처

요성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정부 또한 정책으로 반영하기 어

료하기 위한, 사업조직은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를 중심으로

수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핵심 요소다. 이때문에 민간 항공

려운 상황이었다.

BASA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하

한편,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에서는 산업자원부의 국가기반

고 산하에 인증체제개발팀, 전문가양성팀, BASA추진팀 등 3

(3) BASA 추진 전략

자원부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여러 가지 제

조성사업으로 첨단 항공산업을 21C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

개의 워킹그룹을 두었다.

정부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중심의 핵

도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부 부처가 BASA 협정 체

전시키고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항공산업 국가로 발전시키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수행 내용은 기술구축, 기반구축, 기

심 당사자 간의 연계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항공

기 위한 정책수립 과제를 수행했다. 즉, 산업자원부가 산업

업지원 연계활동 등의 분야로 구분해 체계화시켰다. 또한 한

산업 관련 인증체제의 일원화 등 국가를 위한 대승적 협조체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국항공우주산업(주) 등 19개 항공산업체가 사업에 참여해 사

계를 구축했다.

‘항공기 품질인증 기술기반 구축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에 대한 기술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국내·외 품질인증 요

감항당국인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외교통상부 및 산업

기술표준급 BASA 기술평가(TA)(2006.9.18)

특히 산업자원부는 BASA 협정의 주무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것

5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국내

사업의 핵심조직인 BASA추진위원회는 항공기 품질인증기

을 알면서도 항공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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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이 제품중심의 연구개발에 치중하고 있던 상황에

술 기반구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미국과의 BASA 협

통해 적지 않은 정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이 사업의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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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증체제 구축 및 수출 기반조성을 위해 5년간 50억 원의

정 체결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건설

위한 모티브를 제공했다. 항공안전본부는 실무 협상 담당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교통부, 외교통상부, 학계 및 산업체 등을 포함하는 범정부

로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인증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

BASA 협정을 중단한지 6년여 만에 극적으로 항공산업의 오

적 기구로 편성해 산·학·연·관이 연계된 긴밀한 협조체

해 인증 수행에 필수적인 다양한 종류의 업무지침인 훈령 및

랜 숙원인 BASA 협정의 재추진이 이루어진 것이다.

계를 구축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ASA 추

고시 등의 제정 및 개정을 시의적절하게 마련했고, 외교통상

항공기 품질인증기술 기반구축사업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진위원회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외교

부는 공식 및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미국 연방항공청과 우호

의 BASA 협정 체결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항공선진국

통상부, 산업자원부 및 관련 산업체/학계를 대표한 9명의 전

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FAA 전문가초청 교육(ACSEP)(2006.4.24)

항공안전본부장 외 임직원 연구원 방문(2008.6.12)

항공기 품질인증 기반구축 추진체계

BASA 추진위원회(9명)
실무위원회(8명)

운영위원회(11명)

항공우주
안전인증센터

인증체제개발팀

장비도입위원회(11명)

인증전문가양성팀

BASA 추진팀

결과활용참여기업

7장 항공우주안전인증

인증체제·전문가양성
워킹그룹(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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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신뢰성분석 기술 및 낙뢰시험 기

계획을 수립했다. 교육과정의 수립과 더불어 교육에 필요한

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술 등의 첨단인증기술 확보를 위한 신뢰성 분석장비, 낙뢰시

각종 실용교안/교재의 개발도 동시에 추진했으며, 교재로

심포지엄에서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항공안전기술 선진

험장비를 구축했다. 아울러 산업체의 품질검사 및 기술력 확

는 항공기 품질인증제도, 미연방 항공규정 14 CFR Part 21,

화를 위한 소관 부처(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의 정책 발표

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소산업체가 자체적으로 확

ACSEP, 항공기용 소프트웨어 인증기술, 감항엔지니어 교육

와 BASA 협정추진전략과 항공기 품질인증 기반구축사업에

보할 수 없는 고가의 정밀계측장비를 함께 확보해 공동 활용

등 총 19개 과정에 대한 20개 교안/교재의 개발을 완료했다.

대한 소개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성공적인 BASA 협정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같은 각종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

또한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는 산·학·연의 시험장비 공동

내 최초로‘항공기 인증제도’
,‘항공기 형식증명’
,‘회전익

관의 인식을 고취하고 항공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인증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385개

기 감항기술기준’등의 인증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반을 조성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의 장비를 조사해 산·학·연 공동활용 시험장비 DB를 설계

그동안 수행한 인증전문가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건설

했고, 이 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단계 항공기 인

교통부로부터 항공기 인증분야에 관한‘항공안전교육기관’ (4) BASA 추진성과 및 현황

증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 주요

으로 지정되어 감항엔지니어 교육을 수행했다.

국내 항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항공기 인

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유사 장비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

가 있다. 기술평가는 관련 법규, 인증당국
이 밖에도 2008년 12월까지 인증기술교육, 해외 전문가 초청 ‘BASA 기술평가’

증체계 수립과 함께 실질적인 인증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인

공함으로써 고가 장비의 이중구매를 최소화하고 업체들의 장

특별교육 등 총 17개 과정의 교육을 통해 403명에 대한 인증

의 조직, 전문인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수십 년간 미연방

증시험에 필수적인 인증시험·검사 장비 및 산업체의 품질·기

비 활용 극대화를 도모했다. 이와 더불어 구축장비 활용 희망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미연방공항청의

항공청에서 이를 경험한 인증전문가들이 상당기간 방문·

술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밀계측검사·시험장비를 확보하는

업체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사용자 클러스터를

지원 하에 미국과의 인증체제 동등성 확보를 위해 미연방항

평가하는 것이다. 이때 단 하나의 결함만 발견되더라도 이를

구성해 장비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사용자간의 장비 활

공규정인 14 CFR Part 21에 대한 국내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

용기술 및 검사 기법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쳤으며, 기술세미나 8회, 기술이전 2회 기술상담 112건 및 현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산업의 보호육성 및 인증인력 기반

장기술지도 27건을 수행하는 등 항공산업계에 대한 인증기

구축을 위해 인증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정기적인 인증기

술보급 및 기술지원에 전력했다. 이처럼 인증센터는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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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인증전문가를

가 독자적으로 인증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전문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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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산업체의 인증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및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인증전문가양성 교육을 통한 인증인력 확보는 품질

2004년 10월 14일 서울의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항공기 품

인증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질인증 및 항공안전협정 추진전략’심포지엄은 항공산업을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는 인증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개발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주력 산업으로

하기 위해 인증교육 소요조사 및 인증전문가 교육제도에 대

발전 육성시키고,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되는 항공기와 관련

한 연구와 국내 인증전문가 양성교육과정 개발방안 및 실행

제품의 해외수출에 필수요건인 BASA 협정 체결을 체계적으

FAA 전문가 초청교육(2005.10.18)

BASA 추진 실무회의(2004.7.3)

정부 부처간 연계도

항행안전시설 품질관리세미나(2004.5.18)

인증전문가 양성교육(RTCA)(2006.11.13)

BASA 협정 체결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단계로

아·태지역 항공안전협력회의(2008.4.9)

항공기용 타이어 형식승인서 수여식(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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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정을 진행할 수 없는 BASA 협정

성공적인 BASA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BASA 행정협정 및 이

동력 산업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을 통해 미연방항공청의 기술평가를 통해 향후 미국과 소형

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미연방항공청은 이러한

행절차의 문안을 마무리했으며, 마침내 2008년 2월 19일 세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항공전자제

항공기급 BASA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평가를 통해 해당국의 항공법규 및 관련 절차가 미국의 인증

계 32번째로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다. 미국과 BASA

품(Avionics) 개발이 활성화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

가 개발한 소형항공기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수출

제도와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협정을 체결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5~7년이 소요된다. 실제

첨단 통신·전자 장비 등도 개발·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할 수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BASA 추진위원회는 한미 간 인증책임자 회의를 통해 2006

로 러시아의 경우 9년이 걸렸으며, 대만이 7년 정도 걸렸다.

있는 길이 열렸다.

본 과제의 사업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3대 목

년 9월에 BASA 기술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주간의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BASA 협정 체결을 시작할 때 5년 내

일정으로 미연방항공청의 수검을 받았다. 철저한 준비 없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BASA 협정추진을 재개한지 4

(5) BASA 확대를 위한 향후계획

규/절차 운영 및 보완, 인증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착

는 이러한 기술평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사실

년 만에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또한 다른 나라는 적어도 2-3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는 1997년 4월 26일자로 항공법 제154

수, 국제협력 체계구축 및 이행에 관한 연구, 둘째, 해외 전

을 인식한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 실무자들은 모든 관련 자

회의 기술평가를 수행한 이후 협정이 체결됐으나, 우리나라

조 제2항에 의해 지정된‘형식증명 전문검사기관’
으로서,

문가를 활용한 인증기술 확보 및 인증분야별 기술요건 분석

료를 빈틈없이 정리해 500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프리젠테이

는 단 한 번 만에 성공적으로 기술평가를 종료했던 것이다.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을 위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을 통한 핵심인증기술 확보, 셋째, 소형항공기에 대한 설계

션 자료와 4,000페이지에 달하는 11종의 문서를 미연방항공

우리나라는 미국과 BASA 협정 체결 이후 2008년 아 · 태지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에서는 2008년부터 새롭게 착수된 국

적합성확인, 제작합치성검사, 인증비행시험 등을 통한 소형

청 기술평가팀에게 제시했다. 이 같은 준비를 통해 우리나라

역 BASA 파트너 회의에 정식 멤버로 참가했다. 미연방항공

토해양부의 항공선진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

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 발급 등이다.

의 항공기 인증체제가 미연방항공청 인증체제와 동등한 안

청은 BASA 파트너 회의의 시작연설에서“지금까지 항공안

로 개발되는 민간 소형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형식증명 업무

형식증명을 비롯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 선진국

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연방항공청 기술평가팀에게

전협정을 추진하면서 공식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그리

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발하는 소

인 미국 연방항공청(FAA), 유럽 항공안전기구(EASA) 및 국

확신시키고, 기술표준품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수행

고 가장 효과적으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바로 대

형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은 2009년 9월 30일 신청돼 본격

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법규와 절차 및 기준을 분석해 형

역량을 충분히 실증함으로써 2007년 3월 BASA 기술평가를

한민국이며, 협정을 체결하기까지의 상호 협력 및 국가 간

적인 항공기 인증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에 국내

식증명지침, 부품등제작자증명지침, 항공기 정비, 계속감항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인증 네트워크 구성이 타 국가의 모범이 된다.”
고 극찬했다.

최초로 항공기 형식증명이 발행될 예정이다.

성유지 등에 대한 인증체제를 구축하고, 항공기·엔진·프

특히, 단 1건의 지적사항도 없이 한번 만에 BASA 기술평가

비로소 우리나라도 세계의 항공 선진국들과 함께 국제적인

한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국토해양부 항공선

로필러 등의 기술기준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인증 업무에

를 완료함으로써 우리나라 인증체제의 우수성을 국제사회

인증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 당

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항공기 형식증명 수행을 위

적용되는 세부지침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항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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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이처럼 성공적인 BASA 기술평가는

당히 의견을 제시하고 국제항공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

한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인증센터는 250

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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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우수성과 한국인 고유의 뚝심과 부지런함 그리고

기를 마련한 것이다.

억 원의 정부 예산으로‘소형항공기급 BASA 체계구축 및 시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인증과제 및 인증자원 관리를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의 굳은 의지가 이루어낸 쾌거였다.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항공우주분야는

범사업 인증’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비행기 형상관리시스템, 인증

미연방항공청 평가팀원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평가한 많은

BASA 협정 체결을 계기로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소형항공기 인증체제 구축 및 세부 인증절차 개

인프라 시스템 개발과 함께 인증수행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국가들 중에 가장 훌륭하게 준비가 됐다면서‘앞으로 미국

즉 세계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을 자랑하는 국산항공기용 타

발’
,‘소형항공기 인증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적 수준의 인증

위한 노력도 펼쳐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수준의

과 BASA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는 한국을 벤치마킹

이어를 장착한 항공기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세계 항공시장

기술 확보’
,‘소형항공기 시범사업 인증 및 FAA 기술평가’ 인증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인증기술 기반을 확산시키기 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밝혔다.

에 대한 국산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해 항공산업이 미래성장

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과제 연구 및 형식증명 수행 과정

아·태지역 항공안전협력회의(2010.3.23)

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인증시스템 법

한 특별 인증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산·학·연의 인증 관련

미연방항공청(FAA) 청장 내방(2010.5.20)

7장 항공우주안전인증

하고, 국내에서 독자적인 총 조립을 수행하면서 제품보증 업

또한 구조, 세부계통, 비행성능, 동력장치, 전기전자장비, 객 ‘KSR-Ⅲ’및‘KSLV-Ⅰ’사업의 제품보증 활동을 통해 국

무의 중요도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 2006년 7월에 발사해

실 및 조종실, 제작증명/감항성유지 등의 분야별로 분석된

제 수준의 품질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임무 목표 수명인 3년을 초과 달성해 운용중인 아리랑위성 2

인증 기술을 토대로 형식설계의 적합성 확인, 시제작품에 대

KSR-Ⅲ 개발과정에서는 엔진 조립체에 대한 제품보증 활동

호를 통해 인공위성 시스템은 물론 국내 개발되는 구성품에

한 합치성 검사, 각종 분석 자료, 계산 자료, 시험계획 및 결

을 통해 참여업체가 ISO9001 품질시스템 요구조건에 따라 모

대한 제품보증 체계를 확립했다.

과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평가 등

든 생산 및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수립하도

2010년 현재,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을 수행할 계획이다.

록 하고, 이에 따른 제품의 생산 및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토록

있는 아리랑위성 3, 5호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이 밖에도 항공안전인증분야의 역사적인 한 획이 될 국내

했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추진목표를 설정해 세부 품질보증

에서 개발되는 정지궤도 위성 및 인공위성 부품, 구성품, 시

최초의 형식증명은 기술표준품 수준으로 시작한 미국과의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기술자료의 검토, 주요 공정의 확인, 품

스템 등에도 제품보증 기술을 접목해 해외 수출과 우주기술

BASA 협정을 소형 항공기급 BASA 협정 범위로 확대해 2014

질시스템 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엔진 개발에 기여했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년 IPA 행정협정 체결을 맺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KSLV-Ⅰ소형발사체 개발과정에서는 주요 참여업체에 대해

이처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명실상부한 국가우주개발의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의 수출 확대 및 지속적인 국내

사업에 적합한 품질보증 이행계획서를 구축토록 해 해당 절

중추 기관으로서 우주시스템에 대한 제품보증 업무를 총괄하

항공기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에 따른 품질보증활동이 수행되도록 했다. 또한 도면이나

고, 관련 산업체의 동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KARI 20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체 분야의 국책과제로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증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서와 같은 기술자료에 대한 제작성 및 검사성을 검토하
고 주요 공정에 대한 확인을 통해 주요 변수나 성능 및 작업

4. 국가 개발사업의 제품보증

결과를 검증했다. 이때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5. 결론

활동을 통해 재발방지 및 공정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조립
(1) 사업 배경

이나 제작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치공구의 재

1997년에 우리는 미국과의 BASA 협정체결 추진 중단의 아픔

국가 개발사업의 제품보증은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료 선정에서부터 최종 성능시험 및 검교정까지 전반에 걸친

을 경험해야 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08년 2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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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제품을 규격화된 요구조건에 합치시키고, 충분한 안전

품질활동으로 주요 치공구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일 마침내 BASA 협정 체결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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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과 관련 사항을

했다. 각 개발팀에서 개발되어 총 조립을 위해 납품되는 제

리나라는 BASA 협정의 성공적인 체결을 기반으로 항공 산

사전에 계획하고 조직화시키기 위한 활동체계다. 이때 연구

작품은 인수검사 활동을 통해서는 사전 요구조건에 대한 적

업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전자·IT사업과의 융합을 통해

개발을 보다 효율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성을 확인하고, 부적합품이 후속공정으로 유입되지 않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성능, 신뢰성,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

록 차단했다. 조립이나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부적합

하지만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는 과거의 BASA 협정 체결에

의돼야 하며, 제품보증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입고검사 과정에 반영하

만족하지 않는다. 2010년 현재 기술표준품에 한정된 BASA

한 계획과 표준이 수립돼야 한다. 특히, 안전성과 고도의 신

여 입고품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켰다.

협정을 2013년에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하고, 2018년에는

뢰성이 요구되는 우주시스템에서는 제품보증체계에 따른

한편, 장기적으로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증되는 발사체 개발

수송급 항공기까지 BASA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

이행이 설계·제조·운용과정 등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필

을 위해 해외 선진 우주발사체 연구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품

련 정부기관과 산업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EU 및 러시아와 같은 우주

질보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단기적으로는

이처럼 우리가 만드는 항공기를 우리나라의 인증 제도를 통

기술 선진국들은 국제 품질시스템 규격에 따른 제품보증체

사업의 제품요구조건을 고려해 사업 기간 내에 성능, 안전성

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기로 개발하고, 이를 전 세계

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및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도록 발사체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품보증 업무는 크게 신뢰성분석, 안전성평가,

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오염해석, 전기전자부품관리, 자재 및 공정관리, 품질보증
(3) 인공위성분야 제품보증

확보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

인공위성 분야의 제품보증 업무는 1994년 11월부터 착수해

구하고 제품보증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국내 최초 실용급 위성인 아리랑위성 1호를 1992년 12월에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인공위성 제품보증 기반을 갖췄다.

(2) 발사체분야 제품보증

이후 아리랑위성 2호의 개발과정에서는 국산화 비중을 확대

7장 항공우주안전인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모든 분야가 단기간에 기술력을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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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내 최고의 항공우주 전문가들이 모여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세상에 도전장을 내민 지 불과 20년 만에
어느덧 세계적인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늘과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1. 주요 임무 및 조직
2. 연구시설
3. 사회공헌
4. 홍보
5. 국제협력
6. 기술사업화 및 경영혁신
7. 정보·전산지원
8. 연구관리
9. 인사 및 자산
10. 인재육성
11. 실시간 연구개발 수행성과 분석 시스템
12.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

5호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위성정보연구소의 목표는 향후 개발될 위성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통해

보급ㆍ활용에 대한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성

대한민국이 우주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보의 통합ㆍ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위성자료 검보정기술, 원격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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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임무 및 조직

사기술을 산ㆍ학ㆍ연과 연계·개발하며, 궁극적으로 이들 위성정
보와 활용기술에 대한 상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2) 조직

현재 아리랑위성 2호와 천리안위성(통신해양기상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발 중인 아리랑위성 3호, 3A호, 5호를 포함한 다중 위

(1) 주요 임무 및 기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0년 5월 현재, 1연구소, 3본부, 5사업단,

성운영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전문성을 강화ㆍ발전시켜

3센터, 2부로 이루어졌다.

나가고 있다.

사업종합관리단

항공연구본부

사업종합관리단 사업기획조정실은 연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연

항공연구본부는 항공분야의 고유 임무인 항공기 시스템 및 핵심기

구성과 제고를 위한 기획관리 및 조정관리를 담당한다. 기획관리

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국가의 중요한 차세대 성장

는 신규 대형개발사업의 계획 검토, 검증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업

동력산업인 항공산업의 기술개발을 선도하기 위해‘혁신적 항공수

별 기획·검토위원회를 담당하며, 조정관리는 주요사업의 관리위

송체계 구현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 추구’
라는 중장기 비전을 수

원회 운영 및 수행성과 분석시스템 관리를 통한 평가·조정업무를

립하고 있다.

담당한다.

현재 항공연구본부는 회전익기사업단, 항공기술실, 항공체계실 및
항행제어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직은 지난 20년 간 국가 항공

240

위성정보연구소

기술 개발의 선봉에서 정부부처와 산·학·연 협력체계를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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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보연구소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우주활용기관 간

으로 결집하는 동시에 다수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의 연계를 도모하고, 국가적인 통합, 우주활용시스템 구축 등 위성

유인항공기 분야에서는 1990년대 삼성항공과 공동으로 개발한 8인

정보 분야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담조직이다.

승 복합재 쌍발기를 필두로, 2001년에는 4인승 선미익 항공기 반디

기관, 전문단체, 산업계와의 공동연구개발과 기술협력 및 정부정책
지원, 그리고 항공우주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항
공우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관으로서 항공우주 과학기술 영역의 새로운 탐구와 기술 개발을

이를 위해 국가전략차원의 항공우주기술개발 종합시스템 및 핵심

주도하고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선도적 기술연구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1989년 설립 당시 44명의 소규모의 인력

와 대형시험 평가 시설을 확보하여 대학 및 산업체를 지원하고, 항

으로 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0년 현재 670여 명의 인력

공우주관련 지식의 보급·유통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항공우주

이 근무하고 있으며, 3,600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전문연구기관

홍보활동을 통해 과학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우주개발진

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

흥 기본계획 및 항공우주산업개발 계획 등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첫째,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 관련 종합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실용화 추진, 둘째, 항공우주 안전성

현재 항공분야에서 스마트무인기 Full Scale 비행시험 등 국가 대형

및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항공우주 생산품의 법적 품질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분야에서는 나로호 2차 시험 발사와

증 및 국가 간 상호인증 임무의 수행, 셋째,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

천리안위성(통신해양기상위성)의 발사가 이루어졌으며 아리랑위성

(2010. 5월 현재)

1. 주요 임무 및 조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우주 전문연구기

시험평가 수행 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위성기술 개발을 선도해 인공위성의 독자개발능력을 확보하고, 관

II), 2002년에 한국 최초 액체추진 과학로켓(KSR-Ⅲ)을 개발해 성

미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항공선진화사업의 일환으

항공연구본부는 그동안 수행해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항

련 핵심기술연구의 저변 확대와 각 분야별 전문기업 육성에 앞장

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위성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을 위한 기

로 국토해양부가 R&D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소형기 인증기술 개발

공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항공기술 수준을 선진국

서고 있다.

반 기술을 확보했다. 이러한 과학로켓 시리즈의 개발 성과를 토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지역균형발전을 위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다.

위성연구본부는 다목적실용위성 3호 사업단, 다목적실용위성 5호

로 2002년부터 100kg급 인공위성을 지구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

한 차세대 운송수단으로서 소형기와 중형 민항기 분야의 연구개발

각 연구조직의 사업을 살펴보면 회전익기사업단은 KHP 민군겸용

사업단,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단의 3개의 위성사업단과 다목적실

는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 개발에 들어갔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성품 개발 및 양산사업 지원, 민수헬기 및 무인헬기 개발, 군용

용위성 3A호 개발실, 위성기술실, 위성시험실의 3실 및 총 15팀 체

며, 지난 2009년 8월 25일 첫 발사를 수행했다.

무인항공기 분야에서는 성층권 비행선의 1단계 사업으로 50m급

헬기 구성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항공기술실은 세계적 수준

제로 구성/운용되고 있다. 3개 위성사업단 및 다목적실용위성 3A

2010년 6월 10일에는 나로호 2차 발사를 수행하였으나 비행 중

비행선을 개발했으며, 장기체공 무인기 두루미와, 무인 헬기 자율

의 첨단 항공기 개발을 위한 미래 핵심기술 개발, 항공관련 연구개

호 개발실은 위성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각 위성의 체계개발 및 탑

폭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1,2차 발사는 실패했으나 나로호

비행시스템, 무인기 고장 진단 및 고장 허용 시스템 등의 첨단 기

발사업 기술지원, 항공관련 대형시험시설 운용 및 시험 평가를 수

재체개발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위성기술실과 위성시험실은 각

(KSLV-Ⅰ) 발사는 우리 땅에 건설한 나로우주센터에서 과학기술위

술을 개발하는 등 항공기 안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을

행하고 있다. 항공체계실은 항공기분야 대형국책사업 도출 및 관

사업단과 협력해 위성본체개발, 위성체 서브시스템 기술개발, 기

성 2호를 우리의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보내는 첫 번째 시도라는

축적했다.

련 선행연구, 항공분야 선행연구, 고흥 항공센터 구축 및 대정부

업과의 공동설계팀 운용, 위성체 부품의 국내ㆍ외 조달, 위성체 조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회전익기 분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힌지 없는 로터시스템

지원 사업 등을 펼쳐나가고 있다.

립ㆍ시험업무, 우주비행체 시험기술 및 관련 장비 개발, 시설/기자

또한 나로호(KSLV-I)에 이어 1.5톤급 실용위성을 고도 700km 전후

재의 운용 및 유지/관리 등을 담당한다.

의 태양동기궤도에 진입시킬 한국형발사체(KSLV-II)를 개발하고, 발

(Hingeless Rotor System), 차세대 로터 시스템, 팬-덕트 형식의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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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독자 개발했으며, 이후 실용화 사업과 연계해 항공선진국인

로터시스템 등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헬리콥터 연구 분야에

위성연구본부

국내최초의 정지궤도 연구개발위성인 천리안위성은 2010년 6월 27

사·운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로우주센터를 확장할 계획이다.

서 중추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인공위성개발을 시작한 선진국에 비해 뒤

일(한국시간)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저궤도 관측위성으로 서브미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독자적 우주개발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지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헬기사

늦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인공위성 개발에 참여했다. 비록 출발은

터 급의 고기동성을 가진 아리랑위성 3호, 국내 최초로 전천후 영

7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업(KHP)에 참여해 헬리콥터의 핵심인 로터, 엔진 등을 비롯한 총 18

늦었으나 짧은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기록했다. 특

상레이더를 탑재하는 아리랑위성 5호, 적외선 채널을 탑재하는 아

발사체연구본부는 발사체 개발에 관한 체계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개 품목의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한국형 헬

히 체계종합 측면에서는 아리랑위성 2호의 성공적 개발 등을 통해

리랑위성 3A호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학 및 기술시

발사체체계사업단, 발사장 구축 및 발사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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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개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민수헬기의 개발을 기획하고 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험 목적의 소형 위성인 과학기술위성의 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로우주센터, 발사체의 각 기술분야별 서브시스템 연구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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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시설 분야에서는 대형시험평가 설비를 확보·운용함으로

인공위성 개발기술은 체계종합기술, 전자기술, 초정밀 가공기술,

위성연구본부는 향후 아리랑위성 6호, 7호와 정지궤도복합위성 등

하는 발사체기술개발실, 액체/고체 추진시스템 및 관련 시험설비

써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항공산업체를 지원하고, 독자적인 항공기

조립기술, 극한 환경기술, 고품질 재료기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

의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연구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발사체추진기관개발실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 본원에

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복합기술이

아음속풍동설비, 항공기 엔진용 고공환경 성능시험설비, 전기체 구

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핵심기술인 통신, 컴퓨터 등과 함께

발사체연구본부

우주응용ㆍ미래기술센터

조시험설비 등을 구축했다. 또한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항공기

타 산업을 선도하는 기반기술이다.

발사체연구본부는 국내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주발사체 개

우주응용ㆍ미래기술센터는 2009년에 기존‘우주응용센터’
를 모태

체계종합 및 성능시험 센터에는 헬리콥터 로터 회전시험설비, 착

위성연구본부는 국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인공위성분야

발과 발사에 도전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1단형 과학

로 미래핵심기반기술 연구를 위해 신설된 부서로써 발사체미래기

륙장치 낙하시험설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종합적인 항공기 비행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산ㆍ학ㆍ연이 참여하는 국가의

로켓(KSR-I)을 개발·발사했으며, 1998년에 2단형 과학로켓(KSR-

술팀, 위성항행항법팀, 우주과학팀 등 총 3팀으로 구성됐다. 우주

1. 주요 임무 및 조직

기관의 경영혁신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화 분야의 주된 업무로는

3부 항공우주 Think Tank

사업전략실은 2009년 1월에 신설된 부서로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기관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및 사업화, 보유기술을 활용한 연구
소기업 설립 등이 있다. 또한 공공분야에서 시도된 최초의 항공우
주기술 글로벌 마케팅 체계 운영을 통해 국가 항공우주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수출업무를 총괄한다. 실용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
마인드 고취를 위해 기술사업화 교육, 아이디어 발굴, 스핀오프 상
담 그리고 최종 사업화까지의 성과확산 전주기 관리를 담당한다.
기관의 경영혁신과 관련해서는 기관 혁신업무의 선도 및 총괄, 사
업예산 전략 지원 및 기관장의 직무 보좌 등의 업무가 있다.

홍보협력실
응용·미래기술센터에서는 발사체 미래 추진기관과 미래핵심기술,

항공기급 BASA 체계구축 및 시범사업인증’
,‘항공기 기술기준 및

술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항공우주 과학기술은 특성상 정부, 언론, 일반국민들로 부터 폭넓

위성항법시스템 및 위성항법 응용 핵심기술, 행성탐사 및 유인우

계속감항성 유지체계 개발’등이 있다. 이를 비롯한 관련 연구 과

스마트 무인항공기 시스템이란 수직이착륙 및 고속비행이 가능하

은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등의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을 위한

주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우주과학 기반 핵심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제를 통해 기술표준품에 한정된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을 2013

고 충돌감지 및 회피, 고장진단 등 자율비행이 가능한 지능형 무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홍보협력실은 정부,

선도해가고 있다.

년까지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하고, 2018년에는 수송급 항공기까

인항공기다. 스마트무인기사업단이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무인항

언론, 국민 등 홍보고객들에게 항공우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와

우주응용·미래기술센터에서는 이 같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

지 협정의 범위를 확대해 우리나라의 안전인증 기술을 선진국과

공기는 주야간 원거리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해 지상에 송

신뢰 제고를 위해 다양한 항공우주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기 위해 중기 비전을 마련했다. 중기비전에 따른 연구 분야로는 미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출하는 장비로, 기상/환경관측, 해양/산불감시 등 민수ㆍ공공 등의

추진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언론 홍보,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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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발사체의 핵심기술인 로켓 추진기관의 첨단 요소기술 연구, 고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는 앞으로도 항공법에 의한「항공기 형식증

분야에서 인간이 직접 하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통한 홍보, 항공우주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확산활동 등이다.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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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사이클 로켓엔진 연구 및 발사체 경량화·고성능화를 위한

명(승인)」
,「항공기 부가형식증명」
,「항공기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현재 체계 지상시험을 마치고, 40% 축소기의 비행시험을 통해 비

홍보는 항공우주 과학기술의 동향과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

첨단 소재기술 연구, 차세대 위성항법시스템 및 위성항법 응용 핵

형식승인」및「부품등제작자증명」등의 법적인 위임 업무, 그리고

행제어 로직과 자동항법 비행 등 틸트로터 항공기에 필수적인 기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략적인 언론 관계를 통해 미디어 퍼블리시

심기술 연구, 위성항법 보강시스템 핵심기술 개발(항공용), 위성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성능 및 품질검사」전문검사기관

술을 확인했으며, 목표 연도인 2012년까지 틸트로터 무인항공기 체

티와 미디어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 보도자료 배포, 기자간담회

법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신호감시 핵심기술 개발, 행성탐사 연

으로서 정부위임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계개발에 소요되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최, 취재/인터뷰 지원, 특집 프로그램 제작, 기획취재 지원, 프레

구 및 지구근접 우주환경 활용을 위한 우주과학 기반기술 연구, 우

한편, 우주분야에서는 유인 우주선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신뢰성

주실험 및 우주인 훈련·임무 등 유인우주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해외 선진 우주발사체 연구기관과 동등한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

업무이다. 홍보협력실은 인터넷을 통한 항공우주 과학교육 실현을

기반 핵심기술 연구 등이 있다.

수준의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국내에서 개발되는 정지궤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VC-10 사업

위해 국내 최초로 항공우주 과학교육 전문사이트‘카리스쿨(www.

도 위성 및 인공위성 부품, 구성품, 시스템 등에도 제품보증 기술

의 하나다. 사무국과 총괄체계관리팀으로 구성된 항공안전기술개

karischool.re.kr)’
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카리스쿨’
을 통해 청소년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

을 접목해 해외 수출과 우주기술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발사업단은 세계 중하위권의 국내 항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

들에게 항공우주 과학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매주

항공우주안전의 산실‘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
는 1989년 10월 연구

명실상부한 우주안전분야의 중추 기관으로서 우주시스템에 대한

로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사고예방 기술개발, 항공 안전평가 및 안

항공우주 과학웹진‘푸른하늘’발행과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원 설립과 함께 탄생했으며, 2010년 현재 22명의 연구원이 항공인

제품보증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산업체의 동반 발전을 위한 노력

전인증 기술개발, 항공기급 BASA 체계구축 및 시범사업 인증, 소

항공우주 과학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우주 과학

증팀, 제품보증팀, BASA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항공우주안전인증

을 경주할 것이다.

형항공기급 인증기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저변 확대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대외 과학강연, 항공우주 과학

향후, 항공안전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국가 항공종합안전시스템

캠프, 항공우주 과학전시, 항공우주 과학경진 대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과학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항공기 및 우주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

스킷 개발, 미디어 대응매뉴얼 개발, 유공언론인 선정 등이 대표적

스마트무인기사업단

기반을 구축하고, 소형항공기급 인증기를 개발해 항공안전인증체

동등한 수준의 항공우주 품질인증체제 확립 및 유지발전, 둘째, 공

무인체계팀과 비행체계팀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 스마트무인기사업

계에 필요한 민간항공기의 설계/제작/시험 안전성 평가기술을 확

공의 안전과 세계화에 부합하는 선진항행안전기술 확보, 셋째, 안

단은 지식경제부의 21세기 프론티어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

보하며, 국가 인증체제 및 절차를 마련해 항공교통산업의 국가 인

정책기획부

전성 또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시험평가기술 확보를 통해

진되고 있는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조직됐다. 스마

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항공우주분야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인 관점

세계적 수준의 항공우주 안전인증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트무인기 기술개발 사업은 2002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10

2010년 주요 연구사업으로는 국토해양부의 항공선진화사업‘소형

년간 1,0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형 무인항공기 체계 개발기

에서 육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함으로써 국

사업전략실

가 위상제고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다. 따라서 정부의 항

1. 주요 임무 및 조직

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선진국과

1989.10

4부 : 항공기개발사업부, 우주개발사업부, 요소기술연구부, 품질인증부

위해 항공사업단과 우주사업단으로 개편했다.

1992.2

3부 : 항공기술연구부, 우주기술연구부, 품질인증부

1992.5

1사업단 : 위성연구사업단
4부 : 항공기술연구부, 우주기술연구부, 품질인증부, 연구정보지원부

1993.8

1사업단 : 위성연구사업단
4부 : 항공기술연구부, 우주기술연구부, 품질인증부, 연구정보지원부

1993.9

2사업단 : 항공사업단, 우주사업단
3부 : 기술연구부, 품질인증부, 연구지원부

1995.3

2사업단 : 항공사업단, 우주사업단
3부 : 기술연구부, 품질인증부, 연구기획부

1998.12

4부 : 항공사업부, 위성사업부, 우주기반기술연구부, 품질인증기술지원부

2000.1

5부 : 항공사업부, 위성사업부, 우주기반기술연구부, 연구기획부,
행정관리부
2센터 : 위성운영센터, 품질인증센터
3사업단 : 다목적위성사업단, KSR-Ⅲ사업단, 우주센터 사업단

2001.1

6부 : 항공사업부, 위성사업부, 우주기반기술연구부,
추진기관연구부, 연구기획부, 행정관리부
2센터 : 위성운영센터, 품질인증센터
3사업단 : 다목적위성사업단, KSR-Ⅲ사업단, 우주센터 사업단

2002.6

6부 : 항공사업부, 위성사업부, 우주기반기술연구부, 추진기관연구부,
연구기획부, 행정관리부
3센터 : 위성운영센터, 품질인증센터, 우주센터
1사업단 : 다목적위성사업단

2003.2

3부 : 기획부, 행정부, 시설자재부
3센터 : 위성운영센터, 품질인증센터, 우주센터
4사업단 : 항공사업단, 다목적위성사업단,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단,
우주발사체사업단

1996년 11월, 정부는 항공우주분야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소 부설기관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를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시켰고, 이로써 연구소의 새
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IMF를 겪고 난 1998년에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 간소화로 기존의 2
공우주분야에 대한 비전과 육성정책의 수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정부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내ㆍ외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사업단 3부 4실 4과에서 항공사업부, 위성사업부를 포함한 4부 2

일이다. 이에 정책기획부는 항공우주분야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직발전에 기여하고, 직원

실 4과로 대폭 축소되기도 했으나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

나아가 국가의 정책수립에 대한 지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1세기 들어서는 항공우주분야 사업이 계속 확대됐다. 특히 1999년

을 담당한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우주개발진흥계획(교육과학기

발사에 성공한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1호의 운용과 영상자료

술부),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교육과학기술부), 항공산업발

경영관리실

처리를 위해 기존의 항공사업부, 위성사업부, 품질인증센터 및 우

전기본계획(지식경제부), 항공우주 산업기술동향 및 주요 국책사업

경영예산팀과 사업관리팀으로 구성된 경영관리실은 한국항공우주

주기반기술연구부 외에 위성운영센터를 신설했다.

의 경제성 분석 연구 등이 있다. 동시에 기관운영부문의 총괄적인

연구원의 전반적인 경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원 경영과

2001년에 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연구

전략기획부서로서 기관차원의 경영목표 및 기본방침, 연구원 중장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원의 경영방침에 부합하는

부서에‘우주센터’
가 새로 생겼고, 2003년 8월 우주센터건설의 첫

기 발전계획 및 세부실천계획, 기관의 특성화, 전문화 계획 등을

예산 및 사업관리 전략을 수립 관리하고 있다. 경영예산팀은 조직

삽을 떴다. 2003년에는‘21C 프런티어사업’
으로 추진 확정된 스마

수립함으로써 기관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관리, 원규관리 및 제도개선, 부서별 업무 보고 및 업무 목표 수립

트무인기개발을 위해 스마트무인기개발사업단이 독립부서로 신설

우리나라는 항공우주 개발 후발진입국으로서, 국제협력을 통해 선

총괄을 담당하며, 전반적인 기관 예산 확보 및 실행예산 편성 및

되었으며, 또한 지구정지궤도위성사업을 위해‘통신해양기상위성

진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때문에 국제협력

관리, 재정운영분석 등을 통해 건실한 예산관리 업무를 주도하고

사업단’
도 신설됐다.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다자간 협력기구 활동과 국제협력선에 대

있다. 사업관리팀은 연구사업 협약, 실행예산편성, 연구사업 목표

2005년도엔 위성운용센터가 우주과학부문을 포함하면서 우주응용

한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책기획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

및 평가 업무, 지적재산권 운영관리, 기술지원 사업(시험평가·기

센터로 명칭을 바꿨다. 이어 2007년도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

원이 수행하는 국제협력을 위한 대외창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술지도·중소기업기술 이전 등 관련 업무), 연구사업 심사분석 및

부)에서‘항공안전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국가 항공종합안전시스템

있다. 이 밖에 정책기획부는 항공우주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

대외기관과의 협력 협정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영관

기반 구축’
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립된 부서인‘항공안전기

식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 항공우주 전문정보

리실은 전략적 마인드로 연구원의 살림살이 및 경영 시스템 전반

술개발사업단’
이 신설됐다. 또한‘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항공우주 전문정보센터에서는 항공우

을 선진화하고자 경주하고 있다.

국가적인 통합 우주활용시스템 구축 등 위성정보 활용분야 활성화

주 지식정보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구원 내 전산망 구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위성정보연구소가 신설되었다.

축·운영, 기관 전체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산보안 업무 등

항공우주분야에서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을 수행하고 있다.

(3) 조직변천사

3부 : 기획부, 행정부, 시설자재부
3센터 : 우주응용센터, 우주센터,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
4사업단 : 항공사업단, 위성총괄사업단, 우주발사체사업단,
스마트무인기사업단

2007.8

3부 : 기획관리부, 정책협력부, 행정지원부
3센터 : 우주응용센터, 나로우주센터,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
7사업단 : 항공사업단, 위성기술사업단,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단,
다목적실용위성3호사업단, 다목적실용위성5호사업단,
우주발사체 사업단, 스마트무인기사업단

2007.11

1연구소 : 위성정보연구소
3부 : 기획관리부, 정책협력부, 행정지원부
3센터 : 우주응용센터,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 나로우주센터
7사업단 : 항공사업단, 위성기술사업단,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단,
다목적실용위성3호사업단, 다목적실용위성5호사업단,
우주발사체 사업단, 스마트무인기사업단

2008.7

1연구소 : 위성정보연구소
3부 : 기획관리부, 정책협력부, 행정지원부
3센터 : 우주응용센터,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 나로우주센터
8사업단 : 항공사업단, 위성기술사업단,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단,
다목적실용위성3호사업단, 다목적실용위성5호사업단,
우주발사체 사업단, 스마트무인기사업단,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

2009.1

1연구소 : 위성정보연구소
3본부 : 항공연구본부, 위성연구본부, 발사체연구본부
2부 : 정책기획부, 행정부
3센터 : 우주응용미래기술센터,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 나로우주센터
5사업단 : 회전익기사업단, 다목적실용위성3호사업단,
다목적실용위성5호사업단,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단,
발사체사업단

그에 따른 사업단이 계속 늘어나면서 2008년 7월에는 이를 전체적
으로 종합조정하기 위해 연구본부체제를 도입, 2010년 현재에 이

행정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10월 한국기계연구소 부설로서 항공

르고 있다. 즉, 항공기술, 항공체계, 회전익기를 포괄하는 항공연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행정부는 총무, 복리후생, 인적자원 관리,

기개발사업부, 우주개발사업부, 요소기술연구부, 품질인증부 등 4

본부, 아리랑 3호, 3A호, 5호 및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을 포괄하는

재무관리, 구매/자산관리,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

부와 지원부서의 조직을 갖고 설립되었다. 인력은 모두 44명에 불

위성연구본부, 발사체 및 우주센터를 포괄하는 발사체연구본부의

관운영의 실행부서이다. 이를 위해 우수인재 확보, 전문역량강화

과했다.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연구본부 밑에는 각 사업을 조정하는 사

를 통한 인재경영 실현,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시스템 확립, 지속적

1990년대 초반까지는 기술도입과 연구기반시설 구축에 총력을 기

업조정팀을 두었다. 그 외에 미래기술개발을 위한 우주응용미래기

인 근무환경 개선, 철저한 보안관리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성

울였다. 소형항공기인 창공‘91 개발에 성공하고, 1993년에 과학로

술센터, 인증분야의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 위성정보활용의 위성정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켓 개발을 마치는 등 초창기부터 연구역량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보연구소의 연구부서가 있으며 독립부서로서 스마트무인기사업단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친화적 프로그

기울였다.

과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

램이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직원 화합을 이끌고 있다.

1992년에는 위성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성연구사업단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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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1993년에는 중형항공기사업, 중형과학로켓 개발사업 착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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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시설

항공기 착륙장치의 낙하시험을 할 수 있는 착륙장치 낙하시험동,

산 업무를 담당할 우주과학관 건축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2년

2009년 5월에 헬리콥터 성능 및 안정성을 좌우하는 로터 시험평가

여의 공사 끝에 2007년 6월 발사통제동, 조립시험시설, 우주과학

를 위한 훨타워 시험설비 등이 완공됐다. 2010년 현재, 항공센터 2

관 등 나로우주센터의 주요시설이 준공됐고, KSLV-I(나로호) 발사

단계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활주로 연장, 부지 확장 및 비

를 위한 발사대 및 관련설비 구축공사는 2007년 초에 착공해 2008

행시험 관련 시설 확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년 9월에 준공했다. 나로우주센터는 2009년 6월 11일 준공식을 수
행했으며, 2009년 8월 25일, 2010년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 최초 인공위성발사체인 KSLV-I(나로호) 발사를 수행했다. 현

(3) 나로우주센터

재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위한 나로우주센터 2단계 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우주과학관 돔영상관 구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의거, 국내 지구저궤도 위성 발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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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에서 우리 인공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하기 위한 인프

(4) 제주추적소

라 구축사업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에 위치한 나

(1) 본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설립 이후 2010년 현재까지 연구 활

로우주센터는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제주추적소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 우주발사체를 보다 완벽하

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2000년 12월 사업에 착

게 추적, 관측하기 위해 건립 됐다. 제주추적소에는 나로우주센터

수했다. 2001년 1월에 전남 고흥 외나로도가 부지로 선정됐으며,

에서 발사한 우주발사체의 지속적인 추적과 정보수신을 위해 추적

약 500만㎡의 부지를 무상양여 및 보상 매입을 통해 확보했다. 이

레이더 1기와 원격자료수신장비(Telemetry) 2기가 위치해 있다. 원격

등 27개의 크고 작은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이 완성됐으며, 회전익

후 2003년 3월, 나로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자료수신장비는 우주발사체 발사에서부터 위성이 분리되어 궤도에

기시험동(2단계), 위성활용협력센터 등에 대한 건설 사업이 추진되

2005년 1월에 나로우주센터 주요 핵심시설의 건축공사를 시작으

진입할 때까지 위성과 우주발사체의 전반적인 동작 및 상태 정보

고 있다.

로, 2005년 9월에는 우주개발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 과학문화 확

를 수신해 발사통제동으로 전송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2) 고흥항공센터

부지현황

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1989년 설립
과 함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 내에
본원을 조성키로 결정했다. 이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에 카
이스트(KAIST)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115,743㎡의 발전부지와 토지공

구 분

(2010년 4월 말 기준)
(연)면적

비 고

고흥항공센터는 국가 연구개발 선도항공기의 체계종합 및 비행성

대덕 본원

317,942.4m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45번지 외 2필지,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10번지 외 6필지

본격적인 연구소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1990년 12월 25일 연구 및

능시험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2.4km 활주로 및 비행시험 관련시

고흥 항공센터

93,396.0m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67번지 [무상임대]

행정용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본관 건설에 착수했으

설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에 착수했다. 2002년 8월, 고흥군으로부

나로 우주센터

4,944,724.0m2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번지 외 497필지

제주 추적소

115,604.0m2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2046-2번지 외 6필지

사로부터 매입한 202,199.4㎡ 등 전체 317,942.4㎡부지를 확보하고,

터 9만㎡의 부지를 무상 제공받았으며, 같은 해 9월에 항공센터 건

으로 연구시설에 대한 확충 작업이 추진됐다.

설이 시작됐다. 이후 2004년 6월에 50m 비행선 시험이 가능한 비

2010년 4월 현재 본관, 위성시험동 및 발사체시험동, 항공시험동

행선 시험동, 2006년 4월에 소형기/무인기 시험동, 2008년 8월에

기상 관측소
충남 태안
합 계

2

4,906.0m

전남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218-3번지 외 1필지
2

17,266.0m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350번지 외 2필지
2

5,493,838.4m

2. 연구시설

며, 2년 뒤인 1992년에 완공했다. 본관 건물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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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공헌

(2) 사회봉사 및 불우이웃 돕기 추진 실적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역 저소득층 자녀 연구원 초청견학

일자 : 2001.1.5

일자 : 2004.5.5

일자 : 2009.2.27/ 4.24/ 7.28/ 7.29(총4회)

금액 : 시무식 부상금 50만 원

참여인원 : 전직원

장소 : 대전 본원

참여인원 : 무인기연구그룹

대상 : 우주센터 인근 정홍근 씨

참여인원 : 총 260명

주요내용 : 대전일보 불우이웃 성금

주요내용 : 홍보동영상 시청 및 연구시설 관람
1직원 1도서 기증

한해의연금 모금운동

일자 : 2007.7.3

복지시설 봉사활동

일자 : 2001.6.21

수집도서 : 1,070권

일자 : 2009.7.2

금액 : 345만 원

참여인원 : 36명

장소 : 성세재활원(대전 유성구 소재)

참여인원 : 전직원

기부처 : 천양원(유성 장대동 소재) 등 6곳

참여인원 : 32명

주요내용 : KBS 대전총국 의연금 전달

주요내용 : 원생케어, 청소 등
신규직원 사회공헌활동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일자 : 2007.8.24

1사 1촌 농번기 일손돕기

일자 : 2001.12.21

장소 : 사회복지법인 성재원

일자 : 2009.10.24

금액 : 400만 원

참가자 : 24명

장소 : 합전 동백꽃마을

참여인원 : 전직원

주요내용 : 목욕, 식사, 청소, 빨래 등

참여인원 : 32명

주요내용 : 성애노인요양원, 늘사랑아기집 전달

주요내용 : 고구마 캐기, 야생화 분경, 벼 털기 등
연구원 대전시의회 의장상 수상

수재의연금 전달

일자 : 2007.9.7

1사 1교 자매결연

일자 : 2002.8.14/20

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2007대전사회복지대회

결연학교 : 만리포중학교(충남 태안군 소재)

금액 : 441만 원

유공자 포상”

결연일자 :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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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우주센터 견학 및 과학수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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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 347명
주요내용 : KBS 대전총국 의연금 전달

사랑의 도서 기증
일자 : 2007.9.28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장소 : 유성중학교, 문지중학교

일자 : 2009.12.31

일자 : 2002.9.17

도서 : 569권

기부금 : 3,800천 원

금액 : 507만 원

(1) 배경

기부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참여인원 : 342명

태안 해양오염사고 방제 봉사활동

주요내용 : 태풍루사 수재민에 전달

일자 : 2007.12.7

불우이웃돕기 성금

1사 1촌 우수기관 선정

참여인원 : 13명

일자 : 2010.5.4

일자 : 2002.12.23

주요내용 : 농번기 일손돕기 및

금액 : 538만 원

신입직원 봉사활동

참여인원 : 367명

일자 : 2008.4.22

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청소년, 대학생, 교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교육 및

대상 : 성애노인요양원, 늘사랑 어린이집

장소 : 성재원

활동을 펴고 있다.

과학문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

상생활 속에서 항공우주 과학기술을 느끼고 접할 수 있도록 기회

핵심 전략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하

를 제공, 항공우주 과학저변 확대와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는 본연의 임무수행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사회의 그늘진

이런 노력들은 2002년 감사원 모범 공직선행사례로 선정돼 같은

곳을 비추는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해 12월 국무조정실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지역혁신

이를 위해 연구원 차원에서 소외지역학교와 1사 1교 추진, 저소득

박람회에서 우수한 공모성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표창장을

층 자녀 초청 견학, 복지시설 방문 등 사회봉사 및 불우이웃 돕기

수상했다.

(유성구 내 불우이웃 19가정 지원)

장소 : 학암포해수욕장(충남 태안군 원북면 소재)

또한 과학연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어린이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존재하

“천원의 사랑운동”성금 전달

지역농산물 구매등 꾸준한
1사 1촌 사업 전개
주관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참가자 : 20명
대구지하철 참사 모금
일자 : 2003.2.28

1사 1촌 자매결연체결

참여인원 : 397명 참여

일자 : 2008.7.10

금액 : 522만 원

대상 : 합전마을

주요내용 : KBS 대전 총국에 전달

장소 : 충남 서천군 합전마을 정보화센터
주요내용 : 자매결연 체결 및 마을 관람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3. 사회공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린이 및 청소년, 대학생, 교원, 일반국민

쇼 등 대표적인 항공관련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청소년과 일반국
민들을 대상으로 항공우주 과학기술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함

연도

주요 항공우주 과학문화 행사
제회

비고

청소년 과학축전 개최
서울에어쇼 참가

과 동시에 과학기술이 생활향상 및 사회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우주로 내 이름을 쏘아 올리자’

있는가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대외 과학전시에도 적극 참가해 왔다.

그리자 우주의 꿈 가자 반덴버그 아리랑 발사장으로

명
편

참가

서울에어쇼는 국내 최대의 대표적인 항공관련 전시회로써 연구원

항공우주 무기체계 전시회 참가

등 목표 타겟층을 세분화 하여 대상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과학

은 에어쇼 참가를 통해 해외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연구개발 성

교육 및 과학문화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과를 홍보해 왔다. 또한, 국내 최대의 과학축제인 대한민국과학축

연구원은 청소년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공우주 과학기술

전에는 대표적인 연구개발 성과물 전시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청주 국제항공엑스포 참가

을 느끼고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현장 견학프로그램, 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 과학기

제 회 항공우주과학자 체험교실

학강연, 과학캠프, 과학전시, 과학문화 행사 등 다채로운 과학문화

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활동을 추진해 왔다. 2000년 이후에는 항공우주 과학문화 확산을

특히, 과거 단순 전시 형태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의 호응도를 높이

위해 유관기관과의 홍보협력을 통한 과학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해

기 위해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고

가고 있으며, 유관 기관 및 각종 단체 등의 유관행사도 적극 후원

전시기획과 전시운영 방식도 변화를 추구했다.

해 오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는 과학문화활동비 재원을 통해 보

또한, 연구원 이외의 과학거점인 국내 주요 과학관(국립과천과학

청주 국제항공엑스포 참가
한국우주소년단원 아리랑위성 발사 참관

명
명

위송통신 방송 우주산업 전시회 참가
제 회 전국모형로켓 발사대회 후원
제 회 전국모형로켓 발사대회 후원
대한민국기술대전 참가
부산 정보통신과학축전 참가
서울에어쇼 참가
제 회 부산과학축전 참가

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과학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관, EXPO 첨단과학관)과의 협력을 통해 항공우주 관련 전시 및 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93년부터 국가 항공우주 연구개발 현장

험공간을 구축함으로써 항공우주 과학기술을 홍보해 왔다.

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03년 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1세기 항공우주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청

제 회 부산과학축전 참가

소년 대상의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2003년부터 국

제 회 전국모형로켓경진대회 개최

관동과 연구1동에 홍보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청소년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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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확산 공헌 활동
추진 실적

대한민국과학축전 참가
항공우주무기체계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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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학축전 참가

롯해 대학생, 일반국민 등 연평균 1만 여명 연구원을 방문 견학하

내 최대의 항공우주 과학경진대회(구 전국모형로켓경진대회)를 개

고 있다. 또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는 2009년 6

최해 오고 있다. 이 대회는 전국 13개 지역예선과 본선대회로 나눠

월 공식 개관이래 약 142,119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치러지며, 전국 초·중·고등학생 약 7,000여명이 모형로켓, 물로

항공우주 과학자들은 연구개발 활동 이외에도 일선 학교와 소외

켓,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등 4개 종목에서 항공우주 과학에 대한

제 회 세계우주소년단대회 후원

지역 등을 찾아 연 평균 50 여회의 과학강연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2006년에는 전국 대학생 로켓동아리 소속

제 회 전국모형로켓경진대회 개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를 실천해 오고 있다. 2005년 부터는 한국과학창의재단(구 한국과

연구원은 차별화된 과학문화 활동으로 2002년도에는 감사원 모범

제 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후원

학문화재단)과 과학문화 확산협정을 체결하고‘과학기술앰배서더’

공직선행사례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월 국무조정실로부터 표창장

제 회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을 수여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지역혁신 박람회에서 우수한 공모

대전시민초청 모형로켓경진대회 후원

연구원은 대한민국과학축전 등 지역별 과학축전을 비롯해 서울에어

성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항공우주 과학강연

교원 항공우주 연수

대덕연구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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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년 기념전시 참가

코리아에어쇼 참가
충남과학축전 참가

전국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후원
증평군 초등학생 초청 견학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참가
서울가족과학축전 참가
제 회 부산과학축전 참가
제 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후원
명예우주홍보대사 위촉식
전국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후원
고흥지역 학생 초청 항공우주체험교실 개최
제 회 전국모형로켓경진대회 개최
세계우주주간축제 개최
아리랑위성 호 인명칩 탑재행사

건

아태우주기관포럼 개최기념 물로켓대회 참가
서울에어쇼 참가

제 회 부산과학축전 참가

3. 사회공헌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참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과학문화 확산협력 조인식

주요 항공우주 과학문화 행사

비고

연도

주요 항공우주 과학문화 행사
국립과천과학관과 협력협정 체결
나로우주센터 준공기념 이벤트

대한민국과학축전 참가
고흥 생활과학교실 개최

‘나로호’ 발사 성공기원 대국민 응원 메시지 보내기

미래성장동력전시회 참가

우주소년단 나로호 발사성공 기원 캡슐 전달식

대구과학축전 참가

‘나로호’ 대국민 퀴즈이벤트

제 회 전국 모형로켓경진대회 개최

‘나로호’ 발사 해상관람

고흥 생활과학교실 개최

제 회 서울대학교 항공우주전 참가
국제우주대회

건
건
명

전시 참가

전국 초중교 교장 대상 우주과학캠프 개최

제 회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상호협력협정 체결

유공언론인감사패 증정식 개최

언론인가족 항공우주과학캠프 개최

건

제 회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개최

창원과학대전 참가
국제교통물류박람회 참가

지도교사 항공우주과학캠프 개최

비고

과학부장단 나로우주센터 현장설명회 개최

서울가족과학축제 참가
카리스쿨 우수회원 대상 항공우주과학체험교실 개최

카리스쿨 우수회원 대상 항공우주과학체험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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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명

명
명
명

크리스마스 과학콘서트 참가
서울과학축제 참가
제 회 부산과학축전 참가
제 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후원
고흥 우주항공체험전 참가
증·고등 교원직무연수 개최

명

초등 교원직무연수 개최

명

여름방학 항공우주과학교실 개최

명

대한민국과학축전 참가
카리스쿨 우수회원 대상 항공우주체험캠프 개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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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과학경진대회

견학 프로그램

항공우주 과학전시

항공우주 과학캠프

창원과학대전 참가
제 회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개최
찾아가는 과학교실 개최
대구과학축전 참가
서울에어쇼 참가
미래성장동력전시회 참가
겨울방학 항공우주과학체험교실 개최

명

전남 신안군 도초초증학교 학생 초청행사

명

카리스쿨 우수회원 대상 항공우주과학캠프 개최

명

상반기 교원항공우주연수

명

금요일의 과학터치
대한민국과학축전 참가
카리스쿨 우수회원 대상 항공우주과학체험교실 개최

명

카리스쿨 일반회원 대상 항공우주과학체험교실 개최

명

하반기 교원직무연수 개최

명

제 회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개최
교원직무연수 개최

명

카리스쿨 일반인 대상 항공우주과학체험교실 개최

명

카리스쿨 우수회원 대상 항공우주과학체험교실 개최

명

홍보 미디어 자문위원회 위촉
가족과학축제 참가

건

3. 사회공헌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명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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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추진해 왔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선택과 집중’
을 통해 21세

로써 우호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기 항공우주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성장하는 국내 최고의 항공우

또한, 항공우주 과학기술에 대한 언론인의 이해 제고를 위한 적극

주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항공우주

적인 언론 관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항공

과학기술의 가치를 국민 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

우주 미디어 컨퍼런스 및 연구현장 초청설명회 개최, 유공언론인

록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추진해 왔다. 또한 자라나는 어

선정, 언론인 가족초청 견학 등 언론인 이해 증진 프로그램 등을

256

린이,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과학기술을 이해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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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학교육 서비스를 추진함으로

무엇보다도 항공우주 과학기술에 대한 심층적 언론보도를 위한 미

써 미래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디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프레스킷을
적극적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해외 항공우주 과학기술 동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을 지원해 왔다.

(2) 언론홍보

특히, 대내적으로는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상존하는 각종 이
슈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1) 항공우주 과학기술 홍보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적 여론으로 빠르게 전이·강화될 가

항공우주 연구개발 성과는 시각적인 특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사전 교육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언론대응 기반을 마련

능성이 매우 높다.

방송과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항공

하였다.

항공우주 과학기술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

따라서, 호의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조성을 통한 이해와 신뢰의

우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지 기

언론홍보 활동의 이 같은 변화발전은 언론보도 실적 상승으로 이

핵심 전략기술이다. 미래 교통,방송, 통신, 지구환경, 기상예측, 자

제고, 지속적인 국민적 이해와 지지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항공우

반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이다.

어졌다. 2002년부터 언론보도실적 및 홍보효과를 분석한 결과,

원탐사, 미래 신소재 및 의약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그

주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재원은 사회적인 비용에 의해 지출되기

항공우주 과학기술의 대언론 커뮤니케이션은 기관 위상과 규모의

2002년 557건에 이었던 보도건수는 2009년 5,020건으로 무려 10배

영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지와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항공

발전에 따라 그 방식과 형태도 크게 변화해 왔다. 연구원 초기에는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광고비로 환산해 보면 2002년 27.3억 원에

항공우주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높은

우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단순히 연구개발 성과를 알리는 수준이었으나 언론과

서 2009년 522.4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분야이면서도 첨단기술의 예민성, 사업의 장기화, 막대한 재정적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의 전략적 협력관계 속에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

투자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거대과학기술 중에서도 높은 실패 위험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필수적이다. 또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집 기획물들을 생산했다. 2001년 YTN“우주시대가 열린다”
를 통해

성이 상존하고 있는 분야이다.

서의 국민적 자긍심을 가장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

첫 특집프로그램을 제작방영을 시작으로 항공우주 과학기술에 대

항공우주 과학기술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항공우주 연구개발의

에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해왔다.

특수성과 국내 항공우주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낮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0년 동안 항공우주 과학기술에 대한

이러한 특집 기획물들은 연구개발의 주요 과정을 기록함과 동시에

인터넷은 항공우주 과학기술의 커뮤니케이션에도 큰 변화를 가져

은 상황인 반면, 선진국 수준의 높은 성과 기대치와 이러한 성과를

국민적 이해와 신뢰도 구축을 위해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연구원들의 도전과 노력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함으

왔다. 인터넷은 지식정보 습득과 공유의 장으로써 일반화되었고

(3) 온라인 홍보

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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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방송 특집프로그램 제작 현황

카리스쿨 홈페이지

나로호 발사캠페인 홈페이지

항공우주 과학기술 홍보에 중요한 매체로 성장했다.

한편, 2009년부터는 주요 연구개발사업 대국민 홍보창구의 일환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게 국민들에게 보다

로 독립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다.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나로호’

신속하게 정보를 서비스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인터넷

발사에 대한 국민 참여를 촉진시키고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해 왔다.

심 제고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했다.‘나로호’홈페이지는

연도

매체명

프로그램명

2001.11

YTN

집중조명, 우주시대가 열린다

2002.10

EBS

도전 길을 만드는 사람들

2003.1

KBS

한국 최초 액체추진과학로켓 KSR-III

2004.2

KBS

KBS신화창조의 비밀‘액체추진과학로켓 KSR-III’
(2.27)

2004.5

KBS

KBS일요스페셜‘동북아위성 전쟁 지금 한반도는’
(5.2)

2004.5

TJM

TJB창사 9주년특집‘우주를 향한 한국의 꿈’
(5.14)

특히, 인터넷의 주력매체 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과학의

연구현장에서의‘나로호’발사 주요 과정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반디호 특집

2004.12

대전KBS

대전KBS‘과학의향기’
(12.3)

주역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 항공우주 과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

국민들에게 서비스하였으며,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를 마련함으로

2004.12

여수MBC

여수MBC특별기획‘우주를 향한 새로운 도전’
(12.30)

전달, 공감대 형성 등 교육적 기능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

써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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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

YTN

(30회 방영)
YTN 사이언스플러스‘스페이스 코리아’

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항공우주 과학교육 전문사이트인‘카리스쿨

또한, 인터넷 세상의 관문이 된 포털사이트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

2006.4

SBS

메이드인스페이스 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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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

MBC

심야스페셜

(www.karischool.re.kr)’
을 구축 운영해 왔다.

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나로호’
발사

2006.6

KBS

우주, 위대한 꿈의 도전 1,2,3부

2001년 부터 교육공학적 접근방법을 기초로 하여 항공우주 과학을

당시 민간 포털사이트(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발사 당일 스페셜

2006.7

KBS

한국의 우주시대 1,2부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을 우선적

로고, 배너 게재, 발사 생중계, 관련기사‘핫이슈란’노출 등의 특

2006.8

YTN

특집다큐 제작(20분)
YTN‘아리랑위성 2호’

으로 추진하였으며, 2005년 3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09

별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포털사이트‘과학’
란에 항공우주 과학

2006.8

TJB

대한민국 위성독립시대를 연다 1,2부

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5,108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지식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릴 수 있는 코너를 확보, 운

2006.8

YTN

현장기록, 아리랑2호 개발에서 발사까지

2006.8

YTN

우주를 말한다 1,2,3부

43,18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영하고 있다.

2006.9

여수MBC

우주를 향한 새로운 도전

2006.11

YTN

반디호,세계의 하늘을 날다

로써 매주 3만명의 독자들에게 항공우주 과학기술을 전파하고 있

2009.1

EBS

원더풀사이언스 다큐프라임‘우주를 향해 쏴라’

다.‘푸른하늘’
은 메인기사와 함께 하늘이야기, 카리실험실, 카리백

2009.5

TJB

하늘을 여는 다섯가지 열쇠

2009.7

KBS

과학카페‘스페이스 코리아’

2009.7

YTN

나로에서 달까지

2009.7

MBC

시사매거진2580‘나로호의 비밀’

2009.8

SBS

하늘을 여는 다섯가지 열쇠

2009.8

SBS

대한민국 우주로 간다

2009.8

KBC

우주항공 수도를 꿈꾼다

2009.8

KBS

취재파일4321‘나로, 아쉬움을 딛고’

2009.8

KBS

나로호의 비상, 그 이후

2009.9

YTN

나로호 멈출수 없는 도전

2009.9

여수MBC

우주를 향한 비상

2009.9

KBS

꿈과 도전의 기록

아리랑위성 2호 특집

2007년 부터는 항공우주 과학웹진‘푸른하늘’
을 발행 서비스함으

과, 카리카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항공우주 정보와 상식을 접
나로호 특집

할 수 있게 제작되고 있으며,‘네이버의 어린이용 사이트, 쥬니버’
,
‘어린이 과학동아’
,‘사이언스타임즈’
,‘파이낸셜 뉴스’등 주요 온
라인 사이트 및 언론매체를 통해 함께 서비스되고 있다.
‘카리스쿨’
을 통한 교육 서비스는 국가 항공우주 전문 연구개발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은 물론 기관 위상 제고와 항
공우주 과학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카리스쿨’
은‘2005 청소년 권장사이트 대상’
(정보
통신부장관상, ’
05.12)과‘2006 대한민국 과학콘텐츠 대상’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상,‘06.12)을 수상했다.

4. 홍보

나로호 특집

Exploration Coordination Group)를 통해 국제우주탐사 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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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협력

미국과는 1992년 이후 현재까지 10개 이상의 기관과 항공우주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선진우주기
술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1994년에는 아리랑위성 1호 개발을 위
해 TRW사와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했으며, 1996년 과기처와 NASA
간 지구과학/우주과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997년 아리랑
위성 1호 발사를 위한 OSC사와 발사용역계약체결, 2004년 스마트
무인기 개발을 위한 EATI사와 로터시스템 개발 계약 체결, 2008년
NASA 청장 항우연 방문 (2009.10.12)

한국 우주인 우주비행 시 NASA의 수면 실험 공동 수행, 같은 해
NASA 주도의 달 탐사 사업(ILN : International Lunar Network) 참여

및 지역기구들이 추진하는 국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후

의향서 서명 등의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2008년 8월과 2009년 6

변화, 재난관리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월에는 각각 한미 정상간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통해 양국 간 항공

의 우리나라 위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에 동의했다. 이후 2008년 10월

특히, 2009년 10월에는 세계 우주 커뮤니티의 최대 축제라 할 수

에 교과부와 NASA 간 항공우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으며, 2009년

있는 제60회 국제우주대회(IAC :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4월에는 양국 간 항공우주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

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국제사회에

해 10월 교과부와 NASA 간 항공우주협력 공동보고서에 서명했다.

알리고 향후 국제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과거에는 양국 간의 기술격차와 미래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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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졌다.

협력이 미미했으나, 최근 국내 기술의 빠른 발전과 정부 차원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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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협력관계가 급격히 확대·강화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
구원은 양국 간 공동보고서를 통한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2) 기관 간 협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연구개발 협력 사업을 도출하는 등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항공우주기술을 획득하기 위

요한 분야다. 이에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항

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1990년부터 10개 기관과 항공

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국제협력 통로를 개선하는 새로운 우주

공우주 분야 선진국들은 국가안보와 위상 등 전략적 측면의 우위

우주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일부기관(TsAGI)과는 국

탐사비전을 발표했다.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우주개발국가들 또

를 점하기 위해 항공우주개발을 국가주도로 개발해왔다. 대한민국

제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1994년에는 중앙엔진연구소(CIAM)

우리나라 항공우주개발은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시작에도 불구하

한 달 탐사 등 새로운 우주개발계획을 통해 협력관계의 확대를 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중추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항공우

와 공동연구센터(RUKAR)를 설치·운영했으며, 2004년에는 한국우

고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우리가 이처럼 빠르게

색하고 있다.

주연구원 역시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선진

주발사체 나로호(KSLV-Ⅰ: Korea Space Launch Vehicle -Ⅰ) 개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국제협력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항공우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미국 NASA, 일본 JAXA 등 20여 나

항공우주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해외 선진기술을

을 위해 국가 간 협정(IGA)을 체결했다.

주연구원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 우주기관들과의

라와 양자 간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기관 간 우주의 평화적 이

도입하기 위해 힘써왔다.

우주발사체 개발 사업을 위해 2004년 10월에는 우주의 평화적 탐

국제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선진 기술을 획득하였으며, 오늘도 새

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

최근 10년간 항공우주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30여 건 체결했으

색 및 이용과 관련한 전반적 분야의 협력증진을 위한 한·러 기술

로운 협력 파트너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다. NASA와의 항공우주협력 공동보고서 교환, JAXA와의 재난관

며, 2009년에는 미국, 일본 등 세계 12개국과 항공 및 우주분야 연

협력계약을 체결했으며, 2005년 12월에 러시아와 공동으로 상세설

우리나라는 현재 위성발사체 및 인공위성 자력개발 등 우주기술

리 위성개발사업 추진, 국제우주대학(ISU)과의 교육협력 양해각서

구개발 사업 협력을 추진했다. 2009년 10월에는 미국 NASA와 지

계를 완료하고, 2006년 10월에 제3국 유출방지를 보장하는 기술보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협력을 통한 기

체결 등이 그것이다. 또한 UN COPUOS, 아·태지역우주기관포럼

구과학/우주과학/우주탐사/우주통신/항공연구 등의 분야 협력

호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나로호의 상세자료 및 발사체 1단 등의

술개발 및 기술획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협력의 중요

(APRSAF :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 미 사 일 기

을 위한 한미 항공우주협력 공동보고서를 서명/교환했으며, 일본

민감 품목이 국내로 이전됐고 2005년 12월에 중단된 발사체 협력

성은 선진국들 역시 강조하고 있는 중요 사안이다. 세계 최고의 기

술통제체제(MTCR : Mi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지구관측위

JAXA 등과 아시아 지역 공동 재난관리 소형위성 연구개발 협력을

이 재개됐다. 이를 통해 발사체 선진국인 러시아와의 협력 속에 발

술력을 자랑하는 미국 역시 콜롬비아호 사고로 국제우주정거장 사

성위원회(CEOS : Community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 등 국제

추진했다. 현재 세계 14개국이 참여하는 ISECG(International Space

사체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발사체 기술을 확보할 수

(1) 국제협력

5. 국제협력

항공우주 분야는 여타 분야와 달리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

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각종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우주분야 국

도네시아) 및 ANKASA(말레이지아)가 참여 의향서(LOI : Letter of

뢰도를 향상시켰다. 그 결과 2009년 8월에 나로호 1차 발사를 실시

Intent)를 체결했다. 이후 2009년 9월에 일본과 연구원 파견에 대한

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우주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

PEA(Personal Exchange Agreement)를 체결했으며, 10월 스타 프로

항공우주분야는 국가 간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세계적 차원

또한, 국제회의는 최근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과 성과에 대한 국

연방우주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우주인 훈련 및 우주정거장 과학실

그램에 연구원 직원 1명을 파견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는 지역차원의 국제기구 회의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우주

민적 관심을 고양시킴으로써 항공우주분야 기술개발의 당위성 및

험을 수행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밖에도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인도,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전문가들이

사업 확대를 이해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빨리 국가우주프로그램에 착수한 나라로

몽골 등 여러 항공우주개발국가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협력

정보수집이나 연구내용을 발표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지난 2003년 3월에는 일본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아·태우주

1965년에 미국, 소련에 이어서 3번째로 인공위성발사에 성공했으

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는 혼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나 학술세미나를 통해 국제관계에서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

기관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하고, 지구관측 및 우주환경이용, 통신위

며, 유럽의 독립과 자주성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우주개발에도 반

없는 분야이며, 국제협력 없이 발전할 수 없다. 한국항공우주연구

고 국제협력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있다.

성활용 및 우주교육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11월에는 한국

영해 아리안 로켓을 개발하는 등 유럽의 독자성을 강조한 프로젝트

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역시 이러한 대외활동을 위해 국제법이나 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4일간 개최한 제2회 UN 우주법 워크숍을 통

를 지향하고 있다. 프랑스와는 현재까지 4개 기관(CNES 등)과의 양

노력할 계획이다.

정의 제정 등과 같은 체제의 UN COPOUS의 과기소위, 법률소위,

해 우주법에 대한 국내의 관심 및 이해 증진, 국내 우주법 마련에

해각서 체결 실적이 있으며, 한국의 우주개발계획에 있어 다른 나

본회의에 매년 전문가를 파견해 각 국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

필요한 기반지식 확충, 우주조약에 관한 국제적 이해를 증진하는

라보다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와는 통신해양기

다. UN COPUOS는 1959년 설립된 유엔총회 상설 부속기관으로서

동시에 상호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이 밖에도

1962년 법률소위와 과기소위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외기권의

UN 우주법 워크숍, 제9차 아·태우주기관포럼 등의 국제행사에 꾸

평화적 이용에 있어 국제협력, UN 우주프로그램의 고안, 외기권에

준히 참가해왔다.

관한 정보의 교류 및 외기권 탐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검토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광역시와 공동 주관으로 72개국이

상위성(COMS :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 Logical Satellite)의
공동개발을 위해 EADS Astrium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9년 준

(3) 연구 인력의 해외파견 및
해외과학자 활용

공한 나로우주센터 건설에 프랑스의 국립우주기관(CNES)의 자문을

내·외 전문가와 기업 간 정보교류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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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있었으며, 독자개발보다 발사체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발사체의 신

받는 등 국제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이 보

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참가하는 제60회 대전 국제우주대회(IAC: International Astronautical

일본과의 협력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4월에 NAL과 항공기술협

유한 우수기술을 우리의 항공우주기술로 활용하고자 적극적으로

또한, 각 국의 우주개발현황이나 정보교환을 위한 체제인 아·

Congress)를 2009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대전컨벤션센

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02년 1월에는 NASDA와 우주기술협

선진기술 도입을 추진해왔다. 스마트무인기개발(미국), 나로호 공동

태지역우주기관포럼(APRSAF), UN-ESCAP, 지구관측위성위원회

터에서 개최했다. 국제우주대회는 국제우주연맹(IA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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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서를 체결해 일본 JEM(국제우주정거장 실험모듈)활용을 위한 연

설계(러시아), 천리안위성 공동개발(프랑스) 등 대형연구사업을 추

(CEOS) 등 국제회의 및 국제우주대회(IAC) 등의 학술회의에 지속적

Astronautical Federation)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우주관련 국제학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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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협력을 논의했다. 2006년 6월에는 JAXA와 우주기술협력 MOU를

진할 때도 해외 주요국/기관에 주요 연구 인력을 파견해 왔다.

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워킹그룹(Working Group) 등에 적극적으

의로, 2006년 10월에 개최된 스페인(발렌시아) 대회에서 한국항공우

맺으면서 정기적인 한-일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9

1999년까지 총 73명의 장기 해외 파견을 추진했으며, 항공우주기술

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주연구원과 대전시, 한국항공우주학회가 공동으로 경쟁대상국인 중

년까지 5차례에 걸쳐 정기협력회의를 실시했다. 또한 일본이 주도

에 관한 기술자문을 통해 선진기술도입에 일조했다. 이후 최근 10

있는 아·태지역우주기관포럼(APRSAF)은 1992년에 개최된 아·태

국과 체코를 제치고 제60차 대회를 대전에 유치한 것이다.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태우주기관포럼에 일본 뿐 아니라 다른

년 간 연구사업의 확장 및 활발한 수행을 위해 총 301명을 미국,

지역 국제우주년회의(APIC) 선언을 기반으로 1993년 제1회 아·태

국제우주대회는 사전행사인 UN/IAF 워크숍을 시작으로 학술행사,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정보공유를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 파견했다. 이를 통해 F-15K사업 절

지역우주기관포럼을 개최했다. 아·태지역우주기관포럼은 1992년

특별세션(세계국회의원모임, 항공우주특성화대학총장단포럼), 전시

위해 참여하고 있다. 2005년 제12회 APRSAF에서 아·태 지역의

충교역, 아리랑위성 2호 MSC(Mult-Spectral Camera) 개발, 나로호

의 ISY(International Space Year)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아·

회를 비롯해 우주축제 행사 및 주제관을 설치해 시민들이 참여할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첫 프로젝트인 센티넬 아시아

시스템 공동설계, 천리안위성 개발 등 해외 선진기술을 도입했으

태지역 우주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교환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72개국

(Sentinel Asia)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도 2007년 11월에 제14차 아·

며 한국의 우주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매년 아·태지역 우주전문가

총 4,0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행사에는 총 159개 테크니컬 세션을

태우주기관포럼에서 아리랑위성 1호 영상을 아시아의 감시원에 제

이밖에도 스마트무인기, 아리랑위성, 나로호, 천리안위성 등의 주

가 참석하는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최했으며, 지구관측, 유인 우주개발, 로켓추진, 우주교육, 달/화성

공하겠다고 공표했다. 이후 2009년 6월에 아리랑위성 1호 영상 제

요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선진기관의 해외 과학

아·태지역우주기관포럼을 통해 센티넬 아시아, 스타 프로그램 등

탐사, 우주 신기술 개발, 국제우주정거장(ISS) 활용, 우주법 분야 등

공 관련 참여 동의서(LOA : Letter of Agreement)를 교환했으며, 아

자를 활용한 세미나 개최, 자문 등을 진행했다. 최근 10년간 미국,

에 참가해 선진 우주기관들에게 받은 혜택을 다시 후진 우주기관

에 대한 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우주기술전시회에는 미 항공우주국

시아 재난발생 지역에서 긴급요청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영상을 제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 435명의 해외 과학자 인프라를 적극 활

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의 정부지원활동 강화를 통

(NASA), 일본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JAXA) 등 세계 20개국 153개 우

공하고 있다.

용하는 등, 한국의 항공우주분야의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고양하고 신뢰를

주기관 및 기업이 대거 참가해 관람객들에게 세계 각국의 우주기술

한편, 2007년 11월에 개최된 14차 아·태우주기관포럼에서 JAXA

계기를 마련했다.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을 한눈에 보여줬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영국 EADS 등 각

가 아태지역 국가들의 위성개발 능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 또는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50kg급 마이크로 실험위성을 공동 개발하는 스타(STAR : Satellite

또한 국제우주대회 행사 기간 중 우주분야와 관련한 지속적 협력

Technology for the Asia-Pacific Region)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5) 국제행사
21세기 들어 우리나라의 우주과학 및 응용기술개발 분야는 급격

본 JAXA와 센티넬 아시아 및 스타 프로그램 협력, 유럽 ESA와 프

5. 국제협력

진행됐다. 양자회의에서는 NASA와 국제협력 관계 강화를 비롯 일

2008년 1월 APRSAF-15(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 JAXA(일본), ISRO(인도), GISTDA(태국), VAST(베트남), LAPAN(인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양자회의가 10건, 전문가 회의가 6건

(6) 해외공동연구센터

성추적설비 활용 협의가 이뤄졌으며, 대만 NSPO와는 위성 프로그

번호

국가

기관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12

미국

MITRE Corporation

2003.3

항공안전기술발전협력,인력교류 및 기술정보 교환

13

독일

DLR

2003.6

항공우주기술협력 증진

14

독일

DLR

2003.10

독일 BIRD 위성자료 등 위성활용분야 협력

15

영국

RAL

2004.9

공동연구수행, 방문연구원 교환, 자료/정보 교환, 교육기회의 제공

램 협력 제안, 독일 DLR과는 연구원 인력 교류와 국제우주정거장,

해외공동연구센터 및 현지지역사무소 운영은 우주 선진국의 기술

발사체 시험, 지구관측 위성분야 협력이 논의됐다. 한편, 각국 우주

보호 장벽을 극복하고, 확고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교두보

청과 더불어 Astrium, Astrium Space Transportation, OHB, Yuzhnoye

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0년 현재까

16

러시아

FSA

2004.9

우주기술협력 IGA, 한국 우주인 훈련프로그램 협력

가 전문가 실무회의를 통해 우주분야 협력을 약속했고, 3건의 양해

지 기관차원의 해외 현지법인사무소 없이, 연구 사업별로 해외 현

17

칠레

CSA

2004.11

우주기술응용협력증진, 국제공동연구개발

각서(루마니아, 세이셀 군도, 국제우주대학)도 체결됐다.

지에서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 개념의 현지사무

18

독일

DLR

2005.5

우주기술협력 일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제우주대회를 통해 전 세계 우주기술 전

소를 운영해 왔다.

19

호주

APSC

2005.5

우주기술분야 협력

문가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우주축제, 전시회 등

우주발사체 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러시아 지역사무

20

일본

JAXA

2006.6

항공우주분야 협력, 정기세미나 개최

을 통해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국제회

소를 활용했으며, 프랑스에 공동연구센터를 개설해 천리안위성의

21

미국

Mississippi State niversity

2006.10

우주기술협력

22

프랑스

CNES

2007.5

우주기술협력

23

태국

GISTDA

2007.7

원격탐사 및 지리정보분야 협력

24

일본

Hokkaido University

2007.8

위성자료활용 협력

25

몽골

NUM

2007.12

위성자료 검, 보정 협력, 검보정 사이트 구축

의 참가자 대부분이 해당국의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등

개발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공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한국의 우주개발 및 발전 가능성을 충

적인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전 단계로, 대부분의 협력기관

분히 홍보할 수 있었으며, 특히 미수교국 또는 비동맹 국가들과의

에서 이미 활용중인 현지사무소의 일부를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류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활용해 왔다. 현지 지역사무소 운영의 기본방향은 중장기적으로는

26

몽골

NRSCM

2008.2

위성자료 검, 보정 협력, 검보정 사이트 구축

현지 사무소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되, 인력 및 예산 등 현 상황을

27

미국

NASA등 9개 우주기관

2008.7

국제 달 네트워크 참여 검토를 위한 협력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8

IAF

2008.9

2009년 제60차 세계우주대회 개최 협약

3부 항공우주 Think Tank

레임워크 어그리먼트(Framework Agreement) 체결협의 및 상호 위

29

페루

CONIDA

2008.11

위성 영상 활용 공동연구사업 및 직수신 협의

공동연구센터 운영내용

30

일본

APRSAF

2008.12

재난관리 위성 공동개발 협력

264

국가

운영실적

31

대만

NSPO

2009.5

우주기술개발, 원격탐사, 우주과학 협력 및 관련 인력교류

265

32

루마니아

ROSA

2009.10

상호 간에 일반적인 인력 및 정보 교류(심포지움, 학술회의, 훈련 등) 향후 고
성능 위성개발 기회를 발전시킴

33

세이셀군도

국가개발부

2009.10

우주분야 인적/기술적 교류

국제우주대학

2009.10

정기적 우주 인력 교육

목적

미국(버지니아)

스마트무인기 로터/드라이브 시스템 개발 국제협력 수행

EATI사와 공동연구진행 및 PDR 실시

프랑스(뚤루즈)

아리랑위성 2호 DCSU 메모리 수리

아리랑위성 2호 DCSU 메모리 수리 공동수행

천리안위성 해외협력 개발업무 수행

천리안위성 시스템 및 본체설계, 해양탑재체 설계, 지상국개발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을 위한 국제기술협력

발사체 공동설계팀 운영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관리

우주발사체개발 국제협력 업무수행

KSLV-Ⅰ 개발업무 수행

MSC 공동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수행

ELOP사와 MSC 공동개발 성공

러시아(모스크바)

이스라엘(텔아비브)

34

최근 10년간 MOU 체결 목록
국가

기관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1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1999. 3

항공우주용 복합재료 분야 기술교류

2

일본

NAL

2000. 4

항공우주기술 상호 기반 협력 구축, 상호 인력 및 기술정보 교환

3

일본

JAXA

2000. 9

국제우주정거장/비행 시뮬레이션관련 기술협력

4

러시아

NIICHMMASH

2000. 9

우주추진기관 기술협력

5

오스트리아

ARCS

2001. 3

공동연구사업 수행, 상호 인력 및 기술정보 교환

6

독일

Astrium

2001. 6

아리랑위성 2호사업 기술지원

7

일본

NASDA

2002. 1

국제우주정거장 연구 협력

8

이탈리아

CIRA

2002. 1

항공우주기술협력(비행역학 등)

9

프랑스

CNES,EADS-LV,SNECMA

2002. 3

우주프로그램관련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10

일본

JAXA

2002. 5

지구관측 미래 협력

11

프랑스

CNES

2002. 7

우주센터 기술자문 협정

5. 국제협력

번호

로 부터 기술습득, 자체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을 동시에 수행하였

무종료까지 중동국가 등에 28억여 원의 수출을 그리고 최첨단 상

다. 현재 운용 중인 아리랑위성 2호(KOMPSAT-2)의 개발은 물론,

용급 위성영상인 아리랑위성 2호 영상은 프랑스의 SPOT Image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아리랑위성 3/5호(KOMPSAT-3/5)의 사업에

독점 공급계약를 통하여 41억 원의 매출을, ESA와 21억원의 매출을

도 국내 관련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두원중공업, 두산인

그리고 중동국가와 50억 원의 매출을 포함하여 총 116억 원의 수출

프라코어, 한화, AP 시스템, 등)과 공동설계팀, 공동조립 및 시험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외에도 소형항공기 반디호의 수출이 있다.

을 운영하는 등의 기술협력을 통해 참여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국

사업전략실의 탄생과 더불어 연구 성과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구체

가 위성개발 역량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가

적 활동으로는 우주개발 인프라와 첨단 실용급 위성을 기본모델로

시적인 성과로 아리랑위성 3A호(KOMPSAT-3A)의 본체개발은 국내

하는 수출전략 수립, 사업제안서 작성/제출 및 연구 성과 해외수출

기업체가 주관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을 위한 국내 위성제작 전문기업들과의 공조 등이 이루어 졌다.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보유기술의 기업체 이전에서 한 단계 더 나

외에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코트라(KOTRA), 루마니아 우주청 등과

아가 기관 연구 성과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체

MOU를 체결했으며, IAC 2009 기간 중 국제 기술세미나와 포럼 주

계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1월에 원장실 직속

최를 통해 기관 사업화 아이템을 홍보하고, 항공우주 글로벌 네트

으로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인 사업전략실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항

워크를 구축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잠재적 고객

공우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적극적인 사업화와 수출 활성화로

을 상대로 하는 KARI 국제우주교육을 개최하여 한국의 위성개발 및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응용 기술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였다. 2010년에 개최된 KARI 국제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대표적인 연구성과 수출로는 아리랑

우주교육에는 카자흐스탄, 베트남, 루마니아, 세이셸, 태국, 터키 등

위성1호 및 2호 영상판매가 있다. 아리랑위성 1호 영상은 위성의 임

총 11개국에서 국가 우주청 및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22명의 우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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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우주청(ROSA) MOU 체결(2009.10.13)

을 이용한 부품 성형공정 설계기술”
(두원중공업),“액체로켓 연소

공우주 기술의 민간이전과 사업화를 통한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기 노즐 벌징 공정기술”
(비츠로테크),“내 극한환경 자료보호모듈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아직

(CPM) 제작기술”(LIG넥스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항공우주 분

초기단계인 국내 항공우주 산업분야에서 기술을 선도 및 공급하는

야 구성품의 국내 독자양산 및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였다.

수요 지향적 관점으로 보다 효과적인 기술이전 추진을 위해, 지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보유기술의 소유권 및 사용권의 이전을 실

재산권 전문기업과의 협력체제 운영, 기술이전 실시기업에 대한

시하는 일반적 개념의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방법

사후 만족도 조사, 민간이전 유망기술의 선정 및 기술마케팅 실시,

으로 참여기업과의 공동설계팀, 공동조립 및 시험팀을 구축함으로

타 정부출연(연) 등 선도 기술이전 조직과의 정보교류 및 벤치마킹

써 산업체의 기술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술이전 방식을 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항공우

발히 진행하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최초의 실용급위성인

주 기술이전 성과의 지속적인 증대를 실현하고 있다.

아리랑위성 1호(KOMPSAT-1) 사업의 추진 시, 국내 항공우주 관련

최근 5년간(2006년 이후) 주요 기술이전 내역으로는“5MW급 소형

7개 기업(대우중공업, 대한항공, 두원중공업, 삼성항공, 한라중공업,

가스터빈 엔진 압축기 및 연소기 기술”
(두산중공업),“블로우 포밍

한화, 현대우주항공)과 공동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여 미국 TRW사

IAC 2009 기간 중 Technical Seminar 개최(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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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확보한 항

KOTRA MOU 체결(2009.12.23)

2007)’
을 시행했으며, 연구원 마인드 개선을 위해 조직 현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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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항공우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혁신 진단(2006-

및 비전 확산을 통한 전직원 에너지 결집을 목표로 한‘KARI InnoCamp(2006)’
를 실시했으며, 연구생산성 제고 및 부서발전을 위한
부서단위 내 의사소통 프로그램인‘미래발전전략토론회’
를 진행
하고, 주요간부 대상의 경영전략 Workshop을 연구원 현안대응 차
원에서 필요시 개최하였으며, 기관의 미래환경 변화 대응 마인드
확산 및 공유를 위한‘위기극복사례집(2009)’
을 발간하였다. 아울
러, 조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부서혁신업무 포상’
제도를 시행
IAC 2009 기간 중 제1회 Aerospace Cluster Forum 개최(2009.10.15)

2009 KARI 간부경영혁신 워크숍(2009.12.14∼15)

2010 제1회 청어람회의(2010.4.19)

하였으며,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 혁신 동기부여를 위
해‘혁신스타상(개인혁신활동 포상)’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창립 20

수출 소형항공기 반디호(2006.10.31 납품)

도약을 위해 연구원의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마인드 활성화 및 조

주년을 제2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기관장과의 의사소통 활성

직내 의사소통 활성화에 주력해 왔다. 특히, 경영혁신 전담부서를

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이를 위해 기관장과의 직접적 의사소통

2006년 1월 신설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관혁신활동을 위한 혁

기구인‘청어람 제도’
, 온라인 제안제도인‘선진화 제안마당’
, 격의

신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여 혁신성과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 및

없는 직원 상하간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한‘3-3 Day’등을 아우르

평가를 위한 혁신운영위원회가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기관 및 부

는‘KARI 선진화 서포터즈’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포상제도 등 인

서단위의 정기적인 혁신토론회 및 발표회를 매년 정례화하고, 조

사시스템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직혁신 진단(2006) 및 우주개발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

이외에도 사업전략실을 주축으로 한『탈 부서적 업무수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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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등 외부자문을 통한 전직원의 관심 공통주제를 발굴하여 혁

도입 등 창조적인 변화의 선봉에서“연구분야 혁신과 지원제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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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마인드를 제고하였고, 기관장과 하부직원간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신”서로 다른 두 분야의 조화를 통하여 미래 항공우주 발전 및 도

제도화·상례화 함으로써 국가가 요구하는 혁신역량 수준을 만족

약을 위한 전기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키고 연구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혁신역량을 집중해 왔다.

혁신업무 수행체계의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연구원이 한

대표적 혁신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연구원 조직 구성원에 대한 체계

단계 더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적이고 과학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조직운영 필요성의 해소를 위

국제우주교육 개최(2010.8.23~9.3)

야 전문인력이 참석하였다. KARI 국제우주교육에 대한 참가자들의

외수출을 통해 현재 초기구축 단계인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활성

평가는 10점 만점에 9.3으로 나타나 향후 전망을 밝게 하였다.

화 및 안정적인 성장을 구현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이 독점하

현재 주요 사업화 아이템인 위성분야 이외에도 항공분야에서의 기

고 있는 최첨단 고부가가치 항공우주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확고한

술사업화 및 수출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으며 항공선진국으로부터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자에게 실

기술협력 제안을 받고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성과 수출을 위한 발

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 항공우주산업 규모를 확대하

판을 마련하고 있다.

기 위한 효과적인 사업화체계 구축 방안도 모색할 것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연구 성과 사업화 및 해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창립 이래로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 및

6. 기술사업화 및 경영혁신

SPOT Image사의 아리랑위성 2호 영상판매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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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전산지원

항공우주지식정보제공시스템

ARAM 시스템화면

베이스를 구축했다. 이후 1996년에‘오롬 MAESTRO’
를 도입해 단

아람시스템은 연구결과를 통해 생산된 비정형 산출물을 관리하는

행본 및 학술지를 관리하는 문헌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출/

시스템으로, 꾸준히 DB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교육

편목/기사색인/연속간행물 업무에 활용했다. 이와 더불어 원내에서

을 통해 원내 이용자의 정보 공유 확산을 꾀하고 있다. 한편, 2008

생산되는 기술 자료를 관리하는 EDMS 기반의 지식정보시스템을

년 11월에는 이러한 비정형 연구 성과물 시스템 및 관리 체계 노하

구축해 온라인상에서 원내 생산 자료의 원문데이터를 열람할 수

우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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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했다. 2006년부터는 전자결재시스템과 DB를 연동하는 등

물관리시스템(ARAM) 운영사례 발표회’
를 개최했으며, 이후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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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정확한 DB 구축 및 유통 체계를 갖췄다.

관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원내 생산자료

지식정보상호이용협의회 구성

1998년에 연구원에서 생산되는 연구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연구원에서 구축된 각종 데이터베이스 및 지식정보제공서비스 등

을 위해“기술자료 발간규정”
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연구개

의 정보인프라를 정보이용환경이 열악한 국내 항공우주 산업체로

발 업무의 체계화된 노하우 축적과 기술정보 이용의 효율성을 제

제공하기 위해‘항공우주지식정보상호이용협의회’
를 2004년에 구

기술정보자료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췄다. 부서의 위치는 본관 6

고해 연구소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성했다.

층에 약 400㎡의 면적을 사용했으며, 2007년에 열람실 개선 작업

이를 계기로 정보의 지식화 개념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도입됐으

현재 28개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는 홈페이지 구축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우주 연구개발 업무에 필요한 기술정

을 실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며, 원내 생산자료, 즉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TM/TN, 세미나자료,

통해 협의회 기관 간의 정보이용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각종 정

보자료의 제공을 위해 기술정보자료의 수집·관리(인쇄/전자형태),

기술정보 지원 업무 초창기에는 국내외 중요 기술정보를 수집하는

해외출장보고서의 원문 DB 구축 체계를 확립했다. 이후 2006년부

보제공 서비스 및 메일링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통(정형/비정형 연구자료), 연구자별 맞춤

데 주력했으며, 1995년에 항공우주 DB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항

터는 전자결재시스템과의 DB 연동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

2009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15개 산업체가 참여

형 최신 정보서비스(KARI Discovery), 원문복사 제공, 기술정보자료

공우주 주요 전문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 DB 구축 및 유통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한 웹DB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체에도 상업용 웹DB 서비스가 가

(1) 기술정보 지원

참고봉사, 기술정보자료 이용협력, 항공우주지식정보상호이용협의

능하도록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식/문헌정보시스템

연구성과물관리시스템(ARAM)

행하고 있다.

연구원이 기술정보자료의 관리체계를 처음으로 정립한 것은 1991

1999년부터 연구원 정형자료(도서, 연구보고서, 학술지 기사 TM/

연구자별 맞춤형 최신정보서비스(KARI Discovery)

기술정보 지원 업무는 1989년 10월 10일, 한국 기계연구소 부설 항

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행한‘항공우주 문헌정보 데이터

TN 등)에 대한 DB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2005년에 연구원 비정

연구자별 맞춤형 최신정보서비스는 기존의 최신정보주지(SDI) 서비

공우주연구소 설립 당시부터 산업체 및 연구소의 기술정보자료를

베이스 구축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과제를 통해서다. 이를 통해 입

형 자료(동영상, 사진, 도면 등)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및 아람시

스의 진화된 형태로 2009년부터 제공되는 최신 연구정보 메일링

수집·보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92년 10월 연구소가 현재의 위

수된 항공우주 기술정보자료에 대한 MARC 개념의 데이터베이스

스템(ARAM : Aerospace R&D, administration documents on Archives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연구원)의 게재 논문/참여 연구과제/

치로 이전하여 기술정보자료 업무를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면서

를 구축했으며,‘오롬2000’
시스템을 활용해 단행본 중심의 데이터

Management System)을 구축했다.

대출반납 이력 등의 관심정보를 수집해 프로파일링한 후, 최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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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운영, 단체가입 업무 등 국가항공우주 전문정보센터 역할을 수

3부 항공우주 Think Tank

문, 규격, 특허 및 원내 입수자료(단행본 등)맵핑을 통해 최신/최적

의 자료를 원활히 주고받을 수 있는 안정적이고 고속화된 망을 제

발전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요구됐다. 이에 전자결재

그룹웨어 및 포탈

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원내 약 600여 명의 연구원에게

공했다.

적용업무 증가와 대외 문서 송수신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2005년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메일은 중요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됐으며,

주단위로 서비스되고 있다.

2007년에는 기존 백본망에 이중화된 백본망을 추가 증설함으로써

초 MIS 및 전자결재시스템의 전면 재개발을 추진하여, 2006년 8월

업무에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이뤄졌다. 연구원은 신속

안정적인 무중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2009년에는 미래지향적인 네

말 개발을 완료했다.

한 정보의 교환과 의사소통을 위해, 유닉스(Unix)환경에서 BBS를

논문집 발간

트워크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으로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실무운용하고 있는 MIS 시스템은 각 서

구축해 시험적으로 운용하다가 1997년 6월에 시작된 연구지원전산

연구원의 최신 연구성과를 국내 산업계, 학계, 도서관, 정부기관에

부터 과제를 수탁받아 IPv6테스트 망 구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브시스템별, 단위화면별 사용자 접근권한 설정이 가능하고, 부여된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부로 그룹웨어를 설치·운용했다.

보급하고 유통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논문지인‘항공우주기술’
을

IPv6라우터를 도입해 IPv4/IPv6망을 구현했으며, IPv6망의 테스트를

사용권한에 따라 실행모듈이 배포·설치되며, 최신 모듈로 자동

1997년 11월에는 아이소프트(isoft)가 개발한 @Office1.5를 LG-EDS

연 2회 발간했으며 현재 제 9권 1호가 발간되었다.

위해 IPv6전용 연구원 홈페이지를 구축해 시범 운용에 들어갔다.

업데이트 가능하다. 일반 연구원들에게는 행정정보의 조회와 신청

를 통해 설치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웹 환경의 인트라넷 서비스

2005년에는‘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로 선정돼 논문의 우수성

외부망 구축은 1991년 6월 인터넷 연결을 위해 미국 NIC로부터

기능을 모아서 연구지원전산시스템으로 구성했다.

로 Windows NT4.0을 탑재한 Compaq Proliant 5000 서버에서 운용

을 인증 받았으며 2006년과 2007년에는 학술지 평가를 통해 등재

B-class의 공인 IP 주소대역을 부여받았으며, 1992년 6월에 연구전

후보지 자격을 계속 유지했다. 2009년에는 등재지 선정을 위해 논

산망(KREONet)에 연결해 인터넷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자결재

원내 전자메일과 게시판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용됐다.

문 품질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KISTI와 상호협력(논문투고시스템)체

이후 2003년 SuperSIReN(대덕지역 초고속연구망)에 가입함으로써

전자결재시스템은 1998년 6월부터 개발·운영했으나 실제 활용률

그 후 200 Client 사용권을 추가로 구입해 운용했으나 개발사인 아

제를 구축했으며, 논문투고 심사기준 강화, 논문게재 편수 조정 및

외부 망 대역폭을 기존 10Mbps에서 4Gbps으로 대폭 확장해 오늘

은 저조했다. 2001년도의 전자결재시스템 운영현황을 보면 출장,

이소프트의 도산으로 소스 및 사업권이 콘캐터스(Concatus)사로 매

전국성 확보를 위한 일반논문 모집 등을 실시했다. 또한 편집, 심

에 이르고 있다.

휴가신청업무와 내·외국인 방문계획서, 물품반출입은 전자결재를

각되면서 업그레이드 및 수정보완 작업이 중단됐고, 기술지원을

사위원 분리 운영 논문투고 심사규정 검토, 수정 작업을 추진했으

이 밖에도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NMS(Network

이용해 처리했으나, 구매요구, 지급신청 등은 양식을 출력해 대면

받을 수 없어 많은 불편함과 곤란을 겪어야 했다. 2001년 콘캐터스

며, 홈페이지 홍보, 연구원 소식지 포스터 등을 통해 대외 홍보활

Management System, Enterasys Atlas NMS)를 도입·운용하고 있으

결재로 이뤄졌다. 연간 문서 발생건수의 40% 정도 업무만 전자결

사가 새로 개발한 EZintra라는 그룹웨어로 대체를 추진했으나 초기

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09년 평가에서 등재학술지 1차 심사를 통

며, 전산실 환경감시를 위해 전산실에 누수감지, 온도감지, 습도감

재로 처리됐다. 그 원인은 증빙서류 및 영수증 전달체계를 확립할

버전의 성능이 미흡했으며 수정보완 작업의 지원 문제에 대한 협

과한 상태이다.

지, UPS전력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써 장애가 발생할 경우

수 없었고, MIS와 전자결재시스템의 연동기능을 구현할 수 없었기

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72

핸드폰 문자발신 서비스(SMS)를 통해 담당자에게 즉시 장애상황에

때문이다.

그룹웨어 사용의 불편함과 운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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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보가 이루어져 신속한 장애처리가 가능해졌다.

2006년 9월부터 실무에 운용된 전자결재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일

년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간에 걸쳐 포탈 구축을 추진했다.

반 행정업무가 전면적으로 전자결재로 시행됐다. 현재 사용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제품인 MS SPS2003을 이용한 포탈은 2004

전산시스템 구축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은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인

년 1월부터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됐다. @Office그룹웨어로부터 게

원내외 전산망 구축 및 운영관리

1992년 12월까지 연구소 행정업무의 전산처리는 한국기계연구원

터페이스가 각각, 다른 H/W에서 관리 수행되는 3-Tier방식으로 구

시물이 이관됐고, 샌드메일(sendmail) 서버로부터 메일이 익스체인

1992년 본관 건물 입주와 동시에 이더넷(Ethernet) 케이블 포설 및

의 MIS 시스템을 이용했으며 이때까지 급여처리와 회계업무 일부

성됐으며, Visual Studio ASP .Net으로 개발됐다.

지(Exchang) 서버로 이관됐다. 이 포탈은 2004년 1월부터 2009년

네트워크 장비가 도입, 설치되었다. 네트워크 장비로는 케이블트론

를 한국기계연구원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해 사용했다. 연구소 자

(Cabletron)사의 MMAC-8FNB Bridge/Router를 구축하였고, 10Mbps

체 행정업무 전산화 작업은 1992년 중반에 착수해 1993년 초부터

(2) 전산 지원

됐다. 개발사로부터 300Client 사용권을 구입했고, 2003년 12월까지

10월까지 운용됐다.
하지만 MS SPS2003을 이용한 포탈 역시 단순정보 제공 수준에 머
연구원 지식포탈

를 지원하는 동축 케이블을 포설하여 이더넷 방식의 원내 전산망

사용하기 시작했다. MIS 개발 운용을 위해 유닉스(Unix) 환경의 국

이 최초로 구축됐다. 1998년에는 원내 전산망 확장 작업을 통해

산 워크스테이션 HWS S200K를 도입했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시

었다. 결국 연구원 주요 시스템의 통합이용환경 제공에 한계가 있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방식으로 각 건물 간에 622Mbps

스템(DBMS)로 인그레이스(ingres)를 사용했다. 개발언어는 인그레

었으며, 지식정보화 업무환경 변화에 맞는 선진화된 지식공유 및

의 속도를 지원하는 백본망이 구축됐으며, 모든 전산장비가 네트워

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에 포함된 ESQLF와 ESQLC를 채택했으

정보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원화된 정보 제공 포탈을 구축

크로 연동되는 환경을 제공했다.

며, 급여처리 업무와 회계관리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데 사용됐다.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3

이후 직원 및 네트워크 이용 증가에 따라 2004부터 2005년에 걸

한편, 1996년 자체 연구과제로 종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

개월간, 연구원 지식포탈의 전면 재구축 용역을 추진했다.

쳐 기존 ATM 방식의 연구원 내부망을 기가바이트 네트워크(2Gbps

구를 수행했고, 추진방안과 기본적인 설계를 마련함으로써, 신규

지식포탈의 주요 구축내용으로는 MIS·전자결재, Krystal(실시간연

Ethernet, Full Duplex Mode)로 교체해 내부 백본망을 고속화했다.

MIS시스템 개발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구수행성과분석시스템), EIS(경영자정보시스템), 문헌정보(지식정보

백본에 사용된 제품으로는 시스코사의 Catalyst 6509 장비를, 각 건

1997년 6월 초 종합 행정전산시스템 개발을 시작했으며, 1998년 6

관리)시스템, 아람시스템, 메일 등 연구원 주요 정보시스템 어플리

물의 분배 스위치로는 엔터라시스(Enterasys)사의 Matrix N7 장비

월까지 12개월에 걸쳐 개발 작업이 진행됐다.

케이션에 대한 연계 및 통합 이용환경 구축, 부서포탈, 커뮤니티

를 도입했다. 내부 사용자단의 네트워크 속도를 기존 10Mbps에서

1998년 6월부터 사용된 행정업무전산화를 위한 MIS시스템은 총 8

(CoP)와 같은 정보/공유창구 일원화 및 협업시스템 구축, 비정형

100M~1Gbps로 대폭 향상시켜 사용자가 동영상, 대용량 데이터 등

년 2개월 동안 운용됐다. 이후 PC의 성능이 향상되고 관련 기술이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형(공문서) 문서시스템 연계, 통합검색

물러 있었으며 기능개선이 힘들어 이용자의 요청을 반영할 수 없

7. 정보·전산지원

한편, 보안관제를 위해 2008년도에 통합보안관제시스템(ESM :

관리 등이 있다.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을 도입했으며, 2009년도부터 체계

지식포탈의 전면 재구축을 통해 그동안 분산 운영되던 정보시스템

적인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KISTI의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와

을 지식포탈로 통합해 사용자 중심의 체계화된 온라인 업무 공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내·외부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

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등 항공우주 기

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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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개인 포탈, 개인별 맞춤기능 제공, 정보수준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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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에 필요한 최적의 정보 인프라를 갖췄다.

홈페이지 서비스
연구원의 홈페이지는 1995년 1월, 최초로 운영을 시작해 1999년

네트워크의 대역폭 증가로 인해, 보다 많은 양의 자료들이 내·

까지 3차례의 자체 개편 및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이 때 웹

외부로 송·수신됨에 따라 2004년도에 기존 100Mbps방화벽을

서버는 DEC Alpha Server 1000을 활용했고, 웹 서비스는 Apach

1Gbps를 지원하는 방화벽으로 교체/구축했다. 2005년도에는 침입

Httpd 3.2.3을, 게시판은 cgi 프로그램으로 제작했으며, 연구원 소개,

방지시스템(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을 같이 연동했고, 홈페

공지사항과 같은 단순 정보만을 제공했다.

이지의 위변조 방지 및 해킹 방지를 위해 2007년도에 웹 방화벽을

이후 2001년에 홈페이지를 개편해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수준을 전

구축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2009년도에 개인정보보

체적으로 향상시켰다. 2003년에는 기관 대표 홈페이지와 44개부서

호 솔루션을 추가했다.

홈페이지 전체를 제작하는 등 대규모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추진한

또한 새로운 홈페이지 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 수정 보완 시 발생

후 매년 유지보수 및 개편을 통해 홈페이지 서비스를 향상시켰다.

할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2008년도에 웹 취약

2008년도에는 CMS(Content Management System)을 개발·적용해

점 점검 툴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콘텐츠의 신속한 업데이트가 어려운 HTML, 이미지 기반의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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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연구원 내 모든 홈페이지의 웹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조치함

지에서 CMS 기반의 홈페이지로 개편, 신속하고 체계적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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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해킹 공격에 안전한 연구원 홈페이지

관리 및 유연한 홈페이지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각 연구사업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다.

관련 콘텐츠(개요, 보도자료, 멀티미디어 등)를 한 화면에서 통합

2009년도에 IP 주소관리 솔루션을 도입해 중앙에서 모든 전산장비를

제공하는 등 관련 콘텐츠 간 연계를 강화해 이용자가 쉽게 연구개

관리 통제함으로써 인증되지 않은 전산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등)

발 현황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에서는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내부망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국민들의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또한 IP 주소관리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했다.

항공우주 연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기관의 위상

이 밖에 내부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2005년도에 전자메일유통관리

및 역할에 부합하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

1989년 10월에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국가적

연구 등 12개 과제) 등 총 26개 과제에 2,082백만 원의 연구협약고

시스템, 2009년도에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및 보안USB 솔루션을

다. 이에 2009년 NASA, JAXA 등 항공우주 선진기관의 홈페이지를

항공우주기술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항공기, 인공위성

를 기록하면서 항공우주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개시했다.

구축/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망에 연결되어있는 업무용 PC들의

비교 분석해 방대하고 수준 높은 컨텐츠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

체, 과학로켓의 범부처적 연구개발 및 활용을 통해 관련 기술 및

이후 1993년까지 연구원의 연구기반 조성에 힘쓰는 동시에, 항

보안 업데이트의 자동 수행을 위해 2006년도에 패치관리시스템을

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구사업 및 정보/지식/교육/홍보 분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우주관련 핵심요소기술개발 사업을 병행·추진했다. 이때 수

도입·운용하고 있으며, 각 업무용 개인 PC에는 2004년도부터 필

별 컨텐츠를 대폭 확충했으며, 장애인을 고려한 웹 접근성 준수 및

항공우주기술 관련 분야는 그 특성상 대규모 시설과 연구개발 투

행한 연구 성과로는 항공기술고도화 사업, 다목적 소형항공기(창

수적으로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해 악성코드 감염에 대한 실시간 감

기존 텍스트 위주 홈페이지에서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대

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술개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다른

공’
91) 1,2호기 개발 및 시험비행, 1단형 과학로켓의 개발 및 발사,

시 및 주기적인(주1회) 악성코드 감염여부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폭 활용하는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로 재구축했다.

산업에 비해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엄격한 특성을 지니

Experimental급 경비행기 설계 및 제작 등이 있다.

고 있다. 때문에 항공우주기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1994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이러한 항공우주기술 분야의 특성

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에 부합하는 장기 대형 사업들을 연이어 수행하게 됐으며, 연구협

설립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특정연구 1,071백만 원(7건), 산업

약고 역시 1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

기반기술연구 10백만 원(2건), 기타연구 10백만 원(1건)의 연구개발

다. 즉, 중형항공기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아음속풍동

과제를 이관 받아 출발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1990년에는

개발사업 등 장기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기본연구와 특정연구개발사업 1,977백만 원(과학로켓 설계 및 개발

대형 시험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게 됐고, 범부처적 차원에서 추진

8. 연구관리

전산보안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에는 연구부서의

산·학·연 공동 활용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연구 활동과 함께, 연구관리부서의 연구사업 수행지원, 연구결과물

이어 1997년 3월에는 쌍발 복합재 항공기의 초도비행에 성공했으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이 같은 연구사업 수행과 관련

며, 1997년 7월과 1998년 6월에 2단형 중형과학로켓의 개발·발사

된 활동은 연구원의 성장·발전에 따라 그 폭이 점차 넓어지고 다

성공, 1998년에 3단형 과학로켓개발사업에 착수하는 등 활발히 연

양한 내용으로 추진돼 왔다.

구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1996년부터 과학기술부가 총연구원가제도(Project Base System)를

물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 사업이 순탄한 길만 걸어온

도입함으로써 각 출연연구기관들 뿐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것은 아니었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외환위기와 1999년의 중형

의 연구부서 및 연구사업관리 제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즉 출연

항공기개발사업의 중단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많은 시련과 좌절

금 위주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수행에서 경쟁에 입각한 연구사

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리

업 수행 및 기관운영 개념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랑위성 1호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1999년 12월 미국의 반덴버그 발사

연구원에서는 연구개발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리랑위성 1호는 우리

위한 관리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갔다. 200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나라가 최초로 확보한 실용급 위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소관 연구개발 사업비의 집행에 연구비 카드제를 도입했으며, 2005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년 2월에는 전 연구개발 사업에 클린 카드제를 도입했다. 이후 2006

위해 매진한 결과 2001년에는 1,000억 원, 2006년에는 3,000억 원

년에 크리스탈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자체 내부통

의 연구사업고를 돌파하는 등 항공우주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율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연구비 관리가

자리를 잡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설립 이후 2009년 말까지 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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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항공기 및 우주기지의 성능·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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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건, 2,545,734백만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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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구성 및 확보
인력정책 및 인력구성

직 74%, 기술직 9%, 행정직 10%, 기능직 7%로 구성됐다. 직급별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항공우주개발계획 및 국가의 수요에 따

는 책임 21%, 선임 55.7%, 원급 23.4%의 안정적인 인력구조를 유지

라 국가대형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항공, 위성,

하고 있다.

발사체 등 기술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충해 왔다. 특히, 대형국책
사업 종료 시점을 고려한 항공분야, 위성분야, 발사체 분야 등 중
점추진 분야별로 임계 수준의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해 왔다. 이를
위해 우수 인력 확충시스템을 확립했으며, 중장기 교육훈련을 수
립하는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인력운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9. 인사 및 자산

2009년 말 기준 연구직 평균 연령은 39.3세이며, 직종별로는 연구

2008년

직종별 인력분포

구분

주요 내용

관리
책임자

·연구원 고정자산에 대한 총괄관리 책임
1. 재물조사
2. 손망실품의 처리
3. 불용품 및 제품의 판단
4. 보수관리
5. 재분배 및 재활용 관리
6. 기타 소관 고정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취급
책임자

·연구원 고정자산의 직접 사용하는 부서장 및 해당 과제 책임자
1. 소관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보존유지
2. 합목적적 사용
3. 손망실 파악 및 처리에 관하여 관계부서 협조
4. 불용품 및 폐품 파악 및 처리에 관하여 관계부서와 협조
5. 관리물품의 취득/운용 등 유지관리
6. 기타 소관자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

사용자

·연구원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자
1.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보관 및 보존
2. 자산의 손망실 여부파악 및 신청
3. 자산의 불용여부 파악 신청
4. 기타 사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인력운영 기본방향

연구원 평가체계

우수인력 확보
최첨단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의 특성상 우수인력 확보는 곧 연구원
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에 따라 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과 예산 확

3부 항공우주 Think Tank

1998년

대에 따른 다양한 우수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

우수인력 확보 채널
구 분

추진 노력

정규직
우수인력
채용

·엄격한 전형요건 및 지원 자격기준 설정을 통해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우수인재 검증시스템 구축
·대규모 인력채용 시에는 정기공채로 진행하고 소규모 인원에
대해서는 수시채용제도 도입을 통해 적기에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탄력적인 접근방법 강구
·국외 한인과학자기술단체와 교류 확대 등 해외 우수인력
유치 노력 전개
·여성과학기술인,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정부의 고용시책에
부응하고자 지속적인 노력 증진 및 기관 특성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비정규직
활용

·최소규모의 비정규직 인력 활용 및 비교대상 근로자와 임금 및
그 밖에 근로조건의 동일한 처우 보장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계약기간 경직성 문제 해결방안으로
기간제법의 고용계약기간 2년 초과 활용 가능자인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등 전문연구직 활용
·정규직전환 중기계획에 의거, 상시업무 2년 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행
- 2007년 56명, 2009년 1명의 정규직 전환
·고령화시대에 대비 퇴직인력의 기술노하우 활용을 위한
퇴직 후 연장근무제 도입·시행
·전문경력 인사활용사업(연구재단) 등 고경력 전문지식 보유인력
연구현장 활용을 위해 외부 인력교류 사업 참여
·해외 연구자 인력 교류 등 국내 희소 전문분야의 기술 습득을
위해 해외 우수인력 활용

미래
인재육성
및 활용

·Post-doc급 인력을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직접 고용하여
연구개발 활용
·UST(연합대학원) 항공우주(연) 캠퍼스 운영을 통해 연구현장
중심 실무전문가 교육 실시, 축적된 기술노하우 전수
·인턴 연구원 활용을 통해 연구현장 참여 기회 제공 및
멘토링제도를 통한 차세대 인재 육성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일방적인 평가를 탈피해, 피 평가자 자신이

시간 자료수정이 가능하며, 보유 자산의 품목별/소유자별 자산현

야별 수요조사를 통한 적재적소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평가한 본인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피 평가자

황 파악이 용이하다. 또한 장부상의 자산내용과 실 사용부서의 자

이렇게 마련된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채용방식으로 해당

의 평가 수용성을 제고했다.

산 내용 기록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편리하며, 실제 사용자와 장부

278

상 사용자 내용을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시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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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숙련된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장부상의 자산 관리 내용과 현장의 상태를 반영한 수

인사평가시스템

(2) 자산관리시스템

정이 간편해지며, 재물조사에 따른 소요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인사평가는 연구원 고유의 체계사업 특성을
반영해 부서평가 결과가 개인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서성과

자산관리업무는 연구원이 소유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자산

창출(프로젝트 성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의 등록, 변경, 폐기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업무를 말한다. 이

1989년 연구원 설립 이래 평가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피 평

를 위해 자산의 등록 및 변경, 유지보수, 재물조사, 감가상각 및 자

가자의 우열을 판정하는‘사정형(査定型)근무평정’
에서 피 평가자

산의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 잠재력을 개발하는‘육성형 인사고과’
, 그리고 평가의 통제기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내·외자 구매를 통해 취득한 물품 중에서 자

과 피드백 기능을 강조하는‘전략형 인사평가’등으로 인사평가의

산으로 분류된 시설/장비 등은 연구원 고정자산관리시스템에 자산의

논리가 변해왔다. 특히, 성과급 지급기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명칭 및 규격, 취득가액, 취득연구과제, 취득일, 시용자 등을 등록하

개인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시대의 트렌드를

고 각각의 자산에 규정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해 운용하고 있다.

반영한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했다. 2002년부터는 공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인사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RFID방식 자산관리시스템’
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

위해 다면평가(상향·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산인식 시스템을 바코드 시스템에서 RFID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연구원 인사평가 방법의 특징은 통합형 인사평가를 지향하고 있으

장비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DOS계열의 장

며, 이를 위해 피 평가자가 달성한 업적을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

비를 윈도우체계의 전파식별 표지부착 방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라 평가하는‘목표에 의한 관리(MBO)’
를 시행하고 있다. MBO에

검토 하고 있다.

의한 업적평가의 특성은 직무관련성이 높고, 직무개발과 인재육성

RFID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연구원 보유 자산에 대한 전파식별표

이 용이하며,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목표달성에

지(라벨, 금속, 고리형 등)를 부착함으로써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실

9. 인사 및 자산

인력교류
사업
확대

대형연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연구·기술·행정 분

IDP 운영 프로세스 단계별 활동내용

을 1회 이수하고, 선임급 10년차 이상은 책임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관리중급과정을 추가로 1회 이수해야하며, 책임급 이상은 관리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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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재 육성

과정 3년당 1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직자교육과정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리더쉽 향상교육으로 보
직자교육Ⅰ은 팀장을 대상으로 한 중간관리자에 대한 역량강화교
육이며, 보직자교육Ⅱ은 실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핵심
경영리더 육성교육으로 연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은 연구
원의 특수사정에 따라 별도의 필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인력에 대해 연구연가 및 해외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충전기
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연구원과 개인의 역
량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과 조직의 조화와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
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 분

교육명

교육대상

기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전직원

보안교육

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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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교육

전직원

281

교양교육

전직원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신규직원

법정직무교육

직무담당자

서의 자질과 담당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법정직

담당분야 전문교육

직무담당자

무교육, 담당 분야별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연수교육 등이 있다.

정보화교육

전직원

단체교육은 직원의 경영능력 및 조직융화능력 등의 제고를 위해

연구관리자과정

직무관련자

Mini-MBA

선임급 3년차 이상

해외연수

직무담당자

교육훈련실시계획을 통해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진행되며, 교육
훈련체계는 기본교육, 직무교육, 단체교육, 기타교육으로 이뤄진다.
기본교육은 직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정신 및 자질에 대한 교육
을 의미하며, 성희롱예방교육, 교양교육, 보안교육, 공직자윤리교
육,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등이 있다. 직무교육은 전문 인력으로

직무교육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말하며 원급직원과정, 관리초급과정, 관리중

(1) 교육훈련 방향

또한 연구원의 미래와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공헌하

급과정, 보직자교육과정 등으로 구분한다.

연구연가

10년이상 근속 직원

는 우수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 육성 상을 마련하고, 이에 부

원급직원과정은 원급직원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질향상교육

직무연가

10년이상 근속 직원

대한민국 항공우주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원이 마련한 인재육성 상

으로, 원급 1∼3년차는 원급직원과정Ⅰ, 원급 4∼6년차는 원급직원

공통역량테마교육

전직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0년 간 국가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한

의 최종 목표는‘가치를 지향하고 구성원들과 화합하는 항공우주

과정Ⅱ, 원급 7년차 이상은 원급직원과정Ⅲ을 각 1회씩 이수해야

단체교육

원급과정 Ⅰ

원급 1~3년차

원급과정 Ⅱ

원급 4~6년차

원급과정 Ⅲ

원급 7년차 이상

관리초급과정 Ⅰ

선임급 1~3년차

최고 전문가’
이며,‘기술혁신 및 창의적 경영을 통한 가치창조자

하며, 4급기능원은 원급직원과정Ⅰ부터 시작해 3년 단위로 교육을

과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새로운 가치 실현’
이라는 연구원

(Value Creator)를 육성’
하는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러한

이수해야 한다.

의 비전에 발맞춰 항공우주분야 핵심인재로서 발전·육성을 거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

관리초급과정은 선임급 1년차부터 6년차까지의 직원을 대상으로

관리초급과정 Ⅱ

선임급 4~6년차

하고 있다.

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초급관리자로서의 핵심역할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업무 자세

관리중급과정

선임급 7년차 이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세계 일류 수준의 항공우주 전문 인재’
,

및 자질교육이다. 선임급 1∼3년차는 관리초급과정Ⅰ, 선임급 4∼6

보직자교육 Ⅰ

팀장급

‘국가, 사회,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인재’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년차는 관리초급과정Ⅱ, 3급기능원 이상은 관리초급과정Ⅰ부터 시

보직자교육 Ⅱ

실장급 이상

선임승진자교육

당해 선임급 승진자

책임승진자교육

당해 책임급 승진자

신규직원 듀얼멘토링

신규직원 및 멘토

여성직원 단체연수

여성직원

인재’
,‘창의와 협력을 중시하는 인재’등의 네 가지 핵심 인재 상

(2) 교육훈련 제도

을 정립하고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작해 3년 단위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리중급과정은 선임급 7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한 중급 관리자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교육훈련은 매년 교육주관부서의 해당연도

대한 기본자질 향상교육으로, 선임급 7년차 이상은 관리중급과정

기타교육

10. 인재 육성

다는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또한‘하늘

과 조직의 상호소통을 통해 실현하는 자기개발계획(IDP : Individual
Development Plan)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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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시도해 왔다. 입사부터 퇴직까지 개인의 자기개발을 개인

11. 실시간 연구개발
수행성과 분석 시스템

입사부터 퇴직까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로드맵을 구축
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교육훈련 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교육콘텐
츠를 개발하고 개인과 조직의 역량과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
이다.

우리나라의 기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매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연

년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 역시 급격히 증가해 왔다. 실

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 정비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

제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 과학기술분야 총 연구개발비

로써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수행/평가/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는 연평균 12.9% 증가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사업예산 역시

순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1.9%가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연

우리 연구원은 기존 연차평가 위주의 사업관리에서 탈피하고, 월/

구개발을 포함한 각종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분기별 실시간 연구개발 사업 수행성과 분석 및 관리를 통한 투명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성 확보, 사업결과 예측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는 표준화된 사업관리 도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

한편, 정부는 2005년 12월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규모(비용)가 크고, 사업일정의 준수가 중요한 항공우주분야 대형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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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구분

2003년 결산

2004년 결산

2005년 결산

2006년 결산

2007년 결산

2008년 결산

2009년 예산

기본사업

12,205

13,527

13,933

14,538

14,787

15,001

15,218

일반사업

1,900

2,200

2,400

2,900

4,000

6,000

37,368

사설사업

4,452

6,737

7,104

8,290

8,004

11,294

10,374

계

18,557

22,464

23,437

25,728

26,791

32,295

62,960

<출처 : KARI 홈페이지 주요사업현황>

11. 실시간 연구개발 수행성과 분석 시스템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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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새로운 선진 프

기관 표창패’
를 수상하였다. 이는 기관 경영측면에서 최초로 최우

연구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연구원, 기타 연구기관 및 기업

핵심기술자료와 수행성과들의 축적은 물론, 전략적 활용이 활발하

로젝트 관리기법 도입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대외적으로 연구원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등에서 Krystal System Center를 방문하였고, Krystal System의 구축

게 이루어 질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인식하였다.

계기가 되었다. 또한, 출연(연)의 기본 기능인 연구 및 개발의 특성

사례와 운영 현황을 견학한 바 있다.

차원에서 과학기술 연구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

이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은 오

을 고려하여, 핵심 기술 성과중심의 정량화된 수행성과를 분석 및

2010년 이후 Krystal System은 국가 연구개발의 전략적 접근이 가능

요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으로

래전부터 사업관리의 한 기법으로서 EVMS(Earned Value Management

관리하기 위하여 비용(AC; Actual Cost)과 일정(EV; Earned Value),

하도록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국가

활용되어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성공적인 목표달성

System ; 성과가치관리시스템) 기법을 채택 및 적용하여 왔으며, 이

기술성능(TP; Technology Performance), 연구성과물(OP; OutPut)의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사업관리

을 유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를 통해 철저한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수행성과 분석이 이루어져 왔

네 가지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중소형

정보시스템(PMIS ; Progra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으로 확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실시간 연구개발 수행성과 분석 시스템

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의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연구사업용 Krystal-R(Research ver.)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곧바로

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Krystal System을 중심으로 한

(Krystal System)’
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산·학·연·관의 상호

Administration)나 일 본 의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연구원의 핵심 기술로서 선정된 기관 성과목표의 수행성과 분석

통합사업관리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력과 경쟁력 증진 및 사업의 위험성을 감소시켰으며, 사업수행과

같은 연구기관들 역시 2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체계개발사업에 성과

및 관리에 착수하였다.

기획, 수행과정, 평가, 성과활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확보되는

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성과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영국, 호주 등을 비롯한 선진국들

2008년에는 중소형 연구사업 종합정보제공 모듈(Krystal-Briefing)을

역시 국가표준으로 성과관리체계(EVMS)를 채택, 운영하고 있었다. 특

새롭게 개발하였으며, 경영진 및 주요 간부, 사업책임자를 대상으

히, 유럽 연합의 경우, 2009년 11월 스위스에서 제1차 Eva Euroupe 컨

로 과거 및 현재 사업정보, 미래의 예측 정보 등을 제공하기 시작

퍼런스를 개최함으로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연합

하였다. 한편, Krystal System에 대한 경영진 및 실무 사용자들의 불

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EVMS와 관련된 사업관리 사례와 정보

편사항, 관리적 차원에서의 보완사항 등을 파악하여 사용자의 편

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리성을 개선하였다. 같은 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에 걸쳐 본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6년 평가분석그룹을 신설하고, 국가연구

10층 Krystal System Center에서 매주‘연구개발성과분석회의’
를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임무와 기능에 부

최한 바 있으며, 경영진 및 주요간부를 대상으로 사업책임자들의

284

합하는‘효율적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을 목표

종합적인 사업진행 상황 보고, 문제점 토의 및 해결에 큰 역할을

285

로 출연연 최초로‘실시간 연구개발 수행성과 분석 시스템(Krystal

하였다. 이로써 기관차원의 연구원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System)’
의 총 3단계 개발에 착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에 대한 실시간 수행성과 분석(Krystal-R)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수행성과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평가분석그룹이

Krystal System의 2단계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우리 연구원은

평가분석실로 승격되었다. 사업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형 국가연

공공기술연구회로부터‘2007년도 연구성과부문 최우수 기관’
으로

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성과 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

평가받았다.

도록 EVMS 기법을 근간으로 개발되었던 상용프로그램을 기반으

2009년에는 평가분석실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

로, Krystal-Enterprise 모듈을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Krystal System

능을 추가적인 직무로 부여한 평가조정실로 확대 개편되면서, 국

에 대한 시범적인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갔다.

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관(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

또한, 2006년 말부터 약 50명 규모의 경영진, 사업책임자 및 관리

하여 통합적인 사업관리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주요사업의 위

자, 실무 담당자 들이 종합적인 분석 및 토의를 할 수 있는 연구

험요소 식별 및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가능하도록 수정 및

개발종합상황실(Krystal System Center)을 연구원 본관 10층에 구축,

보완하는 등 Krystal System의 지속적인 활용 및 정착화에 노력하

2007년초 개소하였다.

는 한 해가 되었다. 특히, 정성적인 비계량 목표로서 수행성과의

2007년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 회계규정에 따라 비용과 일정의 평

측정이 어려웠던 행정부서를 포함한 연구원 전부서의 직무성과(부

가지표를 중심으로 수행성과를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대형 개

서목표)에 대한 일정 중심의 관리적 모듈로서 기관 운영용 Krystal-

발사업용 Krystal-D(Development ver.)를 새롭게 수정 및 보완하였

A(Administrationver.)를 개발하였다. 기관 차원에서 연구개발 지원

고, 종합적인 사업관리정보 제공용 Krystal-Enterprise의 개발을 완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향상시킬 목적으로

료, 정상적인 운영에 돌입하였다. 이로써 2007년 Krystal System의

최초 적용을 착수하였다. 이로써 Krystal System의 3단계 구축을 최

1단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2007년 6월 우리 연구원은

종적으로 완료하였다. 지난 4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감

공공기술연구회로부터‘2006년도 기관평가 경영부문 최우수성과

사원, 한국연구재단, 기초기술연구회(구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

Krystal System의 구성

11. 실시간 연구개발 수행성과 분석 시스템

Krystal System Center(연구개발종합상황실)
[본관 10층, 구축기간 : 2006.12월~2007.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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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

Krystal System Center 구축 및 대내·외 포상실적

Krystal System 격려장/기관 표창패 수상
[기관장(좌)/공공기술연구회(우), 2007.5.7/6.21]

Krystal System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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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리후생

복지제도 현황
구분

주요내용

학자금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
(임직원 1인당 연간 1,000만 원 범위 내)

오늘날 직장 내 복리후생제도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및 생산성

건강진단

보건관리실 운영, 전 직원 및 배우자 건강진단(연 1회 실시)

과 직결되며, 또한 우수인재 확보/유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

출산장려
복지제도

연구단지내 공동보육시설 운영, 연구원내 모성보호실 운영,
산전산후 휴가ㆍ육아휴직 및 출산격려금 제도

용되고 있다.

기숙사

입주대상 : 대전지역 이외 거주 직원 및 유치과학자 등
보유호실 : 39실(1인 1실 24실, 2인 1실 9실, 온돌방 3실,
전문가용 3실) ※ 나로우주센터 : 78실

체육활동

체육시설 운영(체력단련실,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산행 및
체육대회 개최

개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직원들의 삶의 질과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 출산장려 복지제도, 기숙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활동과 동호회를 장려하고 있다.
현대 조직사회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가족 친화적 경

동호회

여 주말 여행프로그램, 행복한 아빠 되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타

선택적복리후생제도, 가족참여 주말여행프로그램, 직원생일 축하
선물 제도,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행, 하계휴양지 및 문화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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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가족참

친화적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화목한 가정과 즐겁게 일할 수

총 16개 운영
※ 테니스회(118명), 탁구회(105명), 신우회(65명), 축구회(112명),
산악회(50명), 골프회(124명), 볼링회(29명), 모형항공기회(20명),
연구발전협의회(85명), 카톨릭교우회(48명), 검우회(28명),
농구동호회(33명), 족구동호회(30명), 사진동호회(18명),
KARI 앙상블(7명), KARI 사랑나눔(15명)

구분

주요내용

휴게파고라

위성운영동,
아음속풍동시험동,
연구1동,
항공시험동,
위성시험동,
발사체조립동,
유도제어시험동 등 총 7개소
옥상 휴게 파고라 설치 및 운영

체의 발전과 공동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 조직적/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3부 항공우주 Think Tank

복지시설 현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는 직장 내 민주주의와 노동가치를 지키는
버팀목이자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화해서 외부로 전달하는 창
구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앞으로
도 노동조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미래와 공동의 비전을 만들
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바베큐장

임직원 가족들을 위하여 휴일 등 상시 사용 가능한
바베큐장 설치 및 운영

공용차량
주차장

원내 사용 공용차량에 대한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용차량 설치 및 운영

1사 1촌 농번기 일손돕기

구 분

성 명

임 기

원내 휴게시설

본관 강당 앞 휴게 시설 설치 및 운영
본관 3층 하늘정원 설치 및 운영

일시 : 2009.10.24(토) 09:30 ~21:00

1, 2대

한상호

1994. 8 ~ 1998. 8

녹색공원

본관 후면 광장을 이용한 녹색 공원 조성 및 운영

장소 : 합전 동백꽃마을

3, 4대

이우필

1998. 9 ~ 2002. 8

산책로

총4개 코스의 원내 산책로 개설
산책로 정비 및 휴게 공간 마련

참여인원 : 32명

5대

김준규

2003. 6 ~ 2005. 5

6, 7대

김길병

2006. 2 ~ 2010. 2

8대

김준규

2010. 3 ~ 현재

역대 지부장

주요내용 : 고구마 캐기, 야생화 분경, 벼 털기 등

(2) 주요 추진실적
가족참여 주말 여행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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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동백꽃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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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4.11(토) 10:00 ~ 20:30
장소 : 합전 동백꽃마을(충남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12번지 소재)
참여인원 : 40명
주요내용 : 동백꽃수선화축제 관람, 농촌이색체험 등

(3) 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
원지부는 1994년 8월 30일 설립됐으며, 1996년 2월 2일 민주노총
에 가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0년 현재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
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는 조합원과 함
께하는 열린 노동조합이라는 기치 아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일터
의 건설, 정당한 비판과 성실한 협력, 사회진보와 참과학실현을 위
한 연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일시 : 2009.7.4(토) 12:30 ~ 23:00

노동조합은 내적으로는 조합원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부당한

장소 : 충남 태안군 남면 별주부마을 청포대 해수욕장

대우와 억울한 처지를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조합원들

참여인원 : 34명

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는 지를 감시하고, 조직 내에서 발

주요내용 : 갯벌ㆍ고기잡이 체험 등

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과 갈등을 공정하게 조율하며, 연구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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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바다체험

04

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는 KARI

靑年 항우연, 이제 새로운 飛上을 꿈꾼다.
미래 百年을 내다보며
국가의 보존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1. 항공우주 연구개발 동향

하늘과 우주를 향해 끝없는 도전을 펼쳐 나갈 것이다.

2. 항공우주강국을 향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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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우주 연구개발 동향

(1) 세계의 항공우주 연구개발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비행을 선보인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급격한 발전을 이룬 항
공기는 현재 세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있으며, 1957년 구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
호를 발사한 이후 우주기술은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양극화 체제에서 군사 경쟁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했던 우주개발은 1991
년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잠시 정체기를 맞았으나 2000년대 이후 우주개발이 상업분야로 크
게 확대되면서 최근 제2의 활황기를 맞고 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인터넷이 지금은 우리 생활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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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부분이 된 것처럼 냉전 해소 이후의 우주개발 역시 미·소 군사 경쟁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인공위성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통신, 방송 등의 상업적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주개발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 인공위성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
지는 축구경기를 시청하고, 먼 거리의 태풍을 관찰하여 태풍의 진로를 수 분 간격으로 예측하며, 우주 기술
을 활용하여 만든 가볍고 강한 소재의 자전거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어디든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다.
또한 인공위성의 시각동기화 서비스는 지상의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휴대폰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만들어주며, 금융 거래를 원활히 해준다. 주문한 상품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내가 이용할 버스
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우주기술 덕분이다. 우주기술에서 파생된 기술과 서비스는 이미 우
리 생활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항공 분야에서도 상업적인 항공 시장의 성장으로 더욱 성능이 좋고 효율적인 항공기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항공기의 성능 개선 노력과 함께 항공기의 무인화 및 자동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군용
및 민간용으로 다양한 무인기가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항공기를 대체하기 위한 무인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인기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기상 및 환경 관측, 서해안 어선 안전 확보 및 밀

의 앞마당이나 옥상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개인 자가용 항공기(PAV : Personal Air Vehicle)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공교통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항공교통관리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하늘 길을 안전하고 효율
적으로 사용하는 운항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상품화를 통한

1. 항공우주 연구개발 동향

입국 감시, 산불 및 교통 감시 등 국민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서 각 가정

하고 있다. 1990년대 구소련과 미국의 우주프로그램의 붕괴, 그리고 유럽 국가 및 일본의 예산 압력 등으로
세계 정부의 총 우주개발 예산이 300~350억 불 수준을 유지하며 정체기에 머물렀지만 2001년 이후 우주프
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7.4%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2년 400억불, 2006년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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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주분야에서 세계 주요국은 중장기적인 국가우주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주도로 우주개발을 추진

불, 2009년 680억 불에 도달하여 우주개발 분야 세계정부 예산은 최대에 도달했다.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도 우주분야 투자액을 늘림으로써 우주분야가 투자 이점이 높은 분야임을 확인시켰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국방 우주 분야의 투자증대, 우주분야의 지도력을 재
구축하려는 러시아의 우주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3국의 우주경쟁, 개발도상국의
우주개발 진입 등에 따라 세계 각국의 우주분야 투자는 21세기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우주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2009년 우주개발에 참여한 국가는 53개국으로 1957년 구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며 우주개발에 입
민간 서비스 산업으로 크게 성장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항공우주분야의 연구개발 및 산업동

문한 이후 우주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 전략산업으로서 최대 성황을 누리고 있다. 1980년 약 20개국이 자

향을 크게 네 가지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의 우주프로그램을 보유하거나 국제협력으로 우주개발을 수행하였으나, 1994년 약 40개국으로 증가했고,

첫째, 경제적 성과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등장했다. 과거 우주탐사와 항공기 개발이 국력경쟁의 일환

2001년까지 더 이상의 추가 증가가 없다가 2002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우주분야 진입이 늘어나며 2009년 53

으로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 여부를 중요시해 자본이 투자된 반면, 근래에는 막대한 비

개국으로 증가했다.

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전환되고 있다. 우주 분야의 상업적 활용이 중요시됨에 따라 시

지난 1999~2008년간 전 세계에서 발사된 총 위성은 804기로 연평균 약 80기 정도의 위성이 발사되고 있

스템 운용체계의 경제성은 신뢰성 확보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다. 이중 정부 위성은 497기(61%)이며 민간 상용 위성은 307기(39%)가 발사되어 세계적으로 위성개발은 절

항공 분야에서도 운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장 경쟁 심화와 유가 상승 등

반 이상이 정부 수요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10년 동안 위성제작과 발사 서비스를 위해 투자된 돈은

의 영향에 따라 항공기의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180억불에 이른다.

둘째, 항공우주분야의 연구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국제협력이 강화되었다. 우주 분야는 냉전시기에도

인공위성제작, 발사서비스, 지상장비 및 인공위성서비스 등의 우주 산업 매출 규모는 2009년 1,609억불로

미소 양국이 우주개발 성과를 경쟁하는 한편 우주공간에서의 공동 연구 등 평화적 목적의 국제 협력

2008년 대비 11%가 증가했다. 2007년에는 15%, 2008년에는 19% 증가한 것에 비하면 성장률이 둔화되기

이 병행되어왔다. 첨단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항공우주산업의 특성에 따라 냉전 해소 이

는 했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의 와중에도 세계 우주시장의 증가 경향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후 이러한 국제협력은 더욱 활성화 되어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은 성과물을 창출했다. 특히 우주개발에

2004년 이후 5년 만에 세계 우주시장은 2배로 팽창했으며, 그 중에서도 위성서비스 분야 매출이 전체 대비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과 기술, 인력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우주 선진국과 새로이 우주개발에 진출

58%로 가장 높다. 이러한 수치는 위성제작 및 발사서비스 시장의 약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우주개발 자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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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후발국 간의 논의를 통해 달탐사 및 행성탐사 등에서도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달탐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제 달탐사 네트워크(ILN : International Lunar
Network)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과 러시아 등도 화성 탐사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
다.
항공 분야에서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민항기뿐만 아니라

1,800
1,600

군용 항공기의 경우에도 국제 협력을 통한 개발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환경보전과 항공 인프라 구축

1,400

등도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1,200

셋째, 상업화 및 산업화 요구가 증대되었다.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던 항공우주 분야의 개발

1,000

성과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상업적 목적의 우주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우
주개발 활동의 산물인 신기술을 타 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항공우주 인프라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가

800
600

업적 목적으로 참여해 인공위성이나 인공위성 발사체 등을 개발하고 있다.

400

네 번째 흐름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다. 우주 분야의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

200

개발을 통한 환경보전 및 보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공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증대

0

및 소음 감소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영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 활동이 꾸
준히 이어지고 있다.

세계 우주 시장 추이(자료 : Futron, 2010)

1. 항공우주 연구개발 동향

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던 우주개발에 민간기업체들이 상

통신해양기상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위성 보유국, 세계 7번째 독자 기

이처럼 우주 분야의 연구개발 및 활용은 냉전 해소 이후 숨고르기를 거쳐 다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상위성 보유국, 그리고 세계 10번째 통신위성 자체 개발국이 되었다.

있으며, 우주 분야의 상업적 활용 확대로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말 발사 예정인 아리랑위성 5호는 영상레이더를 탑재해 전천후 지구관측이 가능한 위성으로 2005년
6월 사업에 착수해 2009년 위성본체, 탑재체의 총 조립을 수행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아리랑위성 3호와

한편 2008년 약 1,744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한 항공산업 분야는 민간수요가 군수 부문의 3배 이상을 기

3A호, 과학기술위성 3호의 개발이 완료되면 향후 원격 탐사와 관측 등 국내외 고부가가치 창출이 강화될 것

록하는 등 항공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제성장과 국제적인 평화기조에 힘입어 이러한 경향

으로 전망된다.

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발사체 분야에서는 과학로켓 개발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소형위성

우주 분야보다 먼저 산업화가 이루어진 항공 분야는 치열한 시장경쟁 하에서 효율성 향상과 비용절감

발사체(KSLV-I)를 개발했다. 국민 공모에 의해 나로호로 이름 지어진 소형위성발사체는 2009년 8월 25일 1

그리고 환경보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항공 분야에서는 비용절감 및 여객

차 시험발사 후 1단과 2단이 정상 분리되었으나 페어링 한쪽이 분리되지 않아 위성이 목표 고도에 도달하지

수요 증가에 맞추어 항공기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주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비용의

못했다. 이후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가 이루어졌으나 이륙 137초 만에 공중 폭발하면서 우주 궤도 진입에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시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 간의 공동개발 및 생산이 이루어지

실패했다.

고 있다.

그러나 나로호 발사를 통해 설계, 조립, 시험에 이르는 발사체 개발의 전 과정을 경험했고, 자력발사체 개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군수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국가 간의 협력을 통

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나로호 발사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해 기술개발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항공기의 발주물량 확보로 위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항공

100%가 나로호 발사를 인지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인 우주개발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했

분야 후발국의 경우 기술을 획득하고 산업 생산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항공우주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다. 또한 2009년 6월 16일에는 나로우주센터의 완공으로 세계 13번째로 우주센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나로

기회가 되고 있다.

호 1, 2차 발사를 통해 발사대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보잉(Boeing)사와 에어버스(Airbus)사가 양분하고 있는 대형 민항기 시장과 달리 중형 항공기 시장의 경

한·미간 우주협력 강화, 국제달탐사네트워크(ILN : International Lunar Network) 참여 검토 등 국제협력도 다

우 기존의 유럽과 브라질, 캐나다 이외에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이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경

변화, 활성화 되고 있다. 특히 2009년 대전국제우주대회(IAC) 개최로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역할

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 공업국 및 미개발 국가들의 산업 발전과 더불어 항공수요가 증

이 증대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달탐사네트워크에 참여를 요청받은 나라는 8개국으로서 그 중에 우리나

가함에 따라 중형 항공기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라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활발한 우주활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환경보전 문제는 항공기의 경제성 확보와 더불어 주요한 연구개

의미한다.

4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는 KARI

다 우주개발로부터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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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타 산업분야와 달리 항공분야의 경우 구매비용 보다 운용 및 유지가 중요하
게 작용하기 때문에 항공기의 운용비를 줄이기 위한 고효율 추진기관과 경량소재 및 설계 등에 대한

한국의 항공산업은 KF-16의 도입 이후 T-50개발을 통해 자체 초음속기 개발능력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품산업 육성, 기체설계 및 생산능력 등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KT-1, T-50 등의 훈련기 개발, 부품생

또한 상층부 대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질소산화물(NOx)과 탄화수소(HC)의 배출 감소 연구, 공항 주

산 증가 등 일부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무기체계 확보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으

변의 소음공해 저감을 위한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공기 자체의 성능 향상과 더불어

로 인해 기초원천 기술 등의 산업기반이 취약한 형편이며 군수에 치중한 연구개발로 항공 산업 분야의 자생

GPS 및 지상 관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 감소 및 항공교통 안전의 향상을 도모하

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군수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탈피해 국내 항공 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며,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과 미래 항공우주 기술 선도를 위한 선행연구의 두
가지 방향이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B787 등의 일부 부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더욱 발전해 향후 대형 민항기의 비용절감 및 위험분산을

(2)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연구개발

위한 국제 공동개발에 파트너로 참여해 민간 산업체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형 항공기의 국제 공동개발 등을 통해 세계 항공산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민항기 시
장에 진입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또한 핵심 부품 및 정비서비스(MRO)의 수출 활성화를 통해 항공

수했다. 위성체 분야는 과학기술위성,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위성),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 위성) 등

산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항공기의 자체 개발 및 국제 공동개발 참여로 완제기 시장 진출과 기술 확보

임무에 따라 다양한 위성 개발 경험을 쌓아오고 있다. 1992년 우리별 위성 1호를 발사한 이후 8기의 위

등을 꾀하고 있다.

성을 발사했으며, 현재 4기의 위성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국방 예산과 군용 항공기 및 민간 운항수요 등의 시장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

2009년 발사 3주년을 맞이한 아리랑위성 2호는 1m급 해상도를 갖춘 800kg급 지구 저궤도용 정밀 실용

기반을 육성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항공산업계가 안정적인 재

위성으로 아리랑위성 2호가 촬영한 영상들은 해양오염, 자원탐사, 농업재해 모니터링, 해양적조 감지,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개발 및 항공우주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안정적 투자 방안을

정밀지도제장 들 다양한 분야에 황용되고 있다.

강구하고 있다. 세계 항공우주 시장 진출과 관련한 완제기급 상호항공안전협정(BASA)체결과 항공기 관련 시

2010년 6월 27일 발사된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 위성)은 국내에서 개발된 최초의 정지궤도위성으로

험 인프라 구축 등 항공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 역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1. 항공우주 연구개발 동향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우리별 위성’
과‘과학로켓’개발을 시작으로 우주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

은 이라크의 주요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초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장착한 첩보위성을 운용했으며 터키와 쿠르

루어졌으며, 향후에도 탐색 개발 단계에서부터 민수로 전환 가능한 핵심부품을 선정해 개발 경제성을

드족의 분쟁 시 미국이 초고해상도의 위성자료를 터키에 제공함으로써 쿠르드족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터키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나 외부로부터 도입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가 압승한 사실은 현대전에 있어서 정밀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 국가 방위는 영공을

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무인기 및 소형 항공기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넘어 우주로 그 영역이 넓어졌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정부의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예산의 지속적인 증

특히 무인기의 경우 세계 무인기 시장 선점을 위해 지능형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가 무인기 센

액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기술의 발전은 더욱 고도화 될 전망이며, 주요 우주개발

터 설립을 통한 무인기 안전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수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기술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있다.

항공우주 서비스의 대중화가 확산되면서 민간 분야에서의 산업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 산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소재 및 구조설계기술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각종 우주기술이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주기술은 무중력,

으며, 이와 함께 무인기 및 소형항공기 개발을 통해 항공기 제어 등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극저온 환경에서 적용되는 극한기술로서 의료, 자동차, 통신, 의류 산업 등 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크며, 대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 산업분야인 친환경 항공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나사(NASA), 영국의 롤스로

표적인 융복합기술로서 타 기술과 접목해 신기술 개발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스(Rolls-royce)사 등과 함께 저소음 로터블레이드와 고효율 엔진의 개발을 진행하는 등 국제 공동으

향후에도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우주기술개발을 위하여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

로 고유가 및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를 중심으

중할 것이다. 우주기술 개발이 시작된 1950년대 불과 2~3개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우주개발이 이제는 53개

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필요시 항공산업계의 응용 개발과도 연계해 그 파급효과

국이 참여해 국방 및 민수분야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류는 달을 넘어 화성까

를 증대시키고 한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지 인간이 살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은 항공우주 후발국의 지위를 벗어나 항공우주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

항공 분야의 대중화는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으며, 항공 교통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변화가 도모

며, 극초음속 추진기관과 복합소재, 항공기 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을 획득하기

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체증의 해결과 편익을 위해 전자통신기술, 자동차기술, 교통기술 및 항공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능형 무인기 분야에서는 세계수준에 근접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기술이 접목된 에어택시(airtaxi), 개인용 미래 항공기(PAV) 등 새로운 수요가 등장함으로써 이 분야의 성장 가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떠오를 개인용 항공기 및 친환경 항공기 개발에 노력을

능성이 예상된다. 또한 복합소재 기술을 결합한 항공기의 경량화와 대체 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약

기울이고 있다.

형 항공기 등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의 융복합화 추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우주 분
야의 대중화가 이루어질수록 더 높은 신뢰성과 경제성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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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및 민간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해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 사업 등에서 민군겸용부품의 개발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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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3) 항공우주 분야의 미래와 전망

세계 각국은 미래 항공우주개발의 추세와 각국의 실정에 따라 우주개발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새로운 국가우주개발 정책을 발표하고, 우주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강력한 유무인
우주과학과 우주탐사 프로그램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신기술의 개발과 산업 증진을 위해

화가 전망된다. 우주기술은 미래사회에서 공공안전확보, 기후변화 대응, 국토관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우주정거장을 왕복하는 발사체 개발을 민간 기업으로 이전했다. 또한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그에 걸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할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의 구축을 위해 지구 관측위성, 항법

맞는 우주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화성탐사 등 우주탐사 부분의 세계 선두 위치 점유

위성, 통신위성 등을 이용한 고급 정보의 생성, 통신 및 고객서비스가 날로 확장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를 노리고 있으며, 우주군 신설도 발표했다. 홍수 피해가 심하고, 미개척지가 많은 인도는 위성을 활용한 재

에서도 위성영상 및 GPS 위치정보 등 우주활용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난방지, 원격 치료, 원격 교육 등의 우주기반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주분야의 매출 증대와 세계 국가의 투자 증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세계 주요 항공우

우리나라는 1992년 우리별 발사 이후 약 20여 년 동안 우주개발을 추진하여 소형위성 수출, 고해상도 첨단

주 선진국은 항공우주 분야를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해 새로운 항공우주개발 경쟁시대에 돌입하는 한

지구관측 위성 보유, 발사체 기반 기술 확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

편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 우주 활동의 통계를 매년 내고 있는 유로컨설

로 항공우주기술의 자립과 산업 파급 및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Euroconsult)사는 2012년까지 매년 10%의 증가율로 세계 정부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6년까지의 우주개발 방향을 제시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07)의 세부실천계획

며, 2009년에서 2018년까지 향후 10년간 발사될 인공위성의 수는 총 1,185개로 예상하여 1999~2008년

을 마련 중에 있다. 2007년 이후 변한 국내외 환경을 반영하고 우주개발의 질적 도약을 위한 세부계획 제

동안 발사된 위성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국민 편익 증진과 상업 서비스를 위한

시를 목표로 2009년 7월 14일 우주개발진흥세부실천계획(안) 수립 작업에 착수했으며, 2010년 하반기 국가우

우주분야의 활용도가 높아 졌기 때문이다.

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항공분야에서도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히 국가 안보에서 우주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

항공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 대포동을 발사하자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정찰위성 구축을 시작해, 북한의 핵실험 등 한반도 감시
를 위해 2007년 4기의 정찰위성 감시 시스템을 완성했다. 또한 중국은 2007년 1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을 발사해 자국의 기상위성을 격추하는 실험을 했고, 미국은 2008년 2월 20일 북태평양 해상의 미 해
군 순양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자국의 고장 난 정찰 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1. 항공우주 연구개발 동향

미래사회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기술의 융복합 가속화 등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커다란 변

리안 위성 개발에 이은 후속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10년 이내에 1.5톤급의
실용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발사체를 독자 개발해, 우리의 실용위성을 우리의 발사체로 발사하는 것
은 물론 이후 세계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 및 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 기술이전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중용도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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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우주강국을 향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과 비전

술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못한 나라간의 격차가 심하고, 선진국의 항공우주 기술혁신을 위한 막대한 투자로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주개발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우리가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으로 자원을 투자하고 기술자립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산업화가 진행된 항공기 부문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술 시현기 개발을 중심으
로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차세대 항공기의 핵심기술 연
구를 통해 항공 기술 자립화를 이루어나갈 것이다.
우주기술은 수많은 관련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차세대 선도기술이다. 국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은 항공우주 산업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우리나라의 산
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을 개발해 산업체에 이전하고 항공우주 산업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10월 설립 이후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며 20년의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1990년대에는 설립 당시 우리나라 경제규모

현재 실용위성 산업화의 시범사업으로 아리랑위성 3A호의 본체를 민간기업이 주관해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나 발전 단계에 비추어 현저히 낙후되어 있던 항공우주 분야의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항공우

있다. 본체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기술진과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진이 공동 설계팀을 구성하여 본체

주 관련 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 및 연구역량을 축적하는 한편, 핵심요소기술의 연구개발을 병행했다.

개발 기술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이전의 시행착오를 보완해 앞으로 표준화된 실

이후 1996년 11월 15일 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항공우주분야의 전문연구기

용위성 개발을 민간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으로서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연구개발로 항공우주기술의 지속적인

현대의 기술혁신은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주기술은 체계종합기술로 기계, 소재 등

발전을 이루고 있다. 양적인 면에서도 1991년 이후 연구원의 인력은 6배 증가했고, 연구원의 예산도 23

타 산업의 기술이 우주 분야에 스핀인(spin-in)되어 우주기기 제작 및 활용 분야에 적용되고, 우주 분야 활용

배 증가했다.

을 통해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전된 우주기술은 타 분야로 다시 스핀오프(spin-off)되어 다양한 분

300
301

야에 기술 파급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기술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
< 항우연 예산 및 인력 변화 〉

라의 발달된 IT, NT, 소재 등의 기술을 우주 분야에 활용해 우리만의 강점을 살린 우주상품을 개발하도록 노
력하는 한편, 타 분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전 과학기술계

4,000

800

3,500

700

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000

600

또한 학계와 연계하여 대학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소, 기업, 대학이 힘을 모아 교육과 연구, 현장 실습

2,500

500

을 동시에 수행해 우주 분야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도 힘을 쓸 것

2,000

400

이다.

1,500

300

앞으로도 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인 항

1,000

200

공우주 기술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가 항공우주강국으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500

100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0여년 간 국가사업 위주의 기술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
으로 항공우주기술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핵심기술 자립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인공위성 시스템설계 기술 등은 상당 부분 자립을 이루었으나 위성 탑재체 기술과 발사체 액
체 엔진 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 분야에서 저궤도위성 본체 기술의
자립을 이루고 아리랑위성 3호와 5호의 개발을 통해 위성 탑재체의 체계종합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천

2. 항공우주강국을 향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과 비전

0

와 연계해 지구 생성의 기원, 불치병 치료 기기 제작, 태풍 경로 예측 등 전 인류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일에

05

부

자료로 보는 20년
연표
역대 원장
주요 연구개발 시설 현황
예산
연도별 인원 추이
연구계약실적 추이
지식재산권 현황
국내외 MOU 현황
논문실적
수상현황

연표
5부 자료로 보는 20년

한국기계연구소 부설‘항공우주연구소’설립 1989. 10. 10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7조 (1987.12.4 제정)
한국항공우주연구소 건설 기공 1990. 12. 26
산업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성능품질검사 전문기관 지정 1992. 7. 28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준공 1992. 10. 20
Experimental급 경비행기 까치호 개발 1993. 4. 2
과학로켓(KSR-Ⅰ) 1호 발사 1993. 6. 4
과학로켓(KSR-Ⅰ) 2호 발사 1993. 9. 1
EXPO 지상관측용 무인비행선 개발 1993. 9. 16
우주시험동 건설 기공 1994. 2. 5
항공기 시험동 준공 1995. 12. 21
재단법인‘한국항공우주연구소’
로 독립법인화 1996. 11. 15

2002. 11. 28 액체추진과학로켓(KSR-Ⅲ) 발사
2002. 12. 16 스마트무인기기술개발사업단 발족
2003. 5. 9 항공기 체계종합/성능시험센터 기공
2003. 6. 22 제1회 전국 모형로켓경진대회
2003. 8. 4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및 ISO 9001 인증획득
2003. 8. 22 우주시험동 증축 및 음향챔버 준공
2003. 11. 6 무인비행선 개발
2004. 1. 13 터보펌프시험동 개관
2004. 10. 2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으로 설립근거 변경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5. 1. 15 남극 소형관제소 설치
2005. 10. 5 아리랑위성 2호 인명칩 탑재

아리랑위성 지상국, 아음속 풍동, 부설시설 건설 기공 1996. 11. 22

2006. 4. 21 한국우주인 선발 출정

쌍발 복합재료 항공기 개발 1997. 3. 29

2006. 7. 28 아리랑위성 2호 발사

건설교통부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형식증명전문검사기관’지정 1997. 4. 26
아리랑위성 국산화 부품 출품식 개최 1997. 11. 28
우주시험동 및 아리랑위성 비행모델 조립/시험 가동 1998. 5. 18
2단형 과학로켓(KSR-Ⅱ) 발사 1998. 6. 11
‘한국항공우주연구소’설립근거 변경 1999. 1. 19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아음속풍동, 엔진시험동 준공 1999. 4. 16
아리랑위성 1호 발사 1999. 12. 2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으로 명칭 변경 2001. 1. 1
나로우주센터 부지 선정 2001. 1. 31
선미익 항공기 개발 2001. 9. 21
공공원격탐사센터 개소 200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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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31 국내 민수분야 항공기 반디호 첫 수출
2006. 11. 29 대형열진공챔버 준공
2006. 12. 25 한국 최초 우주인 후보 2명 선발
2007. 3. 14 항공우주연구원 국내 최초 항공기 인증교육 개최
2007. 8. 1 항공낙하시험동 기공
2008. 4. 8~19 한국 최초 우주인 우주임무 완수
2008. 5. 15 위성시험확장동 준공
2008. 8. 19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 발족
2009. 6. 11 나로우주센터 준공
2009. 8. 25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나로호(KSLV-Ⅰ)’
발사
2009. 10. 12 대전 국제우주대회(IAC) 2009 개최
2010. 6. 10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나로호(KSLV-Ⅰ)’
2차 발사
2010. 6. 27 천리안위성(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

연표

역대 원장
5부 자료로 보는 20년

01

02~03 04

05

06

07

1989.11~1990.11

1991.01~1996.02

1996.02~1999.11

1999.12~2002.11

2002.12~2005.11

2005.12~2008.11

초대원장 황보한

2,3대원장 홍재학

4대원장 장근호

5대원장 최동환

6대원장 채연석

7대원장 백홍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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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원장

주요 연구개발 시설 현황

예산
5부 자료로 보는 20년

연구원은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정부주도로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의 출연금과 연구비 지원에 의해 대부분 재원이 조달되는 정부출연연
구기관이다. 따라서 연구원의 수입예산으로는 정부의 출연금과 정부, 기업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지원받는 연구개발사업
수입 및 연구사업외 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으로 구성된다.

대덕 본원
317,942.4m2
(96,177.1평)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신성동

예산추이
'

'

'90

6,743

'91

10,053

'92

11,599

'93

고흥 항공센터
2

기상 관측소
4,900.0m2

'95

(1,482.2평)

'96

전남 고흥군

전남 고흥군

'97

고흥읍 고소리

포두면 차동리

'98

[간척지]

218-3번지 외 1필지

308
309

15,645

'94

(28,252평)

93,396.0m

예산추이

20,548
41,883
60,982
79,479
87,650

'99

66,376

'00

76,035

'01

89,250

'02

111,341

'03

159,071

'04

185,604

'05

208,515

'06

304,067

'07

제주 추적소

3,267,504.0m2

115,604.0m2

'08

(988,420.0평)

(34,970.0평)

'09

전남 고흥군

제주 남제주군

'10

봉래면 예내리

표선면 하천리

1번지 외 497필지

2046-2번지 외 6필지

338,380
365,968
346,545
365,500
0

40,000

80,000

120,000

160,000

200,000

240,000

280,000

320,000

360,000

400,000
단위

정부출연금

백만원

자체수입

주요 연구개발 시설 현황 / 예산

나로 우주센터

연도별 인원 추이

연구계약실적 추이
5부 자료로 보는 20년

임원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단위 : 명
400,000

1989

1/14/4/6/5

총 30

1990

1/36/13/12/10

총 72

1991

1/65/17/15/13

총 111

300,000

1992

1/70/18/15/13

총 117

250,000

1993

1/82/18/15/13

총 129

1994

1/113/19/18/13

총 164

1995

1/151/22/22/13

총 209

1996

2/174/22/26/14

총 238

1997

2/175/23/26/12

총 238

1998

1/175/22/24/11

총 233

총 연구비 2,545,734

단위 : 백만 원

3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310
311

0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999

1/192/22/26/12

총 253

2000

1/236/25/26/10

총 298

2001

1/257/27/30/10

총 325

2002

1/312/35/37/8

총 393

2003

1/371/38/46/8

총 464

2004

2/410/46/52/8

총 518

2005

2/438/56/56/7

총 559

2006

2/451/55/59/7

총 574

2007

2/490/68/64/50

총 674

2008

1/491/66/64/48

총 670

2009

2/495/63/65/47

총 672

2010

2/499/63/64/51

총 679

120

총 건수 1,405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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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0

40

20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도별 인원 추이 / 연구계약실적 추이

0

지식재산권 현황
5부 자료로 보는 20년

지식재산권 현황 |
1.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특허 출원
국내
국외

1998 이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14

13

33

40

47

54

69/3

76/2

57/4

42/5

117/2

118/5

102/17

782/38

2

4

4

20

17

28

37/1

60

93/2

28/2

55/1

410/8

특허 등록
국내
국외

62/2

2. 상표,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현황

프로그램
상표
디자인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22

16

22

61

69/2

101

111

163

180/3

178/1

167/1

196/4

186/1/2

170/4

1,642
16
2

312
313

1,660

3. 기술이전 계약 현황
1993

계약건수
(단위 : 건)

1

1994

1995

1

1996

1997

1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1

3

5

10

11

9

11

2007

14

2008

2009

총계

16

16

100

446

1,489

계약금액
(단위 : 백만 원)

141
69

142

140
14

73

45

58

97

166
99

지식재산권 현황

국내외 MOU 현황
5부 자료로 보는 20년

국내외 MOU 현황 |
1. 국내기관 MOU 체결 현황
체결일

대상기관

내용

체결일

대상기관

내용

2000-03-15

우송대학교

학연협력협정

2008-08-19

대전광역시

위성정보의 공공분야 활용 및 지원

2000-04-29

한국과학기술원

연구협력협약

2008-08-25

한국항공대학교

연/학 협력협정(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우주대학원 설립)

2000-05-04

세종대학교

학술/연구 교류 협약 및 학연 합동연구 석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협약

2008-08-26

한국천문연구원

공동연구 및 전문인력 교류

2000-06-22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학술/연구 교류 협약

2008-09-16

충청남도

위성정보의 공공분야 활용 및 지원

2001-06-08

육군항공학교

협정(연구/기술개발활동 협력)

2008-09-11

건국대학교

WCU "생체모사 마이크로 로봇 및 군집 운용 시스템 개발" 사업 참여

2001-09-19

대전YMCA

결연

2008-09-16

한국과학기술원

인적, 물적자원 및 정보의 공공연계 활용을 통한 학연협력체계 확립

2001-10-25

청주시

협약(항공체계종합 및 성능시험센터 건립)

2008-09-25

경상대학교

산/학/연 협력협정(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항공우주대학원 설립)

2002-05-10

AP위성산업주식회사

협력협정(위성산업 발전과 위성수요 증대 도모)

2002-08-16

고흥군

협약(항공기 체계종합 및 성능시험센터 건립)

2008-11-27

강원도

위성정보의 공공분야 활용 및 지원

2003-04-22

공군

항공/우주분야 협력에 관한 합의

2009-02-11

국방기술품질원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우수인력 양성 및 상호협력체계 유지

2003-07-16

YTN

업무협정(항공우주기술 대국민홍보 상호 협력)

2009-04-28

공군

고흥 우주항공센터의 활용촉진 및 상호협력

2003-11-01

광주과학기술원

상호협력 협정

2009-05-07

국립과천과학관

대국민 항공우주지식의 학습기회 제공 및 항공우주기술 분야의 과학 문화 확산 기여

2004-03-31

순천대학교

사업계약

2009-07-03

한국항공소년단

항공우주관련 행사 정보 상호교환 및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2004-05-01

대전시

기술거래 업무협약

2009-10-27

전라남도

국토공간정보 분야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기술교류 및 업무협력 증진

2004-06-16

기상청

기술협력 및 연구교류

국립목포대학교

2004-09-13

한남대학교

학술/연구 교류 협약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2005-04-19

충청대학

연/학협동 결연

2005-05-10

AP위성산업주식회사

협력협정

2009-11-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경제부 재정통합관리시스템(CLEAN 시스템) 공동 운영 협정서

2005-07-26

기계연구원

연구협력협정

2009-11-16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주과학관련 리소스 교류 및 청소년 우주과학 교육기회 확대

한국항공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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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선도소프트

2009-12-23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한 항공우주분야 수출 증대

2005-08-22

한서대학교

연/학 협력협정

2009-12-2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양 기관의 상호발전

2005-09-21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연/관 협력협정(위성전파기술 교류)

2010-02-23

㈜대덕넷

대덕특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학대중화 및 산업발전 기여

2005-10-28

해양경찰청

우주발사체 발사지원 관련 기술협력협정

2005-11-28

대한변리사회

업무협정

2005-12-22

한국과학문화재단

상호 업무협력 협정

2005-12-22

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

2006-02-10

건국대학교

학/연 협력협정(2006.12.14 협정서 수정하여 재협정)

2006-02-10

충남대학교

학/연 협력협정

2006-03-28

경상대학교

학/연 협력협정

2006-04-06

한국천문연구원

연구협력협정

2006-04-15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상호 기술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2006-07-19

공군

한국우주인배출사업 관련 협력에 관한 협의서

2006-07-30

고흥군

고흥군 과학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협력협정 체결

2006-08-22

계룡산자연사박물관

자연과학과 항공우주과학 발전을 위한 협력 구축

2006-09-06

산림청

상호 업무협력 협정

2006-12-14

건국대학교

학/연 협력협정

2007-01-10

공군

항공/우주분야 분야 협력확대를 위한 협정협정 체결

2007-04-16

기상청

상호교류 및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2007-10-18

한국식품연구원

상호협력협정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발전 기여

표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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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2008-01-1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학 협력협정

2008-05-22

한국기계연구원

공동연구 및 인력 공동활용

2008-07-08

고려대학교

연/학 협력협정(인적자원 및 기술정보 교류)

국내외 MOU 현황

국내외 MOU 현황

논문 실적
5부 자료로 보는 20년

국내외 MOU 현황 |
2. 해외기관 MOU 체결 현황(최근 10년)

SCI

번호

국가

기관명

체결일자 (년.월)

체결내용

1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1999. 3

항공우주용 복합재료 분야 기술교류

2

일본

NAL

2000. 4

항공우주기술 상호 기반 협력 구축, 상호 인력 및 기술정보 교환

3

일본

JAXA

2000. 9

국제우주정거장/비행 시뮬레이션관련 기술협력

4

러시아

NIICHMMASH

2000. 9

우주추진기관 기술협력

5

오스트리아

ARCS

2001. 3

공동연구사업 수행, 상호 인력 및 기술정보 교환

6

독일

Astrium

2001. 6

다목적실용위성2호사업 기술지원

7

일본

NASDA

2002. 1

국제우주정거장 연구 협력

8

이탈리아

CIRA

2002. 1

항공우주기술협력(비행역학 등)

9

프랑스

CNES,EADS-LV,SNECMA

2002. 3

우주프로그램관련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10

일본

JAXA

2002. 5

지구관측 미래 협력

11

프랑스

CNES

2002. 7

우주센터 기술자문 협정

12

미국

MITRE Corporation

2003. 3

항공안전기술발전협력, 인력교류 및 기술정보 교환

13

독일

DLR

2003. 6

항공우주기술협력 증진

14

독일

DLR

2003.10

독일 BIRD 위성자료 등 위성활용분야 협력

15

영국

RAL

2004. 9

공동연구수행, 방문연구원 교환, 자료/정보 교환, 교육기회의 제공

16

러시아

FSA

2004. 9

우주기술협력 IGA, 한국 우주인 훈련프로그램 협력

17

칠레

CSA

2004.11

우주기술응용협력증진, 국제공동연구개발

18

독일

DLR

2005. 5

우주기술협력 일반

19

호주

APSC

2005. 5

우주기술분야 협력

20

일본

JAXA

2006. 6

항공우주분야 협력, 정기세미나 개최

21

미국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2006.10

우주기술협력

22

프랑스

CNES

2007. 5

우주기술협력

23

태국

GISTDA

2007. 7

원격탐사 및 지리정보분야 협력

24

일본

Hokkaido University

2007. 8

위성자료활용 협력

25

몽골

NUM

2007.12

위성자료 검·보정 협력, 검보정 사이트 구축

26

몽골

NRSCM

2008. 2

위성자료 검·보정 협력, 검보정 사이트 구축

27

미국

NASA등 9개 우주기관

2008. 7

국제 달 네트워크 참여 검토를 위한 협력

IAF

2008. 9

2009년 제60차 세계우주대회 개최 협약

28
29

페루

CONIDA

2008.11

위성 영상 활용 공동연구사업 및 직수신 협의

30

일본

APRSAF

2008.12

재난관리 위성 공동개발 협력

31

대만

NSPO

2009. 5

우주기술개발, 원격탐사, 우주과학 협력 및 관련 인력교류

32

루마니아

ROSA

2009. 10

상호 간에 일반적인 인력 및 정보 교류(심포지움, 학술회의, 훈련 등)

33

세이셀군도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2009. 10

우주분야 인적/기술적 교류

International Space University

2009. 10

정기적 우주 인력 교육

향후 고성능 위성개발 기회를 발전시킴

34

게재

발표

단위 : 건

146/23

1999

국내 169
국외 38

국내
22/3/13

국외

총 207
221/46

2000

국내 267
국외 35

국내
19/2/14

국외

총 302
237/63

2001

국내 300
국외 38

국내
22/1/15

국외

총 338
353/74/1

2002

국내 428
국외 77

국내
56/6/15

국외

총 505
542/122/1

2003

국내 665
국외 78

국내
57/2/19

국외

총 743
641/121/1

2004

국내
147/7/18

총 935
620/167

국내 787
국외 176

국내
143/14/19

국외

총 963
619/240

2006

국내 859
국외 215

국내
175/17/23

국외

총 1074
771/235/3

2007

국내
177/29/17

국외
국내
161/19/25

국외

국내
212/16/31

국외

국내 982
국외 205
총 1187

651/204/2

2009

국내 1009
국외 223
총 1232

730/251/1

2008

317

국내 763
국외 172

국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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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57
국외 259
총 1116

국내외 MOU 현황 / 논문실적

수상 현황
5부 자료로 보는 20년

순번

연도

수상명

시상기관

수상내역

수상자

순번

연도

수상명

시상기관

수상내역

수상자

1

1988

표창장

교통부 장관

교통안전 연구개발

강광호

42

1996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제29회 과학의 날

김직수

2

1989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연구개발 부문

성봉주

43

1999

표창장

국무총리

항공의 날 기념포상

이종희

3

1989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연구개발 부문

장병희

44

2000

국민훈장(동백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류장수

4

1989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연구개발 부문

최성욱

45

2000

국민훈장(목련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이주진

5

1989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연구개발 부문

최기혁

46

2000

국민훈장(목련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김진철

6

1989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연구개발 부문

김홍주

47

2000

국민훈장(석류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심은섭

7

1990

표창장

대통령

제23회 과학의 날

최동환

48

2000

국민훈장(석류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김병교

8

1992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제25회 과학의 날

임문갑

49

2000

국민훈장(석류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백홍열

9

1992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항공우주(연) 건축준공 유공

하신재

50

2000

국민포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김학정

10

1992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항공우주(연) 건축준공 유공

김민현

51

2000

국민포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이상률

11

1992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항공우주(연) 건축준공 유공

송만준

52

2000

국민포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최해진

12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
93 EXPO

강충신

53

2000

표창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이승우

13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
93 EXPO

유창선

54

2000

표창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백명진

14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
93 EXPO

서광식

55

2000

표창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이상설

15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1호 성공발사

채연석

56

2000

표창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이종인

16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1호 성공발사

류장수

57

2000

표창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천용식

17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1호 성공발사

민경주

58

2000

표창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장영근

18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1호 성공발사

김재수

59

2000

표창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진익민

19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1호 성공발사

박정주

60

2000

국민포장

대통령

제33회 과학의 날

김종윤

20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1호 성공발사

조광래

61

2000

표창장

대통령

제33회 과학의 날

조광래

21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1호 성공발사

이영무

62

2000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우선희

22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1호 성공발사

최형돈

63

2000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김대영

23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1호 성공발사

김준

64

2000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황도순

24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1호 성공발사

오범석

65

2000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최준민

25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1호 성공발사

오승협

66

2000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이상곤

26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1호 성공발사

홍일희

67

2000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최석원

27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1호 성공발사

이재득

68

2000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이주훈

28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1호 성공발사

정의승

69

2000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천이진

29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1호 성공발사

이수용

70

2000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윤형식

30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보안업무 발전

김철하

71

2000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김규선

31

1993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제26회 과학의 날

조이규

72

2000

표창장

국무총리

아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김정수

32

1994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제27회 과학의 날

이진우

73

2000

표창장

건설교통부장관

항공의 날 기념포상

구삼옥

33

1994

국무총리표창장

과학기술부

제27회 과학의 날

김종철

74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윤용식

34

1994

표창장

대통령

EXPO 유공

맹민림

75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용상순

35

1994

표창장

대통령

EXPO 유공

김종철

76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정대원

36

1994

표창장

대통령

EXPO 유공

채연석

77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석병석

37

1995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제28회 과학의 날

황귀철

78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이진호

38

1995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출연기관예산 운용제도 개선

이창주

79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조영민

39

1996

표창장

대통령

무궁화위성 개발

김성규

80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이승훈

40

1996

표창장

국무총리

무궁화위성 개발

류장수

81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김성훈

41

1996

표창장

정보통신부 장관

무궁화위성 개발

심은섭

82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임성빈

318
319

수상 현황

5부 자료로 보는 20년

순번

연도

수상명

시상기관

수상내역

수상자

순번

연도

수상명

시상기관

수상내역

수상자

83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이상규

124

2003

표창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홍일희

84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조창범

125

2003

표창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오범석

85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장성수

126

2003

표창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이수진

86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채태병

127

2003

표창장

국무총리

등대 100주년기념 항로표지 유공

김종철

87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안상일

128

2003

표창장

국무총리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김준

88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장진백

129

2003

표창장

국무총리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김인선

89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문상무

130

2003

표창장

국무총리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강선일

90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이호형

131

2003

표창장

국무총리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김용욱

91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권희석

132

2003

표창장

국무총리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조인현

92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최종연

133

2003

표창장

국무총리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유철성

93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최환석

134

2003

표창장

국무총리

제36회 과학의 날

박봉규

94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이윤신

135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정영석

95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임승호

136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한상엽

96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임효숙

137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전상운

97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최홍택

138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박문수

98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김정웅

139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마근수

99

2000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아리랑위성 1호 성공발사 유공자 수상

강수연

140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김주년

100

2000

표창장

정보통신부 장관

2000 전파방송유공자

최성봉

141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김광수

101

2000

표창장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창립11주년

염찬홍

142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유준태

102

2001

과학기술포장

대통령

제34회 과학의 날

이대성

143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장영순

103

2001

표창장

대통령

제34회 과학의 날

하신재

144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설우석

104

2001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34회 과학의 날

허종택

145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김영한

105

2001

표창장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창립12주년

조이규

146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한영민

106

2002

과학기술포장

대통령

제35회 과학의 날

김응태

147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정호락

107

2002

표창장

국무총리

제35회 과학의 날

심재열

148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선병찬

108

2002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35회 과학의 날

최재동

149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박동수

109

2002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35회 과학의 날

김기행

150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민병주

110

2002

표창장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창립13주년

최성봉

151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김준규

111

2003

과학기술훈장(웅비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최동환

152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이영호

112

2003

과학기술훈장(웅비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채연석

153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고정환

113

2003

과학기술훈장(도약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조광래

154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이준호

114

2003

과학기술훈장(도약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박정주

155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공철원

115

2003

과학기술훈장(진보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오승협

156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윤종훈

116

2003

과학기술훈장(진보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정의승

157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이희중

117

2003

과학기술훈장(진보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이영무

158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안재명

118

2003

과학기술포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최형돈

159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서우석

119

2003

과학기술포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이재득

160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서진호

120

2003

과학기술포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김영목

161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최환석

121

2003

표창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이수용

162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윤세현

122

2003

표창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노웅래

163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조현철

123

2003

표창장

대통령

액체로켓 개발 유공자 수상

이경원

164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연구유공자 표창

민경주

320
321

수상 현황

5부 자료로 보는 20년

순번

연도

수상명

시상기관

수상내역

수상자

순번

연도

수상명

시상기관

수상내역

수상자

165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36회 과학의 날

우선희

206

2007

표창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김용승

166

2003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36회 과학의 날

신갑수

207

2007

표창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김규선

167

2003

표창장

국무총리표창

대덕연구단지 30주년 표창

임승호

208

2007

표창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상곤

168

2003

표창장

국무총리표창

우수연구기관 및 연구원 표창

김정아

209

2007

표창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최준민

169

2003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상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임철호

210

2007

표창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천이진

170

2003

표창장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창립14주년

이장연

211

2007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안상일

171

2004

표창장

대통령

과학기술위성1호 개발성공 유공자 수상

심은섭

212

2007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용상순

172

2004

표창장

대통령

우수연구기관 및 연구원 표창(국무조정실)

성봉주

213

2007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석병석

173

2004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연구유공자 표창

구삼옥

214

2007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최무열

174

2004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37회 과학의 날

조성국

215

2007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최종연

175

2004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37회 과학의 날

황진영

216

2007

표창장

국무총리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상규

176

2004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37회 과학의 날

차봉준

217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06년도 자체감사업무 기여

이창주

177

2004

표창장

국무총리표창

제37회 과학의 날

김방엽

218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07년 을지연습 공로

권혁태

178

2004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다목적실용위성 2호 본체 국산화개발

한동인

219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기관평가 우수기관 연구원 포상

최성욱

179

2004

표창장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창립15주년

설우석

220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허행팔

180

2005

과학기술포장

대통령

제38회 과학의 날

염찬홍

221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현범석

181

2005

표창장

국무총리

제38회 과학의 날

정진덕

222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정대원

182

2005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제38회 과학의 날

김재무

223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장성수

183

2005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제38회 과학의 날

정진경

224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김진희

184

2005

표창장

과학기술부 장관

제38회 과학의 날

김태욱

225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용기력

185

2005

표창장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창립16주년

안이기

226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창호

186

2006

표창장

대통령

제39회 과학의 날

양수석

227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장진백

187

2006

표창장

국무총리

제39회 과학의 날

장병희

228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권기호

188

2006

표창장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업무 발전 기여

이해창

229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진호

189

2006

표창장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업무 발전 기여

진영권

230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동한

190

2006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39회 과학의 날

이철형

231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김응현

191

2006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39회 과학의 날

최종욱

232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문상무

192

2006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39회 과학의 날

이규수

233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우선희

193

2006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39회 과학의 날

김준백

234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임성빈

194

2006

표창장

과학기술부총리

대덕특구 혁신 기술사업화대상

안석민

235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문귀원

195

2006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상

국가산업발전공로

이해창

236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공종필

196

2006

표창장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설교통업무발전 기여

이해창

237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김은규

197

2006

표창장

해양수산부장관

제11회 바다의 날

박응식

238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윤영수

198

2006

표창장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창립17주년

이윤신

239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우성현

199

2007

과학기술훈장(웅비장)

대통령

기관평가 우수기관 연구원 포상

류정주

240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최홍택

200

2007

과학기술훈장(혁신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주진

241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선호

201

2007

과학기술훈장(웅비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상률

242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응식

202

2007

과학기술포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승우

243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장홍술

203

2007

과학기술포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진익민

244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조창래

204

2007

과학기술포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최석원

245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상택

205

2007

표창장

대통령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승훈

246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윤용식

322
323

수상 현황

5부 자료로 보는 20년

순번

연도

수상명

시상기관

수상내역

수상자

순번

연도

수상명

시상기관

수상내역

수상자

247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종태

288

2008

표창장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교통R&D 우수연구자 표창

전향식

248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임정흠

289

2008

표창장

지식경제부장관

기계의 날 기념 표창

유명종

249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40회 과학의 날

김자문

290

2008

표창장

지식경제부장관

KHP 국산화개발 유공

김성찬

250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40회 과학의 날

옥호남

291

2008

표창장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제2회 추입새상(젊은과학자)

전형열

251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40회 과학의 날

황창전

292

2009

동탑산업훈장

대통령

기상업무향상 관련 국가산업발전 공로

최성봉

252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40회 과학의 날

이융교

293

2009

과학기술훈장(도약장)

대통령

제42회 과학의 날

이소연

253

2007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40회 과학의 날

우승수

294

2009

표창장

대통령

제42회 과학의 날

구삼옥

254

2007

표창장

국무총리표창

제40회 과학의 날

김윤수

295

2009

표창장

국무총리

제42회 과학의 날

안이기

255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김희섭

296

2009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2회 과학의 날

김철완

256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문홍열

297

2009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2회 과학의 날

강왕구

257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권재욱

298

2009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2회 과학의 날

임창호

258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서희준

299

2009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2회 과학의 날

김태윤

259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균호

300

2009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2회 과학의 날

조항석

260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강광호

301

2009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9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

이정진

261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김홍주

302

2009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9 대전 국제우주대회(IAC) 업무유공자 표창

이옥규

262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동우

303

200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내 최초 위성발사장 나로우주센터 개발

민경주

263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오시환

304

200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 우주인 배출

최기혁

264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유승우

305

2009

표창장

국토해양부장관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종합평가에 기여

김일영

265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김영선

306

2009

표창장

국토해양부장관

2009 연말 장관표창(차세대 항공데이터 통신시스템 개발)

김태식

266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최종휘

307

2009

표창장

국토해양부장관

2009 연말 장관표창

정봉구

267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문남진

308

2009

표창장

국토해양부장관

2009 연말 장관표창

김필수

268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이도경

309

2009

표창장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창립 20주년

이규수

269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김희경

310

2009

표창장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기초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우수직원 포상

김덕관

270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김경원

271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

아리랑위성 2호 개발발사성공

박성우

272

2007

표창장

산업자원부장관상

2007 항공우주산업유공자 표창

성기정

273

2007

표창장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창립18주년

황진영

일자

훈격

수상명

시상기관

수상내역

비고

274

2008

과학기술포장

대통령

제41회 과학의 날

임철호

2002.12

국무조정실장상

표창장

국무조정실

항공우주과학자 체험교실 등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표창

홍보실

275

2008

표창장

대통령

제41회 과학의 날

황인희

2002.12

국가정보원장상

표창장

국무조정실

감사원 감사결과 모범사례기관

감사실

276

2008

표창장

대통령

제27회 세종문화상 특별상

이소연

2003.12

(사)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상

표창패

(사)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

항공우주문화상 우주부문 대상

277

2008

표창장

대통령

2008 기관평가 우수기관 우수연구원

이장연

2004.11

과학기술부장관상

표창장

과학기술부장관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공모전 전시분야 우수기관 선정

홍보실

278

2008

표창장

국무총리

제41회 과학의 날

김승호

2005.03

한국도서관협회장상

표창패

한국도서관협회장

한국도서관상

정보지원팀

279

2008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1회 과학의 날

송한섭

2005.12

정보통신부장관상

표창패

정보통신부

2005 청소년 권장 사이트 대상

홍보실

280

2008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1회 과학의 날

김일영

2006.11

과학기술부장관상

표창장

과학기술부

2006 대한민국 과학콘텐츠대상 콘텐츠서비스대상

홍보실

281

2008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1회 과학의 날

이철종

2006.11

한국과학재단이사장상

표창패

한국과학문화재단 및 조선일보사

2006 대한민국 과학콘텐츠대상 콘텐츠서비스대상

홍보실

282

2008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1회 과학의 날

박영웅

2006.12

국회 과학기술연구회장상

표창패

국회 과학기술연구회

2006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대상 특별상

283

2008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1회 과학의 날

공현철

2007.06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상

표창패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2006년도 기관평가 경영부문 최우수 성과(Krystal System) 선정

284

2008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닮고싶은스타과학자상(한국과학창의재단)

이소연

2007.09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상

표창장

대전광역시의회

제8회 사회복지의 날

285

2008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8 기관평가 우수기관 우수연구원

임조령

2007.11

한국항공우주학회 기술상

표창패

한국항공우주학회

국내독자기술의 반디호 개발 및 수출성과

반디호개발팀

286

2008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8 기관평가 우수기관 우수연구원

조정남

2008.04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상

표창패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2007년 기관평가 경영부문 최우수성과

기획예산팀

287

2008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8년도 홍보업무 유공자 표창

옥수현

2008.12

대통령표창

표창장

대통령

2008년 기관평가 우수 연구기관

원장실

324
325

대외포상 기관수상 현황

평가분석실

수상 현황

06

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매일경제 1990.12.25

동아일보 1989.10.13

328
329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경향신문 1991.11.23

매일경제 1992.11.20

330
331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한국경제 1993.4.21

경향신문 1993.4.28

332
333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조선일보 1993.6.5

세계일보 1993.5.1

334
335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전자신문 1994.2.7

중도일보 1995.12.22

336
337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중앙일보 1996.9.24
중앙일보 1996.9.24

338
339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대전일보 1997.3.28

문화일보 1996.11.29

340
341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대전일보 1998.6.12
전자신문 1997.5.2

342
343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전자신문 1998.5.20

중도일보 1999.4.17

344
345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동아일보 2002.11.29

동아일보 1999.12.22

346
347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디지털타임스 2005.4.7
중앙일보 2003.8.8

348
349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세계일보 2006.7.29
세계일보 2006.7.29

350
351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전자신문 2008.4.9

대전일보 2008.5.15

352
353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매일경제 2009.6.11

대전일보 2009.3.12

354
355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대전일보 2010.6.11

한국일보 2009.8.26

356
357

6부 언론에 비친 KARI 20년의 기록

동아일보 2010.6.28

조선일보 2010.6.28

358
359

5부 자료로 보는 20년

편찬후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난 20년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도전과 성공, 꿈과 희망으로 점철
된 서사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헤쳐 온 개척자로서, 국가 항
공우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이 같은 경험은 짧은 기간 세계적인 항공우
주 연구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자라날 수 있었던 자양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정
에서는 분명 딛고 일어서야 할 절망과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연구원의
지난 20년 역사를 불과 8개월 남짓한 시간에 한권을 책으로 엮는 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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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회는 발족 후‘역사는 현재의 반영이며 미래 창조의 힘’
이라는 생각으로 과거를 차
분히 정리하고 미래 비전을 세우고자 노력 했습니다. 또 사사가 생동감 있고 누구나 쉽게 읽
을 수 있는 역사서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갔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원고를 쓰면
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표를 정리하고 20년 역사를 한 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통사를 기획, 집필했습니다. 각 부서의 편찬위원들께서는 각 부문에서 창출된 빛나는 업적
은 물론 실패와 좌절의 역사까지 희망을 담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냈습니다. 그동안 항우
연 발전을 진두지휘 하셨던 전임 원장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역사의 고비마다 강조됐던 점
이 무엇인지도 되돌아보았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창조하는 요체입니다. 갓 스무살 청년이 된 항우연이 지난날을 뒤돌아보면서
미래 백년을 준비하는데 이 책이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편집후기를 갈음하고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년사 편찬위원장 임 철 호

5부 APPENDIX 자료로 보는 20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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