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I
30 YEARS HISTORY

하늘과
우주를 향한
도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0년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일러두기
이 책의 모든 표기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기관명칭 등의 고유명사는 영문을 비롯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했습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법 제정 및 정책 집행 등과 관련된 내용은 문서에 기록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하늘과 우주를 향한
커다란 꿈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도전 끝에 이뤄낸
세계 수준의 우리 항공우주 기술은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공우주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KARI가 새로운 도전을
펼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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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우주를 향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힘찬 비상이 시작된 지 벌써 30년, 이제 갓 서른
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뒤늦은 출발이었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국가 항공우주
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설립 초기 10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이후 10년
은 열정과 도전으로 항공, 위성, 발사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기 시작했고, 최
근의 10년 동안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항공우주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두 번째로 틸트로터 무인기를 개발했고, 세계수준의 저궤도 초정밀 관측위성과
정지궤도 위성 개발 기술을 보유했으며, 세계 7번째로 중대형 액체로켓 엔진 기술을 확보했
습니다.
30년의 연구개발 성과는 국가의 지원과 투자, 국민적 성원과 지지, 그리고 유관 산학연 관계
자들과 우리 연구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국가 항공우주 발
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0년간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국민 안전
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 항공우주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
입니다.
효율성이 높은 드론과 3차원 교통망 구성으로 새로운 공중 모빌리티가 될 미래 개인용 항공
기를 개발하고, 첨단 위성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고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독자 기술로
우주발사체 개발을 성공시키고, 항공우주와 ICT 융합 기술 연구를 확대해 기술 혁신을 선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 아래 축적한 항공우주 기술은 산업체에 점진적으로 이전
해 국가 항공우주 산업 육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30년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 역사를 이 한 권에 기록했습니다. 이 책을 국가 항공
우주 기술 발전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 항공우주기술로
국가 경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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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Office of the Administrator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
안녕하세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원광연입니다.

On behalf of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랜 세월동안 KARI의 발전을 이끌어주신 전임

please accept my congratul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원장님들과 선배연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NASA and KARI enjoy a robust

고 있는 임철호 원장님을 비롯한 KARI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and growing partnership in many fields, including space communications,

"이것은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 전체에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50년 전 닐 암스

aeronautics, and space exploration. NASA is proud to be a partner on the

트롱이 달에 발을 내딛으며 했던 말입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있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과 실패가

upcoming KARI-led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mission, and I am looking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이 있었기에 인류는 위대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

forward to extending the NASA-KARI partnership to lunar orbit.

구원도 오랜 연구와 시도를 거쳐 지난 2018년 누리호 시험발사체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We congratulate you on KARI’s 30th anniversary, and we are excited to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cooperate with KARI in the coming years!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의 미래로 나아가는 중심에 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습니다. 30주년
을 맞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발전에 공헌하고, 이를 계기로 국가 산업
의 경쟁력을 제시할 날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가치 있는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도약의 계기

미항공우주청(NASA)을 대표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를 만들며 우주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도 KARI

NASA와 KARI는 우주 통신, 항공 및 우주 탐사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견고하고 발전적인

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NASA는 다가오는 KARI의 한국형 달 궤도 탐사

다시 한 번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KARI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파트너인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고맙습니다.

NASA-KARI 파트너십이 달 궤도까지 이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KARI의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KARI와의 많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원광연

Jim Bridenstine

NASA Administrator
미항공우주청장
짐 브라이든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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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Space Agency, ESA
Director General

Congratulatory Message for the 30th
Anniversary of KARI

Congratulations to the 30th anniversary of KARI.

On Behalf of JAXA, I am Delighted to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national space activities as well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Despite all the

establishment.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heartiest congratulations on yiur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KARI) on the 30th Anniversary of its

KARI can look back to a very impressive development. This concerns

significant archievement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and sincere appreciation

achievements of the past it is of crucial importance to look ahead:

for your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Asia 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Value the past…prepare for the future.

Forum(APRSAF) including your participation in the Sentinel Asia initiative.
I am confident that the friendship and collaboration between KARI and

KARI의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JAXA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enabling us to work together toward

KARI는 그 동안 국가적 우주 활동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에 있어서도

the expansion of spac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as well as contribute to

매우 인상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모든 업적을 바탕으로

resolving social issues.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researching this important milestone and

과거의 성과를 발판으로 더 발전된 미래를 준비하기를 기대합니다.

please accept our very best wishes for the years to come.

JAXA를 대표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창립 30주년에 대한 열렬한 축하의 마음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 30년에 걸친 KARI의 업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센티넬 아시아(Sentinel Asia)
이니셔티브 참여를 포함하여 아태지역 우주기관 포럼(APRSAF)에 대한 KARI의 귀중한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KARI와 JAXA 간의 우정과 협력이 더욱 견고해져서 우주 활용 및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중요한 시점에 다다른 KARI의 30주년을 축하드리며,
미래에 대한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Jan Wörner

Hiroshi Yamakawa

유럽우주국 청장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이사장

얀 뵈르너

히로시 야마카와

Director General

President J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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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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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통혁명을 가져올 미래 개인용 항공기 개발을 추진하고

572,818

술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해

964

항공 분야에서는 세계 두 번째로 틸트로터 무인기를 개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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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성장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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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세계와 경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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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과 달탐사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399,762

억원에서 5천 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첨단 항공우주 기술개발을

490

주발사체 누리호를 개발하고 있다. 초정밀 위치정보서비스가 가능

392,356

설립 초기 30명의 연구개발인력은 1,000 여명으로, 예산은 연 91

295,708

체 분야에서는 나로호와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에 이어 독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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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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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성 분야에서는 세계 수준의 초정밀 관측위성과 정지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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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우주를 향한 힘찬 비상이 시작된 지 30년. 한국항공우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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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566

648,900

한 눈에 보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연구개발 30년

천리안위성 2A호
(2018)

아리랑위성 3A호
(2015)
인력(단위:명)
예산(단위:백만원)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 10월 10일

● 4월 2일

● 12월 21일

● 3월 29일

● 4월 16일

● 1월 1일

● 5월 9일

● 1월 15일

● 3월 13일

● 6월 11일

● 7월 7일

● 1월 30일

● 3월 26일

● 4월 28일

● 7월 18~19일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항공우주연구소’설립

20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02

항공기 체계종합/
성능시험센터 기공

2004

● 10월 5일

2006

국내 최초 항공기
인증 교육 개최

2012

나로호(KSLV-I) 3차 발사
성공

2014

● 4월 15일

2016

추진기관 시험설비
10종 구축 완료

2018

● 2월 5일

● 11월 15일

● 4월 26일

● 6월 11일

● 12월 21일

● 2월 29일

● 1월 30일

● 4월 17일

● 8월 4일

● 1월 13일

아리랑위성 2호 인명칩 탑재

● 7월 28일

위성영상 활용 재해예방
국제기구(International
Charter) 가입

아리랑위성 3A호 발사

1998

아음속풍동,
엔진시험동 준공

나로우주센터 준공

1996

쌍발 복합재료
항공기 초도 비행

남극 소형관제소 개소

1994

 공기 시험동
항
준공

● 5월 18일

● 8월 22일

● 10월 30일

● 6월 19일

● 11월 28일

2단형 과학로켓
(KSR-Ⅱ) 2차 발사

아리랑위성 1호 발사

소형 무인기
두루미 초도비행

나로우주센터 부지 선정

공공원격탐사센터 개소

아리랑위성 3호 발사

아리랑위성 5호 발사

● 11월 28일

달 탐사선 개발사업 1단계
공식 착수

액체추진과학로켓(KSR-III)
발사

● 8월 8일

● 5월 19일

● 5월 25일

2단형 과학로켓
(KSR-Ⅱ) 1차 발사

선미익 항공기(반디호)
초도 비행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SBAS) 개발·구축
사업 착수

항우연-NASA
달탐사 협력 의향서 교환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
개발사업단 발족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
(CNES)과 KASS 개발지원
협력에 관한 이행약정(IA)
체결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

● 9월 21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및
ISO 9001 인증획득

항우연-NASA(JPL)
심우주네트워크
기술지원 약정

● 1월 1일

항공기 ‘형식증명전문
검사기관’지정

● 7월 7일

● 12월 18일

● 9월 30일

● 8월 5일

● 11월 3일

KC-100 전기체 정적시험
완료

태양광 무인기(EAV-3)
성층권 초도 비행

한미우주협력협정 공식 발효

세계 최초 틸트로터 무인기
함상 자동이착륙 성공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우수조달물품 국내
최초 지정"

과학기술위성 1호 발사

● 11월 15일

● 12월 18일

국가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

● 항공

● 10월 7일

국가위정정보활용
지원센터 개소

● 12월 30일

● 위성

다목적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선(비아50) 초도비행

회전익기 시험동 2단계
준공

1990

1992

 험용(Experimental)급
실
경비행기 까치호 초도 비행

● 12월 26일

● 7월 28일

● 6월 4일

 업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
산
촉진법에 의한 성능품질검사
전문기관 지정

과학로켓(KSR-I) 1차 발사
과학로켓(KSR-I) 2차 발사

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독립법인화

● 10월 20일

● 9월 16일

● 11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준공

EXPO 지상관측용
무인비행선 개발

아리랑위성 지상국,
아음속 풍동 기공

 국항공우주연구소 건설
한
기공

● 9월 1일

우주시험동 건설 기공

● 7월 9일

● 발사체
● 경영기타

● 8월 25일

2010

● 4월 8일

나로호(KSLV-I) 1차 발사

● 3월 10일

아리랑위성 2호 발사

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

● 10월 12일

● 10월 31일

● 5월 15일
위성시험확장동 준공

나로우주센터 기공

국내 민수분야 항공기
반디호 첫 수출

대전 국제우주대회(IAC)
2009 개최

● 8월 19일

나로호(KSLV-I) 2차 발사

● 12월 16일

● 8월 22일

● 11월 29일

● 6월 27일

스마트무인기기술개발
사업단 발족

우주시험동 증축 및
음향챔버 준공

대형열진공챔버 준공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
발족

● 9월 27일

터보펌프시험동 준공

2008

● 12월 23일
중형에어로스탯 초도비행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
초도비행
● 6월 10일

천리안위성 1호 발사

● 8월 1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발족
● 9월 16일
스마트무인기 첫 천이비행

● 8월 28일
유무인복합항공기 초도 비행
● 11월 21일
과학기술위성3호 발사

● 12월 22일

한국의 시험용 달궤도선
임무에 대한 항우연-NASA
협력 이행약정 체결

● 12월 5일
천리안위성 2A호 발사

제1회 코리아 스페이스포럼
개최

KARI 연구개발 30년 투자의 성과

경제적 성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및 산업적 파급효과

사회적 성과

국내 항공우주 산업생태계 구축과 활성화

창립 이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투자 예산 총합은 현재가치로 7조 2,845억원 수준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내 항공우주 분야의 협력 대상은 1990년대 초 대비 최근 3개년(2015~2017)에 약 52배 증가했다.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는 지난 30년간 국가 경제성장에 18조 7,761억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우주 분야에서 활동하는 산・학・연・관・군의 주체가 긴밀하고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GDP 증가분의 약 1.5%에 해당한다.

협력의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난 30년간 연구개발 투자가 시제품 제작, 기술도입,
위탁・공동연구 등으로 항공우주 산업에 재투자되어 항공우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창립 이후 30년간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 구축 성과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국가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1990년대 초
9개 협력기관

R&D 외(기타) 18.1%
노동 26.2%

R&D 전체 14.2%

R&D (KARI 외) 12.7%
KARI R&D 1.5%
최근 3개년
470개 협력기관

자본 41.5%

2000년대 초
54개 협력기관
자료출처 : KARI 내부자료(과제 협력 및 발주, 공동연구 현황 자료 등) 분석 결과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난 30년간 연구개발 투자로 발생한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7조 9,506억원 수준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조 5,061억원, 고용유발효과는 61,961명으로 추정되었다.

외부 협력기관으로의 재투자 현황

기술도입
147건
1.4%

2500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산업 파급 효과
구분

투입예산

시제품제작
9,673건
91.3%

(단위: 백만원, 명)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2000
시제품제작
296건
52.9%

1500

1989~1999년

376,146

550,365

343,856

6,334

2000~2009년

1,794,917

2,655,982

1,658,814

25,566

2010~2017년

2,987,683

4,744,238

2,503,478

30,061

합계

5,158,746

7,950,585

4,506,148

61,961

주1) 1990~2017년 국내 투입비용 기준 (간접비 제외)

위탁연구
264건
47.1%

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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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1,68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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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위탁연구
776건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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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전(2010~2019)

누리호 산화제 탱크 제작

행 연구 등을 추진하며 독자 발사체 개발에 대비했다.
나로호 성공 이후 한국형발사체(누리호) 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누리호 개발사업은 나로호 발사 성공에 대
한 확신이 담보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나로호 발사가 성공한 이후에야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확고
해지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8.11.28. 시험발사체 발사

누리호 개발사업은 10년 간 1조 9,5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톤급 실용위성을 600~800㎞ 상공인 지구 저
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3단형 우주발사체를 독자 개발하는 것이다. 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설비 구축과 75톤
급·7톤급 액체 엔진 개발 및 시험발사체 발사를 거쳐 2021년 최종적으로 300톤급 추력의 3단형 누리호를 발사

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누리호 개발의 핵심인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은 나로호 개발 당시 선행연구한 30톤급 액체 엔진 기술을 바탕
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30톤급 엔진과 75톤급 엔진에는 기술 격차가 컸다. 75톤 엔진 개발 과정에서 중대형 액체

75톤급 엔진 연소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나로우주센터

엔진 개발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인 연소불안정 현상이 발생해 10개월에 걸쳐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추진제 탱크 제작 과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로켓의 추진제 탱크 제작은 새로운 용접 기술과 제작 공정이 적
용되는 등 일반적인 산업용 대형 탱크 제작과는 달랐다. 제조업 강국이면서도 로켓 개발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
는 산업적 토대는 무척 미흡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5톤급 엔진의 연소불안정을 해결한 뒤 본격적으로 엔진 시험에 착수했다. 추진제 공
급 절차를 확인하는 시동 시험을 시작으로 연소 시간을 차차 늘려가며 전 임무 시간 연소 시험, 탈설계점 시험 등
을 거쳐 독자 개발한 엔진의 성능을 확인해 갔다. 그리고 2018년 11월 75톤급 액체엔진의 비행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발사체 비행시험까지 성공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종 목표인 누리호 개발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누리호 개발은 앞으로 액체엔진 4기의 클러스터링, 대형 추진제 탱크의 경량화 제작, 3단형 추진기관시스템
시험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나로우주센터는 나로호 발사 성공 이후 대규모 추진기관 시험 설비 구축 공사가 일제히 시작되면서 독자 발
사체 누리호 개발을 위한 대규모 시험장으로 변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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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개발 참여국은 1996년 28개국에서 2016년 70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21세기 들
어 다시 활성화된 선진국의 우주 탐사와 맞물리면서 우주 개발 분야 국제 협력의 장이 넓어지고 있다.
우주 개발에서는 민간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민간 산업체의 재활용 발사체가 확대되고 수천, 수만 기의 소형
위성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나 우주관광, 우주광물채굴 등 우주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현실화되고 있다.
무인기 활용이 갈수록 광범위해 지면서 무인기와 그 활용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개인항공기, 극
초음속항공기, 우주비행기 등 혁신적인 미래형 항공기의 등장이 예견되고, 항공기의 경제성·안전성·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 생태계 전반의 기술 개발도 활발하다. 또한 항공우주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첨단 IT 기
술과 융합하면서 효율·안전·친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혁신 기술들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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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30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지난 30년 동안 대형 체계 개발과 하드웨어 개발 위주의 사업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와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핵심 기술의 독자적 확보 및 첨단 기술의 융합과 활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이 수행하기 어렵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항공우주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국가 항
공우주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독자적인 우주 개발 역량의 기본이 되는 우주발사체 자력 발사 기술을 확보하고 위성영상정보, 위치정보 등
우주자산을 활용해 국민안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기술 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항공우주와 ICT 융합 기술 연구를 확대해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한편 그동안 도전하지 못한 우주 과학, 우주
탐사, 핵심 기술 개발 영역에도 과감히 도전하려 한다.
부족한 국내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 지원 아래 축적한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민

국가·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항공우주 연구기관으로

간에 이전함으로써 대부분 소규모 사업체인 국내 우주 분야 산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도전이

과제다.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개발, 아리랑위성 6호, 7호 및 차세대중형위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떤 도전이 기다리더라

각종 항공기술 연구개발 등 눈앞에 놓인 단기적 사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단계적으로 근본적인 기관의 역할을

도 국가의 항공우주 연구개발 기관이라는 근본적 정체성에 충실하게 항공우주 강국 실현과 국가 사회적 기대에

재정립해 가고 있다.

부응하는 새로운 30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항공우주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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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항공분야

1. R&D 현황

향후 2020년대에는 국내 항공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항
공기술의 선진국 수준 진입에 기여하고자 국가 항공체계개발

항공 산업은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컴퓨터, 정밀 기계, 통신전

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미래 무인기 시장을

자 및 신소재 등 첨단기술을 복합적으로 응용해야 한다. 또한

선도할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Personal Air Vehicle, PAV), 유·

과학·기술 분야에 걸쳐 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큰 기술선

무인 통합 교통관리 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형 산업이다. 이와 함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장기적인 관

또한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

점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전략 산

갈 것이며, 재난, 치안, 안티드론 등 공공수요에 대응하는 무인

업으로, 자주국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 시스템 개발 및 요소 핵심기술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다. 이

항공 산업 분야 후발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선

를 통해 항공연구본부는 첨단 핵심기술 및 융·복합 기술을 개

진국으로부터의 하청 생산이나 기술도입 생산에 의존해 왔

발·제공하는 항공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치 창출이 가능한 항공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술 수
준 향상과 독자개발기술 기반 구축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
여 왔다.

2. 중소형 고정익항공기 개발

특히 항공연구본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립 이후
1990년대 말까지 국가 차원의 중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을 위

(1) Experimental 경비행기

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항공 관련 국내기반기술 개

Experimental 경비행기는 2인승 실험용 항공기를 설계 및 제

발과 필요 설비를 확보하며 운용기술 축적에 힘써왔다. 이와

작하기 위해 추진된 (구)상공부의 공업기반기술사업이다. 이

더불어 항공기의 설계·해석·시험평가 기술 등 핵심기술을 확

사업은 1991년 1월부터 1993년 11월까지 2년 11개월에 걸쳐

보하며 까치호와 쌍발복합재료항공기 등을 독자 개발했다.

진행했으며, 총 7.2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다. 동인산업㈜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소형 무인항공기, 선미익항공기

참여 아래 산·연 공동으로 ‘2인승 실험용 항공기 설계 및 제작’,

등을 독자 개발해 국내 항공기 설계, 해석, 시험평가기술을 항

‘시제기의 주날개 정적시험수행’, ‘시험비행 및 비행시험을 통

공 중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공군의 고등훈련기인 T-50

한 성능평가’ 등을 연구했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한 실험용 항

전기체 정적시험 등 국가 항공기 개발도 적극 지원했다. 또한

공기 ‘까치호’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매년 개최하는 경비행

항공기의 비행성 평가, 자동비행을 위한 항법 제어시스템 개

기 박람회에서 호평을 받고 27대를 KIT 형태로 수출했다.

발, 이를 응용한 비행시험 연구업무, 회전익항공기의 핵심부
품 설계, 시험평가 선행연구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밖에

(2) 쌍발 복합재료 항공기

원격탐사나 통신중계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성층권 비

쌍발 복합재료 항공기는 국책사업인 ‘쌍발 복합재료 항공기개

행선을 비롯해, 차세대 항공기인 수직 이·착륙기 등과 같은 스

발사업’을 통해 순수한 국내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8인승 쌍발

마트무인기의 연구개발도 병행·추진했다.
2006년부터는 노후화된 군용 기동헬기의 대체전력 확보
를 위한 한국형헬기 개발사업과 관련해 엔진 및 로터 등 다양
한 민군겸용 구성품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헬기 독
자개발 역량 확보와 항공 산업 육성에 기여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이 국제공동개발 방식으로 재
추진된 바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무인기 수요의 폭발적 증가
에 발맞추어 스마트 무인기 기술을 이용한 실용급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기와 성층권 장기체공이 가능한 고고도 태양광 무
인기,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무인기 등 고기능 무인기 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난 안전을 위한 무인기 개발에 착
수했다.

몽산포에서 비행 시험 중인 까치호(19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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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발 복합재료 항공기(1997.3.29.)

중형 항공기 풍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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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항공분야

중형 항공기 비행 시뮬레이터

중형항공기 국제 공동개발 대상예비형상

항공기다. 이 사업은 국산 복합재료를 주·부구조물에 100%

그 결과 1996년 6월 순수 국내 기술진에 의한 설계형상을

한 점이 많았다. 이를 고심하던 당시 지식경제부(이하 ‘지경

후 다른 국제 파트너사와의 협력연구를 일부 진행했으나 아

적용한 기술시현기 개발을 목적으로 1993년 9월부터 1997년

확정하고 1998년 4월에 형상관리, 공력성능, 구조, 추진계통,

부’)는 2007년 4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개정하고 항

쉽게도 본 개발로 연계되지 못하고 2014년 11월 잠정 중단되

6월까지 3년 9개월에 걸쳐 정부 2/3, 기업 1/3 등 총 50억원의

부시스템 등 분야별 기본설계를 완성했다.

공산업 기본계획을 재정립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형항공

었다.

연구개발비를 투입했다. 삼성항공㈜이 복합재료 항공구조물

하지만 한·중 중형항공기 공동개발 사업은 1996년 6월 중

기의 국제공동개발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했다. 당시 우리나

1990년대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중형항공기 개발 노력은

국 측이 그간의 호혜평등 합의를 번복하고 한국의 참여 지분

라는 수리온 사업에 이은 공격 헬기와 차세대 전투기 사업 추

이처럼 ‘국제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수년간의 협의에

1993년 9월부터 1995년 5월까지 기본·상세설계와 풍동

축소 등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해 중도 결렬됐다. 이에 대한

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항공 선진국들의 관심

도 본 개발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

시험, 구조단품시험을 완료했다. 1996년 5월에는 구조시험용

대안으로 1996년 7월에 유럽 ATR사, 이스라엘의 IAI사 등 서

도 지대한 상황이었다. 때마침 2008년 5월 한국을 방문한 유

미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해외

및 비행시험용 시제기를 제작하고, 시스템 장착 및 1/6 축소모

방선진국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상대측의 개발중단발표 및 초

럽 EADS사의 고위층과 지경부 장관의 면담이 이뤄졌다. 이

선진 항공기 개발사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중형항공기 시장

델의 R/C 비행성능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1997년 6월까지 전

도구매 계약지연으로 무산됐다. 중형 항공기 개발사업은 이

를 계기로 중형항공기에 대한 국제공동개발을 본격적으로 추

동향을 고려한 개발 목표 설정, 초기 형상설계 및 성능해석, 경

기체 구조시험과 비행시제기의 성능시험을 수행했다. 이를 통

같은 우여곡절 끝에 1999년 4월에 전면 중단됐다.

진했다. 이후 지경부 요청으로 한국항공산업진흥협회가 주

제적 타당성 평가 등을 수행했다. 아울러 향후 해외 선진사 공

비록 사업 중단으로 최종 성과물을 얻지 못했으나 생성된

축이 되어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연구

동개발 추진·사업화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적, 기술적 근

설계도면 및 기술보고서 등 8,496건의 개발 자료를 전산 네

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을 2008년 7

거를 확립했다. 또한 해외 선진사 수준의 민항기 초기 형상설

트워크화했으며, 설계·시험·인증 분야 등 260여 명의 전담기

월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EADS와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계 및 성능해석 기법을 확보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내 최초

(3) 중형 항공기(I)

술요원을 양성했다. 또한 항공선진국 수준의 설계 관련 워크

2011년 4월까지 3년간 4단계를 거친 기본 88인승급 터보프

로 FAR 25급 민항기에 대한 시장 분석·예측에서부터 개발 요

중형 항공기 사업은 1990년대 외국 항공기 제작사의 부품하

스테이션 65대, 설계소프트웨어 34종, 시뮬레이터 등 시험평

롭 항공기에 대한 국제 공동개발타당성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도 설정, 감항인증 규정을 고려한 항공기 개발방안 수립 및

청에 머무르던 국내 기술수준을 민간 항공기의 설계·시험평

가 장비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착수 당시 선진국 대비

그러나 EADS가 탐색개발 착수조건으로 Global Framework

경제적 타당성 분석까지 전 과정 업무를 수행하는 성과를 얻

가, 체계종합, 인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계획

25% 수준에 불과했던 설계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50% 이

Agreement 체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 내용은 중형기 사업

었다.

했다. 특히 국제 시장에 진출해 민간항공 부문을 수출유망 산

상으로 향상시켰다. 아울러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그리고 사

외에 민수·군수·우주분야 등 항공우주 방산 분야에 대한 포괄

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업 관리 측면에서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10∼35%로 좁히는

적 협력 제안으로 향후 추진 예정인 공격헬기(KAH) 사업의

(5) 선미익 소형 항공기

1994년 3월 한·중 정상 회담에서 양국 공동개발을 합의함

등 중형급 항공기에 대한 설계·시험평가·인증 분야의 기술력

우선협의권리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등에서의 지분 확

주익실속/스핀방지(Stall/spin-Proof형) 특성의 선미익 소형

에 따라 1995년 1월 한국중형항공기사업조합(KCDC)을 구성

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즉 국내기술로 중형항공기의 기본

대를 요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결국 우리 정부가 동의하

항공기 개발은 1997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제1단계 연

하고 같은 해 5월에 중형항공기 공동설계센터(ECKC)를 설립

설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기반을 확립하는 소중한 성과를

지 않아 공동개발 협력은 끝내 무산되었다.

구용 개발과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제2단계 실

했다. 총 개발비 12억 달러 중 6.6억 달러를 한국 정부와 민간

확보한 것이다.

준(準)일체형 성형방법기법 분야에 참여했다.

해 국내에서 항공기 전기체 구조시험 기술 및 비행시험 기술
등의 체계적인 시험평가 기술을 확보했다.

이 공동 부담키로 하고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신인 한

하지만 사업 자체는 그간의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 예비타

용화 개발로 나뉘어 진행했다.

당성 조사를 인정받아 새로운 국제 파트너사를 모색하기로

선미익 항공기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1단계에서는 형상설

국항공우주연구소를 사업주관기관으로 정했다. 이때 한국항

(4) 중형 항공기(II)

결정되었다. 그 결과 캐나다 Bombardier사와 2012년까지 사

계를 비롯한 개념·기본설계, 공력해석과 구조설계 및 해석, 재

공우주연구원은 설계검증 및 시험평가·인증·사업관리를, 중

1990년대의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이 아쉽게 무산된 이후 초

업 타당성 연구 및 초기 기술평가 수행연구를 실시했다. 하지

료 시편 강도 시험과 구조물 단품 하중시험을 수행했다. 전기

형항공기사업조합은 중형항공기 최종 조립체 및 동 부품·소재

등 및 고등 훈련기, 기동형 헬기(수리온) 사업 등이 활발히 진

만 이 역시 탐색개발 1차 결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실

체 풍동시험 및 엔진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엔진 성능시험을

의 설계·제작·조립을 담당키로 했다. 삼성항공 주관의 기업 간

행되면서 군수분야의 국내 항공산업 역량이 크게 진일보하

제로는 Bombardier사의 타 기종 개발비 증가에 따른 내부 경

실시했으며, 유사기종 항공기의 비행시험을 통해 설계 데이터

컨소시엄에는 삼성항공·대우중공업 등 13개사가 참여했다.

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민수 항공산업 분야 발전은 미흡

영악화가 실질적 이유로 판단)로 공동연구가 종료되었다. 이

를 추출하고 조종사의 조종 적응용으로 활용했다. 구조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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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익을 제작해 정하중 강도시험을 실시했고 Catia로 디지털

한편 2004년 1월에는 미국 탐험조종사인 Gus McLeod

모컵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조종계통 아이론 버드(Iron Bird)

가 반디1호기를 이용한 남극 비행 도전을 요청했다. 이 제안을

를 제작해 작동성과 간섭을 확인했다. 이렇게 개발한 선미익

수락하고 장거리비행, 극한상태 비행을 위해 동체 내부를 연

항공기를 ‘반디호’라 명명했다. 반디호는 지상성능 시험 후 당

료탱크로 개조하고 이륙중량도 1,180㎏에서 1,750㎏으로 증

시 건설교통부로부터 비행시험 허가를 받아 2001년 9월 21일

가시켰다. 남극은 고도가 9,200ft이고, 시속 90㎞ 이상 강풍

항공대학교 활주로에서 운항학과 김칠영 교수와 은희봉 교수

이 부는 악천후 지역으로 비행 가능 기간이 극히 제한적이다.

의 조종으로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이때 확보한 데이터를 이

결국 3차례의 도전 모두 비행 도중 기상이 악화돼 남극 대륙에

용해 비행 특성을 분석했고 결과를 토대로 반디 2호기를 제작

비상 착륙한 후 출발지인 미국으로 회항해야만 했다. 비록 도

해 시험 비행을 수행했다.

전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당시 반디호가 남극 대륙을 헤치고

반디호는 수평꼬리날개가 동체 앞에 위치한 선미익(또는
커나드) 항공기로 실속과 스핀이 원천적으로 방지되어 저속에

날아간 비행경로는 지구 한 바퀴에 달하는 44,000㎞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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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어쇼에 전시된 반디호

남극에 도착한 반디호

였다.

서의 안전성이 우수하다. 전체 구조물을 복합재료로 제작했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선미익 소형항공기 사업을 통해

며 설계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4인

전기체 구조물에 100% 복합재료를 적용해 고강도·경량구조

회 실시하고, 6월 19일에 조종사 은희봉 교수, Flight Test

승 소형 항공기이다.

물 설계 및 성형기술을 개발했고 구조강도시험·풍동시험·비

Engineer 황명신 교수의 참여로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3

반디호는 2002년 8월 미국 Oshkosh 에어쇼에 출품해 호

행시험을 통해 시험기술을 축적했다. 또한 추출된 시험데이터

회의 비행을 수행했으나 5회째인 8월 27일에 항공대 수색비

(1) ’93 EXPO 지상관측용 무인비행선 개발사업

평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수행된 2단계 사업에서는 양산 판매

분석기술 연구·설계 프로그램·CFD, 풍동시험·비행시험 결과

행장을 이륙한 후 비행시험 중 추락해 두 교수가 사망하는 사

’93 Expo 지상관측용 무인비행선 개발 사업은 1993년 대전

를 목표로 고품질의 키트화, 착륙장치, 엔진, 구조시험 및 해석

의 비교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소형항공기 설계 데이터베이

고가 발생했다. 2006년 8월에 발표된 항공철도조사사고위

세계과학기술박람회 당시 삼성전자㈜의 수탁과제로 1991년

연구에 돌입했다. ‘Full Depth Foam Core’ 날개를 샌드위치 복

스를 구축했다.

원회의 보고서는 기술적 요인으로 무리한 설계 변경에 따른

9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2년 4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삼성

수평꼬리날개의 플러터 현상 문제를, 비기술적인 요인으로 공

전자㈜는 행사장을 공중에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행사를 홍

합재를 이용해 상부스킨과 하부스킨을 리브로 보강하는 형태

3. 무인기 개발

로 바꿨다. 이를 위해 주익 스킨성형 몰드를 개발하고 착륙장

(6) 보라호

개 비행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에 따른 개발 추진 등을 원인으

보하는 공동 중계기지로 지상관측용 무인비행선 개발을 한국

치는 고정식 대신 접어들이식을 개발·적용했다. 실용화단계에

보라호는 소형항공기의 국내수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개

로 추정했다.

항공우주연구원에 의뢰했다.

서 높아진 안전성 기준을 고려해 전기체(全機體) 구조시험을

발한 전진익기 형태의 4인승 단발 항공기이다. 과학기술부 지

비행시험 중 사고에 따른 귀한 두 교수의 안타까운 희

총 1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자

수행하고 순항속도를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플러터 해석

원으로 산·학·연이 공동 참여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개

생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를 계

체 개발한 21m 길이의 무인비행선에 원격제어 카메라를 탑재

과 지상진동시험을 진행해 안전성을 증대시켰다.

발했다. 소형기로는 혁신적인 전진익기 형태로 개발했으며 모

기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모든 비행시험에 FRRB(Flight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본 사업을 통해 비행선 설계·제

2단계에서는 실용화 1, 2호기인 ‘반디3호기’와 ‘반디4호기’

든 주 구조물은 탄소복합재로 설계했다. 참여기관인 성준모토

Readiness Review Board)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FRRB는

작기술을 축적하고, 비행선 원격조정을 위한 무선 통신기술

를 개발했다. 이 가운데 반디4호기가 국내에서 최종 조립과 지

라비아가 보라호의 구조물을 제작했고, 항공대학교는 비행시

개발 팀이 비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철

등 다양한 무인기 관련 기술도 함께 개발했다.

상시험을 마친 후 2006년 4월 미국으로 이송해 재조립과 구

험, 공군사관학교는 스케일기 개발, 건국대학교는 구조물 설

저해 검증해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선구자들의 열정과

매자의 요구에 따른 보완작업과 비행시험을 완료한 후 구매자

계 및 해석을 담당했다.

희생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진일보된 항공기를 개발할 수

(2) 소형 장기체공형 무인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소형 장기체공형 무인기(별명 ‘두루미’)는 1999년 6월부터 한

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되었다.

보라호는 2004년 6월 초에 High Speed Taxiing을 3

반디호 제원

반디호 초도비행

항목

제원

전장

6.6m

전폭

10.4m

탑승인원

4명

최대이륙중량

1,180㎏

최대상승률

6.1m/s

이륙활주거리

430m

최대수평속도

340㎞/h

순항속도

310㎞/h

항속거리

1,850㎞

보라호

보라호 조종사 은희봉 교수, Flight Test Engineer 황명신 교수 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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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항공분야

기술의 성숙도와 국제적 환경변화를 점검하면서 유관기술을

기는 이륙할 때 로터가 위로 향해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m

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속도 증가 시 로터가 앞으로 기울어 고

비행선 개발 기술을 직접 상용화시키기 위한 ‘중형 에어로스

정익 항공기로 변신할 수 있다. 헬리콥터에 비해 속도와 고도

탯 시스템 개발’ 사업이 2006년에 시작되었다.

모두 2배의 성능으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적용한 틸

에어로스탯 시스템은 고도 1㎞에서 10일 이상 장기체공하

트로터 무인기는 활주로가 없는 좁은 공간에서의 이착륙과 저

며 영상 및 레이더 정보 획득, 통신 중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속과 고속의 넓은 속도 영역의 비행이 가능해 짧은 시간에 재

장비이다. 국경 및 해안 감시, 재난감시, 전파정보 획득 등 다양

난 방지와 국방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시제품 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업에 착수한 2000년대 초는 무

연으로 실용성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잠재 고객인 군의 소요제

인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이후 미군

기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실제로 해당기술을 업체에 기술 이

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수천 대의 무인기를 사용해

전한 이후 2010년 육군이 착수한 시범사업을 수행토록 지원

효용성을 경험하며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다. 최근에는

했다.

무인기를 이용한 택배서비스나 재난감시 등 민수분야에도 활

국항공우주연구원 자체연구사업인 ‘무인항공기 기반기술 연

최초 기상관측 시험에 적용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기반으로

구’로 시작했다. 이후 2000년에 기본연구 과제로 선정되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형 체공형 무인기(‘두루미3’) 실

LTA 유관 기술은 국내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만이 보유

2003년 말까지 개발했고 2004년까지 활용성 입증 비행시험

용화 연구를 수행하며 그 동안 개발된 기술은 관련 기업들로

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로, 유지와 확대발전을 위한 노력을

틸트로터 항공기는 미국에서 유인 항공기로 1950년대부

을 수행했다. 최대 이륙중량 15㎏, 체공시간 24시간, 그리고 저

이전하기도 했다. 무인기 체계 연구개발 노하우는 후속된 스

계속해왔다. 그 결과 2017년부터는 신개념인 장기체공을 위

터 3종의 시범용 항공기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기

비용 공중관측·탐사용을 목표로 기체를 개발했다. 2004년 7

마트무인기의 개발과 비행시험 수행에 선행 경험으로서 유용

한 공중계류형 비행선을 특허출원하고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술적 난관을 극복하며 2005년에야 양산에 착수한 고난이도

월에는 기상관측 센서를 장착하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1시간

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50m 비행선과 에어로스탯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두 시

의 항공기이다. 2002년 스마트무인기 개발사업을 착수했을

스템의 장점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계류형 비행선으로, 향후

때 미국 벨 헬리콥터사는 유인 틸트로터 항공기 기술을 적용

미래 LTA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해 이글아이(Eagle Eye)라는 무인 틸트로터 기술시연 항공

30분 이상, 고도 약 1.6㎞까지 비행해 기상관측용 무인기로서
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3) LTA 시스템 개발사업

발한 적용이 추진되고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후 벨 사는 미국 해안경비대(Coast

무인기는 비행체와 비행제어장치, UHF 및 S-Band 통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0년 12월 당시 산업자원부의 차

장비, 기상센서 그리고 지상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대신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선 개

(4) 스마트 무인기 개발사업

Guard)의 주문을 받아 함정 탑재용 무인기를 개발했는데

이 가운데 엔진과 통신장비 일부 단품을 제외한 모든 구성품

발’에 착수했다. 이후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도 3㎞에서

스마트무인기 개발사업은 새로운 세기를 맞아 정부가 추진한

2006년 비행시험 중 추락해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중단했다.

들을 국내에서 개발했다. 고양력, 저항력, 장기체공형 비행체

비행하는 길이 50m의 전기식 무인 비행선을 제작해 2004년

23개의 21세기 프론티어 기술개발 사업 중 ST 분야에서 유일

틸트로터 항공기 기술개발의 난이도를 실감할 수 있는 사건이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해 성우엔지니어링이 제

과 2005년에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하게 선정되어 2002년에 시작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었다.

작했고, 비행제어 및 지상관제시스템 개발에는 유콘시스템㈜

하지만 50m 비행선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이 고도 20

주관해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퍼스텍 등 10개 기업

무인기는 유인기에서 조종을 담당하는 조종사 역할을 비

이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와 공동으로 참여했다. 2004

㎞ 부근 성층권 내에서도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과 19개 대학 등 총 36개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2012년

행제어 컴퓨터가 담당한다. 따라서 목표지점까지 자세를 유지

년에 기상측정장비 전문업체인 진양공업㈜의 협조로 무인기

어려웠다. 낮은 공기 밀도와 온도 그리고 바람 등 성층권의 열

까지 10년간 약 9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공적으로 기술

하며 안전한 비행을 하기 위해 비행제어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탑재용 기상센서를 개발해 그 해 7월에 대기 온도·습도·기압

악한 환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비행선 관련 요소기술은 전

개발을 완료했다.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는 각 나라마다

분포를 측정하는 기상관측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 같은 해

세계적으로도 아직 개발 착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때문에

이른바 똑똑한 무인 항공기 시스템인 스마트 무인기는 비

해외 유출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기술도입이 원천적으로 불

10월에는 기상연구소와 함께 국산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국내

본격적인 체계개발을 시도하기 전에 성층권 비행선 개발 관련

행체로 틸트로터(tilt rotor) 항공기를 채택했다. 틸트로터 항공

가하다. 항공기 외형설계 시 전산유체해석이나 풍동시험을 통

에어로스탯

VIA50 비행선

스마트 무인기의 헬리콥터 모드 비행

스마트 무인기의 비행기 모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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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비행시험을 반복하며 개선해야 안

감지기를 장착할 경우 동급 고정익 무인기와 무인 헬리콥터

전을 보장하는 비행제어 소프트웨어가 완성된다. 미국에서는

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가진 틸트로터를 개발할 수 있음을 알

‘V-22 오스프리’라는 유인 틸트로터 항공기를 개발하는 동안

게 되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1년

4회의 추락사고가 있었고 3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까지 비행체 총중량 200㎏급으로 체공시간 5시간, 최고속도

우리나라에서도 비행시험 중 수 차례 추락사고가 있었으나 비

250㎞/h, 임무반경 60㎞, 유상하중 20㎏의 성능을 목표로 고

행제어 소프트웨어 검증을 위한 축소형 무인기 비행으로 인명

성능·저중량·저비용의 실용 틸트로터무인기 TR-60 시연기를

피해가 없었고 경제적인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2011년

자체 과제로 개발했다. 이후 자동이착륙과 천이비행을 성공해

헬리콥터 모드에서 비행기 모드로 변신하는 천이비행에 성공

2011년 8월 ㈜대한항공과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협약을 맺고

해 마침내 스마트 무인기 개발을 입증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

TR-60급 틸트로터를 2년간 공동 개발했다.

로 틸트로터 항공기 기술을 획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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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무인기의 성공적인 비행시험이 알려지면서 국내

스마트 무인기는 비행체, 통신, 관제 및 지상 지원 장비로

외 반응이 엇갈렸다. 조속히 국토방위에 활용해야 한다는 고

구성되어 있다. 비행체에는 임무장비로 주야간 감시 카메라가

무적인 반응의 한편에 미국도 실패한 기술을 어떻게 우리나

탑재되어 있고, 주요 항공전자 장비로는 비행제어 컴퓨터와

라 무인기에 활용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국

항법장비가 탑재되어 있다. 지상 관제장비를 통해 200㎞ 반

외에서는 산유국으로부터 틸트로터 상용화 시기에 대한 문의

경 내 특정 지역으로 감시 정찰 비행을 명령하면 탑재된 컴퓨

가 있었고, 미국 굴지의 헬리콥터 제작사와 기술협력 MOU를

터가 항법장치와 연계해 자동으로 계획된 지점을 비행하며 임

체결하기도 했다. 10여 년간 개발한 틸트로터 무인항공기는

무를 수행하도록 조종한다. 비행체에 탑재된 주야간 감시 카

지금까지 기술 시연(technology demonstrator) 항공기로만

메라는 3㎞의 고도에서 목표물의 영상을 촬영하고 통신장치

개발했다. 이 무인기를 활용하려면 실용화 개발을 거쳐야 한

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상에 전송하며 지상에서는 이러한 영

다. 군의 항공기 개발 단계로 보면 탐색개발 완료 후 체계개발

상을 수신해 재난 지역이나 적진의 상황을 파악한다.

을 해야 사용 가능한 무기 체계가 된다. 민수 무인항공기로 상

기술 시연기로 개발한 스마트 무인기(TR-100)의 대표적

용화하려면 국가 규정에 따라 개발해 인증을 받아야 공역에서

성능은 최대속도 500㎞/h, 임무반경 200㎞, 최대체공시간

비행할 수 있다. TR-60급 수직이착륙 무인기는 국내 수요를

5시간, 유상하중 90㎏이다. 엔진은 550마력의 터보샤프트

파악해 공공용 실용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수용

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수직이착륙 무인기 초기 수요를 분

수직이착륙 무인기 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석한 결과 최대속도 조건을 완화하고 경량화한 고성능 소형

틸트로터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우선 추구하고 있는 무인

스마트 무인기 단계별 사업 목표

스마트 기술

현재의 무인기
체계기술

신개념
비행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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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스마트 기술 기초연구

스마트 기술 응용연구

스마트 기술 비행체 적용

무인기
체계 기술
기반구축

신개념 무인기
체계기술 시현

스마트 무인기
체계기술 실증

비행체 영상연구
핵심시스템 기술 연구

시제기 및 무인기시스템
제작 지상통합시험

스마트 무인기 기술 접목
임무수행 비행시험

신개념 비행체 형상
무인기 시스템 EM

신개념 무인기 체계

스마트 무인기 체계

스마트 무인기 30도 틸트 천이비행 시험 장면: 지상 카메라 영상(좌), 미익 탑재 카메라 영상(우상), 지상 관제장비(우중), 임무비행 궤적 영상(우하)

스마트 무인기의 주요 구성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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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뿐 아니라 유인 항공기로의 활용성도 매우 높다. 수직

치를 개발했다. 관제장비에는 함상운용을 위한 소형화와 함께

이착륙과 고속비행이 가능해 우리나라와 같이 활주로가 부족

착륙지점의 이동을 고려한 비행제어 및 비행통제 기능을 구현

한 환경에서 개인용 항공기(Personal Air Vehicle, PAV)로의

했다. 또한 선박 운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도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중국 등이 현

록 지상추적안테나를 안정화시키는 기술도 적용했다.

재 개발하고 있는 헬리콥터에서 발전된 차세대 수직이착륙 항
공기로의 활용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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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상상태(Sea State)에 따른 선박운동을 모사
하는 모션플랫폼을 개발하고 활주로에서 선박운동을 모사하
틸트로터 무인기 함상 이착륙 시험 연구진

틸트덕트 무인기(TD40)

틸트덕트 무인기(TD40) 연구진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아직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며 10노트 속도로 이동하는 5m×5m 크기 착륙대에서 안정적

에 머물러있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우리

으로 이착륙이 가능함을 다수 비행시험을 통해 검증했다. 이

나라는 이미 싼 임금으로 세계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단계를

후 2017년 7월 7일 외나로도 인근 해상의 10노트 속도로 이동

넘어섰다. 항공 산업도 선도자(first mover)가 될 수 있는 기술

하는 해경 4,300톤급 훈련함에서 10회 연속 함상 자동이착륙

과 자세 제어를 위한 베인 장치를 장착한 링 날개 구조의 덕트

및 기종을 개발해야 국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어렵게 구축

시연에 성공했다. 당시 해상상태는 연구목표였던 ‘2’를 상회하

로 되어 있다. 동체에는 15마력급 로터리 엔진과 수평·수직미

한 틸트로터 항공기 기술로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세계시장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인기 함상 자동이착륙은 국내 최초

익 사이에 모터로 회전하는 후방프롭을 장착했다.

석권은 물론 개인용 항공기 및 차세대 수직이착륙 유인 항공

일 뿐 아니라 틸트로터 무인기의 함상 자동이착륙은 세계 최

TD40은 비행모드에 따라 조종방식이 달라 회전익모드에

와 센서 일체형 통합 비행제어컴퓨터(FCC)를 장착했다. QTP-

기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초이다. 연구결과는 SCIE급 저널 2곳에 게재된 것을 포함해 국

서는 메인프롭과 후방프롭의 콜렉티브 피치로 비행체 자세를

UAV는 배터리 버전 2대, 풍동모델 1대 등 3대를 제작했다. 풍

제 사회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국산 무인기의

제어하고 틸트가 고정익모드에 가까워지면 덕트 내부의 베인

동모델은 시험 완료 후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개조할 수 있도

상품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과 수평꼬리날개의 조종면을 이용해 자세를 제어한다. 안전줄

록 했다.

(5) 틸트로터 무인기 함상 자동이착륙 개발사업

시험을 통해 비행체의 회전익모드 비행특성과 덕트 효과를 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5년 10월에서 2017년 9월까지 2

악하고 제어로직의 안정성과 향상된 조종력을 확보했다.

시험을, 회전익분야에서는 프롭의 설계 및 해석을 담당했다.
QTP-UAV 시스템은 비행체와 지상관제 및 통신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비행체에는 두 개의 UHF 주파수의 통신장비

QTP-UAV 풍동시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형아음속
풍동의 개방형시험부에서 수행했다. 풍동모델은 비행시제기

년간 ‘200㎏급 틸트로터 무인기의 함상운용 입증을 위한 기

(6) 틸트덕트 무인기 개발사업

술개발’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수행했다. 원양조업

틸트덕트 무인기(이하 ‘TD40’)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

TD40은 2017년 1월 18일 고흥항공센터에서 초도비행을

와 동일한 형상을 가지되 내부에 6분력 측정을 위한 밸런스를

어군 탐지, 광역 해상에서의 불법 어로 및 해상안전 감시 등을

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1시간

시작했다. 비행시험은 호버 비행을 시작으로 회전익모드 비

장착했다. 풍동모델의 콜렉티브 피치를 포함한 모든 조종면

위한 함상용 자동이착륙 기술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

이상 비행이 가능한 다목적 수직 이착륙 비행로봇 시스템 개

행, 내부조종사의 유지모드 비행, 그리고 천이모드 자동비행

은 비행시제기와 동일한 비행제어컴퓨터를 통해 유선으로 연

해 육상용으로 개발한 틸트로터 무인기 시스템을 개조하고 함

발’ 과제로 개발을 진행했다. TD40의 요구도는 최대 속도 150

순으로 진행되었다. 비행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어로직 및

결된 지상관제장치로 제어했다. 풍동시험은 프롭이 장착되지

상이착륙 성능 검증을 위해 실 선박에서 비행 시연하는 것을

㎞/h 이상, 최대 체공시간 1.5시간이며, 이동형 도킹스테이션

동력계통 수정을 거쳐 2017년 12월 23일 19번째 비행에서 최

않은 무파워와 실제 프롭을 회전시키는 파워 풍동시험으로 구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

에서 자동 이착륙할 수 있는 정밀제어 성능을 갖는 것이다.

대속도 153㎞/h에 도달했다.

분해 수행했다. 무파워 풍동시험은 비행체의 기본 공력특성을
파악하고 측정된 공력 데이터는 성능해석을 위한 공력 데이터

함상운용을 위해 기존 TR-60 틸트로터 무인기의 착륙장

TD40 시스템은 비행체, 지상관제 및 통신장비로 구성되

치를 휠 타입에서 스키드 타입으로 변경하고 임무장비 장착을

어 있다. 지상관제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GCS 프로그램을 탑

(7) 쿼드틸트프롭 무인기 개발사업

베이스 구축에 이용했다. 프롭을 회전시키는 파워 풍동시험은

위해 전방동체를 개조했다. 이동하는 선박의 착륙지점과 비

재한 노트북, 조종기, 그리고 노브장치로 구성했다. 비행체에

쿼드틸트프롭 무인기(이하 ‘QTP-UAV’)는 수직이착륙과 고속

비행속도와 틸트각에서 비행체의 자세와 조종면의 변위를 찾

행체 간 상대거리를 정밀하게 측위하고자 ㎝급 정밀도를 제공

는 통신장비와 센서를 통합한 비행제어컴퓨터를 장착했다.

비행이 가능한 전환형(convertible) 비행체로, 탠덤(tandem)

는 데 역점을 두어 수행했다.

하는 RTK(Real Time Kinematics) GPS 방식 정밀상대항법장

TD40은 각 덕트 안에 콜렉티브 피치 제어가 가능한 메인프롭

날개 구조에 4개의 기울임(틸트)이 가능한 프롭 장치로 구성

QTP-UAV의 본격적인 비행시험은 고흥항공센터에서 진

된다. 비행체의 기본 요구조건은 총중량 48㎏, 임무중량 3㎏,

행했다. 안전줄을 뗀 최초의 회전익 비행은 2018년 9월 11

최대속도 150㎞/h 이상이다. 최대 체공시간은 배터리 동력

일에 있었다. 비행시험은 호버 비행을 시작으로 활주로 상

30분, 엔진-발전기-배터리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추진 2시간

공 저고도 회전익 모드 시험부터, 외부 조종사의 수동비행과

이 되도록 했다.

내부조종사의 유지모드,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동비행 순으

국내 민군 활용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실용화를 추진 중인 200 kg급 틸트로터 무인기(TR60)

실 선박 함상 자동이착륙 시연

QTP-UAV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주요사업을

로 진행했다. 회전익모드 비행이 완료된 후 천이 비행은 고도

통해 개발했다. 체계종합에서는 무인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100~200m, 반경 500~600m의 점항법 비행을 통해 점진적

비행체 사이징, 성능해석, 형상설계, 프롭 및 틸트 계통에 대한

으로 이루어졌다. 2018년 9월 18일에는 점항법 모드에서 단

하중해석과 체계통합 지상 및 비행시험을 수행했다. 추진분야

계적인 증속을 통해 틸트 0도, 비행속도 145㎞/h까지의 천이

에서는 엔진, 발전기, 배터리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비행을 성공했다. 2018년 10월 25일 비행에서는 비행특성을

개발했다. 제어분야에서는 비행제어시스템과 지상관제장치

향상시키기 위한 제어로직 및 이득 조정을 거쳐 최대 속도 165

(GCS)를 개발했다. 구조분야에서는 비행체의 구조하중해석과

㎞/h까지 도달했다.

구조설계를, 공력분야에서는 비행체의 전산유동해석 및 풍동

QTP-UAV 개발은 쿼드틸트프롭 비행체에 대한 특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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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비행제어기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 과제를 통

진에 장착했다. 무인화 장비 장착을 위해 개조된 구조물에 대

해 총중량 50㎏급의 고속-수직이착륙 무인기 시스템 기술을

해서는 EASA로부터 LSA 인증을 추가로 받았다.

확보했다. 또한 분산 추진형 전기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에

비행체는 최대 이륙중량 600㎏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대한 원천기술 확보로 차기 전기추진 수직이착륙 개인용 항공

수 있어 비행조종시스템과 통신시스템을 이중화해 신뢰도를

기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높였다. 또한 탑재 시스템 각 구성품의 진동 온도 시험과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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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대한 EMC 시험을 수행했다. 이외에 무인비행 운영
(8) 유·무인 혼용비행기 개발사업

을 위한 기본형 지상통제장비를 개발했고, 위치 추적안테나를

산업통상자원부의 항공우주부품개발사업인 ‘항공부품 정

장착했다.

밀비행시험 시스템 및 기본형 무인플랫폼 개발’ 사업은

2013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감항증명을 받고

2009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진행했다. 성능과 안전

2013년 7월 고흥 항공센터에서 초도비행을 시험했다. 이착륙

성이 검증된 유인항공기를 무인기화해 유·무인 혼용항공기

은 외부조종사가 조종하고 이륙 후 일정한 고도에 이르면 지

‘OPV(Optional Piloted Vehicle)’를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유·

상통제장비에서 내부조종사가 항공기에 장착된 카메라 영상

무인 혼용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인기로 비행할 수

에 의존해 스틱 모드로 조종하거나 경로점을 지정한 자동비행

는 1,500㎞이다. 해양·산불·환경·교통·불법어로 감시 등 반복

이브리드 무인기인 EAV-2는 야간에는 연료전지와 배터리를,

도, 조종사가 탑승해 조종할 수도 있는 항공기로 정의한다.

을 수행했다.

적이거나 장기체공 등이 필요한 임무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낮에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2012년 8월 22시간

유·무인 혼용비행기 비행체

유·무인 혼용비행기 비행체 내부

본 사업은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항공부품을 탑재해 실제

비행안전성 확인 후에는 시험대상 부품을 항공기에 장착

있다. 연구를 통해 확보한 OPV 개발 기술을 활용해 노후화하

10분 연속 비행하는 기록을 수립했다. 이후 태양전지와 배터

비행조건에서 시험할 수 있고, 국내외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하고 비행시험을 수행했다. 시험부품의 성능을 정확하게 측정

거나 쓰임새가 줄어든 군용 항공기를 무인화함으로써 사격 훈

리를 적용해 동력 시스템을 단순화시켜 고고도용 비행체 개발

있는 무인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성 있는 기본형 무

하기 위해 정밀도가 높은 기준시스템을 장착했다. 또한 무인

련용 표적기, 상대를 교란하기 위한 기만기, 레이더 기지 타격

을 진행했다.

인 비행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대상 비행체로 2인

항공기의 장점을 살려 복잡한 조종을 정확히 반복 수행할 수

기 등으로도 쓸 수 있다. 개발된 비행체는 2019년 현재 ADS-B

밀도와 온도가 낮은 성층권 환경에서 운용되는 비행체는

승 항공기를 선정했는데 개발 당시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2인

있는 자동 비행시험 시스템도 개발했다. 국내 업체에서 개발

영상기반 충돌회피시스템 기술개발과 안전 운항기술 연구 등

초경량 기체구조 기술, 저온 저밀도 추진 시스템, 태양광 및 배

승 항공기가 없어 해외 LSA급 비행기(모델명 : CTLS)를 구매

한 3종 부품에 대해 한서대(AHRS 센서시험, GPS·INS 시험)와

에 활용하고 있다.

터리 동력기술, 저 레이놀즈 수 영역의 프로펠러 설계기술 및

해 무인기로 개조했다. 항공기 기체에는 비행조종컴퓨터·각종

울산공항(VOR 수신기시험)에서 비행시험을 수행한 후 데이

센서·통신 송수신기·안테나 등을 장착했다. 또한 기존 조종 계

터 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2014년 10대

(9)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 개발사업

확보했다. T-800급 국산 복합재를 처음으로 무인기에 적용하

통에 비행조종컴퓨터가 제어하는 작동기를 연동 장착했고 무

기계기술에 선정된 바 있다.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는 고도 18㎞ 이상의 성층권에서 수주일

고 저온 특성과 인장능력이 우수한 마일러 소재를 적용해 초

체공하는 전기 무인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

경량 기체구조를 실현했다. 또한 영하 70도의 환경에서 작동

에 착수한 사업이다. 친환경 전기추진 동력시스템 기술과 고

하는 저속 고토크 BLDC모터와 모터 제어기를 개발했다. 아울

고도장기체공(High Altitude Long Endurance, HALE) 기술을

러 모터 특성과 밀도가 1/14까지 감소하는 성층권 대기를 고려

접목한 항공기 체계개발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6

해 저 레이놀즈 수 영역에 적합한 고효율 프로펠러를 설계하

인화 시스템 동작을 위한 전원공급을 위한 추가 발전기를 엔

QTP-UAV 형상 (고정익모드)

QTP-UAV 파워풍동시험

본 비행체의 최대 속도는 시속 250㎞이고, 최대 항속거리

유연한 항공기 자동제어 기술 등이 소요되므로 관련 기술을

년간 주요사업으로 추진했다. 고도 18㎞의 성층권은 대기압이
지상의 1/20에 불과하고 온도가 섭씨 영하 70도까지 내려간
다. 하지만 비관제 영역으로 풍속이 낮고 구름이 없어 지상관
측, 기상관측 및 통신중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알맞다. 이
러한 조건에서 장기체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화석연료 대신 태
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
본 사업에서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한 스팬 2.6m급

QTP-UAV 비행시험(회전익-천이-고정익)

의 EAV-1을 개발해 비행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경량의 연료전
지 시스템의 무인기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태양전지,
배터리 및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스팬 6m급의 하
이브리드 무인기 EAV-2를 개발해 각 동력원의 장단점과 향후
활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EAV-1은 기존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1.5시간 비행만 가능하나 저압 수소 발생형 PEM 타입 연료전
지를 적용해 2010년 10월 4.5시간 체공 비행에 성공했다. 하

유·무인 혼용비행기 지상통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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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치안용무인기 개발사업

항공우주연구원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17년 6월부터 본격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하 ‘재난치안용 무인기 개발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재

재난치안용 무인기 개발 사업은 단순히 무인기 플랫폼(기

난·재해에 대해 다수 부처가 현장에서 운용 가능한 무인기 통

체)만 개발하는 것이 아닌 지상운용시스템, 통신시스템, 특화

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동 사업이다. 소방청을 주관 부처로

임무장비 등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으로 자연·산업재해로부터

해양경찰청, 경찰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재난·치안현장에서 신속한

가 참여했다. 2015년 사전기획 및 공동기획 연구를 수행해 같

현장정보 수집과 초동대응뿐 아니라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임

은 해 10월 제9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위원회에서 2016년 사

무 수행을 지원하는 국가 재난 조기탐지 및 진행·복구상황 실

업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로 한국

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항공

재난치안용 무인기 개발 사업의 참여부처(소방청(주관), 과기부, 산업부, 경찰청, 해경청)

재난치안용 무인기 개발 사업의 참여 기업·학교·연구기관

재난치안용 소형무인기 3종(기본/특화 임무장비)와 운용관리시스템
EAV3 비행

MC-1

EAV-3 이륙

고도 18.5km에서 촬영한 소록도

MC-3

기도 했다. 이외에 비행제어 컴퓨터, 대기 측정장치 및 조종면

scale기인 EAV-3는 단결정 태양전지와 리튬 이온 배터리를 동

작동기 등 주요 시스템을 이중화해 유사시에도 안전하게 자동

력원으로 이용해 2015년 8월 고도 14.2㎞, 2016년 8월 비관

비행이 가능토록 했다.

제 공역인 고도 18.5㎞에서 90분간 비행해 성층권 태양광 무

EAV-2의 고고도 장기체공 확장형인 EAV-2H는 2013년

인기의 활용 가능성을 시연했다.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는 향

10월 국내 최장 기록인 25시간 40분 연속 비행기록을 세웠다.

후 카메라, 기상 측정장치 및 성층권 통신장비 등의 특수한 임

이후 2014년 9월에는 고도 10㎞까지 상승함으로써 국내 무

무 장비 개발과 고에너지 밀도의 배터리의 출현을 통해 상용

인기 비행고도 기록을 수립했다. 고고도 태양광 장기체공 Full

화의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M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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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치안용 소형무인기(MC-3) 해경의 광역해상초계 및 조난자 구조 시나리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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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드론과 재난치안용 무인기의 차이점

구성품

국내 협력업체

국외 협력업체

구성품

국내 협력업체

국외 협력업체

주로터블레이드

KAI

Eurocopter(프)

보조동력장치

삼성테크윈

-

꼬리로터 블레이드

KAI

Eurocopter(프)

연료펌프

한화

-

주로터 허브

KAI

Eurocopter(프)

연료탱크

한화

GKN(영)

○

주로터 조종

KAI

Eurocopter(프)

연료량 측정장치

한화

Autoflug(독)

×

○

꼬리로터 허브

KAI

Eurocopter(프)

축압기

한화

-

특화임무장비 및 Plug&Play

×

○

꼬리로터 조종

KAI

Eurocopter(프)

유압펌프

두산

Eaton(미)

실내 SLAM 및 자율 비행

×

○

엔진통합

삼성테크윈

GE-AE(미)

주 착륙장치

현대위아

APPH(영)

비가시권 통신/통신중계

×

○

동력터빈

삼성테크윈

GE-AE(미)

보조 착륙장치

현대위아

APPH(영)

전자식엔진제어장치

삼성테크윈

GE-AE(미)

Air Data 시스템

퍼스텍

Thales(프)

재난치안용
무인기

임무정보 다지점 송신 기능

×

○

복수 무인기 동시 운용 및 관리

×

○

방수 및 방진

×

○

내풍성 및 내열성

×

통신 3중화

핵심기능

특수 임무
수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발구성품 및 협력업체
일반드론

구분

재난환경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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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29개 무인기 개발 전문기업·학교·

치안뿐 아니라 산림, 국방·안보 등 타 분야로 파생시켜 다변화

연구기관이 참여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되는 재난·치안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

(simulator)와 정비훈련 장비를 포함한 훈련체계, 그리고 각종

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솔

시험장비 및 전자식 교범류를 망라한 종합군수지원체계를 갖

루션으로 국내외 신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추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책사업의 형태로 총 1조 2,960억 원

사업은 총 5개의 과제로 나뉘어 진행중에 있다. 먼저 총괄
및 1세부 과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아 소방·경찰·해경
이 필요로 하는 재난치안용 소형 무인기 요구사항을 구체화하

을 투입하되, 구성품별 참여 업체도 개발비의 일정부분을 분

고 있다. 또한 공인시험평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

담시켜 업체의 개발성공 노력을 극대화시켜 나갔다.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통합시스템에 대한 비

4.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구성품 개발

사업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방위사업청
의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PMO)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행·임무장비 통합시험 및 운용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2세
부 과제는 ㈜휴인스 등 14개 기업·기관이 무인기 공통플랫폼

(1) 사업 배경

지식경제부인원과 국방기술품질원 및 3개 개발주관기관에서

기체 3종, 카메라와 짐벌 등 기본임무장비, 지상통제장비 및

한국전쟁을 통해 실전 효용성이 입증된 헬기는 월남전과 이라

파견한 인원으로 편성됐다. 국방과학연구소(TMO)는 정부로

임무지원차량을 개발하고, 내열성·내부식성 등 재난치안환경

크전을 통해 군사작전의 주요 핵심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또

부터 기술관리 업무를 위임받았다. 또한 체계설계 및 종합을

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 3세부 과제는 ㈜솔탑 등 4개 기

한 아프카니스탄 같은 산악 지역에서 필수불가결한 핵심 전력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임무탑재장비 개발을 담당

업·기관이 GPS신호가 잡히지 않는 터널 등에서 무인기를 운

으로 입지를 굳히기도 했다. 산악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 역시

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그리고 민군겸용 구성품 개발을

용하기 위한 통신시스템과 실내외 안전운항 체계를 구축하고,

헬기를 매우 중요한 전력으로 활용해 왔다.

운용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4세부 과제는 ㈜에이엔에이치

우리 군의 주력 헬기인 UH-1H와 500MD는 대부분

스트럭쳐 등 10개 기업·기관이 다양한 재난치안환경 조건에

1960~1970년대에 생산해 30년 이상 운영해온 기종이다. 따

서 임무수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소형 무인기용 14개 특화

라서 그동안 이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해외 직구매나 UH-60

임무장비, 소프트웨어 및 운용매뉴얼 등을 중점 개발한다.

및 500MD 방식의 면허생산 또는 자체 개발에 대한 비교 검토

재난치안용 무인기는 임무정보 다지점 송신 기능, 복수 무

를 진행했다. 그리고 각각의 신형헬기 확보방안에 대한 다양

인기 동시 운용 및 관리, 방수 및 방진, 내풍성 및 내열성, 통신

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국책사업에 의한 국내 개발로 최

다중화, 특화임무장비 플러그 앤 플레이, 실내 SLAM 및 자율

종 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애초의 다목적헬기로 기동형과 공

비행, 비가시권 통신·통신 중계 등 기존 무인기가 가지고 있지

격형 헬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방안은 개발난이도와 위험도 등

않은 차별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 2017년 6월 개발에 착수

을 고려하여 민수용으로 내수 및 수출도 가능한 기동형헬기를

해 2018년 11월에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말 시제작에

먼저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한국

들어갔다. 2019년 지상성능시험과 비행시험평가를 시작으로

형헬기개발사업(KHP)에 착수했다.

2020년까지 운용성 평가를 마치고 2021년 소방청, 해양경찰
청, 경찰청에서 전달되어 시험 운용을 수행하게 된다.

(2) 주요 내용

재난치안용 소형 무인기 통합시스템은 공공안전 분야 무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목표는 단순한 기동형 헬기의 생산

인기 세계 시장에 진출할 국산 소형 무인기 개발을 통해 재난·

이 아니다. 정부는 기동형 헬기뿐 아니라 모의비행 훈련장비

한국형헬기 외부 형상 및 제원

한국형헬기개발사업 추진체계

KHP 사업단

방위사업청
소요군. 합참

지식경제부
사업관리

계약관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원가관리

기술관리

구성품개발

구성품개발

ADD

KAI

KARI

14개 임무탑재장비

체계설계 및 종합

18개 민군겸용 구성품

국내/외 협력업체

국외 체계업체(BC)

국내/외 협력업체

국내/외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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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구성된 3개 기관은 각각

시 로터소음을 저감시켰다. 또한 구조설계 최적화와 일체성형

다수의 국내·외 협력업체와 함께 고유 임무를 부여받았다.

공법을 적용해 최신복합재료 로터블레이드의 피로수명을 향

2006년 6월 체계종합업체와의 계약과 함께 시작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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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고 중량 절감을 달성했다.

은 같은 해 9월 체계요구도 검토회의와 12월 체계설계 검토회
의를 거쳐 2007년 6월에 기본설계검토회의를 진행했다. 이

② 로터허브·조종장치

과정에서 사업단과 소요군 및 기술관리기관 그리고 개발주관

로터허브·조종은 한국형기동헬기의 주 임무 중량 및 최대이륙

기관 등 약 220명이 참여해 개발규격서, 형상기술서, 구성품

중량을 고려해 1개의 무윤활 탄성체베어링으로 3방향 자유도

상위요구도, 감항성인증규격서 등을 검토했다. 이후 PDR 결

를 구현하는 최신 관절형 허브를 적용했다. 이를 통한 구조단

과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외부형상을 확정했고, 각 분과 검토

순화 및 부품 수 감소로 중량절감과 생산단가 저감을 실현했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규격서에 대한 승인을 거쳐 2008

으며 정비성 및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년 12월 체계 CDR을 완료했다.
2009년 7월 시제 1호기를 출고했으며 2010년 3월 첫 비

※ 로터 훨타워 시험설비(주로터, 꼬리로터)

행에 성공해 각종 비행시험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초도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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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평가를 통해 개발을 성공함에 따라 2013년 5월 실전 배치를

터 비행시험 전에 지상에서 실시하는 개발시험이다. 실제 제

시작했으며, 2022년까지 200여 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작한 실물크기 로터의 성능·동적 안정성·하중·소음·후류속

한국형헬기개발사업에서 당시 지식경제부는 3,902억 원
의 예산으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 구성품 개발’을 지원

주로터 블레이드(좌상)와 꼬리로터 블레이드(우상), 로터 허브/조종장치(하)

도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때 필요한 설비가 훨타워(Whirl
Tower) 시험설비이다.

향후에도 무인헬기·공격헬기 등 주로터 시스템의 성능 및 특

했다. 이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출연금

주로터 훨타워 시험설비는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구축해, 한

2,838억 원과 업체투자를 포함한 총 3,332억 원의 예산으로

국형기동헬기 주로터 시스템의 동적 안정성 시험·성능시험·

꼬리로터 훨시험 설비(Tail Rotor Whirl Tower Test)는 꼬

엔진 및 로터 블레이드 등을 비롯한 14개 분야(계약 기준) 18

비행전 내구성 시험(50시간) 및 동적밸런싱 시험 등 개발인증

리 로터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해 제작한 전용 시험설비이

개 구성품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주관했으며, 2010년 2월 담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그동안 축소 로터 시스템에 국

다. 최대 650㎾의 동력으로 감속기를 장착해 2,000rpm까지,

당한 민군겸용 구성품을 성공적으로 납품 완료했다.

한됐던 국내 로터개발시험 기술을 실물 크기까지 완벽하게 적

증속기 장착 시 최대 4,000rpm까지 회전 가능하다. 본 시험

용해 실제 개발하고 있는 헬리콥터 인증시험을 성공적으로 마

설비를 통해 헬리콥터 정지 비행 조건을 모사해 로터 추력, 토

(3)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 구성품 개발사업

친 것이다. 이는 국내 로터시험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크 및 동력을 측정하는 성능시험, 로터 안정성 및 동적 특성을

① 로터블레이드

올리는 계기가 됐다. 또한 향후 국내에서 개발하는 모든 헬리

파악하는 동적 안정성시험도 수행할 수 있다. 꼬리로터 훨시

차세대 익형을 적용해 개발한 한국형기동헬기(KUH) 로터블

콥터의 주로터 시스템 개발시험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험 설비는 설계부터 제작, 설치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이루어

레이드는 정지비행효율 및 최대운용고도가 우수해 산악지형

갖춘 것으로 의미가 크다. 훨타워 시험설비는 수리온 양산 주

졌다. 시험설비는 향후 축소 주로터 및 꼬리로터, 팬덕트, 무인

이 많은 국내에 적합하다. 제3세대 끝단형상을 적용해 헬리콥

로터 블레이드의 동적 밸런싱 시험은 물론 2015년 착수한 소

기, 전기분산추진 프로펠러 등 로터 연구개발 시 기본 성능시

터 운용에 심각한 제한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착륙 및 순항비행

형민수헬기 개발시 주로터 훨타워 시험에도 사용하고 있다.

험 베드(test bed)로 활용할 것이다.

성 검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HP 시험평가설비 현황

템을 구성하는 블레이드와 허브·조종 각 구성품에 대한 정적
강도와 피로수명을 평가해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 피로수명 요

주로터 휠타워

주요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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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터 구성품 피로시험설비

구도를 입증하는 시험설비이다. 본 시험설비를 통해 한국형

2008년 12월 구축한 로터 구성품 피로시험 설비는 로터 시스

기동헬기 수리온의 로터 블레이드와 허브·조종 구성품에 대한

꼬리로터 휠타워 시험설비

로터 구성품 피로시험설비

블레이드 피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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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 시스템 등도 수정했다. 또한 후방 구동형으로 개조함에

빙시험·자동 재점화 시험 등 한국형기동헬기 엔진 개발에 필

따라 곡관(bifurcated) 형태의 배기덕트를 장착하고 이에 따

요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정상상태 성능시험·과도

른 압력손실의 보상을 위해 동력터빈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

상태 성능시험·시동·재시동시험·안정성 시험 등 MIL규격에

한 기존 엔진 대비 동력터빈 회전수가 증가(장착 요구도)해 감

따른 인증시험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소된 동력 터빈 수명 보상을 위한 설계변경도 뒤따랐다. 기존

KHP 엔진(T700/701K)

엔진의 운용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채널 EECU(Electronic

④ 보조동력장치

Engine Control Unit)를 적용한 FADEC(Full Authority Digital

보조동력장치는 국내 최초의 독자개발 항공용 가스터빈엔진

Engine Control)을 도입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리온 헬기의 관

이다. 주 엔진 시동을 위한 압축공기를 공급하며, 보조발전기

련 전자장비 및 운용 요구조건에 맞게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를 구동해 주 엔진 시동 전 및 비상 시 전력을 제공한다. 등가

고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엔진제작,

출력은 100㎾이며, 넓은 범위의 고도 및 온도조건에서 운용

내구성 시험 등을 위해 삼성테크윈에는 5,000마력급 터보샤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압축기 설계 최적화를 통해 충분한 서

프트엔진 시험이 가능한 지상설비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지 마진을 확보했으며, 중량저감을 위해 유성-링기어를 이용

는 고공환경시험설비에 2,500마력급 터보샤프트용 Cell을 증

한 기어박스 설계를 적용했다. 동력 발생부는 원심형 압축기·

축했다. 구축한 시험설비를 통해 2008년 개발 및 인증시험용

환형 역류형 연소기·반경형 터빈으로 구성했다. 기어박스에는

엔진의 초도 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2010년 3월 예

보조 발전기·기 시동기·연료 펌프·오일펌프를 장착했다. 설비

비비행정격시험을 통해 첫 비행을 마쳤다. 개발 초 승인한 인

를 설계부터 제작 및 설치까지 순수 국내 기술을 이용해 구축

증계획에 따라 2011년에 관련 해석 및 시험을 완료했다. 또한

했다.

2012년 상반기에는 감항 당국과의 기술협의 및 검토를 통해
개발인증시험, 주로터 블레이드와 꼬리로터 블레이드 및 로터

③ 엔진통합·동력터빈·전자식제어장치(FADEC)

슬리브에 대한 제한하중 및 극한하중 시험, 수명요구도를 입

한국형기동헬기의 엔진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

증하기 위한 피로시험을 완료했다.

주관기관을 맡고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국내

※ KUH 엔진 고도시험설비

프로 구분한다. 연료승압펌프는 연료 저장용기 그룹의 내부

특히 2009년 11월에는 로터 블레이드 2시제 피로시험을

협력업체, GE Aviation이 국외협력업체로 참여하는 국제공동

한국형기동헬기 엔진 고도시험 연구를 위해 2007년 2월부터

에 하나씩 장착하며, 다양한 지상자세와 비행조건 하에서 일

완료해 피로수명이 10,000시간 이상임을 입증한 바 있다. 이

개발 형태로 수행되었다. GE Aviation사의 T700-701C 엔진

2009년 2월까지 총예산 58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헬기에 장

정 유량과 일정 압력의 연료를 엔진계통으로 공급한다. 연료

를 통해 비행시험에 앞서 로터 구성품의 구조적인 안전성 확

을 한국형기동헬기에 적합하도록 개조 개발하고 향후 엔진 독

착할 터보샤프트 엔진의 고공성능 확인용 엔진고공시험설비

이송펌프는 두 개의 연료 저장용기 그룹 사이에 장착하며, 두

보에 크게 기여했다. 피로시험 설비 및 시험평가 기술은 2015

자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개

를 확보했다. 이때 기타 지상시험설비와 달리 실제와 동일한

그룹의 연료 무게 차이가 허용된 위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

년에 착수한 소형민수헬기 개발 시 주로터 블레이드의 피로시

조 개발 범위는 크게 후방 구동을 위한 개조, 동력터빈 성능향

조건에서 수행하는 엔진 고도시험을 위해 비행환경 모사를 위

록 양방향으로 연료를 이송한다. 기존 해외 연료펌프에 비해

험에도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무인헬기·공격헬기 등 주

상, 운용 신뢰도 향상을 위한 FADEC 적용이다. 체계 장착 요구

한 복잡한 부대설비를 추가로 구비했다. 해당 설비의 구축으

20~25% 정도 경량이다. BLDC 모터를 동력원으로 채택해 일

로터 시스템의 피로수명평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

도에 따라 엔진 후방으로 구동축을 빼기 위해 동력터빈의 축

로 한국형기동헬기 엔진의 실기 장착을 위한 모든 개발시험과

반적인 DC 모터보다 소모 전력이 낮고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이다.

계를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베어링 시스템, 윤활계통 및 오일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본 설비를 활용해 노즈콘 방

있다.

시험 중인 KHP 엔진

KHP 엔진 고도시험설비

개발 사업을 최종 인증 완료했다.

⑤ 연료펌프
한국형기동헬기의 연료펌프는 연료승압펌프와 연료이송펌

KUH 엔진 고도시험설비 주요 사양

KHP보조동력장치

고도 범위

SL ~ 20,000ft

마하수 범위

0 ~ 0.37

온도 범위

-54℃ ~ 57℃

DAS

500 channels

최대 공기유량

40kg/sec

최대 출력

3,200HP

최대 토크

1,200ft-lb

최대 회전수

30,000rpm

속도측정 정확도

±0.1% F.S

토크측정 정확도

±0.2%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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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료탱크

⑧ 축압기

연료탱크의 AFT와 FT1 탱크는 엔진1에 연료를 공급하며

축압기는 국내독자기술 개발품이며 누설 최소화 설계 및 향상된

FWD와 FT2 탱크는 엔진2에 연료를 공급한다. 추락 시 탑승자

성능을 기반으로 축압기와 브레이크제어모듈을 결합한 형식이

⑪ 대기자료시스템

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19.8m(65ft), 85% 이상 물 충전 조

다. 주기모드에서 24시간 이상 압력을 유지하며 비상모드에서

한국형기동헬기의 대기자료시스템은 속도·고도·온도를 측정

건에서 낙하 후 연료누설이 없도록 내충돌성을 고려해 설계됐

최소 10회 이상 휠 브레이크를 작동하기 위한 유압을 공급한다.

하기 위한 이중 구조다. 컴퓨터는 DO-178B Level A 기준을 만

089

련 핵심기술을 확보해 기술 국산화에도 기여했다.

다. 12.7㎜(0.5in) 철갑탄(AP)에 대한 자체밀폐 기능을 갖추고

족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 또한 동정압 프로브는 MI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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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유압펌프

83206B 요구도를 만족하는 방빙·제빙 기능을 갖고 있다.

자체밀폐 기능을 갖추었다.

유압펌프는 전체 효율 85% 이상의 가변용량 압력보상형 피스

대기자료컴퓨터에서 계산된 데이터는 ARINC-429 채널

톤 펌프 형식으로 3000psi 유압을 공급한다. 9개의 피스톤을

로 비행조종계통·항법계통에 전송되어 정밀한 항법 및 제어를

⑦ 연료량측정장치

사용해 압력맥동을 최소화했고 펌프의 입구포트에 임펠러를

가능하게 한다. 동체형상에 따른 위치오차는 CFD 해석을 통

연료량측정장치는 정전 용량형 연료량 측정센서부(Tank

적용해 5psia의 최소 입구 압력에서 작동이 가능하다.

해 구한 프로브 형상에 의해 1차 보정되고, 추가 발생하는 오차

Unit)와 신호처리장치(Signal Conditioning Unit), 연료량

는 비행시험을 통해 보정값을 구한다. 이를 컴퓨터에서 소프

표시계기(Fuel Indicator)로 구성된다. 연료탱크 내 잔여

⑩ 주·보조 착륙장치

트웨어적으로 처리해 정확한 속도와 고도를 제공한다. 대기자

연료량을 측정해 좌우 탱크 그룹별 연료량과 총 연료량을

착륙장치는 유공압 방식의 완충장치를 적용해 75% 이상의 효

료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항전장비로는 처음으로 기

NVIS(Night Vision Imaging System) 기능을 적용한 연료량

율을 확보했다. 특히 내추락 설계를 통해 비상시에도 승무원

술표준품 형식승인(KTSO)을 국토부로부터 받았다.

표시계기에 표시한다. 또한 MIL-STD-1553B 통신방식을 이

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보조 착륙장치는 추락 시 붕

용해 연료량 정보와 자체고장진단(BIT) 결과를 미션 컴퓨터

괴 메커니즘이 작동해 착륙장치가 조종석으로 침투하는 것을

(Mission Computer)에 제공한다. 연료량 계산은 유전율 및

방지한다. 주 착륙장치는 크래쉬 밸브(crash valve)를 이용해

항공기 비행자세에 따라 보정해 유종의 변경, 항공기 자세변

동체가 지면에 충돌할 때까지 에너지를 계속 흡수할 수 있도

으며, 민간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헬기를 이용하고 있다. 향

동에 따른 측정 오차를 최소화한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 전기

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헬기 전체의 에너지 흡수 능력과 안전

후 운용환경 개선이나 남북통일 등의 변화에 따른 내수 시장

적으로 독립된 저고 연료 주의 신호를 제공한다. 아울러 연료

성 및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량측정 기능과 별도로 좌우 탱크 그룹 간 연료량 불균형 시 연

(4) 연구 성과
착륙장치 낙하시험설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위권 규모의 군용 헬기를 보유하고 있

한 타워 및 부속 구조물, 유압 및 제어 시스템, 데이터 획득 장

증가·군용헬기의 대체 및 신규수요·운용유지·민수헬기 시장

비 등으로 구성된다. 시험을 통해 지면 반력·완충장치 내의

급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국내 헬기 내수시장이 빠르게 확

료이송펌프가 자동으로 구동되는 자동연료균형조절 기능을

※ 착륙장치 낙하시험설비

가스 및 오일 압력·stroke·Mass Travel·타이어 변위 등을 측

대될 수 있다. 특히 헬기산업 발전을 토대로 헬기의 10배 규모

포함한다.

고정익기, 회전익기 등 항공기의 착륙장치 완충성능 입증

정하고, 에너지 흡수량 및 완충 효율을 검증한다. 한국형헬

시장인 세계 고정익기 산업에 적용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가

을 위한 낙하시험을 수행하는 설비이다. 착륙장치 낙하를 위

기 민군겸용 구성품 개발사업의 일부로 구축해 2008년 Rig

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내충돌성 연료탱크/연료량측정장치/축압기/유압펌프

commissioning drop test를 통해 성능을 입증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 구성품

한국형헬기 수리온, 4인승 소형항공기 나라온(KC-100), 중고

개발 사업을 통해 수리온 헬기의 군(軍) 전력화에 기여했다. 특

도 무인기, 차기 군단급 무인기, 소형 민수헬기(LCH) 등의 착

히 로터 성능·동특성·내구성 시험 등을 위한 훨타워 시험설비

륙장치 낙하시험을 수행했다. 국내 최초의 착륙장치 낙하시험

는 수리온 개발뿐 아니라 양산에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회

전용설비로, 이를 활용해 해외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험

전익 항공기의 풍동시험에 적합한 개방형 풍동시험부를 확충

을 국내에서 자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시험평가 관

하는 등 다양한 시험장비와 설비를 구축·운영해 국내 독자 헬

주/보조 착륙장치/대기자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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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산 소형항공기(KC-100)
비행시뮬레이터 및 실용화
후속지원체계 개발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과제구성

KC-100/KT-100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기개발 역량을 높였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확보한 설비·인력·

항공종합 안전시스템 기반 및 항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7년 3월까지 총 9년 3개월에 이르렀으며, 사업비는 1,552

공과 에어로매스터가 참여했다. 소형항공기용 MFD 개발 및

기술 등의 인프라는 공격헬기·민수헬기·무인헬기를 비롯한

나아가 세계 중하위권의 국내 항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

억원(정부출연 1,275억원, 민간 277억원)이었다. 수행 과제는

항전장비 통합과 비행합성영상시스템(SVS)과 지상충돌경보

회전익 분야와, 한국형전투기사업(KFX)·군용 무인기·중형 민

로 향상시켜 세계 항공안전 5대 선진국에 진입하는 비전을 수

2008년 5월 사업단 착수 당시 4개 핵심과제 및 15개 세부과

시스템(TAWS)개발 및 KTSO 22종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성

항기 등의 고정익기 핵심부품 개발사업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립했다.

제로 구성했다. 그러나 2010년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선진

공적으로 완료해 2015년 12월 국토부로부터 KTSO를 획득했

총괄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사업단 산하에 사

화 마스터 플랜 수립과 2014년 국토부와 국방부 간의 KC-100

다. 다만 STC는 비행시험 비용 증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항공

무국 및 총괄체계관리팀을 구성하고 체계적·효율적인 총괄 사

실용화 협정 체결 등에 따른 과제 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3개

기 비행절차 및 공역설계 프로그램 개발과제는 ㈜아이비리더

업관리 및 기술관리를 수행해 나갔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 및

의 핵심과제 및 10개 세부과제를 수행했다.

스가 주관하고 공동연구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

5. 항공안전기술 개발

연구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과 사업 목표에 대한
(1) 사업 배경

일관된 협력체제를 형성해 사업 성공에 기여했다.

국교통연구원이 참여했다. 고가의 해외 S/W 운용 대신 국내
① 항공사고예방기술

최초로 계기비행절차 및 공역설계 프로그램 ‘스카이로드(Sky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은 2006년 수립한 건설교통부의 건설

항공연구본부는 소형인증기 개발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

본 핵심과제는 실시간 안전진단 시스템(Health and Usage

Road)’를 개발했다. 2015년 GS 인증 획득 및 서울·부산·제주

교통 R&D 중장기 계획 및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에 따라

로 참여해 소형인증기(KC-100, 나라온) 형상에 대한 풍동시험

Monitoring System, HUMS), 소형항공기 통합항법전자시스

항공청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제품화 과정에 있다.

항공분야 신규 R&D로 추진했다. 이후 2007년 9월에 서울대

과 수평·수직 미익 상세구조해석, 플러터해석, 전기체에 대한

템(Multi-Function Display, MFD) 개발, 비행절차 및 공역설

학교에서 수행한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 기획연구를 바탕

정적·피로 구조시험 및 착륙장치 지상낙하시험 등 주요 시험

계 프로그램 개발 등 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으로 공모를 통해 2007년 12월 24일에 총괄주관기관에 한국

평가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는 소형항

HUMS 개발과제는 단암시스템즈㈜가 주관하고 공동연구

본 핵심과제의 세부과제는 소형항공기급 BASA 체계 구축 및

항공우주연구원을 선정하고 사업단을 발족했다.

공기 인증 핵심과제 주관기관으로서 KC-100에 대한 세부인

기관으로 KAIST와 한양대학교가 참여해 소형항공기용 안전

시범사업 인증, 항공기 기술기준 및 계속감항성 유지체계, 항

증 수행과 미연방항공청(FAA)의 기술수검 업무를 담당했다.

진단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항공기 탑재를 위한 결합형 안

공용 S·W 인증기술 개발 등이었다. 2008년부터 8년 동안 한

전진단 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군용 무인기사업

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가 주관해 소형항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의 목표는 항공안전관리 기반기
술을 확보하고 항공기에 대한 국제수준의 인증체계를 구축해

② 소형항공기급 BASA 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인증

한미 간 소형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Bilateral Aviation Safety

(2) 사업 내용

에 적용했다. 소형항공기용 통합항법전자시스템(MFD) 개발

공기급 인증기 개발과제에서 수행한 형식설계의 적합성 확인,

Agreement, BASA)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의 총 사업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과제는 ㈜LG CNS가 주관하고 공동연구기관으로 AP우주항

시제작품에 대한 합치성 검사, 각종 분석자료, 계산자료,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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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확대 체결(2014.10.28.)

계획 및 결과 등의 적합성평가,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평가 등

시스템 개발, 국산 소형항공기 비행시뮬레이터 및 실용화 후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고강도 탄소복합재를 사용한 기체는 공

을 수행했다. 2013년 KC-100에 대한 형식·제작·감항증명을

속지원체계 개발 등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기역학 설계로 Stall/spin 회복시험 등 각종 시험평가를 성공적
으로 통과했다.

교에서 활용 중에 있다.

발급하고, 미연방항공청(FAA)의 기술평가를 받아 2014년 10

소형항공기급 인증기 개발과제는 2008년부터 6년간 수

(3) 연구 성과

월 28일 한미 간의 소형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BASA) 이행

행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에

항공기 인증-설계통합기술 개발과제는 건국대학교가 주

국토교통부 대형실용화사업단인 VC-10(Value Creator-10)의

절차협약(IPA)의 확대체결을 완료했다. 항공기 기술기준 및 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스트, ㈜데크항공, 한얼시스템, 에

관기관으로 인증을 고려한 소형항공기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

일환으로 추진한 본 과제는 국가 항공안전 및 인증 기술력 향

속감항성 유지체계 개발과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

어로매스터, K&G21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미국과의 소형항

해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과정 교육 시 사용 중이며 2인승 경량

상을 위해 산·학·연 26개 기관이 소형항공기 개발 및 인증 획

주안전인증센터가 주관했다. 국제기술기준을 기반으로 소형

공기급 BASA 확대 체결을 목적으로 소형항공기를 개발하고

항공기(KLA-100) 개발에 활용했다.

득, 국가적 항공인증체계 구축과 핵심부품 국산화 등 총 45개

항공기 기술기준과 항공기 엔진 기술기준의 최신화 및 제정해

제3핵심과제와 연계해 형식·제작증명을 취득해 항공안전인

소형항공기용 국산복합재료 DB 구축 및 공유시스템 개발

설서의 국토부 고시를 완료했다. 항공용 S/W 인증기술 개발과

증 인프라 구축 및 민수완제기 수출의 기술적·제도적 발판을

과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응용재료팀이 주관기관

대표적 연구성과로 국산 민간 소형항공기를 국제적 항공

제는 서울대학교가 주관해 항공용 소프트웨어 인증 세부기술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2009년 국내 당국인 국

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국산 복합재료 3종에 대해 국제적 인증

안전인증규정에 따라 설계·제작·시험평가해 형식·제작·감항

지침서와 교육교재 등을 개발 완료해 활용 중에 있다.

토부에 인증 신청을 시작으로 개념설계, 기본설계 및 상세설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기계적·환경 특성시험을 수행하고 데이

증명을 획득했다. 더불어 실용화 과제를 추진해 KC-100이 공

본 과제 수행 중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항공기 인증

계를 거쳐 시제기 4대와 제작증명 시범기 1대를 제작했다. 시

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그 성과는 항공

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 훈련기(KT-100)로 채택되어 국내 최

을 담당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출범했다. 이에 따라 2015년 5

제기와 각종 시험체를 활용해 실험실, 지상 및 비행시험을 수

우주복합재료 데이터센터 제30호로 지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초 민간항공기 23대를 양산 및 운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과

월 과제주관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안전인증센

행하며 적합성을 입증했다. 인증비행시험을 거쳐 2013년 3월

국산 소형항공기 비행시뮬레이터 및 실용화 후속지원체

미국 정부 간의 소형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을 성

터에서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변경되어 모든 기술 자료를 이관

에 형식증명을, 12월에 제작·감항증명을 획득했다. 개발한 소

계 개발과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관기관을 맡았다.

공적으로 완수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항공기 부품급

했다.

형항공기(KC-100)는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롭기로 최대이륙

KC-100을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 훈련기(KT-100)로 개조

제작국가에서 소형항공기(FAR part 23급) 설계 제작국가로

중량 1,633㎏, 최대유상하중 499㎏, 최대순항속도 363㎞/h,

하고 비행시뮬레이터 개발, 신뢰성·정비성·군수지원분석 등

진입하고 국산 민간항공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되

③ 소형항공기급 인증기

최대항속거리 2,020㎞이다. 315마력의 가솔린 엔진과 동급

각종 군수지원 보고서, 전자식기술교범(ITEM) 개발 등 실용화

었다. 앞으로 민간 중대형항공기(FAR part 25급)와 헬리콥터

본 핵심과제는 소형항공기급 인증기 개발, 항공기 인증-설계

최초로 CO2 배출량 감소를 위한 최첨단 전자식엔진제어장치

후속지원기술을 개발했다. 이후 2015년 개조형식증명(ATC)

(FAR part 27·29급) 등의 BASA 확대 체결과, 우리나라 항공산

통합기술개발, 소형항공기용 국산복합재료 DB 구축 및 공유

(FADEC)와 터보차져를 동시 장착해 연비 개선 및 악천후 비행

를 획득하고 비행시뮬레이터 4대를 제작해 현재 공군사관학

업의 성장동력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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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아음속풍동 준공식(1999.4.16.)

스마트 무인기 풍동시험(2005)

선미익항공기 반디호 풍동시험(1999)

4인승 소형항공기 KC-100 풍동시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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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KSLV-II 풍동시험(2015)

Quad Tilt Copter 풍동시험(2018)

한편 2002년에는 국가지정연구실로 선정돼 이후 풍동 생

전산해석은 성층권 비행선 개발, 스마트 무인기 개발, K31

산성 향상 및 국가 풍동 시험실의 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헬기시뮬레이터 개발, 에어로스탯 개발, 중소형 항공기 개념

이를 위해 2003년 ISO9001을 획득해 풍동 운영 및 시험 절차

설계,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기 성능해석, 멀티콥터 주변 유동

에 대한 표준 운영안을 마련했으며, 풍동 시험의 불확도 지침

장 분석 및 풍력터빈 블레이드 해석 등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

서 등 10편의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국내 풍동 분야 연구자들

및 물체의 공력특성 분석과 공력예측에 활용되었다. 또한 풍

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선진 풍동들과의 활발한

동시험과의 연계를 통해 예측 정확도의 향상 및 활용도를 높

기술교류를 위해 풍동 완공 초기 메릴랜드 대학교로부터 시험

여왔다. 특히 한국형 발사체 및 발사대 주변 유동장 해석을 통

모형을 들여와 비교 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러시아 TsAGI와

한 발사체 지상 풍하중 예측, 발사체의 6자유도 궤도추적 해석

는 소형기 파워시험 및 헬기 로터 풍동 시험을 공동으로 수행

을 위한 공력 데이터베이스 생성 등을 통해 발사체 개발에 기

했다. 이외에 미국 UWAL과의 항공기 모델 비교 풍동시험, 네

여했다.

(2004~2006) 풍동시험은 실제 개발하는 항공기를 대상으

덜란드 NLR과의 헬리콥터 모델 비교 풍동 시험을 통해 아음

형상설계와 관련한 기술 개발은 경험식 및 설계 소프트웨

로 전기체 공력 데이터 산출 기법, 모델 지지대 효과 분석, 데이

속 풍동시험 기술을 비교검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어를 이용해 에어로스탯 형상설계, 스마트 무인기 및 풍력터

(1) 공력 분야

터 처리 등의 기술 확립에 일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리온 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저속공력특성 시험을 수행했으며,

빈 블레이드 익형 등을 수행했다. 또한 전산해석과 연계한 최

① 풍동시험 핵심기술 연구

리콥터(2008~2011), 4인승 항공기 KC-100(2009~2010),

미래형 무인기와 관련된 시험도 수행될 예정이다.

적설계기법은 소형항공기 고양력장치 및 천음속 항공기 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98년 말에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지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기 Hybird(2014~2016), 한국형발사체

중형아음속풍동은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국내의 항공분야

개형상 설계와, 장기체공 무인기용 프로펠러 및 날개 형상설

원과 항공우주기술의 육성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시험

(2015~2016), 한국형 차세대전투기 KFX(2016~2019) 풍동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력성능뿐 아니라

계, 풍력터빈 블레이드 형상 설계 등에도 활용되었다. 최근에

설비 중 하나인 아음속풍동을 완공했다. 아음속풍동은 폭 4m,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항공우주분야 국가개발사업에 기

유동장 및 소음과 관련된 측정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는 드론, 멀티콥터, 개인용 항공기(PAV) 등 다수의 모터와 프

높이 3m의 표준시험부에서 최대 120m/s의 유속을 내도록 했

여했다.

계획이다.

로펠러를 이용하는 전기추진 개인항공기의 관심이 높아지

6. 항공 핵심기술 및 미래기술 개발

다. 한편 설계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폐쇄형인 표준시험

항공분야 이외에도 2001년 지상풍 재현 설비를 활용한 나

부 이외에 헬리콥터 로터 시험이 가능한 폭 5m, 높이 3.75m,

로우주센터 발사대 부근의 해상풍 특성시험(2001)과, 국내 조

② 전산유체역학 및 형상설계기술 연구

이고 신속히 분석할 수 있도록 ADM(Actuator Disk Model),

최대 풍속이 72m/s인 노즐을 갖춘 개방형시험부를 포함시켰

선산업체의 대형 선박 관련 시험(2006~2013)을 10여 회 이

전산유체역학은 비행체 주위의 공기흐름을 전산해석으로 모

ASM(Actuator Surface Model) 기법 등을 포함한 해석기법 연

다. 이후 2007년 11월 개방형시험부를 완공함으로써 시험의

상 수행했다. 1999년 차세대 고속열차 1/20 모델을 시작으로

사함으로써 비행체의 공기역학적인 하중을 예측한다. 형상설

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치해석 기법은 향후 다수의 프로펠러

목적에 맞게 두 시험부를 교환·활용하는 국내 최고의 풍동을

KTX, KTX2, HEMU와 같은 국내 운영 열차의 주행성능, 측풍

계기술은 비행체의 성능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외부 형상을 설

를 갖는 다중 전기추진방식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공력성능,

갖추게 되었다. 2018년 현재 아음속풍동은 항공기는 물론 고

안정성 시험과, 열차 팬터그래프 공력저항 및 소음 특성시험

계하는 기술로 양력증대, 항력감소 및 비행 안전성확보 등이

안정성 및 신뢰성 분석연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속 운송체 개발을 비롯해 바람의 영향을 받는 물체에 대한 다

도 수행했다. 풍력터빈은 2004년 자체 연구 사업을 시작으로

목적이다. 주로 경험에 의존하던 형상설계는 전산해석 및 풍

양한 시험평가 설비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산업체에서 개발한 소형 풍력발전기(2004~2016) 성능

동시험과의 연계로 설계 효율성을 점차 향상시키고 있다. 또

(2) 구조 분야

시험 10여 회, 축소모델을 활용한 대형 풍력발전기 성능추정

한 최근에는 급격히 발전한 최적화 기법과 전산해석을 연계한

① 기체구조 핵심기술 연구

시험(2009~2013) 및 블레이드 소음특성 시험을 수행했다.

최적설계기법을 활성화하고 있다.

1991년부터 4년간 러시아 TsAGI와 협력해 고정익 항공기 하

1999년 말부터 시험을 수행한 선미익 항공기(반디
호)를 비롯해 고등훈련기 T-50(2001), 스마트무인기

고 있어 전산해석기술도 이에 기여하고자 비행체를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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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적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2007년부터 2009년
에는 복합재 구조 손상허용 해석 및 성능향상 연구로 저속충
격을 받는 복합재 적층구조의 손상영역과 잔류압축강도에 대
한 실험 및 해석적 방법을 개발했다. 또한 적층구조물의 취약
한 층간 인성을 향상시키는 Z-피닝 기술, 큰 균열이 발생한 복
합재 구조물의 잔류 강도 평가 기술 등도 연구했다.
2010년부터는 6년 동안 태양전지를 이용한 고고도 장기
체공 전기동력 무인기(EAV-3) 개발을 목표로 초경량 기체구

삼성항공 1.2 MW 가스터빈 압축기

두산중공업 5MW 가스터빈 압축기

1,500lbf급 엔진용 1단 팬

6,000lbf급 엔진용 3단 축류 압축기

압축기

조 핵심기술 연구를 진행했다. 복합재료 시편시험을 수행해
경량 설계를 위한 물성치를 확보하고, 초경량 재료인 마일러
(Mylar)와 복합재료의 접착 방법을 개발해 고고도의 저온 극
한 환경에서도 구조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
산 T-800급 탄소섬유 복합재를 최초로 항공기 구조에 적용해
기체를 경량화하고, 초경량 유연 구조의 설계·해석 및 시험평
가 핵심기술을 확보했다. 2013년부터 3년간 복합재 기체구조
내추락 설계·해석 및 시험평가 연구를 수행해 내추락 성능 향
EAV-3 하중/플러터 해석 모델

상을 위한 고정밀 해석기법을 개발하고 시편, 부품, 구성품 단
위의 단계별 시험을 통해 검증했다. 2016년부터는 구조 경량
화 기술 연구를 통해 무인기 운용 목적에 최적화된 설계 허용

KFX APU 연소시험

RR Trent 800 엔진 연소기 가시화 시험

치를 개발해 미래형 비행체(QTP) 구조설계에 적용했다. 아울
러 구조건전성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비행체 운용 시 구조안
전성을 향상시키는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② 착륙장치 핵심기술 연구 및 국산화 개발 지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형헬기 체계개발 사업에서 착
300MW 가스터빈 연소기 시험(연소노즐)

륙장치 국산화 개발을 주관하며 착륙장치 완충특성 최적화를
위한 성능해석, 설계수명 확보를 위한 피로해석, 성능 입증을
초경량 유연날개 구조시험

300MW 가스터빈 연소기 시험(liquid 연료 분사)

연소기

위한 시험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해 국산화에 필요한 핵심기
술을 확보했다. 또한 착륙장치의 핵심 기능인 완충 성능을 평

중해석 및 설계 프로그램 ‘아르곤(ARGON)’을 개발했다. 이 프

가하는 낙하시험설비를 국내 최초로 고흥 항공센터에 구축해

③ 구조시험 기술 연구

로시험설비는 기체구조 주요 구성품 등의 설계개발시험에 주

로그램은 항공기 설계에 필요한 공기역학, 비행역학, 구조역

시험설비 100% 해외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시험평가는 구조설계, 해석과 함께 기체구조 개발에 필요한

로 사용한다. 최대 25톤과 150톤까지의 하중을 부가할 수 있

학, 피로, 동역학, 공탄성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을 통합한 것이

했다. 이전까지는 해외업체가 설계·해석·시험평가 등 핵심 개

핵심기술 중 하나로, 항공우주 비행체 개발에서 구조 건전

는 시험기를 1기씩 보유하고 있다.

다. 선진 항공 제작사들이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다분야 통합

발업무를 전담하고 국내업체는 제작·조립 등 단순 업무만 맡

성을 지상에서 최종 확인하는 분야이다. 항공연구본부에서

이를 활용해 지난 30년간 전기체, 구성품 및 부품 수준의

설계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지

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해외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해 착륙장

는 1990년대 초반부터 ‘항공기 시험평가시설 설치 운영사업’

정적 강도시험, 피로시험, 설계개발시험 등 다양한 구조시험

속적인 유지, 개선을 통해 항공기 다분야 최적설계에 적용할

치 개발에 필수적인 해석 및 시험평가 등 핵심 기술 수준을 끌

과 ‘비행체 핵심 시험장비 구축사업’ 등을 통해 100인승급 항

을 수행하고, 항공우주 비행체 개발에 필수적인 구조시험 기

계획이다.

어올려 독자 개발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특히 확보한 핵

공기 구조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구조시험설비를 구축

술 및 노하우를 확보했다. 현재까지 수행한 주요 항공기 전기

2000년 이후에는 3~4년 단위 중기 목표를 세우고 핵심

심기술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나라온(KC-100), 중고도 무

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설비로는 전기체(全機體) 구조시험

체 구조시험으로는 8인승 쌍발복합재 항공기, 초음속 고등

기술 연구에 매진했다. 2003년부터 4년간 비행체 구조 안전

인기, 차기 군단급 무인기, 소형 민수헬기(LCH) 등 다양한 항

설비와 피로시험설비 등이 있다. 동체·날개 등 항공기 구조를

훈련기(T-50), 4인승 선미익 항공기 등의 정적 강도시험과

성 향상을 위해 운항 중 날개에 작용하는 돌풍하중을 조종면

공기용 착륙장치 개발사업과 국내 기업의 착륙장치 단조품

모두 조립한 상태에서 전기체 구조시험을 하는 설비는 강반

BASA 인증용 소형항공기 나라온(KC-100)의 정적 강도시험

의 능동제어를 통해 완화시키는 기술을 연구했다. 특히 풍동

국산화 개발사업을 지원해 기술자립화 및 국산화 증진에 기

(Strong Floor)이 있는 구조시험동, 제어장비, 데이터 획득장

및 피로시험이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액체추진 로켓(KSR-III),

시험을 통해 돌풍하중 완화기술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실제

여하고 있다.

비, 유압 공급장치, 유압작동기, 여압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피

나로호(KSLV-I),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등 발사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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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대한 정적 강도시험을 수행해 대형 발사체 개발사업에

행했다. 이를 통해 연료전지와 실증된 마이크로 가스터빈의

기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국형헬기, 나라온, 중고도 무인

효과적인 통합을 통해 고효율 발전 기술을 시현했다. 이와 같

기, 차기 군단급 무인기, 소형 민수헬기 착륙장치와 한국형헬

이 축적된 터보기계 및 가스터빈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2005

기 주 로터(Main Rotor) 주요 구성품의 구조시험을 통해 국산

년부터는 국내 기업 주도의 중형(5㎿급, 2005~2010) 및 대형

화 개발을 지원했다. 현재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한 정

(200㎿급, 2014~2019)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사업에 참여하

적 강도시험과 소형 민수헬기 착륙장치의 피로시험을 수행하

기도 했다. 그 결과 다단 축류·원심 압축기, 캔 형상 연소기, 연

고 있다.

소기 노즐 등의 성능시험을 통해 기술적 현안 해결에 기여하

구조시험설비를 이용해 다양한 비행체 구조 부품에 대한

099

Chapter 1. 항공분야

10,000lbf 급 엔진용 고압터빈 노즐

고 있다.

설계개발시험도 수행했다. 기본훈련기(KT-1), 고등훈련기, 발
사체 주요 구조 부품과 보잉, 에어버스의 민항기 복합재 기체

② 항공용 엔진 핵심기술 연구

구조에 대한 설계개발시험을 완료했다. 복합재 구조의 경우에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관련 연구는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

는 환경 챔버를 활용해 온도, 습도 조건까지도 구현했다. 앞으

들면서 본격화되었다. 1994년에는 러시아 중앙항공엔진연

로도 구조시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축적된 핵심기술 및 노하

구소(CIAM)와 공동으로 한·러 항공우주연구센터(RUKAR)를,

우를 바탕으로 항공우주 비행체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

1997년에는 영국의 Rolls-Royce사와 공동으로 한영항공기

이다.

술공동연구센터(KURC)를 설립해 가스터빈엔진을 포함한 항

KARI 고속추진기관 시험설비

노즐 막냉각효율 측정시험

공우주 관련 전반적 기술을 공동 연구했다. 아울러 같은 시기
(3) 추진 분야

에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수행한 ‘항공기용 엔진의 저공해 연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추진분야 연구는 초기 터보기계

기 설계기술 개발’, ‘항공기용 엔진의 고효율 압축기 설계기술

및 가스터빈 분야의 시험평가 관련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30

개발’, ‘항공기용 엔진의 고공환경 시험기술개발’ 등의 연구결

년간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수탁연구개발사업을

과는 국제공동연구와 더불어 국내 항공용 엔진의 설계, 제작

통해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및 고속추진기관 분야의 핵심기술

및 시험평가 기술의 저변 확대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항공우

연구개발로 확대 발전했다. 최근에는 무인기용 엔진, 극초음

주연구원은 2000년대 중반에 착수한 한국형헬기개발사업

속 추진 및 하이브리드 전기추진과 같은 미래 비행체의 추진

(KHP)에서 엔진(국제공동개발) 및 보조동력장치(국내독자개

시스템 관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기술수요를 대

발)의 개발주관기관으로서 기술관리 및 사업관리를 맡았다.

응하고 있다.

또한 1,800마력급 엔진의 고공환경시험, 동력터빈 시험 및 보

노즐 막냉각효율 측정시험
터빈

스크램제트 엔진 성능시험
고속추진

조동력장치의 연소기·터빈 시험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한국형
① 터보기계 및 가스터빈 연구

기동헬기 수리온의 전력화에 공헌하고 유인 항공기 엔진 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창립 이전인 1988년부터 4년간 수행한

발에 필요한 기술획득에 일조했다. 수리온 엔진 국제공동개

‘가스터빈엔진 시스템 개발(1988~1992)’ 과제는 국내 가스터

발 당시 엔진제어장치 관련 핵심기술은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빈엔진 관련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어 5년간 수행한 ‘산

기피한 분야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분야의 국산화를

업용 소형 가스터빈의 요소 성능시험(1992~1996)’ 과제를 통

위해 2012년부터 5년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해 국내 최초로 핵심구성품 성능시험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1

이중채널 엔진제어장치를 개발하고 H/W 및 S/W의 민수인증

㎿급 산업용 가스터빈엔진의 개발에 활용했다. 이는 한국항

을 위한 개발 절차를 구축했다. 20년에 걸친 산업용 가스터빈

공우주연구원이 국내 터보기계 및 가스터빈엔진의 연구 중심

및 유인 항공기 엔진 개발을 통해 얻은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에는 산·학·연 협력

최근 10년 동안은 압축기, 연소기, 터빈 등 가스터빈 엔진의

의 최적화 설계절차 및 시험평가 설비를 구축했다. 또한 천음

으로 100마력급 보조동력장치의 원형을 민군겸용기술개발

핵심 구성품 설계 및 시험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

속 축류 팬·압축기를 제작해 성능시험, 안정성 평가시험 등의

연소기 분야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영국과 국제공동연

사업으로 개발한 바 있다. 특히 이 성과는 지상 및 항공무기체

했다.

연구를 진행했다. 설비 구축 결과 최대동력 2.25㎿, 최대회전

구로 Trent 800 엔진의 다단연소기 성능시험을 수행하면서

EAV-3 전기추진시스템 구성품

QTP 하이브리드 동력 시제기

전기추진

활용 중이다.

계의 보조동력장치 양산으로 이어져 가장 성공적인 민군겸용

항공용 엔진의 핵심구성품인 압축기의 핵심 원천기술 개

수 34,000rpm, 질량유량 28㎏/s에서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본격화되었다. 이때 획득한 가스터빈 연소기 성능시험 기법을

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2년에는 산업용 가스

발을 위해 2008년부터 4년간 항공우주부품개발사업 지원으

되었다. 이와 함께 1단 천음속 팬 및 3단 천음속 압축기를 시험

바탕으로 국내 각종 가스터빈 연소기의 개발에 참여했다. 다

터빈관련 차세대 신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가스터빈·연료전

로 ‘차세대 소형·고부하 압축기 다분야 통합 기술 개발’ 과제를

설비에 장착해 축류압축기 압축기의 성능평가, 스톨발생 억제

년간의 여러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연소성능뿐 아니라 연소기

지 혼합형 고효율 발전시스템 개발(2002~2005)’ 과제를 수

수행했다. 이를 통해 중소형 항공기 엔진용 축류팬 및 압축기

시험(Casing treatment), Wet compression 시험 등의 연구에

내부의 유동장 및 농도장 파악을 위한 레이저 측정기법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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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분무 특성 시험 기법 등의 기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소형 터

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터보기계 설계 및 시험평가

보제트, 터보팬, 및 헬기와 전투기용 보조동력장치 연소기 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왕복동 엔진의 고고도 운용을 위한 다

발과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의 저공해 연소기 개발에도 기여하

단터보차저 시스템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적용한 고고도

고 있다.

장기체공 무인기용 수소 연료 엔진 기반 추진시스템을 개발하

2010년대에는 무인기용 장수명 엔진에 대한 국내 소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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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함께 발전용 가스터빈의 고온부품 국산화 기술소요가 대두되
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고압터빈의 냉각 설계 및 시험평

③ 미래 추진시스템 연구

가 기술에 주목하고 2012년부터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래 비행체 추진시스템 중 하나인

의 지원으로 ‘고압터빈의 공력-냉각-구조 설계 및 최적화 기술

에어터보램제트 및 스크램제트, 복합사이클 엔진 등 고속추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냉각터빈 설계 및 최적화

진기관 연구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엔진 상사조건(similarity condition)

시작했다. 2000년부터 시작한 비행체 핵심 시험장비 구축사

및 1,400℃ 이상 고온 환경에서의 냉각성능 시험평가 인프라

업(2000~2009)에서는 발사체용 터보펌프 시험의 공기공

를 구축했다. 현재 연구개발기술을 토대로 고압터빈에 적용하

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320기압, 40㎥ 규모의 고압공기탱

는 선도 고효율 냉각기술 연구, 초내열 소재 고온부품의 성능

크 및 압축기를 구축했다. 또한 비행 마하수 5 수준의 극초음

평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속 영역을 모사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연속식 극초음속엔진

한편 급증하는 중대형 무인기의 동력원 소요에 대응해 최

시험설비 SETF(Scramjet Engine Test Facility)를 구축했다.

근에는 50~150마력급 소형 가스터빈엔진 개발을 단계적으

에어터보램제트엔진 요소기술개발(2004~2007) 및 스크램

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3D 프린팅 제작 등과 같은 선도

제트엔진 요소기술개발(2005~2007), 차세대 극초음속 스크

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

램제트 엔진의 성능 향상 및 최적화 연구(2010~2012)에서는
무인 헬기용 로터 성능개량

다목적 회전익기 핵심기술 연구(1995~1998)

마하수 2~6까지 운영하는 에어터보램제트 엔진의 흡입구 및

EAV-2H의 25시간 이상 연속비행을 시현했다. 2015년에 국내

연소기 핵심기술과 마하수 6.7 및 7.6급의 스크램제트 엔진의

최초로 고도 20㎞ 성층권 비행과 12시간 연속비행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로켓 기반 복

EAV-3에는 초경량 날개 구조물 위에 부착한 태양전지와 함께

합 사이클 추진시스템의 핵심기술을 개발(2013~2015)했다.

고고도 극한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배터리팩 및 구동모터

아울러 액체 탄화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스크램제트 엔진용

를 국내 개발해 장착했다. 이후 2016년부터 소형왕복동엔진-

연소기에서의 재생 냉각 기술 개발(2016~2019)을 통해 스크

발전기-배터리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전기동력 시스템 연구를

램제트 엔진의 실용화를 앞당기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시작했다. 그 결과 2018년 48㎏급의 쿼드-틸트프롭 무인기용

특히 독자 설계한 스크램제트 엔진의 제작·시험을 통한 초음

하이브리드 전기동력 시스템을 개발해 2시간 지상운용시험

속 연소 구현과 액체 탄화수소 연료를 사용한 스크램제트 연

에 성공하고 비행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소 구현, 재생 냉각 스크램제트 연소 구현 등은 국내 최초의 기
술이다.
화석연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선

(4) 회전익기 분야
① 다목적 회전익기 핵심기술 연구(1995~1998)

진국에서는 전기 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비행체 개발

다목적 회전익기 핵심기술 연구 과제는 국내외 헬리콥터 관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2010

련 연구 동향 및 각종 현황 분석과 더불어 다목적 회전익기의

년 이후 미래비행체용 전기동력 추진시스템 개발을 적극 추진

개념·기본설계, 축소 헬리콥터 로터 시험장치(General Small-

해, 이에 필요한 전기 동력 추진 시스템을 항공추진분야에서

scaled Rotor Test System, GSRTS)의 개발·구축 등이 목표였

의 연구개발 결과를 토대로 제작·공급했다. 2011년에 태양전

다. 이를 위해 회전익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을 연구했

지와 연료전지, 배터리를 조합한 고효율 전기추진 시스템을

으며, 해당 연구 결과들은 후속으로 추진한 로터 관련 연구 개

EAV-2에 적용했고, 2012년에는 태양전지와 배터리를 적용해

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PART 2. 하늘을 품다, 우주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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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시스템 기술 현황 및 추세 상세 조사·분석 등이 있다. 본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동적·능

연구 과제는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의 핵심 부품 국산화

동적 방법에 대해 소음진동저감 효율성을 검토했다. 최종적으

를 실현하기 위한 선행 연구이며, 헬리콥터용 허브 시스템의

로 수동적 기법인 슬리브 복합재 적층 최적화를 통한 진동저

국산화 개발 및 향후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됐다.

감, 능동적 기법인 블레이드 능동제어 뒷전플랩을 통한 소음·
진동저감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수동적·능동적 방법에 의한

④ 차세대 헬리콥터 로터 시스템 개발 연구(2001~2004)

회전익기 로터의 소음·진동 저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

‘민·군 헬리콥터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저소음, 저진동, 고안

며, 친환경 저소음 로터 기술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성의 차세대 로터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이다. 차세

LCH 축소로터 테스트(2018~2019)

대 복합재료 블레이드는 기존 블레이드보다 10% 성능 향상,

⑦ 무베어링 로터 허브시스템 개발 연구(2010~2013)

10% 진동 감소, 착륙접근 비행 시 3㏈ 소음감소 특성을 갖는

통상적으로 로터 허브시스템은 금속재료에 기계적 베어링류

다. 차세대 복합재료 허브 시스템은 기존 금속재료 허브 및 금

를 많이 사용하므로 윤할, 점검, 부품교체, 점검 등 운용유지 비

속재료 베어링 부품에 신기술 요소인 복합재료 및 탄성체 베

용 증가의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선진국들은

어링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유지·보수비용의 감소, 안전성 증

복합재료를 적용해 기계적 베어링을 제거한 방식의 기술을 개

대 및 수명 연장의 특성을 갖는다.

발하고, 일부 제한된 기종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최대중

응용연구단계에서는 차세대 축소 로터 시스템을 제작, 시

량 3,500~7,000LBS급 유·무인 헬리콥터에 장착 가능한 복합

험평가를 수행했으며, 결과를 반영해 실물크기의 시스템을 제

재료 무베어링(bearingless) 로터 허브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

작했다. 시험개발단계에서는 실물 크기 차세대 로터 시스템의

을 추진했다.

구조시험 및 축소 시제의 구조·피로시험을 진행했다. 또한 헬

이를 통해 기존 일반적인 허브 방식(articulated hub)의

리콥터 로터 시스템의 규격 사례 조사 및 차세대 로터 시스템

로터시스템에서 무베어링 로터 허브시스템을 장착한 헬리콥

의 개발사양에 대한 연구도 병행했다.

터로의 성능 개발 사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향후 민수헬기 성능개량, 소형 무장헬기 성능개량 등 후속 군

⑤ 헬리콥터 반 토오크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2001~2006)

용 헬기 개발 및 민·군겸용(농업용, 공공용, 무인정찰기) 다목

다목적 회전익기 핵심 기술 연구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을 개발·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했다. 또한 GSRTS는 자

기존 꼬리 로터방식(CTR) 헬리콥터 반 토오크 시스템의 경우

적 무인헬기의 개발을 추진할 때에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되

국내외 헬리콥터 관련연구 동향 분석 및 설계·제작기술 현황

유비행 특성구현을 위한 2축 Gimbal 시스템 및 안전을 위한

구현의 편리함은 있으나 헬기 사고 원인의 30% 이상을 차지

었다.

분석, 다목적 회전익기 설계 요구조건 분석 및 개념·기본설계,

Snubbing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시험 및 풍동시험이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 헬기 꼬리로터

회전익기 기술 분류와 시험 항목 및 시설 조사, 감항성 기준 분

모두 가능하다. 시험장치 개발과 함께 확보한 축소로터 시험

대체를 위한 고안정성 테일팬 반 토오크 시스템 기술개발을

⑧ 소형민수헬기(Light Civil Helicopter, LCH) 주로터

석, 개념 설계된 헬리콥터모델 제작 및 풍동 시험과 복합재료

기술은 ‘차세대 헬리콥터 로터 시스템 개발’, ‘회전익기 로터 시

추진했다. 이를 통해 테일팬 반 토오크 시스템 설계·해석 및 체

블레이드 및 능동적 진동제어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연구

로터 블레이드 설계·해석·제작 및 시험기술 연구, 축소 헬리콥

스템 소음진동 저감 혁신기술 연구’ 사업에 직접 활용되었다.

계종합 기술과 테일팬 반 토오크 시스템 성능시험장치 설계·

(2015~2020)

터 로터 시험 장치 확보 등이 있다.

또한 2008년에는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의 축소 모델에

제작 및 시험평가 기술 그리고 헬리콥터 테일팬 반 토오크 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 ‘소형무장헬기 연계

대한 지상·풍동시험에 활용되기도 했다.

스템 제작기술을 개발했다. 개발한 기술과 경험은 기존에 우

민수헬기 국외업체이전기피 핵심기술’ 과제의 일환으로 주로

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적인 방식(conventional type)

터 블레이드 및 능동적 진동제어시스템 S/W 핵심기술을 개발

② 축소 로터 시스템 시험 기술 고도화 연구(2000~2001)
‘다목적 회전익기 핵심 기술 연구’ 과제를 통해 얻은 GSRTS로

③ 헬리콥터용 힌지 없는 허브 시스템 핵심기술 선행연구

의 꼬리로터를 테일팬으로 대체하는 헬리콥터 성능 개발 사업

하고 있다. 주로터 블레이드 분야에서는 블레이드 통합해석

로터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필수 과정인 동적 안정성 시험, 성

(2000~2003)

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최적화 툴 개발, 축소로터 풍동시험, 피로시험 및 훨시험을 수

능시험 및 풍동시험 등의 시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축소 로

헬리콥터 로터 허브 시스템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로터 허브

터 시스템 시험 기술 고도화 연구’ 과제를 진행했다.

시스템 국산화 개발 기술기반구축을 목표로 한 연구이다. 주

⑥ 회전익기 로터 시스템 소음진동저감 혁신기술 연구

동제어법칙을 개발하고 모델검증 및 비행시험을 통한 최적화

GSRTS에는 직경 2m 내외의 로터시스템을 장착해

요 사업 내용으로는 힌지 없는 허브 시스템 및 블레이드 설계·

(2003~2008)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Froude-scale 및 Mach-Scale 시험도 가능하며, 최대운용 회

해석기술개발, 연구용 축소형 힌지 없는 허브 시스템 설계·제

회전익기 로터 시스템은 비행체의 양력과 추력, 조종력을 생

소형민수헬기 주로터 블레이드는 일체형과 개량형 등 2가

전속도 2,100rpm, 20마력의 동력 성능을 가진 AC 가변주파

작, 힌지 없는 로터 허브 시스템에 복합재료 적용을 통한 구조·

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소음 및 진동의 주된 요인이다.

지 형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일체형 블레이드는 피로시험, 훨

수 모터를 장착하고 있다. 이 로터시스템은 4블레이드의 전

동역학적특성향상 및 경량화 핵심기술연구, 힌지 없는 허브용

이에 국제 항공기구(ICAO)에 의해 헬리콥터 최대 이륙중량에

시험 등 개발시험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수행해 소

관절형(Fully Articulated) 허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추후

축소복합재료 블레이드 설계 및 제작, 축소형 힌지 없는 로터

따른 비행 상태별 소음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선진 헬리

형무장헬기(Light Armed Helicopter)에도 장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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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허브+블레이드) 시험·평가기술개발, 헬리콥터 로터

콥터 생산국들은 고성능·저소음·저진동 로터시스템에 대한

개량형 블레이드는 설계해석용 최적화 툴을 이용해 기존 일체

행하고 있다. 능동적 진동제어시스템 S/W 분야에서는 능동진

Chapter 1. 항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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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블레이드 대비 추력 성능 및 소음성능을 향상시킨 블레이

⑩ 복합형 고추력 덕티드 팬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2017~2022)

ATM(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Air Traffic

드이다. 훨시험으로 성능을 입증하고, 성능확인 비행시험으로

방위사업청 선도형 핵심기술개발사업 ‘복합형 고추력 덕티

Management)의 연구개발과 구축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기술 검증 후 소형민수헬기 및 소형무장헬기 성능개량 사업에

드 팬 시스템 기술개발’ 과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대

ICAO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한 전 세계적 항행시스템 전환

적용할 계획이다.

2,000파운드급 추력을 내는 고추력 덕티트 팬 시스템을 개발

계획인 ASBU(Aviation System Block Upgrade)를 발표하고,

소형민수헬기용 능동적 진동제어시스템(Active

한다. 이를 위해 축소모델 3개 형상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지상

체약국으로 하여금 각 나라에 적합한 CNS-ATM 시스템을 세

Vibration Control System, AVCS)은 가속도계 센서 및 작동

및 풍동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실기체 형상

계적 기술수준에 맞추어 개발·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

기를 기체의 최적 위치에 배치하고, 전기체 진동 특성을 감

을 결정한다.

리나라도 이에 맞추어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105

지해 헬기 진동이 감소되도록 작동기 하중을 적응제어 하

본 사업을 통해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속의 전진비행

(National ATM Reformation And Enhancement, NARAE)를

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적용하는 것이다. 부가형식증명

이 가능한 무인 복합형 전투 헬기의 핵심구성품인 덕티드 팬

발표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국내

(Supplementary Type Certification, STC)을 받아 향후 양산

시스템의 기술을 확보해 추후 군에서 요구하는 무인 복합형

항공교통환경에 맞추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들 위주로 기술

하는 소형민수헬기 및 소형무장헬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전투헬기 개발 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본 기술은 민간에서

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도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및 개인용 항공기에 덕티드 팬 시스
⑨ 다목적 활용 가능한 표준 플랫폼의 무인헬기 개발 연구

템 형상에 적용할 수 있다.

① CNS-ATM 기초 연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GPS 위성을 이용한 항공기 이착

(2017~2020)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다목적 활용 가능한

(5) 항행 분야

륙장치에 관한 초기 연구를 수행해 GBAS(Ground Based

표준 플랫폼의 무인헬기 개발’ 과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항공교통수요는 매년 4~7%씩 증가하고 있

Augmentation System) 테스트베드를 제주공항 등에 구축

전기체 성능 및 하중해석, 비행 동역학 모델 개발, 주로터 및 꼬

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가까운 미래에 항공운항 안전성은

했다. 이를 통해 위성신호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획득과 유

리로터 시스템 개발, 기체구조 및 진동 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심각한 위협을 받고 항공편의 지연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

관 연구를 진행해 왔다. 또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

개발 목표는 유상하중 60㎏까지 적재 가능한 최대이륙중량

다. 이에 국제사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종속감시 시스템(ADS-B) 기초연구, 2005년부터 2009년까

200㎏급 다목적 무인헬기로, 민간 물품배송 및 택배, 군 감시

Aviation Organization, ICAO)를 중심으로 데이터통신, 위

지 VHF 데이터 링크(VDL Mode-II)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

및 정찰 등의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항법, 데이터기반 항공교통관리 기술에 근간을 둔 CNS-

해 CNS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개발

Human-In-The-Loop 항공교통 시뮬레이션 테스트 환경 구축

을 위해 2008년 우리나라 CNS·ATM R&D 로드맵을 수립해
국내 관련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연구개발 기반을
다졌다.
항공관제용 감시자료 처리시스템 및 통합 정보처리 시스템 연계

② 항공관제용 감시자료 처리시스템 연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항공관제용 통합정보처리 시스템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시스템 관제실

의 핵심부분인 항공관제용 감시자료 처리시스템(Surveillance
Data Processor, SDP)을 개발했다. 특히 차세대 감시센서를
포함한 다중 센서로부터 수집한 감시 자료를 활용해 다중 타

ADS-B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항공용 ADS-B 송수신 시스템

깃을 실시간 정밀 추적하는 핵심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함으

및 데이터 처리 서버 및 서비스 기술들을 개발했다. 이로써 한

로써 관련 기술 자립화에 이바지했다.

국항공우주연구원은 CNS-ATM 분야에서 인프라에 해당하는
통신(C), 항법(N), 감시(S)의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해, 항공교

③ 항공용 위성항행 통신시스템 연구

통관리(ATM) 분야의 연구개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항공용 위
성항행 통신시스템 개발 연구단을 주관했다. 이를 통해 위성

④ 항공용 다변측정감시(Multilateration) 시스템 연구

항법지역보강시스템(GBAS) 운용기술 개발과 항공용 ADS-B

운항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9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위성항법지역보강시스템 운용기

년까지 항공기의 정밀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다변측정 감시

술 개발 과정에서는 김포공항에 GBAS 테스트베드를 설치해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 ㈜우리별이 주관연구기관이며 한

성공적으로 시범운용을 마쳤고, 국내 GBAS 비행검사 기술기

국항공우주연구원은 시스템 설계·성능분석과 TDOA(Time

준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용

Different Arrial)·TSOA(Time Sum Arric) 정밀측위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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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UX

Video

ADT(A/G Datalink)

A/G Datalink

C2
통합컴퓨터
FC 모듈

소형항공기 시뮬레이터

Autopilot

Mavlink

MavROS

Indoor Nav.

Navigation

Guidance
(Legacy)

Collision
Avoidance

Mission Ad.
(Target Track)

중형항공기 시뮬레이터

즘 및 수신기 배치 툴 개발을 수행했다. 항공용 다변측정감시

CNS·ATM 분야 최초로 인적요소를 결합한 고충실도 시뮬레

시스템은 항공기에서 송출되는 트랜스폰더의 Mode A, C, S,

이션 환경인 HITL(Human-In-The-Loop)을 구축해 항공교통

1090ES 전파신호를 지상 다수의 수신기로 수신해 각 수신기

관리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성능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간의 시각차를 측정해 정밀위치를 계산한다. 측정된 위치정보

항공교통시스템은 지역이나 나라별 항공교통환경에 따

는 지상의 관제장비(ATC, SMGCS)로 전달해 항공기 운항 관제

라 관련 운용개념 및 절차가 다를 뿐 아니라 지상인프라, 항공

및 관리에 활용한다. 본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국내 공항 및

기, 조종사 및 관제사 등 다양한 객체들의 밀접한 협업이 요구

접근관제구역에 설치, 항공기의 운항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관제 운

기대하고 있다.

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따른 현황 파악, 운용개념 및 시스템
요구사항 수립, 핵심 기술 및 시스템 개발 등 항공교통관리의

⑤ 항공기 출발 및 도착 통합관리 기술 개발 연구

전 주기적 연구개발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본 연구는 항공교통관리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착수한 국내 첫

를 통해 관련 분야의 국가적 전략 수립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

연구과제이다. 폭증하는 항공교통량 수요에 대비해 공항 및

시하고 기술 선진화 및 자립화에 앞장서고 있다.

주변 공역에서 항공기의 출발·도착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항

GDT

MC 모듈

RTOS(NuttX)

ROS

Cortex M4 CPU

Linux(Ubuntu)

GNSS Receiver

StreamingCodec

EO Gimbal

3D IMU, Mag.
Baro Sensors

Motors/
Actuators

QGroundControl

H.Speed AP or x86

Lidar

Stereo
CAM

Ultrasonic

오픈 아키텍처 기반 소형무인기 비행조종 및 다중임무 통합 컴퓨터 시스템 구성도

위한 저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 연구개발 사업을

용항공기 시뮬레이터로, 영상장치, 유압식 3자유도 요동장치,

2017년 4월에 착수했다. 세부 수행 내용은 통신 기술별 기술 적

조종력 모사 장치로 구성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해당 기술을 확

공기 출발·도착 지연 및 관제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

⑥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UTM) 시스템 설계 및 구축

합성 테스트를 통한 고안정성 무인비행장치 항공망 요건 및 운

보했으며 당시 추진 중인 중형항공기의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

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활용해 항공기 연료소

연구

영 요건 도출, 무인비행장치 위치인식 요건 및 분리 기준 설정,

한 기반을 마련했다.

모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의 기술 발전에 따라 민수와 공공분야의 활용이 증

무인비행장치 탐지 및 회피 기술 연구, UTM 가상시뮬레이션

출발관리시스템은 2018년 인천국제공항에 설치해 현장 시

대되고 비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인항공

시스템 구축 및 UTM 핵심기술 통합/검증, 클라우드 기반 교통

· 중형항공기 시뮬레이터 개발(1997~1999)

범운용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제주국제공항에 통

기 운항 안전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무인항공기의 활용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등이다. 2018년 말까지 수행한 1단계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에서 항공기 안정성과 조종성을 평가해

합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현장 운용성을 검증한다. 또한 국내

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운용을

연구개발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개발된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비행 제어시스템을 비롯한 항공전자 장비

UTM 관제실을 구축하고 영월 드론시험장에서 5대의 드론이

성능을 실시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다. 조종간, 오

동시에 비행하는 상황을 관리하는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토트로톨(autothrottle), 트림장치, 전자계기장비, 운용석 컴

2019년부터 3년간 수행할 2단계에서는 전국망 구축을 포함해

퓨터, 음향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KA-32T 헬리콥터 시뮬레이터

적용 범위와 드론 교통관리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무인비행장치뿐 아니라 유인 자율비행

· 훈련용 헬기 시뮬레이터 개발(2004~2008)

항공기나 UAM(Urban Air Mobility)와 같은 미래형 항공기들의

국토해양부 지원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고 썬에

고밀도 항행 안전을 뒷받침할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어로시스와 유니텍, 한국소프트스페이스가 참여해 헬리콥터
사고예방을 위한 정상·비정상절차 및 특수임무 훈련용 헬리

(6) 비행제어·항공전자 분야

콥터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 또한 동축반전 헬리콥터인 KA-

① 항공기 시뮬레이터 분야

32T 기종의 비행역학 모델을 산림청 헬기 비행시험 데이터를

· 소형항공기 시뮬레이터 개발(1990~1993)

기반으로 개발했다. 본 과제는 2007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소형항공기 시뮬레이터는 과학기술처 지원으로 개발한 연구

‘2007년 국가연구개발 100대 우수성과’에 선정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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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내 독자
② 자동비행제어시스템 분야

적으로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 고성능의 통합컴퓨터가 필요했

· 무인헬기 자동비행제어시스템 개발(2001~2006)

다. FC컴퓨터에는 항법, 비행제어 및 유도 소프트웨어, MC컴

본 사업은 NRL(National Research Lab)의 센서퓨전 및 자율

퓨터에는 실내항법을 위한 SLAM, 장애물 회피 및 표적추적 소

비행기술 개발 과제이다. 소형 무인기에 적용 가능한 센서퓨

프트웨어를 개발해 내장했다. 본 과제를 통해 확보한 기술은

전 기술과 자율비행에 필요한 무인헬기 자동 이착륙 기법을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체에

개발하고 실제 비행시험으로 성능과 적용가능성을 검증했다.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임의의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회피한 후 원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비행시험을 통해 검

③ 비행제어법칙 설계 분야

증했다.

· FBW(Fly-by-wire) 헬리콥터 제어법칙 개발(2011~2016)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수

· 소형항공기용 FBW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2007~2008)

리온의 조종계통을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개조하는 ‘조종

기초기술연구회에서 지원하는 기본사업으로 소형항공기 3

성 국제규격(ADS-33)에 따른 헬리콥터 전자식 비행제어 시

중화 FBW(Fly-By-Wire) 시스템 핵심기술 연구를 수행해 오

스템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과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토파일럿, 모드 전환, 비행영역보호, EZ Fly 알고리즘 등을 개

㈜이 주관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회전익 항공기의 국

발했다. 신뢰도 향상을 위해 센서 다중화는 보팅(Voting) 기

제적 조종성 규격인 ADS-33의 레벨 1을 기반으로 비행 안정

법을, 전기기계식 작동기 다중화는 액티브/스탠바이(Active/

성, 조종성 및 임무 요구도를 충족하는 비행제어법칙을 설계

standby) 기법과 재형상제어 기법을 개발했다. Flight Deck과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구축한 하드웨어 연동 시뮬레이

조종석을 개발하고 HILS 시스템과 연동해 지상통합 시험 장치

션(Hardware-in-the-Loop Simulation, HILS) 장비를 이용해

를 구축함으로써 FBW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했다. 또한 조종

수리온 조종사가 수행한 임무기동(Mission Task Element) 시

사가 직접 조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시험 평가 기반

험 및 헬리콥터 응답특성 평가를 반영해 제어법칙을 수정하는

을 조성했다.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Level 1을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수리온에 탑재해 비행시험을 할 계획이었으나 수리온 대

· 다목적 수직 이착륙 비행로봇 제어시스템 개발(2012~2017)

여 허가를 받지 못해 지상통합시험까지만 수행했다.

산업자원통산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시간 이
상 비행 가능한 다목적 수직 이착륙 비행로봇의 비행제어시스

· 소형민수헬기(Light Civil Helicopter, LCH) 비행제어법칙

템을 개발했다. 본 과제를 통해 40㎏급 틸트 덕티드-프롭 비

개발(2015~2020)

행체의 비선형 운동 모델 구축, 자동이착륙을 포함한 비행제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우주부품개발사업의 소형무

어법칙 설계, GNSS·INS 항법시스템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으

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국외업체이전기피 핵심기술 개발과제

로 검증했다.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 위의 제한된 착륙대(1.5

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관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5m2)에서 RTK-GNSS 정밀상대항법시스템 기반으로 자동

은 비행제어법칙을 개발하고 있다. 민수헬기 설계요구도를 만

착륙 성능 검증 비행시험을 11회 수행해 착륙정확도 0.68m

족하는 기본 모드와 상위모드에 대한 제어법칙을 모델기반 설

원형공산오차(Circular Error Probability, CEP)를 달성했다.

계기법을 이용해 개발하고, DO-178C 인증 환경을 구축해 제
어법칙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제어법칙에서 생성한 소스코드

· 오픈 아키텍쳐 기반 소형무인기 비행조종 및 다중임무 통합

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HQS(Handling Quality Simulator)

컴퓨터 개발(2016~2019)

에 탑재해 실시간 조종에 따른 헬리콥터 반응을 분석해 제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

법칙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LCH 탑재용 비행조종컴퓨터와

업의 일환으로 오픈 아키텍쳐 기반 소형무인기용 비행조종 및

트림작동기를 이용한 HILS 시험 수행을 통해 제어법칙 검증을

다중임무 통합컴퓨터 기술을 개발했다. 전 세계적으로 ICT기

완료한 후 비행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술을 항공분야에 접목하면서 항공전자장비의 SWaP-C(Size,

DMM기반 장애물 회피 및 소형 무인기 조종장치 기술개발 설명도

ADS-B 기반 무인항공기 충돌회피 운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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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상황인식 및 자율대응 기술 개발(2016~2018)

반으로 4대의 공중 무인이동체와 2대의 지상 무인이동체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지원하는 주요사업으로 차량, 사람,

FANET(Flying Ad-hoc NETwork)으로 상호 통신하며 협력 운

나무, 건물 등 지면 근처 보호 장애물의 탐지 및 회피를 주요 목

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2대의 공중무인이

표로 연구를 수행했다. 소형 멀티콥터에 탑재한 레이더가 360

동체와 2대의 지상무인이동체를 이용한 3D 매핑 시연을 수행

도 주변의 장애물을 탐지해 만든 지도를 이용해 회피하는 방

할 예정이다.

식으로 회피 명령과 추종을 멀티콥터의 비행제어컴퓨터에서
처리토록 했다.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한 그래픽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탐지된 장애물 사이의 공간을 찾아 성공적으로 회피함

7. 항공기 인증

을 검증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설립과 함께 우리나라의 항공

비행상황인식 및 자율대응 기술개발 : 장애물 환경 회피기동 시뮬레이션 영상 캡쳐(영상좌상:Lidar 정보)

⑦ 다수무인항공기 자율협력 분야

기 및 우주비행체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업

· 다수-다종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 원

무 연구를 전담하는 품질인증부를 조직했다. 이 부서는 2018

천기술 개발(2016~2019)

년 4월 해체될 때까지 30년 가까이 관련 연구와 실무를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

하면서 우리나라의 현행 항공기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미국과

사업의 일환으로 다수·다종 무인이동체의 자율협력 운영기

BASA를 체결하는 데 절대적으로 공헌했다.

술을 개발하고 있다. 무인이동체의 활용분야가 확대됨에 따
④ 무인항공기 자동이착륙 분야

⑥ 충돌탐지 및 회피 분야

라 다수·다종의 무인이동체가 상호 협력해 운영하는 기술

(1) 항공기 인증에 관한 연구

· 200㎏급 틸트로터 무인기의 함상 자동이착륙 기술 개발

· DMM 기반 장애물 회피 및 소형 무인기 조종 장치 기술 개발

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동적임무할당 기술을 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기 인증에 관한 연구는 1990년 9월

(2015~2017)

(2015~2019)

산업통상자원부의 항공우주부품기술 개발사업으로 틸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T·SW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터 무인기의 함상 자동이착륙 기술을 개발하고 비행시험을

일환으로 비관제공역에서 운용하는 소형(25㎏ 이하) 무인기

수행했다. 이동 중인 함상에 외부조종사의 도움 없이 틸트로

의 안전성과 활용성 증대를 위해 DMM 기반 고정 장애물 회

터 무인기가 자동 이착륙할 수 있도록 RTK-GNSS(Real Time

피 기술 및 무인기 조종장치 기술을 개발했다. 본 과제를 통해

Kinematic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기반 실시

DMM기반 장애물 회피 자동 비행경로 생성 기술, 탑재 센서

간 상대항법시스템, 이동형 지상통제장비, 함상형 무선통신안

기반의 고정 장애물 탐지·회피 기술,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테나를 개발했다. 자동이착륙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DMM 지원 휴대형 조종장치 기술 및 무인기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주변의 와류모델을 항공기 운동모델과 통합하고 HILS를

DMM 생성·관리 기술을 개발했다. 개발 기술은 소형 무인기

수행했다. 2017년 7월 7일 고흥-여수만의 내해에서 해양경찰

및 드론에 적용해 안전성 및 자율비행 성능강화로 무인기(드

청의 훈련함인 ‘바다로’ 함이 10노트 속도로 이동하는 동안 10

론) 활용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미국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식

국토교통부 KC-100 항공기 제작증명서 수여식

회의 자동이착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착륙정확도 1.13m CEP
를 달성해 과제목표인 2m CEP 조건을 충족했다.

· ADS-B 기반 무인항공기 충돌회피시스템 개발(2015~2020)
산업통산자원부 항공우주부품개발사업으로, 최대이륙중량

⑤ 고장탐지 및 재형상제어 분야

150㎏ 이상의 무인항공기를 유인기 공역에서 운용할 때를 고

· 고장탐지 및 재형상 제어 기술 개발(2003~2006)

려해 ADS-B와 영상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충돌회피시스템을

공공기술연구회에서 지원하는 기본사업으로, 항공기 고장을 스

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독일 Flight Design사의 CTLS 2인승

스로 찾아내고 제어기를 변경해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경비행기에 충돌회피 알고리즘을 포함시킨 충돌회피 탑재시스

비행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고장탐지 및 재형상 제어 기술을 개

템과 ADS-B 트랜스폰더, 좌우 주날개 끝단에 4개의 영상 센서

발했다. 고장 탐지 알고리즘으로는 실시간 파라미터 식별 알고

를 각각 장착한 무인화 비행체 플랫폼을 개발했다. 아울러 지상

리즘과, 여분 센서 및 해석적 기하 분석을 통해 센서 고장을 실

시험과 유인 침입기를 활용한 비행시험을 통해 기본동작과 충

시간으로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재형상 제어기법으로

돌회피 성능을 확인했다. 앞으로 계속적인 충돌회피 비행시험

는 제어할당을 통해 다수 제어면을 제어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을 통해 시스템을 검증하고 개선해 성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한국-미국 BASA IPA 확대 서명본

인증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행

Chapter 1. 항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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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하늘을 품다, 우주를 잇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던 KTX-1 항공기에 대한 인증절차와

기반 구축사업’과제를 수행하면서 FAA 당국자들과 지속적으로

념 첨단 항공기 및 국책 연구개발 항공기의 체계종합과 비행시

인증기준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4

접촉해 TSO부품 레벨을 대상으로 한 BASA를 추진하게 되었다.

험 수행 및 우주 관련 과학관측, 실험 전초기지로의 활용을 목표

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까지는 중형항공기 개발기획사업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금호타이어㈜의 항공기타이어 제

로 건립되었다. 2002년에 고흥군으로부터 센터건립 부지(300

(2)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진행하면서 국가적인 항공기인증체계 구축을 목표로 항공기

품에 대한 TSO인증을 시범인증사업(Shadow project)으로 하

×300m)를 제공받아 당시 국무조정실 예산으로 착공했다.

국내 유무인기 개발업체와 학계 및 연구기관 들의 비행시험이

인증체계와 BASA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는 BASA프로젝트를 전개했다. 이를 통해 산업체, 인증당국인

조성 초기에는 당시 수행 중인 중형비행선 개발사업과 연

증가하고 안전한 비행시험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장소로 고흥

국토교통부 인증담당,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증엔지니어들

계해 50m급 비행선 체계조립, 정비 및 보관을 위한 비행선시

항공센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2013년부터 고흥항공센터

(2) 항공우주제품 성능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 역할의 수행

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그

험동(72×32×25m)을 시작으로 연구동(36×9×8m)과 계류장

의 연 방문인원이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길이 700m, 폭 24m

1992년 당시 산업부는 국내 항공산업체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결과 항공제품에 대한 인증능력을 확보하고, 국토교통부와 함

(60×60m)을 착공했다. 또한 인접 부지에 비행시험 활주로 목

의 좁은 이착륙장만으로는 비행시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거

께 11개 기술평가 분야에 대해 준비를 해나갔다. 2006년 9월

적으로 길이 700m, 폭 24m를 포장했다.

2012년 산업부 예산으로 계기비행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신

해 ‘항공기 등의 성능 및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부터 BASA의 중심 프로세스인 기술평가를 받아 2007년 3월

2006년에는 소형기·무인기 시험동을 추가로 준공했다.

설을 위한 길이 1,200m, 폭 45m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

지정했다. 법적으로 위임된 이 검사는 항공기 및 부품을 양산하

지적사항 0건이라는 기록적인 성과와 함께 기술평가를 성공

또한 2008년에는 착륙장치의 낙하시험(Landing gear drop

축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8년 말 부지확보와 활주로 착공을

는 생산시설, 생산방법, 품질관리체제 등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

적으로 완료했다. 이후 BASA 행정협정 문안 및 구체적인 이행

test)을 위한 낙하시험동 및 시험시설을 구축했다. 2009년

위한 각종 관련 인허가를 완료했으며, 2021년 ICAO 분류기준

및 승인하고 그 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절차를 담은 IPA협정 문안 개발을 진행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도에는 회전익 로터를 시험할 수 있는 훨타워 시험시설(Whirl

3-C급 활주로 완공을 목표로 2019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2008년 2월 19일에 협의를 재개한 지 4년 만에 비로소 역사

tower test)을 구축했으며, 2010년에는 센터 주변에 보안펜

향후 완공될 1,200m 활주로는 국가 비행시험 인프라

적인 BASA 협정을 체결했다.

스와 경비동을 준공했다. 2015년에는 당시 항공법 개정에 따

로 유지 관리될 예정으로, Part 23급 일반항공기(General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산업부와 프랑스 민간항공인증당
국(DDGAC) 간에 체결한 ‘한·불 생산검증협정’에 따라 항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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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종 연구개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주안전인증센터가 해체되기 전까지 약 25년간 국내에서 생산

BASA 협정과 동시 체결한 최초 IPA에서는 TSO인증만 허

라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700m 임시활주로 포장

Aviation)의 개발 및 인증시험이 가능하다. 부가적으로 관제시

해 프랑스로 수출하는 모든 항공기 부품에 대한 검사를 프랑

용했다. 즉 국내에서 개발한 민간항공기를 FAA로부터 인증 받

부지에 대해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설, 계기비행시설, 항법장비들과 소방, 급유, 시험용 테스트베

스 인증당국 대신 수행했다.

아 미국에 수출하려면 IPA를 항공기급으로 격상시켜야만 가

이와 함께 같은 해 고흥군청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드 항공기 등 비행시험 인프라를 추가 설치해, 각종 신개념 유

능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범인증사업 대상이 되는 항공기 개

현재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국내 산학연과 공동 활용하

무인 비행체와 항공용 장비품 및 항행안전시설의 원활한 연구

(3) 항공기인증 전문기관 역할의 수행

발사업이 있어야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08년 항공안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에 도입한 민간항공기들이 항공선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4인승급 민간항공기 개발사업을

진국의 형식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착수했다. 동시에 소형항공기 인증을 위한 능력개발 및 인증

을 거치지 않고 운항을 허가하는 안전기술의 종속성과 제도의

체계 구축을 위한 ‘소형항공기급 BASA 체계구축 및 시범사업

후진성을 발견하고 감항당국인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했

인증’ 사업도 발주했다.

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1997년 국토교통부는 비로소 수입되는

2009년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소형항공기에 대한 형

민간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항공

식증명을 신청하면서 소형항공기급 IPA의 추진을 위한 시범

우주연구원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로써 외국

인증사업을 착수했다. FAA는 14명에 이르는 인증엔지니어들

의 민간항공기가 국내에 도입되는 경우 우리나라 당국의 기술

로 Technical Assesment팀을 구성해 수십 차례의 현장 검증,

적 확인을 거쳐 형식증명승인을 받아야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시험입회, 기술검토 회의 등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증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착공 당시 부지 모습과 현재의 전경
경량항공기이착륙장
훨타워무빙쉘터동
꼬리로터
무빙쉘터동

계류장
항공기체계종합성능시험센터
(비행선시험동)
비행시험자료처리동

훨타워제어센터
소형기/무인기
시험동

낙하시험동
주변전실동

엔지니어들의 인증능력이 자기들과 동등한지 확인했다. 2013
(4) 미국과의 BASA 체결

년 기술평가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KAI에서 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기인증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민

발한 KC-100 소형항공기에 대해 국내 형식증명이 발급되고

간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BASA 체결이 긴요함을

2014년에 소형항공기급 BASA IPA에 대한 FAA의 서명이 이

일찌감치 간파했다. 이에 따라 1995년 당시 통상산업부를 관

루어졌다. 이로써 수십 년에 걸친 우리나라 항공산업계의 숙

계기관으로 미국 FAA와 BASA 체결을 위한 최초의 공식접촉

원이 이루어졌다.

을 시도했다. 그러나 FAA는 통상산업부가 민간항공당국이 아
니라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했다. 이와 함께 민간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2002년 우리나라가 미국으

8. 항공센터·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로부터 항공안전2등급 국가로 판정받음에 따라 BASA 추진은
한동안 보류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 산업부 사업으로 ‘항공기품질인증 기술

(1) 고흥항공센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만 간척지에 위치한 고흥항공센터는 신개

경비실동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조감도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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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공 무인기 개발 비행시험 (2002)

착륙장치 개발 낙하시험 (수리온, KC-1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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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급 비행선 체계종합 및 비행시험 (2006)

Chapter 1. 항공분야

따라서 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래 선행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추

(Risk Sharing Partnership, RSP), MRO(Maintenance, Repair,

진 계획으로

and Overhaul) 및 민수 항공부품 수출품목 확대 등 다변화가

이를 위해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드론산업기반구축방안

요구된다. 또한 미래항공기술 발전 및 수요에 대응한 원천·핵

및 무인이동체기술로드맵 등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심기술 개발로 개인용 항공기, 전기동력 항공기 등의 미래 신

주요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과제

시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는 ① 국가 항공체계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기술(비행체계,

한편 2010년대 들어 일부 촬영을 위한 소형 무인기나, 군

항공구조, 항공공력, 항공전자, 비행제어, 항공추진 등) 확보 및

사목적의 중대형 무인기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활용하던 무인

대형 시험장비(풍동, 구조시험, HILS(Hardware-in-the-loop

기(소형드론 및 중대형 드론을 모두 통칭)가 광범위해짐에 따

Simulation), 훨타워 및 피로시험, 엔진시험) 운용 ② 신시장 대

라 무인기 활용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Teal

응 및 국민생활 향상 위한 미래 선행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일

Group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무인기 시장은 2016년도 56억

자리 창출 기여 ③ 고기능 무인기(드론) 미래 원천기술 및 유·

불, 2019년 124억불, 2025년 239억불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

무인기 통합교통관리 기술 확보 ④ 우주비행기 형상설계, 공력

다. 이외에 국내 무인기 시장의 공공분야 수요도 급속히 확대

가열해석·시험, 열구조해석·시험, 제어기술 등의 선행 탐색연

되는 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 ⑤ 재난, 치안, 안티드론 등 국민 안전 향상 등 공공수요에 대

이러한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도 현재 국산 무인기의 시장
스마트 무인기 개발 비행시험 (2012)

32m 에어로스탯 비행시험 (2009)

인간동력 항공기 대회 (2012~2015)

점유율은 매우 미미하다. 또한 기술선진국의 지속적인 연구개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분야에서 산업체가 독자

발 투자 확대에 따라 기술격차와 가격 경쟁력 열위를 극복할

적으로 확보·유지가 불가능한 선진국 수준의 선도핵심기술을

전환점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원천·핵심 기술 분야의 선도

제공하는 기술 공급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선

적 투자와 공공수요 창출을 통해 국내 무인기 생태계를 강화

도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적 수요가 예상되는 차세대 비행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체를 기술시현기로 개발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항공분야의 성

또한 극초음속항공기, 우주비행기 등 미래형 항공기의 등

유무인 복합항공기 비행시험 (2012)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비행시험 (2015)

수리온, LCH 훨타워 테스트 (2009~2018, 2018~ )

응하는 무인기 시스템 개발 및 요소 핵심기술 확보 등이다.

장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장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초연결 기반 지능화’로

나아가 중기적으로는 다중 프롭 무인기 시스템 개발을 통

표현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항공우주 관련 분야 첨단 기술

해 자율비행, 저소음·하이브리드 동력 등 선행기술 및 천이비

의 적극적 활용(spin–in) 및 융합을 통해 효율·안전·편이·친환

행기술을 확보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용 미래형 항공기

경 등 다양한 측면의 혁신적 발전을 예상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을 실현해 새로운 항공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이
다. 아울러 항공기 및 항공기용 부품 개발과 인증 활동에 필수

유인 테스트베드 항공기를 활용한 각종 비행시험 (2015~ )

베셀 2인승 경량항공기 KLA-100 비행시험 (2017)

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분야 정부출연기관 고유의 소임을 자

합비행성능시험장으로 발전시켜 공공 시험평가 서비스를 확

각하고 항공분야 중장기 발전방향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대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적인 항공기 개발 테스트베드 활용

먼저 국내 항공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미

을 통해 국내 항공기술 개발 역량을 배가시킬 계획이다.

연구원_단체사진(2013.8.6.)

있으나 군수분야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기존 북미·유
럽 중심의 수요에서 중국 및 아시아 등 신흥 시장이 급성장하
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 품목별 생산과 운항실적도 2011년부

9. 향후 계획

적인 대형시험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고흥항공센터를 국가종

유콘-항우연 충돌회피 시스템 비행시험 (2017~2020)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주요 성과 및 활용

개발 비행시험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2) 주요 추진과제

터 2016년 사이 10% 이상 성장하는 등 2010년 이후 빠른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군용기(완제기)와 기체부품

(1) 중장기 발전방향

중심의 성장과 민수 완제기의 국제 공동개발 등의 다양한 노

국제적으로 민항기 제조 및 항공 운항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력에도 아직까지 그 규모가 세계시장의 1% 미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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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현황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연구개발 사업은 1994년 종합과학기술심
의회에서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 추진을 의결하
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같은 결정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
이 발전했고 국가적으로 위성영상에 대한 공공수요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1950년대부터 시작된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을 1990년을 전후해 비로소 착수할 수 있었다. 1989년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되고 항공 분야와 발사체 분야에 이어 인
공위성 분야의 연구도 첫 발을 내딛었다. 단순한 실험용이기는 하
지만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우리별 위성을
개발한 것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도 위성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여
건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냉전시대 종
식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열망이 식으면서 해외 우주개발기업들
은 잇따라 통폐합되는 상황이었다.
1994년 범부처 사업으로 진행한 아리랑위성 개발사업을 단시
간에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공동개발로 추진한 것은 이러한

아리랑위성 1호 발사(1999.12.21.)

국제적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었다. 아리랑위성 개발사업은 1999
년 1호 개발에 성공한 이래 2006년에는 국내 주도로 2호 개발
에 성공했다. 이후에는 국내 독자개발로 2012년 아리랑위성 3호,
2013년 5호, 2015년 3A호 발사에 성공했다. 현재는 고정밀 레이
더위성인 6호와 최첨단 수준의 광학위성인 7호를 개발하고 있다.

를 개발하고 있으며 2호는 2021년에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첨단 수준의 위성 설계, 해석,
조립, 시험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요를 충

아리랑위성은 광학위성과 레이더위성을 시리즈로 개발하고

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소량 수요에 머물러 비용 측면의 국제

있다. 1호, 2호, 3호, 3A호, 7호는 광학위성으로, 3A호부터는 적외

적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일부 핵심부품도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

선센서를 탑재해 개발하고 있다. 레이더위성은 5호에 이어 6호를

밖에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용

개발하고 있다.

및 검증을 위한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정지궤도위성과 관련해서는 국제공동 연구로 2010년 천리

그러나 위성개발을 포함한 우주개발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

안위성 1호 개발에 성공한 이래 국내주도 개발을 통해 2018년 천

세이다. 나아가 달탐사를 포함한 탐사선과 유인우주선 개발 등의

리안위성 2A호를 개발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현재는 2020년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대되어 국가전략으로 꾸준한 지원과 육성

발사를 목표로 2B호를 개발 중에 있다.

이 필요하다.

천리안위성은 1호에 통신, 해양, 기상 등 세 종류를 탑재한 데

지난 20년 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인공위

이어 2A호는 기상위성 임무를, 2B호는 해양 및 환경관측 임무를

성 연구개발을 주도해왔다. 특히 최근의 인공위성 연구개발 사업

담당하고 있다.

들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발전된 형태와 성과를 보이고

소형 및 과학실험용 위성인 과학기술위성의 경우 2003년 과

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각각의 인공위성들은 앞으로 한국항공

학기술위성 1호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2009년 8월과 2010년

우주연구원의 미래는 물론 최첨단 인공위성 개발의 초석이 될 것

6월 나로 발사체에 탑재한 과학기술위성 2호는 발사에 실패했다.

이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2013년에 발사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미래의 아리랑위성은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초정밀 위성으로

국내 위성기술이 확보됨에 따라 다양한 위성활용 수요가 창

서 꾸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천리안위성 2A 및 2B호

출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를 전제로 한 위성개발에 착수

역시 새롭게 개발한 정지궤도용 위성본체가 기상위성 및 통신위

했는데 이것이 차세대중형위성이다. 2020년 발사를 목표로 1호

성 개발의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차세대중형위성은 위성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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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흑백영상과 4m급의 컬러영상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비롯한 참여 국내 기업체 역시 위성 주요부품의 개발능력을 확보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할 수 있었다. 이는 아리랑위성 3호, 5호, 3A호 등 실용급 위성의

착수했다. 아리랑위성 1호의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전문인

국내 독자개발의 기반이 되었다.

력 및 관련시설을 기반으로, 당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
신부의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아리랑위성 1호 조립시험 가동(1998.5.18.)

아리랑위성 2호 발사(2006.7.28.)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2호를 계기로 지구관측위성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며 세계 우주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한국전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대표되

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유관기관 및 한국항공우주산업㈜,

는 우주정밀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기

유럽 Astrium사, 이스라엘 ELOP사 등 국내외 관련 기업체들이 참

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국부 창출의 새로

여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 시스템 개발 및 위성체 조립·

운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리랑위성 2호는 수명 3년

시험, 발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유럽

과 임무 연장 2번을 포함해 9년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궤도상

Astrium사의 자문으로 진행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 한

기술검증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화, 두원중공업, 대한항공, 대우종합기계 등 국내업체들은 위성본
산업화 및 수출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기업이 핵심부품을 직접 개발한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체 부품의 국산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위성체 조립에 공동으로 참

(3) 아리랑위성 3호 개발사업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핵심부품의

성과였다. 국내 위성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효

여해 기술을 습득했다. 위성탑재체인 고해상도 카메라는 한국항

1999년 Space Imaging사가 발사한 IKONOS 1호 위성은 실패

국내개발 능력 제고와 탐사선, 유인우주선 등의 개발에 더욱 매진

과를 거두는 한편, 수입대체 효과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 확보라는

공우주연구원이 이스라엘의 ELOP사와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또

로 끝났다. 그러나 이어 발사한 IKONOS 2호 위성은 전 세계 위

할 계획이다.

간접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한 수신 및 관제 등의 지상국 운영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

성 개발자와 위성영상 사용자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으로 개발에 참여했다.

IKONOS 2호 위성이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의 상업화를 개막한

아리랑위성 1호의 가장 큰 활용도는 탑재된 전자광학 카메라
를 이용한 사진 촬영으로 한반도 영상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

아리랑위성 2호는 우리나라의 열 번째 인공위성으로 아리랑

최초의 위성이었기 때문이다. IKONOS 위성 이전의 위성영상 시

다는 데 있다. 전자광학 카메라는 한번에 17㎞ 폭으로 6.6m 크기

위성 1호를 미국과 공동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위성체 대부분을

장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해상도 또한 미터급으로 활용

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높은 해상도의 영상 촬영

독자 개발했다. 2006년 7월 28일 러시아 플레세츠크(Plesetsk)

이 제한적이었다. 미국의 위성 업체들은 이러한 한계를 잘 알고 있

(1) 아리랑위성 1호 개발사업

이 가능했다. 따라서 획득한 영상으로 주택 하나하나까지 인식해

기지에서 발사한 아리랑위성 2호는 아리랑위성 1호와 동일한 상

었다. 그리고 상용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위성을 개

아리랑위성 1호 개발사업은 1994년 1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1/25,000의 축척을 가진 정밀한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위

공의 궤도에서 하루 14바퀴 반씩 지구를 돌고 있으며, 하루 평균

발해 위성영상 상용화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 해

총 63개월의 연구기간이 소요된 사업이다. 한반도 관측, 해양관

성 영상은 지리정보체계 분야, 국토관리 및 지형조사, 지역감시 등

1~3회 한반도 지역 상공을 통과하고 있다.

상도 82㎝인 IKONOS 2호 위성이 발사된 이후 2001년에는 해상

측, 과학실험 등을 위한 위성의 국산화 개발, 운영 및 이용기술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까지 가능케 했다.

2. 아리랑위성 개발

아리랑위성 2호의 탑재체인 고해상도 카메라가 제공하는 1m

도 62㎝인 Quickbird 2호가 발사되었다. 2008년에는 해상도 41

국내 최초의 실용급 위성인 아리랑위성 1호 개발의 가장 주목

급 해상도 영상은 아리랑위성 1호의 6.6m 영상과 비교하면 무려

㎝인 Geoeye-1가 발사되었다. 전 세계 위성영상 수요자들은 미국

할 점은 국내 참여기업체들이 약 60% 수준까지 부품 국산화를

40배 이상의 정밀도를 자랑한다. 이러한 고해상도 영상 촬영은

위성 업체가 제공하는 위성영상을 통해 점점 눈높이가 올라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총괄주관기관으로 진행한 아리랑위

달성했다는 사실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위성 1호 사

단순히 초정밀 광학계 개발기술만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아리랑위성 3호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04년 8월

성 1호 개발사업은 관제시스템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하

업을 추진하면서 국산화 개발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위성개

다. 카메라를 탑재한 위성의 정밀 자세제어, 영상자료의 압축, 저

에 착수한 사업이다. 아리랑위성 2호 개발이 한창이던 2003년 5

고, 우주과학 탑재체 개발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

발에 필요한 기술 인력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때 확보한

장 및 송수신 등 위성에 관한 모든 기계적·전기적 기술이 뒷받침

월에 후속 사업으로 아리랑위성 3호의 기획 연구가 시작되었고

구센터가 담당했다. 인공위성 본체의 구조계 및 열제어계 개발은

인력과 시설은 1m급의 초정밀 지구관측위성인 아리랑위성 2호

되어야 한다.

국내외 위성 기술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위성영상 활용 사례 분석

대한항공과 두원중공업이 담당했다. 원격측정명령계·자세제어

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아리랑위성 2호의 성공적 개발은 국가 공공수요와 국토개발,

등을 통해 많은 연구가 이어졌다. 이후 2004년 3월에 수행한 기

계·전력계의 개발은 삼성항공·대우중공업·현대우주항공이 각각

개발사업을 위한 조립시험동을 구축함으로써 후속 사업을 위한

자연재해와 환경감시 등에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첨단 관측

획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개

담당했으며, 추진계 개발은 한화 및 한라중공업이 맡았다.

제반 연구시설과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위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성영상은 해외시장에

발계획을 승인했다. 아리랑위성 2호 위성이 발사되기 2년 전부터

기반 확보를 개발 목표로 했다. 당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
보통신부가 참여하는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해외 부문에서는 미국 TRW사가 위성공동개발 업체로 선정

아리랑위성 1호는 이처럼 실용급 위성의 국내개발 능력을 확

직접 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실

후속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으로 새로운 위성에

됐고, 미국 OSC사가 발사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아

보해 향후 국내 위성 수요 충당은 물론, 나아가 세계 위성시장으로

제로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2호 발사 후 3년 동안 약 5,400만 달

대한 수요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리랑위성 1호 국산화 개발을 위해 위성 본체의 각 서브시스템 중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러가 넘는 위성영상 해외 판매수익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주요 부품에 대한 핵심 기술을 주계약자인 TRW사로부터 공동개

아리랑위성 1호는 8년간의 영상확보를 수행하고 2008년 2월에

발 형식으로 전수받았다. 이를 통해 위성 핵심부품의 설계, 제작

임무가 종료되었다.

및 시험기술을 습득해 국내 우주기술 능력을 한 단계 진일보시키

당시 미국의 위성 업체들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사용자에게

아리랑위성 2호는 실용급 위성본체의 설계부터 제작·조립·시

판매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위성 기술을 타국에 이전하는 것

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 사례로,

에는 부정적이었다. 한편 프랑스·인도·일본·이스라엘·중국·러시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

아·독일 등은 아직 서브미터급 위성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다.

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아리랑위성 2호와 같은 차세대 위성의

(2) 아리랑위성 2호 개발사업

항공우주연구원은 이 사업을 통해 위성본체 및 7개 부분체와 탑

우리나라 역시 위성영상 사용자들이 2001년에 발사한

본격적인 국산화개발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아리랑위성 2호는 고도 685㎞의 태양동기궤도에서 해상도 1m급

재체에 대한 체계종합 능력을 확보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을

Quickbird 2호를 통해 고품질의 위성영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Chapter 2. 위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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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위성 개발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리랑위성 3호의 성능과 특성을 고려해 관제 소프트웨어와 수신

(4) 아리랑위성 5호 개발사업

현실적으로 미국의 첨단 위성 기술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을 추진했다. 아울러 초기운영 기간 중 수

아리랑위성 5호는 광학탑재체를 장착한 기존의 아리랑위성과 달

다. 특히 위성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행하는 검보정을 위해 국내외 사이트에 대한 준비와 절차를 개발

리 국내 최초로 영상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를

있었다. 미국의 경우 국방과 우주 산업이 발달해 원하는 성능을 만

하며 영상자료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탑재한 위성이다. 사업 시작에 앞서 2004년 12월부터 4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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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킬 수 있는 우주 부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본체 분야에서는 구조계, 열제어계, 자세제어계, 추진계, 전력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5월 제17회 국

달랐다. 핵심 부품 몇 가지만을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인력과 예산

계, 원격측정명령계 및 탑재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 등을 연구

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부를 주

이 필요했다.

했다. 특히 아리랑위성 3호의 기술적 난관 중 하나인 위성의 기동

관으로 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이러한 이유로 아리랑위성 1호와 2호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한

성능 향상을 위해 큰 작용력을 발생시키는 CMG의 사용이 필요했

총괄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 설계·조립·시험·운영 능력을 확보하는

다. 하지만 선진 외국 위성 제작사들은 기술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아리랑위성 5호는 한반도의 전천후 지상·해양 관측을 목표로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했다. 이러한 접근은 자원이 한정적일 때 유

CMG 분야에서 우리 위성에 날개를 달아줄 자세제어 구동기 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한항공, 한화, 두원중

효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부품을 해외

매를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여러 가지 기술적·경제적 고려

공업, 쎄트렉아이 등 다양한 국내 기관과 산업체가 참여했다. 아리

에서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를 거쳐 2006년 당시 반작용 휠 중 구동력 크기가 가장 큰 미국

랑위성 1호와 2호 개발을 통해 축적된 국산화 기술을 적극 활용하

있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최고 성능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

ITHACO사의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에 따라 기동

고 2004년 8월부터 시작한 아리랑위성 3호와의 본체 연계성을

었지만 이를 해외 기업에 제공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해외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아리랑위성 1호와 2호에서 사용한 육각

확보해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주요 핵심 기술을 제외

기업에 조금 더 개방적인 유럽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아리랑위성

형 몸통 형상, 몸통 끝단에 3개의 고정식 태양 전지판을 장착하는

한 상당 부분을 국산화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반면 영상레

3호 개발을 수행했다.

설계를 채택했다. 이처럼 주어진 여건에서 기술적으로 기동 성능

이더 탑재체 핵심 기술은 국내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탈리아의

을 최적화할 수 있는 형상 설계를 채택한 아리랑위성 3호는 무게

TASI(Thales Allenia Space Italy)사와 해외기술협력방식으로 개

980㎏, 직경 2.2m 높이 3.2m 크기 위성의 모습을 갖추었다.

발했다.

아리랑위성 3호 개발의 연구 분야는 시스템, 탑재체, 지상국·
활용 및 본체 분야를 망라했다. 먼저 아리랑위성 2호 설계를 처음
부터 끝까지 혁신하기 위해 시스템 분야 중 기계 부문에서 열구조

2004년 8월 사업에 착수한 아리랑위성 3호는 2006년 시스

고도 550㎞ 태양동기궤도 운영을 목표로 한 아리랑위성 5호

모델을 사용한 설계 성능 검증과 Jitter 영향 분석을 위한 시험을

템 설계, 2007년 예비 설계를 완료했다. 2008년에는 열구조모

는 단일 해상도와 관측 폭을 갖는 광학탑재체를 탑재한 기존 아

수행했다. 또한 전기·전자 부문에서는 STB(Software Test Bed)를

델 검증시험 및 위성본체, 탑재체, 시스템 상세설계 검토회의를

리랑위성과 달리 해상도/관측 폭이 1m/5㎞×5㎞인 고해상 모드,

통해 개발된 비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또한 전기

진행했다. 2009년 11월에는 비행모델 총조립 및 시험을 위한 검

3m/30㎞인 표준해상 모드, 20m/100㎞인 광역관측 모드 등 3

성능시험 장치(Electrical Test Bed, ETB)를 활용해 탑재컴퓨터·

토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비행모델 조립·시험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지 모드로 설계되었다. 2013년 발사 후에는 성능향상을 통해

전력 조절 분배 장치와 탑재 장비들 간의 전기접속·작동성능 등에

2012년 2월에는 모든 조립 및 성능점검을 끝내고 발사장 선적전

해상도/관측 폭 1m/3㎞×3㎞의 개선 고해상도모드, 0.85m/2.7

대한 성능도 검증했다.

검토회의를 수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5월 18일 일본 다네

㎞×2.7㎞의 초고해상도 모드, 2.5m/30㎞의 개선 표준해상 모드,

탑재체 분야에서는 전자광학카메라의 광학설계, 광구조설계,

가시마에서 H-2A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에 성공했다. 아리랑위성

20m/100㎞의 개선 광역관측 모드 등 4가지 운영 모드를 추가해

열설계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구성품을 제작한 후 광학모듈에 대

3호는 임무수명 4년과 2차례에 걸쳐 각각 2년의 수명 연장을 통

향상된 고해상도/고품질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한 조립·정렬·시험을 진행했다. 여기에 카메라 전자부를 추가해

해 2020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MTF 등 카메라 성능을 분석하였다. 지상국·자료활용 분야에서는

또한 아리랑위성 5호에는 정밀궤도결정 및 Radio Occultation
(RO) 데이터를 이용한 과학목적의 지구대기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부탑재체로 정밀궤도 결정탑재체(AOPOD)를 탑재했다. 한국천문
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AOPOD 부탑재체는 이중대역 주

아리랑위성 3호 선적전 검토회의(2012.2.28.)

아리랑위성 5호 발사전 위성탑재부 결합

아리랑위성 3호 발사장 출발 전 최종 준비

파수 GPS 수신기와 레이저 반사경으로 구성되었다.
아리랑위성 5호는 2005년 6월 착수 이후 2006년 3월 시스
템요구사항검토, 2006년 7월 시스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5
월 예비설계, 2008년 5월 상세설계를 완료했다. 2008년 9월 비
행 모델 총 조립과 시험에 착수해 기계/전기조립, 시스템성능시
험, 환경시험 등을 완료하고 2011년 8월 선적전 검토회의를 수행
했다.
그러나 발사용역업체인 ISC Kosmotras(ISCK)사와 러시아 정
부 간의 문제로 발사가 지연되어 약 2년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시험동 내 청정실에서 보관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기

아리랑위성 5호 상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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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위성 5호 발사장 운송(2013.7.8.)

아리랑위성 3A호 상세설계검토회의

간 동안 위성의 성능확인을 위해 네 차례의 위성상태점검(State

(5) 아리랑위성 3A호 개발사업

of Health, SOH) 시험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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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위성 3A호 최종 조립 형상

아리랑위성 6호 궤도 형상

아리랑위성 3A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총괄주관기관으

의 상호 보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원격탐사 및 정밀관

기술 선진국들은 국가정보수집능력의 기술적 우위 강화와 우주

로 시스템 총괄과 광학 탑재체 주관개발을 맡고, 한국항공우주산

측 관련 국내외 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향후 해외 우

이후 ISCK사와 러시아 정부 간 문제가 해결되면서 아리랑

관측을 목적으로 고해상도 광학 관측뿐 아니라 주야 관측이 가능

업㈜과 AP시스템 컨소시엄이 위성본체개발 주관기업으로 선정

주영상시장 선점 등 국가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위성 5호는 2013년 6월 지상지원장비와 함께 러시아 야스니

한 적외선센서 탑재위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프랑

되어 본체 개발을 담당했다. 본체 개발기술은 선정된 주관기업에

아리랑위성 3A호는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Yasny) 발사장으로 운송되었다. 이후 약 45일 간의 발사장 작

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다양한 적외선 대역을 활용해 국부

이전했다. 특히 적외선 센서는 전문연구기관 주관으로 개발이 이

선에 선정된 바 있다. 아리랑위성 3A호는 임무수행 4년과 2년의

업을 거쳐 2013년 8월 22일 현지시각 20시 39분(한국시각 23

적 또는 광범위 영역을 관측할 수 있는 적외선 탑재 위성을 자체적

뤄져 새로운 위성 개발의 시발점이 되었다. 아리랑위성 3A호는

수명 연장을 통해 2019년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 39분)에 드네프르(Dnepr) 발사체로 발사되었다. 발사 후에

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적외선 관측 위성은 개발기술이 거의 공

2015년 3월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드네프르 발사체로 발사

도 정상운영에 진입하기까지 6개월간의 초기운영(LEOP)과 검

개되지 않고 있다.

되어 현재까지 고해상도의 광학 영상 및 적외선 영상 촬영 임무를

(6) 아리랑위성 6호 개발사업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리랑위성 6호는 국내 최초의 영상 레이더 위성인 아리랑위성 5

보정 등이 뒤따랐다. 이후에도 상당기간 해상도 및 SARP(SAR

아리랑위성 3A호 시스템 개발은 우리나라가 아리랑위성 1호,

Processor) 성능향상 등을 거쳐 2015년 6월 총 121개월(10년 1개

2호, 3호 및 5호 개발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수행한 사업이다.

아리랑위성 3A호는 고성능 광학 탑재체와 더불어 국내 최초

호의 후속 위성으로, 2012년 12월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지

월)에 걸친 개발을 마무리했다.

고해상도 광학 및 주야 적외선 관측 위성의 개발역량을 배양하는

로 적외선 대역을 이용한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위성이다. 고성능

속적인 레이더 영상수요를 충족하고 아리랑위성 5호 개발을 통해

아리랑위성 5호의 운영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 광학영

한편, 향후 고성능 광학 및 적외선 위성의 자주적 개발과 세계우주

광학센서를 통해 서브미터급 고해상도 광학 영상을 획득할 수 있

습득한 영상 레이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차세대 SAR 핵심기술

상뿐 아니라 전천후/주야간으로 레이더영상을 확보하게 되었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기술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취

으며 적외선 센서를 통해 야간에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의 선도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밑바탕이 되었다.

다. 아리랑위성 5호 영상은 GOLDEN으로 요약되는 지리정보

지에 따라 ‘적외선 영상정보의 자주적 확보 및 활용을 도모하고,

아리랑위성 3A호 개발 성공을 통해 우리나라는 주야 지구관

아리랑위성 6호는 시스템설계, 본체개발, 총조립 및 시험, 지

시스템(GIS), 해양관측(Ocean monitoring), 지상관측(Land

주야간 지상/해양 관측을 위한 흑백/칼라/적외선 영상 카메라를

측이 가능한 적외선 센서 탑재 위성 보유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상국 개발을 국내 독자로 수행하는 것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설정

monitoring), 재난감시(Disaster monitoring) 및 환경감시

탑재한 저궤도 실용위성’을 개발했다.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복사열을 감지해 영상화하며 주간 및 야간

했다. 특히 본체개발은 후속 아리랑위성 개발과 연계해 성능 향상

에도 관측이 가능한 적외선 센서 영상은 국외의 상업용 적외선 센

을 추진키로 했다. 영상레이더 탑재체 분야는 아리랑위성 5호 개

서 탑재 위성과 견주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있다.

발을 통해 확보한 SAR 탑재체 시스템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ENvironment monitoring)에 활용 가능하다. 실제로 위성 영상

아리랑위성 3A호는 2006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들은 국토·도시계획, 수자원, 농업, 해양, 임업, 환경, 지도제작, 지

9년 1개월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2006년 12월

질자원 분야 등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리랑위성 5호

부터 2009년 10월까지 전문연구기관 주관으로 적외선 센서 분

아리랑위성 3A호에 탑재한 0.55m급의 고해상도 광학 카메

업체로부터 기술자문과 일부 핵심 전장품 지원을 받아 국내 주도

는 전천후 관측이 가능해 아리랑위성 2호·3호·3A호의 광학영상·

야 핵심기술을 선행 개발했다. 이어서 획득한 적외선 센서 개발기

라 영상의 개발 수준은 세계 5위권으로 볼 수 있다. 고해상도 광학

로 개발하기로 했다. 국내 민간기업 주도로 시스템과 본체를 설계

적외선영상과 상호보완을 통해 국가적 재난·재해 분야에서 활용

술을 적용해 2009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영상을 통해 공공안전 확보, 재해 및 환경감시, 자원관리 등 고해

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기업체 중심의 공동설계팀을

잠재성이 매우 크다. 또한 정밀한 수치표고모델(DEM)과 변화탐

등 참여 부처 주관으로 비행 모델의 위성시스템(본체, 광학탑재체

상도 광학 영상의 내수 충족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운영했다.

지 등이 가능한 영상레이더의 특성으로 해외 직수신을 통한 수출

및 적외선 센서)을 개발했다.

가 가능해졌다,

등 다양한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아리랑위성 6호는 이전에 개발된 아리랑위성들과 비교해 몇

아리랑위성 3A호는 4년의 임무수명기간 동안 고도 528㎞의

또한 지속적인 아리랑위성 시리즈 개발은 성능 향상을 도모

가지 기술 혁신과 성능 향상을 거두었다. 먼저 시스템 수준의 SAR

이외에도 아리랑위성 5호는 향후 영상레이더 탑재체를 국내

태양동기궤도에서 해상도 0.55m급의 흑백영상과 2.2m급의 컬

해 위성개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영상해상도가 서브미터급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이중편파 동시

주도로 개발하는 아리랑위성 6호 개발의 기반은 물론, 개발 당시

러영상, 그리고 5.5m 급의 적외선 영상을 획득하는 것이 주요 과

는 경제력과 과학 기술력 향상, 국가 및 관련 기업의 대외 신용도

관측, Geo-location 정밀도 향상, 지상이동물체 탐지기능, 방사정

해외기술협력 부분이었던 보정 및 SAR processor 기술을 확보하

제였다. 이를 위해 아리랑위성 3호 본체와 설계기술을 기반으로

와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핵심기술과 영상정보 활용에 대한 대외

밀도 향상, 고정밀 Interferometry 임무 수행 등 영상 활용을 극대

는 계기가 되었다. 아리랑위성 5호는 5년 동안 성공적으로 임무를

광학 탑재체에 적외선 센서 채널을 추가해 국내 주도로 개발에 들

의존도를 탈피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화시키는 차세대 기술들을 적용했다. 또한 이 같은 성능을 극대화

완료하고 2019년 현재 2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어갔다.

특히 적외선 영상은 고해상도의 광학 영상과 레이더 영상과

하기 위해 현존 세계 최고의 탑재체 설계를 적용하고 주요 전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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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했다. 탄소복합소재를 적용한 고안정성 탑재체/본체 일체

아리랑위성 7호는 고해상도/고기동 위성개발 목표를 달성하

형 구조체를 개발하고, 자세제어 정밀도를 향상시켰으며, 고전력

기 위해 0.3m 이하의 초고해상도 광학탑재체 개발과, 목표성능

생성 분배를 위한 전장품과 1N 추력기를 독자 개발했다. 아울러

30도/15초의 고기동 성능을 갖는 본체기술 개발, 그리고 수신된

시스템/본체 분야에 있어서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제한된

지상 영상처리를 위한 SAR Processor와 정밀궤도 유지를 위한 비

영상의 처리속도와 기하정확도 향상을 주요 핵심기술로 선정했다.

예산과 기간에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기존 아리랑위성 3호/3A호

행역학 시스템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의 전문연구인력을 통해

초고해상도 광학카메라 개발을 위해서는 아리랑위성 3호/3A

의 Heritage 설계와 국산화 결과물을 최대한 활용했다. 또한 기존

호에 탑재한 0.5m급 광학카메라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개발

에 개발된 기술을 아리랑위성 7호에 적용하기 위해 본체개발 주

가능한 최대 구경의 주반사경을 채택했다. 초고해상도 광학계 개

관기업을 공동설계팀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한된 인력을 효율적으

(1) 천리안위성 1호 개발사업

(7) 아리랑위성 7호 개발사업

발을 위한 광학 설계, 조립/정렬/시험 검증 등은 한국항공우주연

로 운영하는 한편 고기동 성능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은 한국항

천리안위성 1호 개발사업은 국내 정지궤도위성의 자체공급 필

아리랑위성 7호 개발사업은 세계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

구원의 광학 전문가들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연구소,

공우주연구원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요와 함께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 로드맵의 중대형 정지궤도위

고 있는 0.3m 이하의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산업체 및 해외 협력선을 통해 제1/제2/제3/제4/제5 반사경 개발,

특히 아리랑위성 7호는 고기동 목표 성능 달성을 위해 제어모

성 기술 확보 요구에 따라 추진되었다. 중형 정지궤도위성인 천

위해 시작되었다. 때마침 우리나라는 기존에 운영 중인 아리랑위

대구경 경량 광구조체 개발, 고속/저잡음의 전자광학모듈 개발을

멘트자이로(CMG)를 국내 최초로 탑재하고 기존 자세제어 로직

리안위성 1호는 기상·해양·통신 등 3개 탑재체를 탑재하고 고도

성 3호/3A호의 임무 수명 이후 국내 공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력변화에 의한 광학성능 변화 분석 기

을 보완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아리랑위성 3호/3A호에 비해 더

36,000㎞ 정지궤도에서 위성통신, 해양관측 및 기상관측 복합임

고해상도, 고기동 성능의 위성개발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따

술과 보정을 통한 궤도상 광학성능 예측 기술, 0.3m 이하의 초고

욱 커진 탑재체와 CMG를 지원하기 위해 강건한 위성체 구조물과

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한반도 정밀 지상관측 및 국가 영상정보수요 충족을 위한 초고

해상도 카메라 성능측정 기술과 중력보정 광학계 정렬 기술, 고안

태양전지판을 개발하였다. 기동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무게중심

이 사업은 2003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3,549억원

해상도 광학위성 개발’을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위성 개발

정성을 갖는 복합재 광구조체 경량화 기술, 고속 촬영 속도 하에서

과 관성모멘트를 최적화하기 위한 구성 부품 배치도 수행하고 있

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기상청, 방

을 국내 독자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다. 특히 본체는 국내 산업체

의 저잡음 신호구현 기술, 초점면 어셈블리 컴팩트 패키징 및 정밀

다. 제어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아리랑위성 3호/3A호 대비 3배 이

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 사업이다. 개발기관으로는 한

주도로 개발하고, 시스템/탑재체 분야 역시 국내 산업체 참여를

열제어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상 빠른 탑재컴퓨터를 적용했다. 또한 고해상도 영상품질에 영향

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기상연구소, 한국

아리랑위성 7호는 초고해상도 실시간 영상의 위성 내부 전송

을 미치는 위성 내 미소진동 저감을 위해 CMG에 대한 진동저감

해양연구원이 참여했다.

아리랑위성 7호 개발사업은 2015년 기획연구를 통해 전반

을 위해 국내 위성 최초로 광전송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대

장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X 대역 안테나에 대해서는 방위

천리안위성 1호의 주요 임무는 기상, 해양, 통신이다. 기상 임

적인 개발 방안과 주요 개발 목표, 일정 및 예산 계획 등을 수립했

용량의 관측 영상자료에 대한 저장을 위해 Terra-bit 이상의 저장

각(Azimuth) 이외의 고각(Elevation)에 대한 진동저감장치를 개

무는 고해상도의 다중채널 연속 기상영상관측 및 기상요소 산출,

다. 2016년 3월 선행연구 착수 후 같은 해 8월부터 본 과제를 시

용량을 갖추도록 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저장된 영상을 지상으로

발하고 있다. 또한 위성체에 장착한 탑재체와의 공진 주파수 회피

태풍·집중호우·황사·해무 등 특이 기상현상의 조기 탐지, 장기간

작해 2016년 12월 시스템요구사항 검토회의, 2017년 5월 시스템

전송하기 위해 고속의 병렬처리를 통한 실시간 압축 및 암호화 기

를 위해 냉각기의 동작 주파수를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된 진동저

기본설계 검토회의, 2018년 3월 예비설계 검토회의를 완료했다.

술도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1.2Gbps 속도의 X-대역 전송장치

감장치를 보완하고 있다. CMG에 따른 고장관리 기술 영향을 최

2017년 4월에는 본체 개발을 위한 주관기업으로 한국항공우주산

를 채택했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제어기를 두어 실시간 고장탐지

직접 개발하고 있다.

확대해 위성개발의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송을 위한 X대역 송신장치 등 핵심 구성부품은 해외 업체와의 협

체 전 분야의 국내 독자개발 위성으로서, 국내 위성개발 분야의 산

력을 통한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업㈜을 선정하고 공동설계팀을 통해 예비설계 및 상세설계를 진

탑재체 구성부품 중 제2/제3/제4 반사경(M2/M3/M4 미러),

와 대응으로 임무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해 2019년 4월 상세설계 검토회의를 완료했다. 2021년 12월

대구경 경량 광구조체 및 카메라제어장치, 고속 탑재체 데이터 저

개발될 위성은 Vega C 발사체를 이용해 궤도에 진입시키고

발사를 위해 발사용역서비스 업체로 2018년 9월 Arianespace사

장장치 등은 산업체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 차기 광학 위성의 탑재

초기운영과 검보정을 통해 최적의 운영 조건을 확보할 예정이다.

의 Vega C 발사체를 선정해, 현재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비행모델

체 개발을 위한 국내 역량을 배양하고 있다. 반면 초고해상도 전자

고해상도 영상은 1차 기하보정까지 소요 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

을 개발하고 있다.

광학카메라(초점면 어셈블리) 모듈, M1 주 반사경, 고속 데이터전

하기 위해 병렬처리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획득 영상의
위치정확도 향상을 위한 정밀 자세/궤도 결정 성능개선과 구조/
열적 변형 최소화 설계도 진행하고 있다.

아리랑위성 7호 예비설계 검토회의(2018.3.27.~3.29.)

아리랑위성 7호 구조체 모델

이와 함께 아리랑위성 7호 개발을 통해 산·학·연의 밀접한 협
력을 추진하며 새로운 분야의 기술적 위험을 줄이고 위성개발 기
술의 저변 확대와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세제어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고기동을 위한 위성체의 강성 증대
연구, 고해상도 영상의 처리를 위한 검보정 알고리즘 개발, 병렬처
리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리랑위성 7호는 국내 최초로 CMG를 활용한 고기동 위성
개발 사례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30㎝ 이하의 초고해상도 광학
탑재체 개발을 통해 해외 첨단 위성과 대등한 광학위성 개발 기술
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본체 및 탑재

3. 천리안위성 개발

발사체 어댑터에 장착된 천리안위성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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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능과 난시청 해소 방법 검증에도 활용되고 있다.

천리안위성 1호 및 최종 형상

의 해수면 온도 및 구름자료의 산출 등이 있다. 기상 임무 수행을

정지궤도는 궤도 자원이 한정적이면서 통신·기상·해양 관측

위성 본체는 천리안위성 1호 개발 경험과 아리랑위성 기술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전 세계적으로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우

기반으로 임무수명 10년과 발사중량 3.5톤의 중형급 정지궤도위

리나라는 천리안위성 1호를 통해 동경 128.2도를 확보하며 우주

성 독자 모델을 개발했다. 정지궤도에서 고성능 영상탑재체가 요

자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확보한 저궤도위성 개

구하는 고정밀 지향정확도를 제공하기 위해 별추적기를 이용한

발 기술을 천리안위성 1호에 적용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정지궤도

정밀 자세제어기술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정지궤도의 극한 환경

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천리안위성

에서 견딜 수 있는 부품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의 자립화에도 많은

1호는 임무수행 7년을 포함하여 수명연장을 통해 2020년까지 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위성탑재컴퓨터, 탑재체 접속장치, 비행

영될 계획이다.

모델 구조물, 다층박막단열재, 전력분배기, 파이로접속유닛 등 25

천리안위성 1호 운송 전 기념촬영

구를 의뢰하는 등 국내 관련기관을 최대한 활용했다.

호와 2B호는 동시에 개발을 진행했다.

종 이상의 위성체 하드웨어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위성

(2) 천리안위성 2호 개발사업

체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비행 소프트웨어와 위성 발사 후의 정지

천리안위성 2호 개발사업은 천리안위성 1호 임무의 연속성과 미

궤도 획득을 위한 전이궤도 운영 기술도 독자 개발했다.

래 공공수요를 반영하고 정지궤도위성의 독자개발 능력 구축과

위성 운영을 위한 지상국 역시 지상관제시스템과 영상처리시

위한 기상탑재체는 가시대역 1채널(해상도 1㎞), 적외대역 4채널

천리안위성 1호는 2005년 4월 해외협력업체로 프랑스의 아

핵심기술의 국내 자립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2007년부터 정지

스템 그리고 광학영상기하보정시스템(INR)을 국내 기술로 독자

(해상도 4㎞) 등 총 5개 채널을 갖고 지구 전구, 아시아-태평양 지

스트리움사가 최종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한국

궤도위성개발 기획연구와 사용자 기관의 기상탑재체 기획연구

개발했다. 아울러 안테나 및 지상송수신시스템 등을 포함한 정지

역, 한반도 주변 등을 상시 관측할 수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인력들은 개발 초기 단계에 프랑스 현지로 파견

(2007년, 2009년), 해양탑재체 기획연구(2008년), 환경탑재체

궤도복합위성용 안테나동 건물을 별도로 구축해 천리안위성 2호

해양 임무는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 감시, 해양 클

되어 예비설계와 상세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기상탑재체 적

기획연구(2008년)에서 도출된 공공수요에 따라 탑재체와 정지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로로필 생산량 추정 및 어장정보 생산 등이 있다. 해양탑재체는 가

외채널의 극저온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위성 남쪽방향에만 태

궤도위성 2기 동시 개발을 결정하고 2010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

한편 위성의 임무에 따라 천리안위성 2A호에는 지구 전반구

시대역과 근적외 대역 8개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중심

양전지판을 설치하는 비대칭형 형상으로 위성을 설계하고 비대

에서 기상관측위성(2A호)과 해양/환경관측위성(2B호) 개발을 확

의 지구기상과 우주기상을 관측하는 기상탑재체와 우주기상탑재

으로 2,500㎞×2,500㎞ 영역을 1시간 간격으로 낮 시간 동안 관

칭형에 따른 외란 보상을 고려해 자세제어를 설계했다. 또한 해양

정했다.

체를 탑재하고, 천리안위성 2B호에는 해양과 대기환경을 관측하

측할 수 있다.

관측 영상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해양탑재체 관측 시 태양전지판 회

천리안위성 2호 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 국

통신 임무는 광대역 위성멀티미디어 시험서비스, 국산 통신

전을 정지하고 관측 후 해양관측 데이터 전송시간에 태양전지판

토해양부, 환경부의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기상탑재체는 천리안위성 1호 기상관측 임무의 연속성과 실

탑재체 우주인증 및 정지궤도 위성 관제시스템 국산화 등이 있다.

구동을 가속하는 등 임무 수행의 최적화를 구현했다. 2007년 8

총괄주관기관으로서,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9년 4

황예보의 기능 강화,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 감시와 함께 사회적

통신탑재체는 직경 1.1m 반사판 안테나 2개와 Ka-band 통신중계

월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아스트리움사와 공동으로 천리

개월 동안 국가 차원의 독자적 기상·환경·해양 관측 시스템을 구

필요성에 따라 향상된 재난 예보 기능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고

기 3채널(예비 1채널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개발

안위성 1호 총조립을 진행했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설이

축하기 위한 정지궤도 위성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성능의 차세대 기상영상기를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고성

한 통신탑재체의 우주인증을 위한 시험 통신, 방송 서비스를 정지

저궤도위성에서 정지궤도위성의 조립 및 시험기술로 발전했다는

위성 본체는 설계부터 조립, 시험에 이르기까지 천리안위성 1

능 기상탑재체는 국내 개발 경험이 없어 해외로 눈을 돌려야만 했

궤도상에서 진행했다.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천리안위성 1호

호 개발 경험과 아리랑위성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기술과 한국항

다. 더구나 기상영상이 포함된 적외채널 기술은 미국에서 기술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임무 달성을 위해 국내 관련 산업체의

지상시험을 완료한 후 추진계 고압시험, 전자파 환경시험 수행을

공우주연구원의 위성시험시설을 이용해 임무수명 10년과 발사

출을 통제하는 분야로 기술협력이 여의치 않아 구매로 진행할 수

전문 인력 및 해외협력개발업체와 공동개발팀을 구성해 설계, 제

위해 위성체를 아스트리움사의 프랑스 시설로 운송했다. 2010년

중량 3.5톤의 정지궤도위성 독자모델을 개발했다. 천리안위성 2A

밖에 없었다. 천리안위성 2호 기상탑재체(AMI)는 천리안위성 1호

작 및 최종 조립시험을 수행했다. 또한 기상 및 해양관측 자료 획

2월에는 발사장으로 출발하기 위한 선적전검토회의를 진행했다.

득을 위한 지상국 개발과 탑재체 개발을 주관했다.

이후 천리안위성 1호는 프랑스령 기아나(Guiana)의 꾸루(Korou)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통신탑재체 개발의 주관기관으로

발사장으로 이동해 한국시간으로 2010년 6월 27일 아리안스페

Ka-band 통신탑재체, 관제시스템 및 시험지구국의 국내 개발을

이스(Arianespace)사의 Ariane-5에 의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추진했다. 또한 국립기상연구소와 한국해양연구원은 기상 및 해

천리안위성 1호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최초의 정지궤도위성

양 관측자료 후처리시스템을 개발했다. 해외협력업체인 프랑스

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초의 기상위성으로서

아스트리움(Astrium)사는 천리안위성의 공동설계, 국산화기술

급변하는 기상정보를 반영한 일기예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생활

지원(부품 및 AIT), 부품 및 원자재 공급, 시스템 최종검증을 담당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독자기

했다. 천리안위성에 참여한 국내 기술용역업체들은 아리랑위성

상위성 보유국으로 기상자료를 제공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게

제작과 무궁화위성 부분품 개발 경험을 활용해 위성체 및 탑재체

되었다. 이외에도 정지궤도의 해양관측영상을 통해 우리나라 연

의 부분품 용역 설계와 제작을 수행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핵심

안의 해양환경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통신탑재체는

요소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에 위탁연

다양한 시험방송을 통한 고화질 영상전송 기술 개발, 공공재난통

천리안위성 2A호 비행모델 조립 및 시험

는 해양탑재체와 환경탑재체를 탑재했다.

천리안위성 2A호 출고(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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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상탑재체(MI)와 비교해 컬러 영상이 가능하며, 3배 많은 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

널수와 4배 향상된 영상 해상도를 제공하며 동일한 관측 영역을 3

과 안목을 갖춘 우주개발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기 주관기관으로,

사업으로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

배 더 빠르게 관측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었다.

라 임무 중심의 중·장기적인 국가 우주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

국내 공공분야 관측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산업체 주도의 양산체

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활용부처로 국토교통부가 참여하

우주기상탑재체(KSEM)는 경희대학교가 개발한 고에너지 입

해 2012년 7월 총 40개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위성개

제를 구축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축적한 위성개발

며 총괄주관기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선정되었다. 개발예산

자검출기와 위성 대전감시기, 그리고 유럽우주국(ESA)이 개발한

발 및 활용과 관련한 2040년까지의 수요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경험과 시스템·본체·탑재체 개발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이전하기

은 822.5억원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68.5억원을 국토교통

자력계를 핵심 구성으로, 우주 고에너지 입자와 자기장 변화를 감

2012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관계기관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광

위해 국내 산업체와 공동설계팀을 구성하고 있다. 2015년 4월, 1

부가 354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 위성형상 및 제원

지할 수 있다.

학관측위성·SAR위성·기상위성·환경위성 등 4개 분야 12기의 중

호 공동설계팀 참여기업/2호 주관기업 공모를 통해 한국항공우

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와 동일하다.

해양탑재체는 천리안위성 1호 해양관측 임무의 연속성을 확

형위성 개발 로드맵을 도출한 바 있다. 아울러 2012년 4월부터 11

주산업㈜이 2015년 7월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개발사업 참여기

2018년 1월 착수한 차세대중형위성 2호기 개발사업은 비행

보하고 국토해양 환경감시 기능과 해양의 재해·재난사고에 대비

월까지 차세대중형위성 개발목표와 전략 등에 대한 기획연구를

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2015년 9월 한국항공우주연구

모델 구성품 개발을 마치고 2019년에 위성 조립/시험에 착수할

한 감시체계 구축 요구에 따라 해양환경 관측을 위한 고성능 해색

수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은 2013년 11월

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간에 차세대중형위성 1호 시스템·본체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1호와 동일한 러시아 발사체 소

영상기(GOCI-II)를 프랑스 Airbus D&S와 공동 개발했다. GOCI-II

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3년 5월부터 2014년 6

공동설계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유즈2에 실려 카자흐스탄 바이크누르 발사장에서 2021년 발사

는 천리안위성 1호의 해양탑재체 GOCI-I과 비교해 4배 향상된 영

월까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

2015년 3월 착수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기 개발사업은 2015

상해상도를 제공하고 한반도 주변 상세관측과 지구 전반구를 관

과 총 12기의 개발사업을 3단계로 조정하고, 1단계로서 시급성이

년 12월 시스템설계검토회의, 2016년 10월 예비설계검토회의,

측할 수 있다.

높은 정밀광학관측위성 2기 개발이 승인되었다.

2017년 12월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거치면서 설계를 확정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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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억원)가 탑재체 분야 개발을 지원한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 개발사업은 1호 위성을 복제해 개발하는

된다.

환경탑재체는 중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유발물질과 대기오

수요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내용을 반영한 ‘차세대중형위성

한 열구조모델(STM)과 전기기능시험장치(ETB)를 활용해 지상검

5. 과학기술위성 개발

염물질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대

1단계 개발사업 계획’은 2014년 9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증시험을 수행했다. 비행모델은 2018년 3월 본체조립시험준비

기오염 실황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필요성이

2014년 1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와 함께

점검회의를 기점으로 2018년 9월 본체조립을 완료했으며, 2018

(1) 과학기술위성 1호 개발사업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대기환경 관측을 위한 정

2015년 3월 차세대중형위성 1호 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년 전기통합시험을 수행했다. 탑재체 개발이 완료되면 2019년부

과학기술위성 1호는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의거해 개발된

터 위성 시스템 수준의 총조립과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천체관측위성이다. 우리별 1, 2, 3호를 통해 확보한 기술

지궤도 환경관측분광기(GEMS)를 미국 BATC와 공동 개발했다.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는 1호에서 개발한 차세대중형위성

GEMS는 0.2㎚의 초분광기로 대기 성분 특성을 측정하는 세계 최

표준 플랫폼을 적용해 실용급 위성 개발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광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020년 러시아 발사체 소유즈2에 실

과 경험을 바탕으로 1998년 10월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우주환

초의 정지궤도용 대기환경관측분광기이다.

학카메라·마이크로파 탐측기·초분광기 등 다양한 탑재체를 국산

려 카자흐스탄 바이크누르 발사장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용

경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위성 1호 개발을 위한 기획사

약 7년의 개발기간을 거친 천리안위성 2A호는 한국시간 기준

화할 계획이다. 우선 차세대중형위성 1호기 개발사업은 500㎏급

역은 2016년 11월 제안요청서 배포와 발사용역업체 실사, 발사용

업은 1998년 5월부터 8월까지 수행했다. 이어 1998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5일, 남미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

중형위성용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해상도 50㎝급

역업체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2017년 8월 JSC Glavkosmos와 계

2003년 12월까지 총 5년 3개월에 걸쳐 총 연구비 116억원을 투

됐다. 천리안위성 2B호도 같은 발사장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정밀 지상관측 중형위성을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다. 차세대중형

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2월 발사용역계약 착수회의, 2018

입해 개발을 진행했다.

위성 1호는 임무수명은 4년이다.

년 5월 발사장 점검, 2018년 11월 발사체 예비설계검토회의 등을

천리안위성 2호 개발사업을 통해 구축한 중형급 정지궤도위
성의 국내독자모델은 앞으로 다양한 정지궤도위성 개발에 적용

차세대중형위성 1호 개발사업은 2015년 3월부터 2020년 5

할 수 있다. 이는 위성 개발비용 절감과 검증된 개발기술의 신뢰성

월까지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부처)와 국토교통부

차세대중형위성 1호 사업 목표의 한 축은 국내 위성산업 저

정화 방식으로 자세를 제어하고, 경사각 98.2도, 고도 690㎞ 원

향상으로 국내 정지궤도위성 개발기술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활용부처)가 참여한다. 개발예산은 1,579.2억원이며 과학기술정

변확대와 산업체 육성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형 태양동기궤도를 선회하며 2년의 임무수명으로 설계됐다. 위성

평가된다.

보통신부(1,128억원)가 시스템 및 본체 분야, 그리고 국토교통부

2016년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관제를 위한 통신으로 초단파(VHF)/극초단파(UHF), S밴드 주파

사업 전반에 필요한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했다. 기술이전은 On

수 대역을 사용했다. 우주관측 데이터의 지상 송출을 위해서는 X

The Job 연수 방식으로 16개 분야 233개 기술문서 이전과 106회

밴드 주파수 대역을 사용했다.

4.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진행했다.

천문관측을 위해 개발된 과학기술위성 1호(STSAT-1)는 크기
665×551×830㎜, 무게 106㎏, 최대 공급전력 180W이다. 3축 안

의 기술교육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0월말 현재 기준

이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총괄 관리를 맡아 한국과학

으로 기술문서 184.6건 이전, 기술교육 94건 수행으로 82.2%의

기술원 인공위성센터가 위성 본체 개발을 주도했고, 탑재체 개발은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는 500㎏급 표준형 위성 플랫폼을 확보하

진척률을 달성했다. 또한 기술이전의 질적 달성을 위해 매년 2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서울대 및 미국 버클리대 등이

고, 아울러 흑백 0.5m급, 컬러 2m급의 정밀 지상관측용 중형위성

씩 2018년 말 현재까지 총 6회의 기술이전 워크샵을 수행하며 기

담당했다. 과학기술위성 1호는 2003년 9월 27일 러시아 플레세츠

2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발된 위성은

업체의 만족도와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크 발사장에서 COSMOS-3M 발사체에 의해 발사에 성공했다. 로

차세대중형위성 1호 조립

국토·자원관리, 재난재해 대응 관련 공공부문 수요대응, 국가 공

한편 국가우주위원회는 2014년 12월 차세대중형위성 2호를

켓에서 분리된 위성은 궤도에 정상 진입했으나 궤도 산출이 불명확

간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밀지상관측 영상 제공 임무를

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최초의 위성개발사업으로 결정

해 발사 후 56시간이 지나 11번째 시도에서 첫 교신에 성공하는 우

수행하게 된다.

했다.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 개발

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위성은 2009년 5월에 임무를 종료했다.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은 2012년부터 구체화되었다. 당시 우
리나라는 이전까지 개발한 위성·발사체 시스템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업체가 2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
술과 노하우를 이전하는 임무를 맡았다.

과학기술위성 1호는 원자외선 영역에서의 천체관측을 위한
원자외선분광기, 극지방의 오로라 현상과 우주환경 관측을 위한

Chapter 2. 위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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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리탑재체, 정밀 지향 임무를 위한 핵심 우주기술 중의 하나

(2) 과학기술위성 2호 개발사업

이저 정밀거리 측정에 사용되며 위성 레이저 정밀거리 측정의 원

인 별감지기 등의 탑재체를 선정했다.

과학기술위성 2호에 대한 기획연구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리는 다음과 같다. 지상국에서 발사한 레이저 신호는 위성에 설치

주탑재체인 원자외선 분광기(FIMS)는 원자외선 파장 대역에

5월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과학기술위성과 아리랑위성의 기술

된 레이저 반사경에 의해 발사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이때 지상국

서 영상과 분광을 동시에 측정해, 우리은하의 고온 플라즈마의 물

적 연계와 국내 제작 발사체와의 연계를 포함해 향후 과학기술위

은 레이저 신호의 총 이동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지상국과 위성 간

리적 특성과 공간적 분포를 관측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우주물리

성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의 거리를 측정한다. 위성 레이저 정밀거리 측정을 통해 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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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체(SPP)는 열전자를 측정하기 위한 랑뮤어탐침(LP)과 오로

과학기술위성 2호 개발사업은 실용급 위성본체의 핵심기술

의 정밀도로 위성의 위치와 궤도정보를 결정한다.

라 발생에 관련된 KeV 전자들을 측정하기 위한 저에너지입자검

을 선행 연구하며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한편 나로과학위성은 나로호의 두 번의 실패 이후 3차 발사를

출기(ESA), MeV 이상의 고에너지 입자를 측정하기 위한 고에너

또한 국내 최초로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를 통해 우리 기술로 위

위해 제작한 저궤도 위성이다. 과학기술위성 2호 기술을 바탕으로

지입자검출기(SST) 및 자기장측정기(SM)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을 발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무게 100㎏의 소형위성으로 제작되었다. 과학기술위성 2호보다

우주과학탑재체는 지구의 상층대기로 투입되는 높은 에너지의

과학기술위성 2호는 2002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개

기능을 축소해 우주환경 관측과 국산화 기술의 검증을 주된 임무

하전 입자를 동시에 관측함으로서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에 대한

발을 수행했다. 총괄주관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위성본

로 했다. 이를 위해 103분마다 한 번씩 하루 14바퀴의 타원궤도를

정보를 얻게 된다.

체·부탑재체·지상국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주

돌며 우주방사선과 이온층을 측정했다. 2년의 개발기간과 20억

탑재체 개발은 광주과학기술원이 담당했다.

원의 예산이 투입된 나로과학위성의 임무수명은 1년으로, 발사 후

원자외선분광기는 1999년 5월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과학
기술원 간에 원자외선분광기 공동개발 약정서를 교환하면서 한

지구관측용 과학기술위성 2호(STSAT-2)는 크기 615×673×

국천문연구원이 공동개발에 참여했다. 또한 1999년 12월 한국천

898㎜, 무게 100㎏, 최대 공급전력 160W이다. 3축 안정화 방식

문연구원과 미국의 버클리대학(UCB) 간에 연구양해각서를 교환

으로 자세를 제어하고, 경사각 80도, 고도 300×1,500㎞의 지구

(3) 과학기술위성 3호 개발사업

함으로써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버클리대학이 공동

타원궤도를 선회하며 2년의 임무수명으로 설계되었다.

과학기술위성 3호 사업은 여러 대학과 연구소가 참여한 가운데

으로 설계와 제작에 참여했다. 그 결과 2002년 4월에 인증모델

14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2014년 9월 통신장애로 소실되었다.
과학기술위성 3호에서 관측한 우주관측 적외선 영상. 안드로메다 은하 적외선 I 밴드(윗줄
왼쪽), H 밴드(윗줄 오른쪽), 오리온 성운(아랫줄 왼쪽), 장미성운(아랫줄 오른쪽) 영상
(2013.12.27.)

과학기술위성 2호는 2번의 발사에 대비해 동일한 사양의 모

우주분야 인력양성과 우주기술 확산을 목적으로 총 14개 소과제

델 2기(STSAT-2A & 2B)를 개발했다. 2009년 8월 25일과 2010

를 구성해 진행했다. 실용위성과 연계할 5개 우주핵심기술을 개

과학기술위성 3호의 무게는 170㎏이며, 최소전력 생산량은

과학기술부는 원자외선분광기 관측결과를 공동 개발 국가인

년 6월 1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KSLV-Ⅰ)에 의해 발사했

발해 우주검증을 수행하고, 우주 및 지구 관측 데이터를 제공함으

296W, 3축 제어방식이 사용되었다. 궤도는 600㎞, 임무수명은 2

미국과 공유하기 위해 2003년 8월 5일 NASA와 양해각서를 체

으나 발사체 폭발로 소실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30일

로써 우주천문학과 지구과학 등의 기초과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

년이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위성본체 구조체 전체에 국내 최초

결했다. 이는 우리 주도의 우주 프로그램에 미국이 별도 재원으로

마지막 기회인 나로호 3차 발사에는 임무수명 1년, 개발비용 20억

해 시작되었다.

로 복합재 허니콤 패널을 사용했다. 적외선 우주관측 카메라, 국내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협력으로,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위상

원의 나로과학위성(STSAT-2C)을 새롭게 개발했다. 그 결과 위성

과학기술위성 3호의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국내 최초로 우리

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자국 위성을 자

은하 적외선 영상획득, 우주 핵심기술 개발 및 우주 검증, 우주기

국 발사체로 발사하는 세계 10번째 자력 발사국으로 발돋움했다.

술 확산 및 인력 양성 등에 있었다. 총 사업비는 278.36억원이며

우주과학연구를 위한 적외선 우주관측 카메라는 우리은하의

개발을 완료하고 2002년 9월에 비행모델을 완성했다.

원자외선분광기는 원자외선 영역에서 태양계가 속해 있는

개발된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적외선 지구관측 카메라, 소형영상
분광기가 탑재되었다.

‘우리은하’ 전체의 고온가스 분포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과학기술위성 2호 본체는 Frame-Type 위성구조체, 복합소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였다. 개발 총괄과

고온 플라즈마를 비롯해 성간난류의 물리적 특성과 우주배경복

전천탐사를 통해 과거 20년 이상 이론적으로만 제안된 우리은하

재 태양전지판, Dual-Head 별감지기, CCD 태양센서, 펄스형 플라

발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담당했다. 또한 우주/지구관측 적

사를 관측해 기원을 연구하는 데 이용되었다. 지표온도변화를 탐

의 고온가스 진화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즈마 추력기, 소형 탑재 컴퓨터, 대용량 X-band 송신기 등 다양한

외선카메라와 소형영상분광기는 한국천문연구원과 공주대학교,

지하기 위한 적외선 지구관측 카메라는 정보처리 알고리즘에 대

할 수 있었다. 또한 원자외선분광기 개발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

핵심 위성기술을 적용해 개발했다.

위성본체 체계와 추진시스템 및 다기능복합재는 인공위성연구센

한 기초연구, 산불탐지, 도시열화 현상 및 홍수피해 지역관측 등의

로 개발해 우주천문 및 관련 분야 연구 수준의 국제화, 첨단 우주

과학기술위성 2호의 주탑재체는 마이크로파 라디오미

터, 구조체 및 열제어, 자세제어 탑재소프트웨어, 전력/통신 시스

터(Dual-channel Radiometers for Earth and Atmosphere

템, 홀추력기, 리듐-이온 뱃터리는 한국과학기술원(기계과, 항공

원자외선분광기를 이용해 얻은 전천탐사 관측결과는 2006

Monitoring, DREAM)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발했다. 초광

과, 전기과, 물리과), 탑재컴퓨터는 충남대학교, 소형전력조절기

년 6월 국제 천체물리학회지인 ‘Astrophysical Journal’ 특별호에

대역, 저잡음, 고감도 수신기를 이용해 지표면에서 방사되는

는 우석대학교 등이 개발했다. 발사장과 발사체는 각각 러시아 야

소개되어 국내 우주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았다. 이외에도 돛

마이크로파 대역의 미세한 복사에너지에서 물체의 밝기온도

스니 발사장, 드네프르(Dnepr) 발사체로 선정했다.

자리(Vela), 백조자리(Cygnus), 에리다누스자리(Erida nus) 등의

(Brightness Temperature)를 검출하는 장치이다. 23.8㎓와 37㎓

사업 진행은 2006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과학기술부와

초신성 폭발 잔해, 나선은하군(M33)과 대규모 마젤란은하구름

의 2개 주파수를 통해 지구대기 수증기 양 같은 파라미터를 측정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12월 기본설계 검토회의, 2008년 9월

(LMC) 등 외부 은하도 관측해 우리은하와 다른 은하 간의 비교 연

함으로써 과학기술위성 2호의 주 임무인 기상관측과 지구온난화

예비설계 검토회의, 2009년 9월 상세설계 검토회의, 2010년 6

구를 가능케 했다.

연구를 담당한다. 또한 복사에너지를 측정해 대기의 수분량, 강수

월 발사체 선정, 2012년 12월 비행모델 제작을 완료했다. 2013년

량 등을 예측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연구의 자료로 활용한다.

11월 21일 성공적으로 발사해 초기운영을 착수했으며 2014년 3

관측 기술의 이전, 핵심인력 양성의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우주물리탑재체는 전자와 양성자 등 우주입자를 검출해
지자기 활동에 따라 오로라나 자기폭풍 등을 일으키는 현상을 연구

과학기술위성 2호 부탑재체는 레이저 반사경으로 한국과학

하고, 전파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 플라즈마 활동을 관측했다.

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가 개발했다. 레이저 반사경은 위성 레

월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로 위성운영권을 이관
했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2015년 11월에 임무가 종료되었다.

과학기술위성 3호와 드네프르 발사체(2013.11.21. 발사)

Chapter 2. 위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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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하늘을 품다, 우주를 잇다

기초연구를 수행했다. 대기, 지표, 해수면 등의 지구환경관측을 위

별 3호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아리랑위성 1호의 개발 과정에

먼저 저궤도위성을 위해서는 임무 수행을 위한 자세제어계

추진계는 확보된 기술과 시설을 바탕으로 2010년 이후 다양한

한 소형영상분광기는 초분광 영상 검보정 기초연구, 수질예측, 연

서 지구저궤도 3축 제어 위성에 대한 본격적인 열제어 설계 개념

규격을 설정하고 적합한 하드웨어 규격을 산출한 후 하드웨어 전

위성 임무에 대응하기 위한 추력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안환경연구, 작황진단, 사막화 기초연구 등을 담당했다. 우주핵심

이 도입되었다.

기적 시험과 비행모델 시스템통합시험 등을 수행하는 능력을 배

2017년에 정밀 자세·궤도제어용 1N급 단일추진제 추력기, 2018년
에 궤도 전이용 30N급 단일추진제 추력기 개발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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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통해 개발된 탑재체는 30Ah 리튬-이온 배터리, 소형 전력

열제어계는 지구저궤도 및 지구정지궤도 위성의 열설계와 열

양했다. 이와 함께 자세제어계 센서 정보를 이용한 자세결정 알고

조절기, 구조체와 전장품 일체형인 다기능 복합재 구조물, 레온-3

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국산화된 주요 부품으로는 위성체 내부 전

리즘 및 센서보정 알고리즘 설계, 추력기를 이용한 고기동 자세제

추진계는 해외 선진국 수준의 저궤도위성용 단일추진제 추진

탑재컴퓨터, 10mN 소형전기추력기 등 5종류였다.

장품의 발열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열을 우주로 방출하는 이차면

어기 설계, 반작용휠을 이용한 안정된 자세제어기 설계, 자장토커

시스템과 추력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1N 및 30N 추력

과학기술위성 3호 사업은 82명의 학부, 석사 및 박사 과정을

경 방열판과 외부 열유입 차단 및 위성체를 열적으로 보호하는 다

를 이용한 반작용휠의 안정된 운영 알고리즘 설계, 임무 초기부터

기 신규 개발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추력기 설계·검증 기술도 갖

지도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우주기술 확산 결과로 이어졌다. 또

층박막단열재가 있다. 또한 패널이나 플랫폼의 과도한 온도 구배

종료까지 요구되는 다양한 자세변화 등에 대응하는 모드 설계 등

추고 있다. 궤도전이에 필요한 압력조절 방식 추진시스템은 현재

한 소형 우주 탑재카메라 기술획득 및 우리은하 적외선 영상 전도

를 억제하고 전장품 폐열을 방열판으로 원거리 수송하기 위한 히

을 개발했다.

진행 중인 달탐사 사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반면 이원추

(파션알파)를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트파이프도 국산화 개발되었다. 저온에서의 온도 유지를 위해 위

정지궤도위성을 위해서는 추력기를 이용한 궤도유지와 반작

진제 및 친환경, 전기추진과 같은 차세대 추진시스템에 대한 기술

성 컴퓨터와 온도센서, 서모스탯 등으로 작동하는 히터 역시 위성

용휠의 안정된 운영 제어기 설계 등을 추가로 개발했다. 최근에는

은 선진국 대비 아직 기초연구 단계로 향후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전장품과 주요 부위에 장착하고 있다. 아울러 열진공시험을 통해

해외 위성 선진국에서 상용화하고 있는 제어모멘트자이로를 이

추진계는 기존 저궤도위성 추진시스템 개발 외에 향후 다양한

설계·장착된 열제어 부품에 대한 검증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지

용한 자세제어계 설계·해석·검증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6. 위성본체 연구개발

구저궤도 및 지구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위성 본체 열제어 기술은

(1) 구조계

선진국수준에 도달해 있다.

임무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추진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자세제어계 성능은 국외 위성과

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지궤도 전이, 달착륙 등의 임무를 위한 고

유사하다. 따라서 선진국 기술 수준과 대등한 단계까지 도달한 것

추력·고효율 이원추진제 추진시스템, 독성 추진제 대체를 위한 친

으로 판단된다.

환경 추진시스템 및 심우주 탐사, 정지궤도 위성 등을 위한 높은 비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열제어계는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과 정지궤도복

에서 우리별 1호와 2호를 발사하면서 50㎏급 소형위성용 구조체

합위성 열제어계 개발을 통한 지구궤도 위성 및 시험용 달궤도선

자세제어 분야는 현재 개발 중인 아리랑위성 7호 사업을 통해

개발 기술을 확보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90년대 초반 아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달착륙선 및 심우주 탐사선

제어모멘트자이로 제어알고리즘 설계·해석·검증 및 우주 운영 기

리랑위성 1호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500㎏급 인공위성 구조체

열제어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술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중형위성 사업을

(5) 전력계

통해 500㎏급 위성의 본체 플랫폼에 탑재되는 자세제어계를 확

위성 개발은 1950년대 미국과 구소련을 시작으로 1970년대 주요

를 개발했다. 해외에서는 100㎏급 이하의 소형위성부터 4,000

추력의 전기추진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급 이상의 대형위성, 심우주 항해용 인공위성 등 다양한 종류의

(3) 자세제어계

립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성 최적화를 수

선진국에서 진행해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인공위성 구조체를 개발하며 기술 성숙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위성본체 자세제어계는 1990년대 초반 미국 TRW사와 아리랑위

행하고 있다.

초반 과학실험용 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했으나 실용급위성 개

위성본체 구조계는 500㎏급·1,000㎏급·2,000㎏급·3,500

성 1호 사업을 공동 개발하면서 설계·해석·시험 검증 기술들을 확

한편 정지궤도위성에는 전이궤도에서 원지점 점화에 대한 자

발은 전무한 상태였다. 이후 아리랑위성 1호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

㎏급 등 중형에서 대형 크기에 이르는 다양한 인공위성 구조체 개

보했다. 또한 2000년 초반 프랑스 에어버스사와 천리안위성 사

세제어기 설계 기술을 보다 성숙시킴과 동시에 GPS 장비의 적용

국 TRW사에 국내 기술진을 파견해 서브시스템 엔지니어링과 부분

발을 위한 설계·해석·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상에서

업을 공동 개발하면서 다시 한 번 기술을 축적했다. 다만 자세제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개발 기술을 바탕

품 설계 기술을 습득했으며, 제작 및 시험 기술도 습득할 수 있었다.

기계적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상모델과 우주로 발사되는 비행

계 하드웨어의 경우 수익성 문제로 국내기업 참여가 적극적이지

으로 달궤도선 및 달착륙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아리랑위성 1호의 설계·제작·시험 기술을 바탕으로 아리랑위

모델 구조체를 개발했다. 또한 경량 알루미늄 구조체를 비롯해 초

않아 해외 제품을 도입하고 탑재 소프트웨어와 검증 환경만 국내

개발해야 한다.

경량 및 고성능의 열적 특성을 가진 복합재료 구조체를 개발했다.

기술로 개발했다. 이후 위성사업의 지속적인 국산화 요구에 따라

국내의 인공위성 구조체 개발은 100㎏ 이하의 소형 위성부터

국내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제작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는 방

(4) 추진계

사업을 통해 Astrium사와 공동 개발하며 유럽 기술을 습득했다.

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우리별 1호 등을 통해 위성 본체 관련

이후 기존 저궤도위성의 설계·제작 기술까지 일부 활용하며 정지
궤도복합위성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3,500㎏급 이상의 대형 인공위성 구조체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할

성 2호부터 국내 독자 설계와 함께 일부 전장품의 국산화 개발이
가능해졌다. 정지궤도 위성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천리안위성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기존 알루미늄 구조체에 비해

또한 자세제어계는 설계 기술 외에 지상에서 해석 및 검증을

연구가 일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인공위성 추력기와 추진시스템

무게가 더 가볍고 열적 특성이 매우 우수한 복합재료 구조체 개발

수행하기 위해 정밀한 성능해석 시뮬레이터(KOMPSIM으로 명

에 대한 연구개발과 제작·시험 기반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이

저궤도위성의 경우 아리랑위성 2호부터 국내 독자적으로 위

에 성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명)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초반 해외로부터 저궤도용

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개발은 아리랑위성 1호 개발 과정을 통해

성 전력 2,000W급까지 전력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존 지구궤도용 인공위성 구조체 개

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정지궤도용은 저궤도위성

비로소 시작되었다.

다. 또한 위성 전력을 제어·공급하기 위한 전력조절분배장치와 전

발을 바탕으로 달착륙선 및 심우주 항해를 위한 인공위성 구조체

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해 활용 가능한 단

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 돛 인공위성과 같은 새로운 형상의

계에 이르렀다.

추진계는 아리랑위성 1호 사업을 통해 인공위성용 4.45N(1

력 및 신호 인터페이스를 위한 하니스 역시 국산화하고 있다. 전력

lbf)급 하이드라진 추력기 및 단일추진제 추진시스템 제작·시험

생성과 저장을 위한 태양전지배열기와 배터리는 독자 설계가 가

이처럼 자세제어계 분야는 연구개발 초기에 해외로부터 확보

기술을 국산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아리랑위성, 차세대중형

능하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한 문서와 개발경험 등을 토대로 국내연구 인력을 추가 확보하며,

위성 및 달탐사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2002년에 단

정지궤도위성의 경우 천리안위성 2호부터 국내 독자적으로

(2) 열제어계

심도 있는 분석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성능을 개선해 나갔다. 또한

일추진제 추력기 시험을 위한 수락시험 시설, 2009년에 장기수

위성 전력 2,600W급까지의 전력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위성본체 열제어에 대한 국내 연구는 1990년대 초반 한국과학기

새롭게 요구되는 임무에 부합하는 자세제어 기능을 구현하고 시

명시험 시험 시설을 국내에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촉매 국산화 등

있다. 또한 히터·파이로·펄스 유닛, 전력분배장치 및 신호 인터페이

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우리별 1호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우리

험해 우주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을 성장시켰다.

을 통해 추력기 국내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스를 위한 하니스도 국산화 개발하고 있다. 전력 생성과 저장을 위

인공위성 구조체에 대한 개발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134

PART 2. 하늘을 품다, 우주를 잇다

한 태양전지배열기와 배터리는 해외 도입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GPS 수신기를 도입하여 탑재하고 있다.

저궤도위성의 전력계는 핵심 부품인 전력조절분배장치와 하

원격측정명령계는 처리속도 향상과 위성에 특화된 요구조건

니스의 국산화까지 도달해 이미 선진국 기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을 반영한 ASIC 및 IP 기반의 탑재컴퓨터를 개발해 위성의 임무

하지만 무게 절감을 위한 소형화 모듈 개발은 추후 이루어져야 할

환경과 크기, 무게에 따라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제이다. 현재 구매품인 태양전지배열기와 배터리는 독자 설계

또한 트랜스폰더 개발은 디지털 정보화 신호처리 기술과 MMIC/

가 이뤄지고 있으나 제작·시험은 외국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MCM 등 RF 소형 경량화 기술 등을 바탕으로 저궤도와 정지궤도

이 또한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뿐 아니라 심우주용으로 공동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개발하고 있

정지궤도위성의 경우 독자적 설계로 선진국과 기술 수준 격차

다. 기능적으로는 전송률, 변·복조 방법, 운영 주파수, 운영 RF 전

가 좁혀지고 있다. 전력계 부품인 히터·파이로·펄스 유닛, 전력분

력 등 주요 특성을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재구성

배장치와 하니스는 국산화 개발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하

할 수 있는 SDR(Software Defined Radio) 개념의 트랜스폰더로

지만 전력제어 유닛에 대한 국산화 개발은 추후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할 예정이다.

전력계는 향후 개발할 위성과 탐사선이 필요에 따라 확장 가

비국산화품인 GPS수신기를 대체하기 위해 GPS 신호뿐 아니

능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듈형 전력변환 장치를 설계·개발

라 Galileo 신호 처리가 가능한 GPS/Galileo 복합 수신기 및 저궤

하고 있다. 아울러 발사비용 절감과 위성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

도 및 정지궤도 활용이 가능한 수신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 소형화를 통한 무게 절감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비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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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위성 3A호 AEISS-A 탑재체 총조립

7. 위성탑재체 연구개발

아리랑위성 3A호 AEISS 탑재체 열진공 시험

② 아리랑위성 7호 전자광학탑재체 연구개발
2021년 발사하게 될 아리랑위성 7호에 탑재하기 위해 기존 시설

(1) 사업 배경

을 최대한 활용한 0.3m 이하의 초고해상도 광학카메라를 국내 독

품목인 태양전지배열기와 배터리의 경우 우주핵심기술 개발 사

(7) 탑재소프트웨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위성 1호의 EOC(Electro-Optical

자기술로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아리랑위성 3호/3A호를 통해 축

업을 통한 검증모델 제작·시험을 통해 국내 독자개발을 진행할

탑재소프트웨어는 아리랑위성 2호와 천리안위성 2호부터 모두

Camera)와 OSMI(Ocean Scanning Multi-spectral Imager) 개발부

적된 0.5m급 해상도의 광학카메라 기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

예정이다.

국산화해 자체적으로 개발·시험·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탑재프로

터 위성 임무를 수행하는 탑재체 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해 현재에

고 있다.

세서는 아리랑위성 3호부터 SPARC 계열로 교체하고 실시간 운

이르고 있다. 또한 아리랑위성 2호 MSC(Multi-Spectral Camera)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초고해상도 카메라 개발을 위해 광학

(6) 원격측정명령계

영체제도 변경했다. 천리안위성 2호부터는 재사용성을 높일 수

개발 이후, 전자광학탑재체 전용 조립시험 시설을 구축해 아리랑

설계, 조립·정렬·시험 검증 등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반사경 제

원격측정명령계의 주요 기능은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후 지상국

있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이후 개발

위성 3호부터 주도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재 아리랑위성 7호

작, 대구경 경량 광구조체 개발, 고속·저잡음의 전자광학모듈 제작

과의 통신 기능을 제공하고, 제반 소프트웨어 동작을 통해 표준 위

하는 모든 위성의 탑재소프트웨어는 이를 기반으로 각 임무에 맞

의 전자광학탑재체 AEISS-HR은 국내 독자 개발 중이다. 이와 병

등은 국내 연구소와 산업체, 해외 업체 등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위성전장품에 특

는 모듈화 방식으로 자체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시험 및 검증의

행해 SAR(Synthetic Aperture Radar), Microwave radiometer,

핵심 개발 기술로는 0.3m 이하의 초고해상도 카메라 성능측

화된 설계·제작기술이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저궤도 위성은 미

자동화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Scatterometer와 같은 전파탑재체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정 기술, 중력보정 광학계 정렬기술, 고안정성을 갖는 복합재 광구

국 TRW사에서 습득한 아리랑위성 1호의 전장품 관련 설계기술을

탑재소프트웨어는 지상으로부터 명령을 수신해 처리하고 위

바탕으로 아리랑위성 2호부터 탑재컴퓨터, RF구성품에 대한 국

성의 상태와 임무 데이터를 수집·저장·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주요 내용

산화 개발을 수행했다. 정지궤도위성은 천리안위성 1호에서 습득

또한 위성의 자세제어·전력제어·열제어 기능과 함께 탑재체의 관

① 아리랑위성 3호 및 3A호 전자광학탑재체 연구개발

한 유럽의 Astrium사 E3000 본체 기술과 기존 아리랑위성에서

리와 운영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위성 상태를 모니터링해 이상

아리랑위성 3호에 탑재한 AEISS(Advanced Earth Imaging

③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및 2호 전자광학탑재체 연구개발

확보한 설계·제작 기술을 이용해 천리안위성 2호의 탑재컴퓨터,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복구하는 기능 등도 수행한다.

Sensor System)는 해상도 70㎝급의 전자광학카메라이다. 7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와 2호에 탑재할 해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탑재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을 위해

급 해상도일 경우 움직이는 차량을 상세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뜻

도 0.5m급 광학탑재체의 시스템과 핵심부품을 국내 독자 기술로

탑재컴퓨터는 65MIPS 이상 성능의 프로세서를 채용하고 있

하드웨어 기반의 STB(Software Test Bed)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다. 민간용 관측위성으로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 정도의

개발하고 있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및 2호는 국토·자원관리, 재

다. 탑재컴퓨터의 CPU는 미국과 유럽 생산품이 있는데, 미국 생

FSS(Flight Software Simulator)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높은 신뢰

성능이다. AEISS는 부품 제작을 제외하고 설계부터 정밀조립·정

해재난 대응 관련 공공부문 수요 대응, 국가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산품은 E/L 문제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유럽생산품 중에서는

도를 가진 탑재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달탐사와 개발

렬·시험과 우주환경에 대한 최종 검증시험까지 모든 개발을 국내

를 위한 정밀지상관측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LEON CPU 계열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우주 탐사와 같이 높은 연산성능이 필요한 임무를 위해 멀티코

주도로 진행했다. 고성능 카메라는 기술이전이나 공동개발 등의

에 탑재할 광학탑재체는 그동안 축적된 국내 위성 탑재체 기술을

어 기반의 탑재소프트웨어 연구와 우주 가상화 플랫폼 개발 연구

방법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AEISS는 고성능 지구관측

바탕으로 설계부터 핵심부품 제작 및 시스템 조립, 정렬 및 환경시

도 병행하고 있다.

위성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이었다.

험에 이르기까지 해외협력 없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독자로 개발

RF구성품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수행했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6호와 7호의 탑재컴퓨터 CPU로 유
럽의 LEON2(AT697F)를 사용하고 있다. 향후 해외와 동등한
85DMIPS 이상을 목표로 자체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조체 경량화 기술, 고속 촬영 시 저잡음 신호구현 기술, 대용량 고
속 영상 자료의 광전송 기술, 정밀 열제어 기술 등이 있다.

AEISS-A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AEISS의 자매모델

중이다.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 왔던 반사경, 초점면전자부, 영상자

GPS수신기는 유럽의 Airbus, RUAG 등과 미국 Moog 등이 정

이다. AEISS-A의 광학해상도는 55㎝급으로 적외선센서를 통한 야

료처리장치 등 핵심부품도 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통해 개발

밀도 5~10m의 성능의 위성용 이중주파수 제품을 생산하고 있

간촬영 및 열감지가 가능하다. AEISS의 전자부 성능을 개선하고, 국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위성부품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허가

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6호와 7호의 성능이 위치 정밀도

내에서 개발한 적외선채널을 추가해 완성했다. 2019년 현재 아리

장벽을 극복하고 있다.

10m, Pseudo-Range 1m, Carrier-phase 5㎜에 이르는 등 지표상

랑위성 3호 및 3A호 탑재체는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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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천리안위성 2호 해양 및 환경탑재체 연구개발
천리안위성 2호 해양탑재체는 1호 대비 향상된 관측성능을 갖도
록 개발 중에 있다. 2호 해양탑재체는 12개의 관측채널을 보유하
며 하루 10회 250m 해상도로 한반도 주변 2,500㎞×2,500㎞를
관측하게 된다. 아울러 하루 1회 전구 관측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대기환경오염물질과 단기체류 기후변화유발
물질(NO2, O3, 에어로솔, SO2, HCHO) 농도를 지속적으로 관측해
배출 감시와 대기환경 예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볼에어로스페이스사(Ball Aerospace)와 정지궤도위성에 탑재한
초분광영상기인 환경탑재체(GEMS)를 공동개발 중이다. 5,000

천리안위성 2호 환경탑재체 열진공시험

달탐사 전자광학 고해상도 카메라 LUTI

㎞×5,000㎞ 지역에서 자외선-가시광선 대역 0.6㎚ 분광해상도
스펙트럼과 7㎞ 공간해상도 영상을 동시에 획득하게 될 환경탑재
체는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성체에 장착하는 작업을

밴드 영상레이더(SAR) 및 고도계, 산란계, 복사계 핵심요소기술

정지궤도 자료중계 탑재체는 개념연구 단계의 연구가 진행

진행 중이다. 천리안위성 2B호는 2020년 발사를 목표로 한다.

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영상레이더의 제어

중이다. 현재까지 저진동 안테나·X-밴드 변조기·자료저장장치 등

기, 송수신단, 스위칭매트릭스, 복사계 핵심부품에 대한 독자개발

640Mbps급 고속 자료전송망 요소기술, 400㎒ 광대역, 무진동,

⑥ 달탐사 전자광학탑재체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기술자립 및 우주분야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기반

X-밴드 지향성 안테나 인증모델 개발 기술, 640Mbps급 고속 자

달탐사 사업의 첫 번째 단계로 시험용 달궤도선(Korea

을 확충했다. 연구는 일차적으로 국내외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

료전송 부체계 독자 개발 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저진동 안테나,

④ 천리안위성 1호 해양탑재체 연구개발

Pathfinder Lunar Orbiter, KPLO)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항공우

로 예상되는 500㎏급 위성용 탑재체 기술개발을 목표로 한다. 향

자료저장장치 등 핵심 유망기술의 기술이전과 X-밴드 변조기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양탑재체는 대부분 저궤도 위성이다. 따라

주연구원은 달궤도선에 탑재할 전자광학 고해상도 카메라(Lunar

후 개발되는 수자원관측용 C-밴드 영상레이더 탑재체는 이번 연

기술지도 등을 통해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1.2Gbps급 독자

서 관측 주기가 1~2일로 제한되어 시간별로 변화하는 해양상태

Terrain Imager, LUTI)를 개발 중이다. LUTI는 KPLO의 주 탑재체

구의 성과를 개량해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

로 달 표면 지형을 관측하고 2단계 달탐사 사업에서 계획하는 착

라는 천리안위성 1호 개발 당시 프랑스 Astrium사와 정지궤도에

륙 후보지에 대한 정밀 지형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임무이다. 이를

(3) 개발 수준

(4) 향후 계획

서 한반도 주변 2,500㎞×2,500㎞ 해양을 상시 관측하기 위한 해

위해 광검출기(CCD)를 제외한 모든 구성품을 국내 업체를 통해

저궤도 초고해상도 광학탑재체는 30㎝급을 개발하고 있다. 초고

향후 위성탑재체의 연구개발 분야는 총 5개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양탑재체 공동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우주방사선 등 열악한 정지

개발하고 있다. 1.2년의 임무기간 동안 0.99 이상의 신뢰성을 만

해상도 대구경 전자광학탑재체 시스템 설계, 성능분석 및 조립·정

① 시스템 설계, 광전자부 설계, 대구경 광학계 정렬·성능검증 등

궤도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망원경, 광학필터, 구동부 CMOS 검출

족하고, 지상해상도 2.5m 및 관측 폭 10㎞를 갖도록 할 예정이다.

렬·성능검증 기술, 대구경 광학계 광학설계 및 분석 기술, 대구경

지상해상도 10㎝급 광학탑재체

고안정 광구조 설계 및 분석 기술, 고속저잡음 광전자부 설계 및

② 영상레이더, 산란계, 고도계, 복사계 등 전자파의 특징을 이용

분석 기술 등이 핵심기술이다.

하는 위성 전파탑재체

아리랑위성 7호 전자광학탑재체 구조모델 진동시험

기, 전자부 등 부분품 개발에 성공했다. 천리안위성 1호 해양탑재
체는 해상도 500m로서 하루 8회 한반도 주변을 관측하며 매 관

⑦ 차세대 영상레이더 탑재체 연구개발

측 시 8개의 채널 데이터를 제공한다. 2018년 말 현재 천리안위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관 고유사업으로 offset parabolic 안테

전파탑재체는 소형·경량 영상레이더 탑재체 핵심기술을 연

해양탑재체는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기반의 중량 150㎏, X대역 기준 1m급 해상도의 복합(C, X, Ku)

구개발 중에 있다. 이를 위해 183㎓ 기상관측 복사계 지상모델 제

하기 위한 초분광 탑재체

작기술과 기상관측용 마이크로파 복사 탑재체 기본설계 기술을

④ 신기술 개념에 기반을 둔 광학계, 광구조체 및 광전자부를 이용

확보했다. 또한 소형·경량 영상레이더 탑재체 핵심기술 개발 연구

한 정지궤도 상시관측 고해상도 광학탑재체

를 진행 중이다.

⑤ 고속 상향링크(LEO→GEO), 고속 하향링크(GEO→G/S,

차세대중형위성 1호 전자광학탑재체(AEISS-C) 광학모듈 조립·정렬

천리안위성 1호 해양탑재체 진동시험

초분광 탑재체는 정지궤도복합위성 초분광 환경탑재체 개발
을 해외공동개발 형식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지궤

③ 보정부, 망원경부, 분광부 등 서브나노급의 초분광 정보를 획득

LEO→G/S), 정지궤도 고속자료중계(GEO↔GEO) 탑재체(Ka-밴
드, 광통신 등)

도복합위성 환경탑재체 망원경부 조립·정렬·시험 수행 기술, 초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5대 분야에 걸쳐 체계종합 및 핵심 구

광영상기의 지상검증 기술에 대한 초기 수행능력 기술, 초분광 영

성품 개발을 통해 미래 첨단 기술을 실현하고 우리나라 위성 발전

상정보의 지상 검보정 알고리즘 자체개발 기술을 확보했다.

에 기여할 것이다.

정지궤도 상시관측 고해상도 광학탑재체는 기초 단계의 연구
를 수행 중에 있다. 전개형 광구조체 및 초경량 광학부품 관련기술
은 미래형 첨단기술로 선진국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해상도 10~20m 급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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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성개발 진입국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 개발 수준
위성시험동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우주용 제품에 대한 구조/
동특성, 열진공, 열제어 및 전자파 환경 등에 대한 검증시험과 분
석이 가능하다. 위성시험동의 실내 공기는 U.S Federal Standard
209B 기준으로 청정도 100,000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는 0.5㎛
이상의 부유 분진이 1세제곱 피트 내에 100,000개 이내라는 것
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위성체 비행모델 조립과 우주 환경시험

위성시험동 조감도

뿐 아니라 발사체와 항공기를 포함한 청정 환경을 요구하는 국산
화 부품에 대한 조립과 환경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위성시험동은 궤도환경시험실, 발사환경시험실, 전자파환경

리하고, 위성시험 결과에 대한 후처리 환경도 제공한다.

시험실, 총조립실 등의 대형시험실, 부품보관실, 전자부품 조립실,
오염측정실, 열 및 광학 측정실 등 소형 시험실로 구성되어 있다.

(4) 향후 계획
다양한 위성 탑재체의 요구에 따라 위성 크기가 갈수록 대형화되

차세대 영상레이더 탑재체 주요 구성품 검증 과정

① 조립 및 환경시험

고 있다. 또한 정지궤도위성의 수요도 점점 증가해 대형 전자파 챔

1998년 위성시험동을 준공한 후 아리랑위성 1호, 2호, 3호/3A호,

버 또는 탑재체 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시설의 구축이 요구되

(2) 주요 내용

5호,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 2호의 총조립, 환경시험, 기

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대형 위성시험동에 축소형 탑재체 시험시

위성시험동은 1998년 완공과 함께 아리랑위성 1호·2호 등 중·소

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천리안위성 2B

설을 구축하고 있다.

(1) 사업 배경

형위성의 조립과 신뢰성 시험을 수행해 나갔다. 이후 위성체가 점

호, 아리랑위성 6호와 7호, 차세대중형위성 및 초소형위성의 총

축소형 탑재체 시험시설은 안테나의 성능 측정, 위성탑재체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시험동(Satellite Integration and Test

차 대형화되면서 추가 시험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6년 1차 확장

조립과 환경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위성시험동에서

RF 성능시험, 위성의 종단시험, 전자파환경시험 등에 활용할 수

Center)은 인공위성, 발사체, 우주 항공기 등 높은 신뢰성이 요구

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위성체 발사과정에서 겪는 음향환경을 모

는 말레이시아와 UAE 등 해외에서 개발하는 인공위성에 대한 우

있다. 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단일 건물 내에서 저궤도위성뿐 아니

되는 우주비행체의 총조립·정렬, 구조·동특성, 열·진공, 전자파 양

사할 수 있는 음향챔버와 대형위성에 대한 우주환경 성능검증을

주환경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라 정지궤도위성과 같은 대형위성의 안테나 시험도 가능해진다.

립성 등 운영 환경에 대한 분석과 검증시험을 위해 1998년에 국

위한 대형열진공챔버를 구축했다.

8. 우주환경시험 연구개발

특히 국내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진동시험을 시작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심우주 탐사

내 최초로 준공한 첨단시험시설이다. 특히 위성시험동은 우주비

2008년에는 정밀대형위성 조립시험과 고해상도 카메라 조

한국형 발사체 진동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개발된

위성 개발 환경에 맞는 우주 시험기술 연구와 시험시설 구축이 필

행체의 검증 요건과 절차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단일 건물 내

립시험을 위한 2차 확장을 진행했다. 이로써 정지궤도위성인 천

항공기 부품과 방산품에 대한 환경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위

요하다. 특히 탐사선의 궤도진입, 착륙 및 착륙표면, 심우주 환경

에서 모든 조립과 시험이 이뤄지도록 했다. 2004년부터는 국제

리안위성 1호를 비롯해 아리랑위성 3호·5호·3A호 등의 조립과 환

성시험동은 산·학·연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고신뢰도,

에 대한 사전 검증시험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발맞춰 한국항

공인시험기관(KT-236)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시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고부가가치의 제품 개발과 개발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우주연구원은 시험기술 연구와 시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위
성체 및 심우주 탐사선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위성시험동은 아리랑위성을 비롯해 천리안위성과 과학위성

2017년에는 위성시험동에 대형전자파챔버와 대형가진시험

등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위성 탄생의 산실로 준비과정은 1989

시설을 위한 또 한 번의 확장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대형화되는

② 기능시험

년부터 시작됐다. 프랑스 위성체 조립 및 시험 전문기관인 인터스

천리안위성(2A/2B호) 및 발사체 시스템에 대한 전자파시험과 진

기능시험은 위성체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

페이스(Intespace)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시설과 장비 규격을 수

동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밀대형위성시험동 확보

과 성능을 지상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지상지원장

립한 것이다. 이후 1994년 2월에 착공해 1996년 6월에 건물을 완

는 국가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의거해 개발하는 차세대 소형,

비를 비롯해 위성 시험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 계측기와 장비

공했다. 1998년 5월에는 모든 시험 장비를 갖춘 명실상부한 국내

중형, 대형, 초대형급 위성들의 조립과 환경시험을 할 수 있는 국

를 활용한다.

유일의 위성시험시설로 발돋움했다.

가적인 우주용 대형 인프라로 큰 의미를 갖는다.

9. 제품보증 연구개발
(1) 사업 배경

전기지상지원장비는 시험에 필요한 위성 전원 공급, 무선주

국가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제품보증은 제품을 규격화된 요구조

우주개발 전문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시험시설

위성시험동 확장 과정에서는 대형위성과 추가적인 신뢰성시

파수(RF) 통신링크 인터페이스 확인, 위성전지 충전과 방전에 관

건에 합치시키고, 충분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은 산·학·연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 연구 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는

험을 위한 장비 구축작업도 병행되었다. 아울러 대형열진공챔버,

한 성능시험 지원, 자세제어계 로직 검증, 위성 탑재 소프트웨어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고 조직화시키기 위한 체계다. 이때 연구개

이러한 체계는 시험시설 가동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음향챔버, 광학열진공챔버, 대형복합수직가진기, 전자파챔버 등

검증 등 다양한 지상시험을 지원한다. 또한 위성체 시험과 운영 시

발을 보다 효율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능,

위성 관련 기술의 공유와 타 분야로의 기술 확산도 유도하고 있다.

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국산화 성과로 이어졌다. 이로써 우리나

나리오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위성 원격명령과 측정 데이터를 송·

신뢰성,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의돼야 한다.

라는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을 포함해, 시험시설과 대형시험장비

수신한다. 아울러 시험과 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을 보관·관

아울러 제품보증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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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바탕으로 천리안위성 2호의 제품보증을 수행했다. 천리안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전문기관

성 2호는 해외 업체의 도움 없이 순수 국내 기술로 시스템 설계와

으로서 우리나라 우주개발 실정에 적합한 기술표준을 개발하고

조립을 진행한 정지궤도위성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

국내 우주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적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위성과 천리안위성 1호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보증 기술을 확장

국가 대형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평가와 감리를 통

해 정지궤도위성의 독자적인 설계보증과 공정 품질을 확보했다.

해 우리나라 중요 위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처럼

또한 이를 통해 저궤도위성뿐 아니라 정지궤도위성의 제품보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명실상부한 국가우주개발의 중추적 기관

을 위한 체계와 세부 기술을 확보했다. 천리안위성 2A호는 2018

으로서 우주시스템에 대한 제품보증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산업

년 12월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초기운영을 시작했다.

체의 동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개발 중인 아리랑위성 6호, 아
리랑위성 7호, 그리고 차세대중형위성 등 지구궤도 실용위성에
대한 제품보증과 달궤도선에 대한 제품보증을 수행하고 있다.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인공위성의 개발을 위한 제품보증 업무뿐
아니라 인공위성 제품보증 기술의 산업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여러 위성개발사업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공정검토위원회를 운영

위성조립 및 시험시설

해 업체의 공정기술과 품질관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제품보증
기술의 협력 업체 이전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제품보증 기술감리
도 수립돼야 한다. 특히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우주

성용 제품 개발업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를 통해 국내업체에서 개발되는 인공위성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시스템에서는 제품보증체계에 따라 설계, 제조, 그리고 운영 등이

노력에 힘입어 아리랑위성 2호는 2006년 7월에 발사되어 임무

과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국, 유럽, 러시아와 같은 우주 기술 선진국

목표 수명인 3년을 초과 달성하고 2015년 10월 공식적으로 임무

들은 국제 품질시스템 규격에 맞는 제품보증체계를 구축해 운영

를 종료했다. 이러한 연장 운영의 성공은 실용위성 개발을 위한 제

(3) 개발 수준 및 향후 계획

하고 있다.

품보증 체계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내 개발 업체에 성공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실용위성 개발의 선두 주자로, 저궤

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도실용위성과 정지궤도위성에 대한 제품보증 수행 능력을 모두

제품보증 업무는 크게 신뢰성분석, 안전성평가, 오염해석, 전
기전자부품관리, 자재 및 공정관리, 품질보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

아리랑위성 2호의 성공적인 제품보증 경험은 아리랑위성 3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유일한 기관이다. 특히 아리랑위성과 천리

다. 이 모든 분야가 단기간에 기술력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우리나

호와 5호의 제품보증으로 이어졌다. 향상된 성능 요건을 구현하

안위성 등의 제품보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궤도운영 수명연장을

라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제품보증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기 위해 아리랑위성 3호와 5호의 본체는 기존 1호와 2호의 설계에

달성했다. 또한 여러 위성 시스템의 조립 시험을 동시에 수행하는

끌어올리고 있다.

서 탈피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설계보증을 위한 제품보증 역할이

등 해외 선진 우주 업체와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위성에 대

강조되었다. 즉 아리랑위성 2호 제품보증의 주요 성과가 인공위

한 신뢰성 분석, 우주복사선 영향 분석, 오염 영향 분석 등의 제품

(2) 주요 내용

성 제작과 공정에 대한 국산화라면, 아리랑위성 3호와 5호의 주요

보증 분석도 자체적으로 수행해 위성 시스템의 적합성을 검증했

인공위성 분야의 제품보증 업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용급 위성

성과는 인공위성 개발 전 과정에 걸친 설계보증 국산화라 할 수 있

다. 위성 오염 해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산화 개발해 아리랑위

인 아리랑위성 1호 개발과 함께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1

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성 3호 개발에 활용하기도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자체 시

월부터 미국의 TRW사와 함께 아리랑위성 1호 시스템 개발을 위

위성용 전기전자부품 및 재료인증을 독자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설을 활용해 위성용 전장품의 우주 환경시험 검증을 독자적으로

한 제품보증을 공동 수행하며 저궤도 실용위성의 독자 개발을 위

추진계 추력기에 사용하는 국내개발 촉매를 검증해 실용위성급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전문기관과 함께 전자부품에 대한 우주

한 제품보증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아리랑위성 1호는 임무 목표

으로 인증하기도 했다. 아리랑위성 3호와 5호는 각각 2012년 5월

복사선 시험 역시 시범적으로 수행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수명인 3년을 초과해 8년가량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과 2013년 8월에 임무를 시작해 현재까지 연장 운영중이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궤도선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이후 진행한 아리랑위성 2호의 개발과정에서는 국산화 비중

정지궤도위성은 저궤도위성보다 운영 수명이 길며 더 높은

달궤도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의 제품보증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을 확대하고 국내에서 독자적인 총조립을 수행하면서 제품보증

신뢰성이 요구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3년 천리안위성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행성 간 탐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

1호를 공동 개발 당시 Astrium사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

설계보증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현재 전량 해외기술

내 여러 업체와 협력해 제작 및 공정 기술을 국산화했으며, 국내

화된 신뢰성 설계를 적용해 부품의 품질과 공정을 정지궤도위성

에 의존하고 있는 위성용 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검증을

업체의 품질 보증 체계가 비행 모델의 제작에 적합하도록 유지하

에 적합하도록 검증했다. 천리안위성 1호는 2010년 6월에 성공

위한 규격 연구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는 데 힘썼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제

적으로 임무를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품보증 분석기술을 제공해 국내 위성 전장품 업체가 세계적인 위

2011년부터는 아리랑위성 및 천리안위성 1호의 제품보증 경

이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양질의
부품과 소재를 우주급으로 인증하고 향후 위성에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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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현황
위성정보 분야의 지상국 운영시스템은 관제시스템과 수신처리시
스템으로 구성된다. 관제시스템은 크게 ‘원격 추적 및 명령’, ‘위성
운용’, ‘임무분석 및 계획’, 그리고 ‘위성시뮬레이터’ 등 4개 부시스
템 단위로 분류한다. 수신처리시스템 역시 탑재체 자료 수신과 기
본(level 0) 영상 자료를 생성하는 ‘자료수신’, 데이터베이스 관리
와 자료 저장·보관·분배를 담당하는 ‘영상저장 및 분배’, 복사보정
과 기하보정 등을 적용해 표준 영상을 생성하는 ‘영상생성’, 사용
자 요구에 따라 가공 처리한 영상제품을 생성하는 ‘부가가치물 생

위성수신안테나

성 시스템’ 등 4개 부시스템 단위로 기능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에 맞춰 아리랑위성 운영시스템은 1993년 아리랑위성 1호 개발
계획에 따라 1996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후 발사한

대비한 국가 위성정보의 통합적·체계적 관리와 활용방안을 전략

아리랑위성의 개발에 맞춰 운영시스템 역시 설계·개발을 진행했

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다. 현재는 아리랑위성 2·3·5·3A호의 지상국 운영시스템을 운영

이외에도 인터내셔널 차터 등 국제협력을 통해 지진·태풍·폭

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발사될 차세대 중형위성, 아리랑위성 6호

설·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성영상을 신속하게 촬영·제공함

등 위성개발에 발맞춰 지상시스템 역시 신규 개발과 업그레이드

으로써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를 진행 중에 있다.

위성정보센터는 향후 발사할 저궤도·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아리랑위성은 1999년 아리랑 위성 1호 운영을 시작으로

지상국 운영시스템을 발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영상보정 및 활

2015년 발사한 아리랑 3A호 운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

용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위성정보센

리랑위성 1호는 현재 위성 내부 장비의 영구손상으로 과학 탑재체

터는 앞으로도 위성운영과 정보활용의 전문기관이자 대표기관으

관련 임무를 모두 종료했다. 그 외의 다른 위성은 위성기술연구용,

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정부협의체 위성영상, 공공·민간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영상 제공
을 위해 현재까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천리안위성 운영시스템은 2010년 발사한 천리안 1호에 맞춰

2. 저궤도 지상시스템 개발

지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상·해양·환경 관측과 모니터
링 또는 통신위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2018년 발사한

(1) 지상국 운영시스템 개발

천리안 2A호까지 지상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향후

위성 시스템은 우주체(Space Segment)와 지상체(Ground

발사될 천리안 2B호에 맞춰 지상시스템 또한 신규 개발과 업그레

Segment)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 공간에 위치한 ‘우주체’인 위성

이드를 진행 중에 있다.

을 제어하고 생성한 자료를 가공해 최종 산출물을 사용자에게 제

영상활용 분야는 전 세계 국가수요 위성영상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저궤도 고정밀 지구관측 위성인 아리랑위성의 운

공하기 위한 체계인 ‘지상체’를 개발·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
이다.

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위성영상에 대한 국내외 사용자가

지상국 운영시스템은 크게 관제시스템과 수신처리시스템으

확대됨에 따라 요구사항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만족

로 나뉜다. 관제시스템은 원격 추적 및 명령 부시스템, 위성 운용

하기 위한 사용자별 맞춤 서비스와 기술 발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부시스템, 임무분석 및 계획 부시스템, 그리고 위성시뮬레이터 등

위성정보센터는 국가수요의 위성영상에 대한 촬영 계획, 수신 처

4개 부시스템 단위로 기능적으로 분류해 설계·개발해오고 있다.

리, 영상 배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위성영상 처리와 활용 관련

수신처리시스템은 탑재체 자료 수신과 기본(level 0) 영상 자료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저궤도 위성영상 활용증진을 위해 노력

생성하는 자료수신 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자료의 저장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성정보 활용협의체를 운영해 27개 소속기

과 보관과 분배를 담당하는 영상저장 및 분배 부시스템, 복사보정,

관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상 공급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하보정 등의 과정을 적용해 표준 영상 생성을 담당하는 영상생

있다. 아울러 위성정보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해 다중위성시대에

성 부시스템, 사용자 요구에 따라 가공 처리한 영상제품을 생성하

Chapter 3. 위성 운용 및 정보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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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가가치물 생성 부시스템의 4개 부시스템 단위로 기능적으로

빠르다 보니 위성 2호의 발사 시점이 연기될 때마다 같은 문제점

다시 보내 위성의 X-대역 영상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

분류·설계·개발해 오고 있다.

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사태는 2002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

다. 이를 위해 임무계획 서브시스템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위성

위성 시뮬레이터 서브시스템은 아리랑위성 3호의 비행소프

로 속도와 용량을 향상시킨 수신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결과를

의 자세 기동명령과 안테나 구동명령, 그리고 영상촬영과 수신에

트웨어를 그대로 이식해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위성운영 서브시

낳았다.

필요한 임무를 사전에 계획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세

스템과 연결해 원격명령 검증과 운용자 훈련을 수행할 수 있고, 위

세 번째 원인은 1m급 고해상도 위성 영상자료의 품질에 대

기동명령과 안테나 구동명령은 별도로 검증해 제공한 라이브러

성 이상 발생 시에도 원인분석과 해결에 직접 이용할 수 있다. 또

한 일반 사용자들의 의식이 높아졌다는 점이었다. 사용자들

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위성 운영 관점에서는 임무계

한 아리랑위성 3호 발사와 초기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영

은 아리랑위성 2호와 거의 동급으로 1999년에 상용화된 미국

획 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궤도이벤트 예측 기능, 임무 스케줄

자 교육과 리허설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현실감 있게 실제 상황을

② 아리랑위성 2호 운영시스템 개발

IKONOS 위성과 비교하며 손쉽게 영상자료 품질을 평가할 수 있

링 기능, 임무정의 기능 등을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 프

모사할 수 있었다.

아리랑위성 2호는 1999년 12월 1일 지상국 운영 시스템 개발을

었다. 이는 결국 고품질의 영상 자료를 생성하는 시스템 구축으

레임워크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이 외에 아리랑위성 3호에 국한

아리랑위성 3호의 처리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리랑위성 2호

착수해 2001년 6월 25일 예비설계를 진행했다. 이어서 2002년

로 이어졌다.

된 기능은 별도 모듈로 구분해 공통 프레임워크와 함께 컴포넌트

의 개발과 운영 경험을 최대한 반영해 설계했다. 따라서 처리시스

기반의 플러그-인 개념이 가능하도록 했다.

템 설계 시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아리랑위성 2호를 통해 정

① 아리랑위성 1호 운영시스템 개발
아리랑위성 1호는 1996년 7월 1일 지상국 운영 시스템 개발에 착
수해 2000년 1월 31일에 완료했다.

12월 10일 상세설계를 거쳐 2006년 11월 30일 개발을 완료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수신처리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조건 중 ‘3분 수

③ 아리랑위성 3호 운영시스템 개발

신 영상자료를 4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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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입수해 정밀궤도를 결정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비행역학 서브시스템은 위성 궤도와 자세에 관한 비행역학을

립된 개발과 운영 절차 중 최적화가 가능한 부분을 선별하는 것이

아리랑위성 3호는 2005년 4월 1일 지상국 운영시스템 개발에 착

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위성에 탑재한 GPS(Global

었다. 즉 운영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기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되었다. 또한 영상자료의 품질에 대해서는 비슷한 급인 IKONOS

수해 2007년 8월 28일 예비설계와 2008년 12월 15일 상세설계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로부터 얻은 지상 추적데이터를 이

업무 흐름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위성 영상자료가 기본이 되었다. 1m급 고해상도 위성 영상자료의

를 거쳐 2012년 8월 31일 개발을 완료했다. 지상국 운영시스템은

용해 궤도를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임무 요구조건을 만

아리랑위성 2호 처리시스템보다 진일보한 부분은 촬영계획 부시

수요와 품질은 아리랑위성 2호 발사 1년 전부터 추진해온 프랑스

아리랑위성 3호 설계 시점부터 기존 1호와 2호와 다른 운영 개념

족하는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궤도조정 계획을 수

스템과 영상처리 모듈이었다.

SPOT Image와의 해외 상용화 계약을 통해 이들이 요구해 온 기

과 절차를 적용시켰다. 당시 수정·변경한 설계는 아리랑위성 5호

행한다. 위성상태 데이터를 이용해 위성에 남아 있는 연료량을

아리랑위성 3호의 촬영계획 부시스템은 신규설계 개념을 도

준으로 설정했다.

와 3A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추정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비행역학 서브시스템은 영

입해 아리랑위성 2호과 많은 차이를 두었다. 특히 아리랑위성 2호

먼저 위성운영 서브시스템은 아리랑위성 1호와 2호 경험을

상 부가 처리 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세계 각지에 분포한

에 존재하지 않는 영상촬영 관련 제한조건 사전검사, 가용자원 현

바탕으로 검증모듈 재사용과 자동화 개념 도입에 중점을 두었다.

IGS(International GNSS Service)로부터 GPS 위성에 대한 궤도정

황확인, 위성체운영 가용시간 확인기능 등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

후 세 가지 원인에 의해 이뤄졌다.
첫 번째 원인은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에 대한 수요 급증이

명령생성과 위성상태데이터 처리 부분은 위성개발 단계에서 다

발사 전에 구축한 수신처리시스템 만으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없

양한 시험에 사용하는 모듈을 공통지상시스템으로 정의해 지상

다는 데 있었다. 개발 당시 수신처리시스템은 SGI Origin3200 서

국관제시스템에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제시스템 개

버 2대로 운용을 준비했다. SGI Origin3200의 경우 서버 1대 만으

발·운영 담당자가 공통지상시스템 분야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로도 ‘3분 수신된 영상자료를 4시간 안에 처리’라는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개선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위성명령 전송 시 자동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사용자로부터 발사 이후 4시

화 기능을 도입해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간은 외국에 비해 너무 느려 원하는 용도를 위해서는 최소 2시간

처리에도 알람과 고속처리 기능을 강화해 위성상태를 조기에 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SPOT Image의 수
요도 서버 2대 만으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했다.

Telemetry
Satellite Tracking Data
Telecommand
Orbit Data

Antenna Pointing Data
Reference Time Data
Satellite Tracking Data

다. 위성운영 서브시스템의 경우에도 다중운영 관점에서 각 위성

은 2004년 첫 아리랑위성 2호 발사 예정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

프로그램마다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모듈과 특정 임무에 국한되

프트웨어를 구매해 구축 작업을 진행했다. 주 처리 장비인 SGI

는 모듈을 구분해 설계했다. 또한 전체 프로그램 구성이나 사용자

Origin3200 서버는 2002년 4GB의 주 메모리 용량에 20GB

인터페이스 부분은 가급적 동일한 구성을 갖도록 개발했다.

HDD를 탑재한 고가의 최신 장비였다. 하지만 실제 아리랑위

임무계획 서브시스템은 사용자의 촬영요청과 위성의 궤도 이

성 2호가 발사된 2006년에는 일반 PC보다 기본 사양이 떨어졌

벤트를 예측해 상호 충돌 없는 임무 스케줄을 생성한다. 사용자의

IGS Site

Launch
Site

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궤도상 이벤트를 예측해 반영한다.

EMC RAID 장비도 2002년 구매 당시에는 3.2TB로 고용량이었

임무계획시스템이 생성한 패스계획은 위성운영 서브시스템으로

다. 하지만 2006년에는 일반 저가 RAID보다 용량과 저장 속도

보내 원격명령으로 최종적으로 위성에 보낸다.
또한 위성의 최종 임무 스케줄은 영상수신과 처리시스템으로

Initial Orbit Data

Orbit Data
Orbit Maneuver
Request
Reference Time Data
Pass Plan

SLR Data

SOS

MPS

Telemetry Housekeeping
Telemetry Orbit
Data Bus
Cal. Data
CVE

Orbit Data
SIM
KASI

Orbit Data Mission Timeline
OOE, POES, POED
Bus ops, Parameter
Time cor. File
Contact Schedule
IRPE
Image collection Plan
Payload Ops.
Parameter Contact
Schedule Confirmation

Mission Execution Logs

ILRS Site

촬영 요구는 영상수신과 처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위성의 임

용이 수천만 원이 들 정도로 부담스러운 장비였다. 서버 이외에

GPS Data
Telecommand

아리랑위성 2호의 발사 시점 연기에 있었다. 수신처리시스템

TTC

FDS

아울러 아리랑위성 1호와 2호에 적용했던 유닉스 환경을 윈
도우즈로 변경함으로써 운영자의 시스템 이해와 접근성을 높였

가 떨어졌다. 이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매우

External
Ground
Station

단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번째 원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전과

다. SGI Origin3200 서버는 고가이기도 했지만 1년 유지보수 비

관제시스템 구성도

Reference Time
Data Telemetry

실제적인 수신처리시스템의 변화는 아리랑위성 2호 발사 이

AOPOD Raw Data
POED

Simulated
Telemetry
Telecommand

K-5 MCE

Payload Config.
Parameter Bus Conflg.
ParameterCV Data
Transfer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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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아울러 다중위성관제 시대를 맞이해 국내 저궤도위성관제

을 근거로 총 63개월의 개발기간과 2,241억 9,000만원의 개발비

에 필수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를 투자했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부통신부의 지원 아래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미국 TRW사를 공동 개발자로 선

위성교신스케줄 및 지상궤적, 임무상태 디스플레이

위성상태모니터링 시스템

④ 웨노지상국 개발 및 운영

정, 국내 7개 기업체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인

저궤도 웨노지상국 2.4미터 안테나시스템은 마이크로네시아 축

공위성 연구센터가 참여해 사업을 수행했다.

섬 남태평양과학기지 내에 설치한 관제용 안테나시스템이다.

아리랑위성 1호는 1999년 12월 21일 국내 시각으로 오후 4시

2011년 1월 개념설계와 운영을 위한 협약을 완료한 이후 2년간 13

13분에 미국 반덴버그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해 오후 4시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3년 3월 해양연구원 남태평양과학기

43분에 남극에 위치한 미국 NASA의 맥머드 지상국(McMurdo

지의 지원을 받아 설치를 완료하고 2018년 8월 운영을 개시했다.

Ground Station)을 통해 첫 교신을 보내왔다. 이때 태양전지판의

웨노지상국 2.4미터 안테나시스템은 100% 국산화한 관제용 안

전개와 주요 시스템의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했다. 한국항공우주

테나이다.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며 대전위성관제소의 명령을

연구원 지상국과 최초 교신은 12월 22일 0시 26분에 이뤄졌다.

네트워크로 전달해 실시간 위성으로 전송한다. 특히 위성궤도의

교신 초기에는 궤도정보의 오차로 위성과 지상국과의 교신에

(2) 지상국 네트워크 개발

특성상 웨노지상국과 대전지상국 간의 연속운영으로 그동안 10

일시적인 장애가 있었다. 그러나 NORAD가 제공하는 TLE(Two-

① 13m 안테나 개발 및 운영

분에 머물렀던 관제시간을 20분 정도로 확대했다. 비상시에도 위

Line Element)를 이용해 위성궤도를 정확히 예측·추적해 독일

성체와 탑재체와 관련한 부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로 이어졌다.

13미터 안테나는 대한민국 최초 지구관측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성관제시간을 연속적으로 증가시켜 효율적인 위성운영 임무를

GSOC, 미국 NASA,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이 안정적

이에 따라 촬영계획 부시스템 개발은 비단 지상시스템 개발 업무

1호의 주·수신 안테나시스템이다. 30억원의 비용과 2년의 개발기

수행하고 있다.

으로 위성과 교신할 수 있었다. 이후 약 2개월간 위성 사용모드와

만이 아닌 위성시스템 레벨에서 지원하는 업무로 격상됐다. 즉 촬

간을 통해 구축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정기적인 유지보수

영계획 수립 시 위성체 또는 탑재체 가용자원 상태와 운용시간을

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1999년 다목적실용위성 1호를 시작으

⑤ 북극 수신국 개발 및 운영

호는 3년의 설계수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이후 5년 연장운

예측하고 제한조건을 검사하는 등 촬영계획 부시스템은 아리랑

로 현재까지 국가위성 관제·수신 지상안테나시스템 임무를 20년

다목적실용위성의 한반도와 해외영상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영을 포함해 총 8년간 운영했다.

위성 2호 대비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간 수행해오고 있다.

위성영상 촬영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촬영 이후

한편 2001년 8월 과학탑재체 운영 중 전류단자에 발생한 과

빠른 시간 내에 영상을 획득하려는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류로 보드 내 온도측정센서에서 높은 온도가 측정됐다. 이때

는 상당한 기술 발전 수준을 반영한 것이었다.
아리랑위성 3호 촬영계획 부시스템의 새로운 설계내용은 위

한편 아리랑위성 3호 영상은 향상된 해상도에 따라 아리랑위

전장품의 궤도상시험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아리랑위성 1

성 2호에 비해 파일 크기가 훨씬 커졌다. 이는 지상에서의 처리 시

② 7.3m 안테나 개발 및 운영

수요 충족을 위해 국내 지상기지뿐 아니라 해외 지상기지에 대한

SPS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돼 과학탑재체와 관련

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파일 크기가 증

저궤도 7.3미터 안테나시스템은 대한민국 국가위성의 다중화로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8년 5월

한 임무가 종료됐다. 아리랑위성 1호 운영 중 안전모드 진입은 총

가하더라도 영상처리 시간은 아리랑위성 2호에 준해야 한다는 요

기존 13미터 안테나시스템과 독립적인 안테나의 필요에 따라 구

유럽 우주청과 다목적실용위성 2호 영상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노

9회 발생했다. 특히 마지막 안전모드 발생 이후 지상과 통신이 두

구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상처리 모듈 아키텍처의 신규 설계

축한 중대형 연구 장비이다. 미국 Viasat사 제품으로 20억원을 들

르웨이 스발바드 북극 지상기지에 영상수신 및 처리시스템을 구

절되며 임무가 종료됐다.

가 이어졌다. 결국 병렬처리 또는 GPU에 기반한 처리기술을 설계

여 2008년 8월에 2년간의 설치를 완료했다. 이후 현재까지 국가

축했다. 이를 통해 하루 4~6회 이상 위성영상을 수신하고 있다.

해 아리랑위성 3호 영상처리 모듈은 대폭적인 성능향상 효과를

위성의 관제·수신 지상안테나시스템 임무를 10년간 수행해오고

제공하게 되었다. 병렬처리 설계나 GPU 기반 처리기술 역시 이전

있다. 대한민국 최초 전천후 영상레이더 탑재체위성인 다목적실

⑥ 독일 수신국 개발 및 운영

아리랑위성 2호는 2006년 7월 28일 발사해 초기운영을 성공적

에 적용한 적 없는 기술이다. 아리랑위성 3호 영상처리 모듈에 대

용위성 5호의 주 관제·수신 안테나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원격관제와 영상수신이 가능한 해외수신시설

으로 마쳤고, 이후 2009년까지 3년간 임무를 완수했다. 임무완

(KARI Overseas Ground Station Terminal, OGST)을 구축하기 위

수 결과 위성 및 탑재체, 지상국의 상태가 매우 양호해 2년씩 3차

③ 세종지상국 개발 및 운영

해 2016년 1월 독일에 기초설계를 시작했다. 이후 글로벌과학기

례 임무연장을 실시했고, 2015년 공식임무를 종료했다. 공식임무

저궤도 세종지상국 1.5미터 안테나시스템은 대한민국 최초로 극

술협업연구망을 활용해 2016년 11월 DLR 해외수신시설 네트워크

종료 이후인 2015년 10월부터 임무를 연장하는 대신 수명종료까

④ 아리랑위성 5호 운영시스템 개발

지에 설치된 저궤도위성 관제용 안테나시스템이다. 2002년 공공

와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안강화를 위해 2017

지 차세대 위성기술연구용, 정부협의체 위성영상 제공을 목적으

아리랑위성 5호는 2006년 2월 1일 지상국 운영 시스템 개발을 착

기술 연구회 협동과제로 개발을 시작해 3년간 12억원의 예산을

년 4월 독일 노이스탈리치에 해외수신시설 간 가상사설망(VPN)

로 정상운영 중이다.

수해 2007년 5월 30일 예비설계를 진행했다. 이어 2008년 5월

투입, 2004년 11월에 남극 세종과학기지 내에 설치했다. 세종지

을 이용해 실시간 위성관제와 영상수신 전송체계를 구축했다.

20일 상세설계를 거쳐 2015년 6월 30일 개발을 완료했다.

상국 1.5미터 안테나시스템은 100% 국산화한 관제용 안테나이

개발경험을 토대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2,633억원을 투

다.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며 대전위성관제소의 명령을 네트워

자해 설계, 제작, 조립 및 시험 등 국내독자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

한 신규 아키텍처는 이후 아리랑위성 영상처리 모듈 설계에 새로
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 아리랑위성 2호 운영

3. 위성임무 운영

아리랑위성 2호는 해외 공동개발로 추진한 아리랑위성 1호

고 우주산업화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

⑤ 아리랑위성 3A호 운영시스템 개발

크로 전달해 실시간 위성으로 전송한다. 위성궤도 특성상 대전 위

아리랑위성 3A호는 2010년 2월 1일 지상국 운영 시스템 개발에

성관제소에서 1일 3~4회만 관제가 가능하던 것을 하루 10회 이상

착수했다. 이어서 2010년 12월 2일 예비설계와 2011년 9월 5일

매 위성궤도마다 관제해 위성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1) 아리랑위성 1호 운영

해외 우주선진국과의 협조와 공유의 전략적 기점을 마련했다. 아

상세설계를 거쳐 2015년 12월 31일 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비상시 해외지상국 임차 비용에 대한 예산을 절감시키기도

아리랑위성 개발사업은 1993년 3월 ‘아리랑위성 개발사업’ 추진

리랑위성 2호는 발사 이후 총 10번 이상 위성체형상을 변경했다.

라는 세계 7번째로 1m급 고해상도 위성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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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위성 5호가 촬영한 잠실

아리랑위성 3A호가 촬영한 잠실

위성체형상 변경은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변경

(3) 아리랑위성 3호 운영

(4) 아리랑위성 5호 운영

상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홍수,가뭄, 산불, 지진 및 지반침하, 해양

사항을 위주로 수행했다.

아리랑위성 3호는 2000년 12월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따

아리랑위성 5호는 국내 최초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

기름유출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영상을 제공해 신속한 대응과 재

아리랑위성 2호는 발사 후 현재까지 약 66,000회 지구를 선

라 국가 위성정보 충족, 환경·농업분야 활용 등 다양한 정보수요

성으로 2013년 8월 22일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해 초기

산·인명 피해 경감에 기여했다. 또한 국토·자원 관리 등 다양한 공

회하며 약 33,000회 교신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은 하

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했다. 또한 실용급 인공위성의 국내 독자개

운영을 완수했다. 당초 계획한 5년 임무를 완수해 국가레이더 위

공·민간의 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다량의 영상을 적시에 제공하

루 3~4회 대전과 남극세종기지 안테나를 이용해 아리랑위성 2호

발 능력 확보를 통해 핵심영상 정보의 자주적 획득과 활용에 목적

성영상 보급을 실시했다. 2018년 8월 위성본체 및 탑재체와 지상

고 있다.

와 교신하며 위성의 상태와 영상처리를 위한 데이터를 수신한다.

을 두었다.

국 등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교신 및 궤도유지 상태, 안정적인 위

아리랑위성 5호가 정규 임무기간 5년을 넘어 연장 운영됨에

동시에 교신 시 또는 교신 직후 원격명령을 전송한다. 또한 2008

아리랑위성 3호는 국내 최초의 서브미터급 해상도 지구관측

성운영, 잔여 연료량, 영상품질의 우수성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따라 위성운영상태 점검과 영상품질 분석, 안테나 및 지상운영시

년 10월부터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하고 해외 극지 지상국을 빈

위성으로 0.7m급 해상도의 전자광학카메라를 탑재했다. 설계수

추가임무 수행가능성을 평가해 2년간 1차 임무를 연장해 현재 정

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운영기간 연장

번히 이용함에 따라 월 교신 횟수를 상용화 전 월 평균 234회에

명 4년을 목표로 공공안전, 재해재난, 국토·자원관리, 환경감시 등

상 운영 중이다.

으로 레이더관측 영상 보급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생활과 안전

서 440회로 크게 증가시켰다. 아리랑위성 2호는 궤도당 20분, 일

에 활용할 고해상도 지구관측영상 공급이 개발목표였다. 2004년

아리랑위성 5호는 발사 이후 현재까지 5년 넘게 지구관측 레

140분까지 최대 7회의 영상촬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 2006년 10

8월 사업에 착수해 2012년 5월 18일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이더영상 획득 등 정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이크로파를 지상

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30개월 동안 총 16,220회, 월 평균

발사해 궤도에 진입했다. 이후 3개월간 초기운영을 마치고 정상

에 쏘아 반사된 신호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생성하므로, 특

(5) 아리랑위성 3A호 운영

544회의 영상촬영을 수행했다. 또한 상용화 서비스에 따라 촬영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히 구름이 많거나 햇빛이 없는 야간에도 전천후 지구관측이 가능

아리랑위성 3A호는 초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으로 0.55m급 해

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횟수도 2008년 9월 이전 월 평균 약 500회에서 745회로 증가했

아리랑위성 3호는 6년의 임무운영기간 동안 총 2회 안전모드

하다. 아리랑위성 5호는 고도 550㎞ 태양동기궤도로 지방시는

상도의 전자광학카메라와 야간에도 촬영 가능한 적외선센서를

다. 아리랑위성 2호의 일 평균 촬영횟수는 16.1회로 평균 22분의

에 진입했다. 1차 안전모드는 2012년 6월 초기운영 당시 별 촬영

오전 6시이다. 따라서 대전 지상국과 교신이 가능한 시간은 새벽

탑재했다. 설계수명 4년을 목표로 공공안전, 재해재난, 국토·자원

지구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영상자료 수신에는 일 평균 약 20분

중 발생했다. 자세명령 생성 시 초기화 누락된 로컬변수로 발생했

5~7시, 저녁 5~7시경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로부터 요청 받은 촬

관리 및 환경감시 등에 활용할 고해상도 지구관측영상 공급을 목

이 소요된다. 지상국과의 교신 성공률은 99.8% 이상이다. 사용자

으며 코드패치를 통해 해결했다. 2차 안전모드는 2014년 11월에

영계획과 임무요청내역을 반영해 명령어 절차를 생성하면 실시

적으로 개발됐다. 2006년 12월 사업을 착수해 2015년 3월 26일

요청 대비 영상자료 제공 정도의 척도를 나타내는 임무운영성공

온보드 컴퓨터와 GPS 수신기 간의 일시적인 통신오류로 발생했

간 전송하고 위성상태데이터를 처리한다. 또한 비행역학 분야에

러시아 야스니발사장에서 발사해 궤도에 진입했으며 3개월간 초

률도 99.7% 이상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아리랑위성 2호의 잔여

다. 현재는 일시적인 통신오류에 의한 안전모드 진입을 비활성화

서는 위성궤도를 추정하고 궤도예측 데이터를 배포한다. 아울러

기운영을 마치고 정상운영을 시작했다. 2018년 12월 현재까지 총

연료량은 46.8㎏으로 초기 대비 64%의 연료가 남아 있어 향후

했다. 1차 연장임무 기간 동안 안전모드 진입은 없었다.

위성의 지상궤적이 기준경도로부터 +/-2㎞ 이내를 유지할 수 있

7회의 안전모드에 진입했으며 이중 1회는 초기운영기간에 발생

아리랑위성 3호의 본체는 모든 구성 부품이 발사 당시 초기

도록 주기적인 궤도조정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아리랑위성 5호에

했고, 나머지 6회는 위성 온보드컴퓨터와 관련 프로세서 간의 일

아리랑위성 2호는 위성운영 문제점관리와 지속적 개선

형상에서 정상 동작중이다. 또한 전력 생성·저장 성능 및 자세제

는 이중주파수 GPS 수신기가 있어 20㎝ 미만의 정밀궤도를 확보

시적 통신오류에 의해 발생했다. 2018년 9월 7차 안전모드 발생

을 위해 일일 브리핑(저궤도·정지궤도 통합)을 실시하고 있다.

어 성능을 설계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다. 탑재체 부분에서는

하고 있다. 또한 GPS 신호로부터 대기차폐데이터를 수집해 수치

시 5회 안전모드가 발생한 IBMU(Integrated Bus Management

Anomaly Report Review(ARR)를 통한 운영오류 분석과 지속적

광학모듈, 자료저장 장치, X밴드 안테나 부분에 있어 성능열화 없

기상예보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아리랑위성 5호의 잔여 연료량은

Unit) 내의 BIOM(Bus Input Output Module)을 Primary에서

개선을 하고 월간위성운영보고회를 개최해 종합적인 위성운영상

이 정상동작하고 있다. 카메라 전자부는 우주환경에 의한 동작오

57.2㎏으로 초기 대비 79%가 남아 있어 추가적인 궤도운영이 가

Redundant 장비로 설정해 복구한 이후 2018년 12월 현재까지

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위성운영 문제점에 관해서는 한국항공

류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Off & On 이후 정상동작하고

능한 상태이다.

동일 안전모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우주연구원 위험관리위원회와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적

있다. X밴드 전송기는 XTX1을 XTXR로 대체 이후 정상동작하고

극적인 특별운영을 통해 연구자료 확보·운영절차개선·최적화 방

있다.

위성폐기기동 시 궤도조정이 가능하다.

안을 강구 중이다.

아리랑위성 5호는 지난 5년간 지구궤도를 약 27,000회 회전
하며 약 7,000회 지상기지와 교신했다. 또한 총 58,440회 촬영으

(6) 천리안위성 1호 운영

로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레이더영상 127,000장 이

2010년 6월 27일 발사한 천리안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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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위성 운용 및 정보활용 분야

천리안위성 1호는 우리나라 최초 기상위성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8월에는 품질경영시스템 적용범위를 아리랑위성 2호에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기상위성 보유국에 진입했다. 뿐만 아니

서 3호, 5호, 3A호로 확대 적용해 ISO9001:2015 개정판으로 전

라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해양을 관측하는 해양위성으로 세

환심사를 완료했다.

계 위성 해양관측 분야에서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

지상국은 ‘위성의 안정된 운용을 위한 최선의 노력’, ‘위성관제

고 있다. 또한 천리안위성 1호는 통신위성으로서 우리나라는 세계

기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고객의 요구사항과 기대를 만

10번째 통신위성 자체 개발국 지위를 획득했다.

족시키는 서비스 제공’, ‘품질경영시스템을 유지, 발전하기 위한

천리안위성을 통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일본 기상영상을 이

통신탑재체 운영
etri

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기를 예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독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

개발한 Ka-Band 통신 탑재체는 그간 해외 선진국에서만 개발해

쳐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형상품질관

사용하던 위성통신방송 중계기의 설계·제작 기술이 퀀텀 점프했

리시스템’을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2018년도 형상관리 부분을

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개발 완료해 운영을 앞두고 있다. ‘형상품질관리시스템’ 운영은

천리안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센터, 기상
해양
위성센터

영상처리 지원자료
기상/해양영상
백업 지원

항우연
위성운영센터

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한국
통신탑재체 상태 자료

노력’이라는 4개의 품질방침을 수립했다.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참여해 상호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

2018년 임무운영 누계 성공률은 목표치 99.6%를 초과해

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관제 업무 및 천리안 영상 수신·전처리·

99.76% 달성했다. 이는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해 관

방송배포 백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기상

제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킨 결과로 평가되고

영상 수신·처리·방송배포·활용을 담당하고 있다. 해양위성센터에

있다.

서는 해양영상 수신·처리·활용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천리안위성 1호 운영 개념도

구원에서는 통신 탑재체를 운영·활용하고 있다.

(8) 아리랑위성 영상서비스 및 상용화
아리랑위성이 수집하는 지상관측 영상자료 보급은 활용목적에

(7) 위성임무운영 ISO9001 구현 및 운용

따라 공공그룹과 상용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목적

이 정부의 도움으로 개발한 최초의 정지궤도위성으로 통신·해양·

안정적으로 연장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11월부터 천리안

ISO9001은 생산, 서비스 및 설계 개발 등 모든 산업분야에 적

의 위성정보 소요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직접 대응한다. 반

기상의 복합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 본체는 한국항공우주연

위성 2A 운영을 위해 128.15°도로 약간 자리를 비켜서 운영하고

용 가능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 규격이다.

면 민간과 상용 목적의 위성정보 소요는 영상판매 대행업체를

구원과 Airbus사가 공동 개발했고, 기상탑재체는 미국의 Harris사

있다.

1999년 시작한 아리랑위성 1호와 2006년 시작한 아리랑위성 2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아리랑위성 2호의 영상판매 대행업체는

가 개발했다. 해양탑재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Airbus 공동

천리안위성의 기상임무는 기상현상 연속감시, 위험기상 조기

호의 운영 경험으로 축적한 임무관제 기술력을 토대로 2009년

2006년 11월 1일 국내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해외기업인

개발했고, 통신탑재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국내 독자 개발

탐지, 기후변화 분석을 위한 한반도 주변과 전 지구 기상관측이다.

10월부터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프)SPOT Image사를 공동 선정했다. 2012년 11월 1일에는 아리

했다.

해양임무는 한반도 주변 해양생태계 관측 및 해양환경 감시를 위

36개의 표준문서를 작성해 업무에 적용했다. 이에 2009년 11월

랑위성 2호 판매대행사 계약종료에 즈음해 위성영상 시장경쟁력

한 해양 모니터링이다. 통신임무는 Ka-Band 광대역 위성 멀티미

미국 ANAB(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에 등록된

확보를 위해 판매업체 단일화를 추진했다. 2017년 12월에는 아리

디어 시험서비스 및 통신탑재체의 우주성능 검증이다.

공인인증기관인 ICR 국제인증원으로부터 인증심사를 완료했다.

랑위성 3호 및 3A호의 인도(ISRO-NRSC) 직수신을, 2018년 2월

천리안위성은 2011년 4월 1일 정지궤도 동경 128.2°에서 정
규 임무를 시작했다. 현재는 7.7년의 임무수명 운영을 완수하고

천리안위성 1호의 주요 규격 및 제원
운영 궤도

동경 128.2상의 정지궤도

발사 질량

2,461㎏

전력량

2.7kW (10년기준 태양전지판 전력생성량)

크기

5.3m×8.7m×3.7m (완전 전개)

임무 수명

7.7년

자세 제어

3축 안정화 방식

천리안위성 1호 형상도

천리안위성 1호 기상 영상 (FD: 전구 영상, ENH: 확장북반구 영상, LA: 한반도 주변 국지 영상)

천리안위성 1호 해양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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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로 이관했다. 이후 2013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체계

(3)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수립·운영

적이고 안정적인 위성정보 활용협의체 운영을 목적으로 ‘위성정

①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보 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

정부는 다가올 다중위성시대에 대비해 국가 위성정보의 통합적·

우주연구원은 정부 위성정보 활용협의체 총 27개 소속기관을 대

체계적 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신시

상으로 위성정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중

장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다. 이에 2013년 5월 국정과제로 위성

에 있다.

활용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제를 선정하고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크게 네 가

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2013년 11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지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정부 협의체 수요의 위성정보 획득·처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에 위성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과 위성정보

리 및 제공에 있어서는 표준·고부가 영상 등 협의체 수요의 각종

산업적 활용 강화 과제를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정책 연구에 착

위성정보를 안정적으로 생산·배포한다. 또한 PeruSat-1 등 해외위

수해 2014년 5월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성의 한반도 촬영영상을 획득해 자료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아리랑위성 3A호 촬영현황(2013.8.~2018.11)

아리랑위성 5호 촬영현황(2015.3.~2018.11)

아리랑위성 촬영현황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은 ‘위성정보 3.0 실현으로

협의체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있어서는 협의체

국민편익 극대화 및 우주분야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용의 위성정보 유통망과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협의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수행키로 했다. 국민의 삶의 질

수요의 위성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문관리시스템을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위성정보 활용 확대, 창조적 위성정보산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정보생산을 위한 부가

업 생태계 조성으로 고부가 新시장 창출, 다중위성시대에 대응하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위성정보 활용지원을 위한 보

는 위성정보 관리·활용 역량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

조처리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외에 대용량 부가처리물의

러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위성정보 공급·활용체계 고도화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고부가 위성정보 DB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governance),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활성화 촉진(service), 위성

중이다.

정보 활용 촉진기반 확충(infrastructure) 등을 수립했다.

아리랑위성 활용기반기술 및 실용화기술의 경우 아리랑위성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은 5년간의 추진 기간 동안 여

영상을 이용한 확률기반 타깃인지 기술과 골든 솔루션(GOLDEN

러 가지 성과들을 거두었다. 먼저 다양한 위성정보를 획득·보급·

게 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센터는 국가 수요의 위

Solution) 실용화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협의체 사용자지원을 위

활용해 수입대체 효과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공공

아리랑위성 영상서비스 업무는 사용자가 웹 기반 검색시스템

성영상에 대한 촬영계획, 수신처리, 영상배포를 담당하고 있다. 또

한 활용 툴(Tool)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한 위성활용 공통범용 기술과 활용서비스

을 이용해 위성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주문을 입력하는

한 위성영상 처리와 활용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저궤도 위

단계에서 시작된다. 이때 활용목적에 적합한 영상이 있을 경우 제

성영상 활용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는 아리랑위성 5호 필리핀(DOST-ASTI) 직수신을 수출했다.

마지막으로 협의체 운영 및 사용자교육 지원에 있어서는 협

별 특화기술을 개발해 위성서비스 고도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

의체 각 전문 분야별 분과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협의체

했다. 영상 판매대행사를 육성해 세계 위성영상 시장에 진출했

품처리 주문을, 적합한 영상이 없을 경우는 신규촬영 주문을 요청

구체적으로 국가 수요의 위성영상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

현업지원을 위한 활용세미나 개최와 사용자 기술교육을 수행하

다. 국내 위성영상 활용시장 규모도 2013년 347억원에서 2016년

한다. 이후 사용자의 요청조건에 따라 촬영계획과 자료처리 절차

해 위성정보 활용 기반으로 통합형 주문분석 시스템, 다중위성 촬

기도 한다. 이외에 위성정보 활용기술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위성

649억원으로 3년간 약 87% 성장시켰다. 이외에도 범정부 차원

를 거쳐 요청된 제품을 생산·공급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

영 스케줄링 시스템, 다중위성 자료처리 시스템 등 통합 위성영상

정보 활용워크숍 및 협의체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의 위성정보 통합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해 위성정보 활용의 효율

리랑위성 영상자료의 공공부문 무상보급과 별도로 국내외 상용

활용지원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중장기우주

정부 협의체 운영은 현재까지 위성정보 활용협의체를 중심

보급을 추진해 2018년도 기준 330억원 이상의 직접수출효과를

개발정책에 따라 국가안보·공공수요 충족과 전 세계 대상의 영상

으로 다양한 위성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

아쉬운 점도 있었다. 먼저 연간 80% 미만으로 한반도 영상획

달성했다.

상업화를 추진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2호·3호·3A호·5호의 안정적

가 위성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막대한 수입 대체 효

득률이 부족해 위성정보를 활용하는 공공서비스 분야가 제한적

운영을 통해 표준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위성영상에

과를 유도하고 있다. 전체 27개 기관 중 총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고 민간서비스 확산도 부족했다. 범용기술 개발부족, 서비스별

대해 공공과 민간 활용에 필요한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연구와 기

2018년 10월 말 현재 아리랑위성 시리즈 영상 59,366장을 제공

특화기술의 낮은 성숙도, 첨단 위성정보 분석기술 미확보 등으로

술지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사례로는 여러 시기에

한 바 있다. 이를 해상도 1m급 해외 영상의 국내 수입·판매 가격을

현장 활용과 산업 촉진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영상판매와 단

촬영한 시계열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시지역 변화탐지 분석, 고부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6,740억원에 해당된다. 또한 단순 표준

순 가공·처리가 대부분인 공공사업 중심의 내수 시장은 부가가치

(1) 위성정보 활용기반 구축

가 정사영상 및 한반도 모자이크 영상제작, 위성영상에 포함된 도

영상 지원을 탈피해 모자이크 영상 등 협의체 수요의 맞춤형 고품

창출과 기업경쟁력 제고가 제한적이었다. 통합운영 인프라 없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 수요의 위성영상을 안정적으로 제공하

로, 건물, 자동차, 선박 등 주 관심객체 탐지 알고리즘 등이 있다.

질 부가처리영상을 원 스톱으로 공급해 공공부문 현업에서 손쉽

위성마다 개별 시스템을 구축해 다중위성 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게 위성정보를 활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협의체 사용자에 대한 수

떨어진 것도 한계로 분석됐다.

4. 영상 활용

기 위해 저궤도 고정밀 지구관측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의 운영

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했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저궤도 위성영상에 대한 국내외

(2) 위성정보 활용협의체 운영

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결과 총 178명에게 각

사용자가 확대됨에 따라 사용자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

2012년 7월 정부는 과거 정부기관에서 영상정보협의체를 대상으

종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부문의 위성정보 활용능

②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를 만족하기 위해 사용자별 맞춤형 서비스와 기술 지원이 필요하

로 수행하던 대정부 위성정보 서비스 업무를 현 과학기술정보통

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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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마트 위성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위

신속하게 촬영·제공해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성정보 활용 분야의 새로운 국가전략 필요성에 따라 수립됐다.

2018년 말 130여 개국에서 600여 건의 재난재해를 지원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위성정보 활용계

이는 연간 대략 40건에 해당한다.

획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2030년
까지의 비전·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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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1년 11월 정식회원으로 가입했
다. 2014년 10월에는 제3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7월 기획연구에 착수해 같은 해 9월 제1차 관계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기도

처 의견수렴과 12월 공청회 및 제2차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했다. 아울러 전 세계 재난재해 시 다목적실용위성 2·3·5호의 영

2019년 1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상을 제공하고 있다.

로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은 ‘스마트 위성서비스 제공

② 지구관측그룹(Group on Earth Observation, GEO)

으로 국민생활·안전과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또

GEO는 전 지구적 기후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지구관측시

한 국가위기/안전관리 분야, 국민생활 밀착분야, 미래산업 기반

스템(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GEOSS) 구

분야 등 ‘국민생활·안전에 기여하는 3대 분야 위성 서비스 고도화’

축을 목표로 2005년 정식 설립했다. 현재 100여 개국에서 참여

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위성서비스 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차터 가입 서명식(2011.7.7.)

제32차 차터 정기이사회

설정했다. 3대 추진전략으로는 스마트한 3대 분야 국가 위성서비

2015년에는 1기 GEOSS를 마무리하고 향후 10년간 활동을

스 제공, 기술혁신으로 여는 차세대 위성서비스 산업, 위성활용 인

승인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2기 GEOSS 주요 내용은 1

예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름이나 태풍 영상이 바로 천리안

리안위성 2A호는 천리안위성 1호보다 향상된 고해상도 기상탑재

프라와 협력 체계 선진화를 두었다. 추진 과제로는 스마트한 3대

기의 지구관측 공동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사용자 중심의 정보

위성 1호가 관측한 영상이다. 정지궤도관측위성은 일기예보뿐 아

체를 탑재했다. 해양 및 환경탑재체를 탑재한 천리안위성 2B호는

분야 국가 위성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정확한 국가 안전·위기관

서비스로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사회편익을 증대하는 것이다.

니라 황사, 오존, 산불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

2020년 발사할 예정이다.

리 서비스 제공, 다양한 국민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미래선도 산

한국지구관측그룹(K-GEO) 사무국은 2017년 기상청에서 과

해 기상 선진국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업 기반 서비스 추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술혁신으로 여는 차세

기정통부로 이관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K-GEO의 리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운용하는 정지궤도위성은 천리안위

대 위성서비스 산업을 위해서는 위성정보의 지능화 촉진, 위성정

멤버로 활동하며 지구관측 위성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성 1호와 후속 위성인 천리안위성 2A/2B호이다. 천리안위성은 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천리안위성 1호와 천리안위성 2A·2B호의

보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기술 선진화, 위성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

도상공 36,000㎞ 동경 128.2도의 정지궤도에 머물며 한반도 주

위성관제와 영상수신처리를 위해 지상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자

성 등을 도모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위성활용 인프라와 협력 체계

항공우주연구원은 2016년 2기 GEO 출범과 함께 시작한 Asia-

변을 비롯해 중국, 동남아시아, 호주를 아우르는 전 지구에 대한

체 개발했다. 천리안위성 1호와 천리안위성 2A·2B호를 위한 지상

선진화를 위해서는 통합된 국가 위성운영 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Oceania GEOSS 이니셔티브 사업에 공동집행이사국으로서 아시

지속적인 관측이 가능하다. 현재 임무수행중인 천리안위성 1호

시스템은 크게 대형안테나·RF 장비·MODEM/BB 장비 등 지상송

국내외 협력 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오세아니아 지역의 GEO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는 통신·해양·기상 관측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발사한 천

수신, 위성상태/명령생성·위치/자세조정·임무계획 등 위성관제,

(4) 국가위성정보 활용촉진 전담기구 지정

③ 기타 국제협력

공공원격탐사센터는 2002년 4월 17일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들

이밖에 우리나라는 한-페루, 한-아르헨티나, 한-인도 등 양자 간

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 위성정보활용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위성영상을 확보하는 국가사업을 추진 중

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설립됐다. 이를 기반으로 2007년 11월

에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영상 제공 현황 및 활용 사례
KOMPSAT-2

KOMPSAT-3

신규

아카이브

2011

15

7

2012

17

12

2013

19

13

(1) 정지궤도관측위성의 필요성

2014

30

22

(5) 국제협력

지구 자전 속도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정지궤도위성은 지상에서

2015

28

①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 ‘Space and

바라볼 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같은 원리로 매일 교신

2016

Major Disasters’)

이 가능하고, 지구상 동일 지점을 연속 관측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터내셔널 차터는 인공위성을 보유한 전 세계 17개 우주개발 기

장점을 가진 정지궤도위성은 기상·해양·환경 관측과 모니터링 또

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으로 2000년 출

는 통신위성으로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기상

범했다. 지진·태풍·폭설·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성영상을

관측위성은 2010년 발사한 천리안위성 1호이다. 우리가 TV 일기

를 활용전담기구로 지정했다. 이후 2015년 11월에 국가 위성정보

5. 정지궤도위성 지상시스템 개발

활용지원센터로 개편했다.

KOMPSAT-5

신규

아카이브

3

38

7

118

10

141

2017

49

57

2018*

31
307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 로드맵」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08년 2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소

(2) 천리안위성 1호와 천리안위성 2A·2B호를 위한 지상시스템

신규

아카이브

7

207

21

39

73

293

78

31

66

50

71

259

155

284

137

571

358

Total
462

421

929
*2018년 10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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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복사/기하보정 및 방송배포자료 생성 기능의 영상 전처리

도위성의 기상·해양·환경 탑재체 사용자기관이 보낸 임무요청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고려한 탑재체 관측 스케줄링과 위성 제어에 대한 임무계획을 수

구체적으로 천리안위성 1호 지상시스템은 지름 13m 안테나 1

행하고 이를 사용자기관에 전달한다. 실시간운영시스템은 임무

기의 지상송수신 시스템, 위성관제시스템, 기상·해양 탑재체 영상

수행 명령을 생성해 위성으로 전송하고 원격측정자료에 대한 수

전처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리안위성 2A·2B호 지상시

신·관찰·분석과 함께 위성상태를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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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지름 9m 안테나 각 1기씩의 지상송수신 시스템, 위성관제
시스템, 기상·해양·환경 탑재체 영상전처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③ 영상전처리

있다.

정지궤도위성용 영상전처리시스템은 복사·기하보전 등 전처리
수행과 방송배포 자료생성으로 나눈다. 복사보정은 원시영상의

① 지상송수신

밝기 관련 오차요인들을 제거해 정확한 반사도와 복사량으로 바

정지궤도위성용 지상송수신시스템은 위성과 지상의 송수신통신

꾸어주는 작업이다. 기하보정은 위성궤도와 자세변화에 따른 지

을 수행하기 위해 대형안테나와 RF, MODEM/BB 장비로 구성되

향오차를 지상 해안선과 별 관측 영상을 이용해 보정하고 영상의

어 있다. 위성관제를 위해 상태정보·명령자료 송수신을 한다. 그

화소별 위경도 값을 추정하는 과정이다.

리고 탑재체가 관측한 원시영상을 배포자료를 위성으로 송신해
방송에 배포한다.

복사·기하보정을 완료한 전처리 영상물은 기상분석자료, 해
양분석자료, 환경분석자료 등을 생성하는 Level2 처리시스템에
입력해 기상예보, 적조·녹조 등 해양예보, 대기예보 등의 필수자

지구관측 원시 영상

지구관측 복사 영상

② 위성관제

료로 사용한다. 또한 전처리 영상물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정지궤도위성용 위성관제시스템은 비행역학시스템(Flight

을 통한 유선배포와 위성을 통한 실시간 방송배포 형태로도 전달

Dynamics Subsystem, FDS), 임무계획시스템(Mission Planning

된다. 위성을 통한 방송배포 자료는 국제기관(CGMS)이 권고하

Subsystem, MPS), 실시간운영시스템(Real-Time Operation

는 방송배포 포맷을 따른다. 각 방송배포 채널은 영상 밴드와 해상

Subsystem, ROS)으로 구성된다. 비행역학시스템은 천리안위성

도에 따라 저해상도·고해상도·초고해상도(LRIT·HRIT·UHRIT) 서

(UHRIT)는 제한된 대역폭으로도 전송 효율이 좋은 DVB-S2 표준

관측 종료 후 사용자에게 15분 이내 배포, 천리안위성 2A호는 3분

의 궤도와 자세 제어를 주로 담당한다. 임무계획시스템은 정지궤

비스로 나눈다. 천리안위성 2호에 추가하는 초고해상도 서비스

을 적용해 대용량 자료를 빠르게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전달할 예

이내 배포 완료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1호 해양탑재체의 지구관측 복사보정 전(왼쪽)과 후(오른쪽) 영상(2010.9.24.)

정이다.
Level2 처리시스템에 필수적인 천리안위성용 복사·기하보정
아리랑위성 관제실

③ 정지궤도위성 지상시스템 국산화 개발

시스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해 탑재체의 주 처리기관들

국내 소프트웨어와 장비개발 업체를 선발해 국산화를 추진했

이 설치·사용하고 있다.

다. 천리안위성 1호 지상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업체는 ㈜SatrecI,
㈜솔탑이다. 천리안위성 2A호 지상송수신시스템 개발에는 ㈜

(3) 사업 성과

KTSAT, 천리안위성2호 관제/전처리소프트웨어 개발에는 ㈜

① 정지궤도위성 관제시스템의 자동 운영 기능

SatrecI, ㈜지솔루션이 참여했다.

천리안위성 1호와 천리안위성 2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요 관제
시스템인 임무계획, 비행역학시스템의 수동·자동의 선택적 운영

(4) 향후 계획

여부이다. 사전 설정한 업무와 시점에 따라 자동작업 자동운영이

천리안위성 2A호의 기상산출물 52종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가능하다. 이러한 자동운영 기능은 운영자의 반복수행 작업을 최

해나갈 예정이며, 천리안위성 2B호 지상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발

소화하며 주말과 휴일에도 일정한 수준의 운영품질을 담보할 수

사 후 초기운영을 대비할 계획이다.

있다.

② 정지궤도위성 전처리시스템의 실시간 처리 기능
천리안위성 2A호 기상영상 자료크기는 천리안위성 1호보다 4배
이상 크며, 관측횟수도 6배 이상 증가했다. 천리안위성 2A호 지상
시스템은 이러한 고해상도 대용량 영상물을 천리안위성 1호보다
5배 속도로 처리해 빠른 기상예보가 가능하다. 천리안위성 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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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입시키지 못했다.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 때는 비행 중 1

1. R&D 현황

단 연소구간에서의 발사체 폭발로 또 다시 실패를 겪었다. 1~2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독자적

발사 실패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한 다음 2013년 1월 30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개발 임무를 수행하

일 오후 4시에 마지막 3차 발사를 수행했다. 나로호는 정상적인

고 있다. 이는 우리의 우주기술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림

이륙 후 설계된 궤적과 시퀀스를 따라 비행해 215.0초에 페어링

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우주공간

을 분리했다. 이어서 231.3초에 단 분리, 395.0초에 예정 고도인

영역을 확보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303㎞에서 킥모터 점화와 60초간 연소 후 종료, 그리고 마지막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0년대 후반 ‘고공탐사로켓 기본
기술 연구’ 등 기술 분석을 통해 로켓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

로 540.0초에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개발 사업이 마침내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다. 이후 1993년 1단형 고체추진 과학로켓(KSR-I) 개발을 완료해

2010년에는 나로호 개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1.5톤급 저

같은 해 6월 4일과 9월 1일 발사시험을 수행했다. 이어서 2단형

궤도 실용위성 발사체 개발을 위한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에 착

고체추진 과학로켓인 중형과학로켓(KSR-II)을 개발해 1997년 7

수했다. 나로호가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반

월 9일과 1998년 6월 11일에 발사시험을 진행했다. 또한 국내 최

면, 한국형발사체는 국내 주도로 제작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초의 액체추진 과학로켓(KSR-III)을 개발해 2002년 11월 28일 발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1단계에서

사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는 목표인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과 7톤 액체엔진 연소시험에

이러한 일련의 과학로켓 개발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성공해 국내 액체추진기관 개발의 필수 시설인 추진기관 시험설

발사체 설계 및 제작능력을 확보했다. 또한 발사체 지상시설을 구

비 10종 구축과 액체엔진 자력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2단계 목

축하고 로켓 분야 전문인력 육성과 산·학·연 협동 연구 체제를 구

표는 75톤급 액체엔진 1기를 활용한 시험발사체 발사로, 2018년

축하는 등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

11월 28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목표시간인 140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는 1단 액체엔진과 2단 고체

초를 넘어 151초간 엔진이 연소하면서 최대고도 209㎞, 지상거

엔진(킥모터)으로 구성된 2단형 발사체이다. 1단은 전방 동체부, 1

리 429㎞ 지점의 공해상에 낙하해 목표를 달성했다. 마지막 3단

단 탑재체부, 산화제 탱크부, 엔진을 포함한 연료탱크부, 공력핀을

계 사업 목표는 75톤급 엔진 클러스터링 기술개발 및 한국형발사

포함한 후방 동체부 등 5개 부분, 상단은 2단 탑재체부, 킥모터부,

체 발사이다. 현재 이를 위한 단별 체계모델 조립 및 시험 등을 수

페이로드 페어링, 탑재 어댑터, 위성 등 5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행 중에 있다. 한국형발사체 성능을 검증하는 최종 비행시험은 2

나로호는 20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09년 8월 25일에 1

회 예정되어 있으며, 2021년 2월과 10월에 비행시험을 실시할 계

차 발사했지만, 페이로드 페어링의 분리 실패로 위성을 목표궤도

획이다.

구분

KSR-I

KSR-II

KSR-III

나로호

한국형발사체(누리호)

목적

1단형 무유도 과학 관측
로켓 국산화 개발 및
한반도 오존층 탐사

초기자세제어 기능을
갖춘 2단형 고체추진
과학관측 로켓의
국산화 개발

액체추진로켓 독자 개발
및 소형위성 발사체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100㎏급 인공위성을 지
구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 개발 및
독자개발을 위한 기술과
경험 확보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600～800㎞)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
개발 및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

개발기간

1990.7 ～ 1993.10

1993.11 ～ 1998.6

1997.12 ～ 2003.2

2002.8 ～ 2013.7

2010.3 ～ 2022.3

개발비(억 원)

28.5

52

780

5,025

19,572

1호기

1993.6.4

1997.7.9

2009.8.25

2021.2

2호기

1993.9.1

1998.6.11

2010.6.10

2021.10

발
사
일

3호기

· 1단형 고체추진
과학로켓

특징

2002.11.28

2013.1.30
· 2단형 고체추진
과학로켓
· 비행 중 2단 분리 성공

· 국내 최초의 액체추진
로켓 독자개발 성공
· 나로호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

· 국내 최초의
위성발사체 개발
· 한·러 공동개발
· 러시아 기술협력을
통한 체계기술 확보

· 국내 최초의 실용위성급
위성발사체 개발
· 국내 독자개발
· 75톤급 액체엔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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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업무도 수행했다.

종 성능특성을 측정했다. 무유도 시스템인 과학로켓 1호는 낙하분

각 서브시스템의 종합과 조정을 진행했다. 공력설계 분야에서는

추진기관 분야에서는 시스템에서 필요한 추진기관의 성능을

산 지역을 넓게 설정했고, 로켓 자체의 성능시험에 중점을 두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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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로켓 외형설계에 있어 이론적으로 공력해석을 완료했다. 이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내탄도 설계와 노즐유동해석, 열해석 등의 성

해 탑재부에 성능 조정용 추가하중(Dummy Weight)을 실었다.

① 사업 배경

후 최종 공력자료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두 차례 축소 로켓 모

과를 얻었다.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추진기관 연소시험을 수차

측정된 각종 자료는 원격 송·수신 장비에 의해 수신되어 지상에서

KSR-I은 총 길이 6.7m, 직경 0.42m, 중량은 1.3톤으로 구성된 1단

델에 대한 풍동시험을 진행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풍동시설을 이

에 걸쳐 진행했다.

추적한 레이더 자료, EOTS 자료, 고속카메라자료 등과 함께 로켓

형 무유도 로켓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

용할 수 없어 일본우주과학연구소(ISAS)에서 시행했다. 또한 로

탑재 분야에서는 과학탑재 센서를 비롯한 각종 센서데이터

에 대한 성능분석 작업에 활용됐다. 과학로켓 1호 비행을 통해 확

동 연구체계 아래 개발을 추진했다.

켓의 고속 비행에 대비한 공력가열시험 등을 통해 단열재 선정에

처리부와 이들 센서데이터를 지상으로 송신하기 위한 원격측정

보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학로켓의 성능예측을 보완해 1993년

관한 업무를 추진했다.

시스템 설계와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탑재시스템은 진동, 충격 등

9월 1일 10시 34분 ‘과학로켓 2호’를 동일한 발사장에서 발사했

개발목표는 150㎏의 탑재물을 싣고 고도 35~75㎞ 대기층을
탐사할 수 있는 고체 무유도 과학 관측로켓을 개발해 한반도 상공

비행성능 분야에서는 로켓의 기본적인 비행궤도 특성, 즉 탑

일련의 지상환경시험을 거쳐 과학로켓에 탑재됐다. 로켓 탑재부

다. 과학로켓 2호는 고도 49㎞, 낙하거리 101㎞를 비행했고, 오존

의 오존층을 관측하는 것이다. KSR-I 연구개발은 1990년 7월부터

재 중량, 비행각도 등에 따른 비행궤도 해석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에 위치한 오존측정기는 광학적 방법을 이용해 로켓 상승비행 중

측정 및 로켓 성능 측정 작업을 진행했다.

1993년 10월까지 총 3년 3개월에 걸쳐 진행했으며, 총 28억5천

이때 로켓의 각종 분산요인, 즉 바람영향, 추력오차, 공기저항 오

3개의 자외선 센서를 이용해 오존을 측정했다. 이때 1개의 가시광

만원을 투입했다. 과학로켓 1호 및 2호 개발과 시험발사 성공으로

차 등의 분석에 의해 낙하지점의 안전구역을 설정했다. 또한 바람

선 기준채널과 태양센서를 이용해 로켓의 1축 자세각을 측정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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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형 과학로켓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영향에 의한 궤도변화 특성을 분석해 발사 순간의 바람에 대해 발

정을 실시했다.

① 사업 배경

다음 단계 로켓 개발로 이어졌다.

사각을 보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구조 분야에서는 구조체 설계·해석, 시험제작 개발연구를 통

KSR-II는 1단 3.6m, 2단 7.5m 등 총길이 11.1m에 직경 0.42m, 발

③ 사업 성과

사 시 2.1톤의 무게로 이루어졌다. KSR-II 개발사업의 목표는 초기

② 사업 내용

해 각 로켓의 무게와 평형해석, 전체조립체 하중해석, 부분 조립체

1단형 과학로켓(KSR-I) 1호는 1993년 6월 4일 오전 9시 58분에

자세제어 기능을 갖춘 2단형 고체추진 과학관측로켓의 국산화였

KSR-I 개발을 위해 세부연구 분야를 시스템 종합, 비행성능, 공력

하중 및 응력 해석 등의 결과를 얻었다. 또한 각 해석결과를 토대

서해안 시험장에서 자체 개발·제작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했다.

다. KSR-I과 비교했을 때 추가된 부분은 1/2단 분리, 노즈페어링

설계, 구조, 추진 및 탑재 분야로 나누었다. 이후 이를 전체적으로

로 단품과 조립체의 상세도면을 제작하고 조립공정도를 완성했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과학로켓으로 기록된 과학로켓 1호는 최고

시스템 개발, 카나드 핀을 이용한 초기자세제어 시스템, 관성항법

통합하는 일련의 시스템 작업을 거쳐 로켓 개발을 완료해 2회 시

다. 이후 완성된 도면에 따라 과학로켓 1·2호기의 시제품을 제작

고도 39㎞, 낙하거리 77㎞를 비행하면서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

장치 운용 등이 있다.

험발사에 성공했다. 시스템 종합 분야에서는 탑재부 개발, 비행성

해 부분조립체 구조시험을 진행했다. 이밖에 발사용 로켓 조립관

측정과 가속도, 응력, 온도, 추진기관 내부압력 등 로켓 자체의 각

과학로켓(KSR-I) 1호기 발사(1993.6.4.)

과학로켓(KSR-I) 2호기 발사(1993.9.1)

과학로켓(KSR-II) 1호기 발사(1997.7.9.)

KSR-II 개발도 KSR-I처럼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로 추진됐

과학로켓(KSR-II) 2호기 발사(1998.6.11)

Chapter 4. 발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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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하늘을 품다, 우주를 잇다

다. 개발 기간은 1993년 1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총 4년 8개월

③ 사업 성과

자세 측정 및 제어 시스템, 관성항법 유도제어 시스템, 수직 발사

필터 설계, 선형운동 모델링에 의한 안정성여유 분석, 6자유도 시

이 소요됐으며, 총 연구개발비 52억원을 투입했다.

2단형 과학로켓(KSR-II)의 1차 비행시험은 1997년 7월 9일에 진

대 및 발사 기술, 대형 탱크 제작 기술 등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를

뮬레이션에 의한 자세제어기 성능 분석, 비행 후 자세제어기 성능

행했다. 이때 1/2단 분리, 2단 점화, S-19 조종날개(카나드핀)의 디

수행했다.

분석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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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내용

커플 등은 정상 작동했다. 하지만 20.85초경에 탑재부 주전원 이

국내 최초로 액체추진 로켓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기

비행항법을 판단하고 정확한 궤도 비행을 위한 명령을 생성

공력설계 분야에서는 풍동시험과 이론적인 공력분석을 통해 외

상으로 원격측정과 레이더 추적에 실패했다. 비록 통신 두절로 데

술 지원을 받지 못해 심각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다. 하지

하는 관성항법장치는 개발 초기에 국산화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형설계와 공력계수를 결정했다. 특히 본 로켓에는 초기자세제어

이터를 취득하지 못했지만 착륙 예정지역에서 도착예정 시간에

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했다. 2002

장치 중 하나였다. 초기에는 외국산 도입을 추진했으나 상대국의

용, 즉 1단 연소 종료 직후의 자세각을 특정 각도로 유지시키는 기

로켓이 입수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비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

년 8월 29일 비행 모델(Flight Model, FM)의 단인증시험을 성공

수출허가가 나지 않아 국산화가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

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카나드 핀을 도입했다. 그 결과 카나드

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완작업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액체추진기관의 실질적인 독자 기술을 확

우주연구원은 유사 관성항법장치 제작 경험이 있는 업체와 함께

구동각 변위에 따른 흐름 변화로 달라지는 공력특성을 전체 3세

을 거쳐 1997년 10월 2차 시험발사를 추진했으나 기상조건 등으

보했다. 이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해 2002년 11월 28일 오후 2

개발을 추진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한 관성항법장치와 유도제

트의 핀을 사용해 정확히 분석했다. 또한 과학 및 전자탑재부에 대

로 연기했다. 2차 시험발사는 1998년 6월 11일에 서해안 시험장

시 52분에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비행시험 결과분석을 통해 성능

어시스템 등의 종합 연계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 모사시험

한 공력가열 분석과 시험 결과를 고려한 설계를 진행했다.

에서 진행했다. 발사 후 186.2초에 최고고도 137.21㎞에 도달했

및 비행이벤트가 예측결과와 일치하는 등 발사체와 관련된 설계·

(Hardware-In-the-Loop Simulation, HILS)을 진행해 모든 정보

비행성능분석 분야에서는 최종질량 및 관성모멘트 계수, 추

으며, 365.4초 만에 비행거리 123.9㎞에 도달했다. 최고속도는

제작·발사 및 분석 등의 핵심 기술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

처리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KSR-III 관성

력 데이터, 공력 데이터 및 이벤트 등을 고려해 비행성능을 분석

1542.6㎧였으며 비행시간은 364초를 기록했다. 이로써 15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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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법장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은 향후 발사체 개발에 적

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서 개발한 6자유도 프로

과학탑재물을 싣고 고도 150㎞ 한반도 상공의 이온층 환경과 오

체추진 과학로켓(KSR-III) 개발 사업비는 총 780억 원이다.

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램 등을 이용해 로켓 비행과 관련한 궤도해석, 분산분석에 관

존층 분포 등 대기층을 탐사하는 과학관측 로켓의 국산화 개발을

한 연구를 수행하고 각종 이벤트에 대한 분석과 설정작업도 병행

완수했다.

추진기관시스템 분야는 우주발사체용 추진기관을 개발하기

② 사업 내용

위해 액체산소와 등유를 추진제로 사용하는 가압식 엔진을 개발

KSR-II 개발을 통해 구동장치, 제어장치, 유도알고리즘, 관성

외형설계 및 공력분석 분야에서는 KSR-III의 공력 열전달을 해석

했다. 추진기관 개발의 주요 목표는 개발과정의 건전성, 개발경비

기체구조 분야에서는 부품과 조립체의 상세설계 및 제작업무

항법장치 설계 및 운용 등의 우주발사체 필수기술을 확보했다. 전

해 로켓 내부와 외부의 온도변화를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로켓

의 최소화, 국내 활용가능 기술의 극대화였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

등을 진행했다. 또한 주요 설계 분야인 노즈페어링 시스템과 단분

자탑재시스템의 핵심부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독자기술로 설계·

탑재물을 보호할 수 있는 단열체계를 설계 제작했다. 그 결과 발사

인 액체산소-탄화수소계 추진제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선정해 개

리 시스템은 상세설계 과정을 거쳐 성능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많

제작해 국내 과학로켓 탑재 기술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 또한 국내

시험에서 공력가열 측정을 통해 개발단계에서 계산한 공력가열

발엔진의 건전성을 추구했다. 또한 국내 추진기관 개발기술의 수

은 환경시험과 신뢰성 시험을 거쳐 성능 안정성을 확보했다. 기체

기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국내 산업의 기술력 확보에 중추적인

계산의 유효성이 확인되어 단열 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알

준을 고려해 고성능 사이클 엔진 대신 비활성 고압가스를 이용해

조립과 기체의 발사대 장착을 조립·장착 절차서에 따라 확인하고

역할을 했다. 해외업체로부터 수입이 불가한 부분품들을 국내 업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노즈 페어링(nose fairing)의 안전한 분리와

추진제를 공급하는 가압식 엔진을 개발 대상으로 채택했다.

타 분야와의 연계시험을 추진했다.

체가 대체 개발토록 지도하는 등 관련 기술의 해외 의존도 탈피에

분리 후 로켓의 공력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로 형

KSR-III 발사체에 장착할 액체추진 로켓엔진 개발을 위해

유도제어시스템 분야에서는 로켓자세제어 시스템의 안티-윈

도 노력을 기울였다. 단분리·페어링 장치 및 원격 송·수신을 위한

상에 대한 유동해석을 추가 실시해 페어링을 분리하면 항력이 증

EM(Engineering Model) 9기와 PM(Powerplant Model) 5기 그

드업(Anti-Windup) 제어기 설계, 6자 유도 시뮬레이션 및 디지털

전자탑재부를 개발하고, 로켓 개발 및 전체시스템 설계, 운용, 성

가하며 정안정 여유가 더 커짐을 확인했다. 외형설계를 확인하기

리고 FM 8기의 완성품 엔진을 설계·제작해 총 32기의 조합체 엔

오토파일럿(autopilot)의 설계 등을 통해 유도제어기를 설계했다.

능·공력해석 등의 설계 기술과 전반적인 로켓발사 운용 기술을 확

위한 풍동시험은 타 기관의 삼중음속풍동을 이용해 아음속에서

진을 구성했다. 엔진의 성능검증은 축소형모델을 활용해 분사기

또한 유도제어 시스템 구성요소인 관성항법장치의 소프트웨어와

보했다. 특히 단분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스템 레벨 및 서브시스

초음속까지의 고속 비행영역을 시험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

검증, 정상상태 연소성능 검증, 연소불안정성 검증시험을 실시했

하드웨어 특성분석, 공압 구동장치의 연계시험, 성능시험 및 비행

템 레벨의 기술들은 다음 단계인 KSR-III 과학로켓 연구개발에 직

구원 내의 중형아음속풍동을 이용해 저속 비행영역을 시험했다.

다. 이후 실물형 엔진을 이용해 연소성능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

시험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하드웨어를 이용한 실시간 모의시

접적으로 활용됐다.

KSR-III 개발기간 중 총 7회 고속 및 저속 풍동시험을 실시해 공력

한 결과 최대 난제였던 연소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2002년 5

특성 자료를 획득했으며 실제비행모델(FM 형상)에 대한 시험도

월 14일에 목표시간인 60초 연소시험에 성공했다. 또한 엔진 김

실시했다.

발(gimbal) 시험을 포함한 총 9회의 연소시험을 추진기관 시스

했다.

험도 수행했다.
추진기관 분야에서는 KSR-I 개발 당시와 마찬가지로 고체추

(3) 액체추진 과학로켓(Korea Sounding Rocket-III, KSR-III)

진기관인 1단과 2단의 내탄도 성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시스템 요

① 사업 배경

로켓의 비행분석은 크게 궤적과 관련한 병진운동과 자세와

템 종합성능시험과 연계해 6월 27일까지 완료했다. 8월 29일에

구조건에 맞도록 개발했다. 이후 설계된 추진기관의 성능을 확인

KSR-III는 총길이 14m, 직경 1m, 총중량 6톤에 연료로는 케로신

관련한 회전운동으로 나뉜다. 병진운동은 기준좌표계에 대한 로

는 KSR-III 비행체에 장착한 비행용 엔진(FM)에 대해 지상검증

하기 위해 수차례의 연소시험을 진행했다.

(Kerosene), 산화제로는 액체산소(LOX)로 구성한 국내 최초 액체

켓 무게중심의 가속도, 속도, 위치 변수로 표현된다. 이 운동을 분

최종시험인 단인증시험을 53초간 진행했다. 시험에 투입한 실물

전자탑재시스템에서 설계·제작한 모든 탑재체는 복합적인

추진 과학관측 로켓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우주개발중장기

석하기 위해 6자유도 운동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또

형 엔진은 총 연소누적시간 855.9초에 총 54회의 시험을 수행했

환경과 열적 시험을 거쳐 안정성을 확인한 후 비행시험에 사용했

기본계획」에 따른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 중간단계로 추력 13톤급

한 임무설계에 관련한 비행 성능 및 환경 분석, 자세 프로그램 및

다. 이중 개발단계의 최대 난제였던 연소불안정 문제로 비상 정

다. 과학탑재부에 탑재되는 오존 및 이온층 과학관측용 측정기들

액체추진기관의 개발과 소형위성발사체 핵심기술을 습득·연구하

궤적 설계, 낙하점 결정 및 분산반경 분석, 발사 당일의 바람 변화

지한 시험 회수는 17회에 달했다. 연소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과

역시 일련의 환경시험을 거쳐 탑재했다.

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주발사체의 액체

에 따른 발사각 보정, 비행 후 성능을 분석했다.

정에서 밝혀진 설계상의 각종 문제점들은 부분적인 설계수정으

KSR-II 발사용 발사대는 KSR-I 때 사용했던 발사대를 개조해
사용했다. 또한 비행 전 작업의 제어, 통제 및 모니터링을 위한 발
사통제시스템을 개발해 각 시험 발사에 활용하기도 했다.

추진기관 개발을 처음으로 추진했다.

회전운동은 기준좌표계에 대한 로켓 무게중심에 위치한 기체

로 개선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한 엔진은 2002년 11월

KSR-III 개발을 위해 발사체 임무설계기술, 액체추진기관 기

축의 자세각가속도, 각속도 및 자세로 표현된다. 이를 위해 비행

28일 성공적인 비행을 완수함으로써 개발 착수 5년 만에 결실을

술, AKM(Apogee Kick Motor), 탑재부 및 단분리 시스템, 탑재부

안정성에 관련된 공력 정안정성 분석, 자세제어기 구조 및 이득/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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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발사체

구조체와 각종 탱크, 배관 밸브 등의 기체구조 시스템은 추진

행한다. 이러한 전자탑재시스템의 컴포넌트들은 KSR-I과 KSR-

지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공간을 제공했다. 또한 조립성 점검

의 비행과정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 관성항법장치 국산화, 엔진

제의 고압, 극저온, 경량화 요구 등의 특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

II 개발 당시에는 도입품을 사용했다. KSR-III도 개발 초기에 도입

과 발사 이전에 로켓시스템의 기능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제작

노즐을 이용해 비행방향을 제어하는 추력벡터제어시스템 개발,

기 때문에 제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국내 개발경

을 추진했지만 관성항법장치의 경우처럼 모두 상대국의 수출허

해 성공적인 발사시험을 지원했다.

추력기를 사용해 발사체 자세를 제어하는 추력기 자세제어 시스

험이 부족한 티타니움 고압탱크, 대형 액체산소 탱크, 대형 복합재

가가 나지 않아 국산화를 추진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KSR-I, KSR-

KSR-III 과학로켓 발사시험을 위한 발사장 설치는 2002년 6

템 개발, 연료탱크, 산화제탱크 등의 대형탱크 경량화 구조 기술

가압탱크, 극저온용 밸브 및 정압기 등은 많은 시행착오와 확인 시

II에 사용한 장치보다 성능과 용량이 향상된 제품으로 국산화에

월에 시작해 10월 초순에 완료했다. 또한 지상장비 운용요원들의

개발, 탑재전자장치의 국산화 개발, 추진공급계 및 지상지원 설비

험 끝에 완성할 수 있었다. 구조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성

성공했고 비행시험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다. 또한 KSR-III에는 비

운용숙달을 위해 약 한 달간 운용시험을 거치는 등 철저하게 준비

에 대한 기반 기술 확보, 액체로켓 발사 운용 기술 확보 등이 있다.

시험용 부분조립체 시제품을 제작해 주요 부분조립체의 지상시

상 시 비행을 종단시킴으로써 비정상 낙하에 의한 피해를 최소

했다. 발사장에서의 기체조립과 예비시험을 위한 안전한 작업공

KSR-III는 과학로켓이지만 인공위성 발사체에 채용되는 핵

험을 실시했다. 특히 KSR-III 내압 용기인 각종 탱크류, 산화제탱

화시키는 비행종단장치를 개발해 첫 적용했다. 이를 위해 비행

간을 제공해 국내 최초의 액체추진 과학로켓 발사시험 성공에 일

심기술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로켓은 무유도

크, 연료탱크, 가압탱크, 고압탱크, 볼밸브 구동용 탱크에 대한 반

시 순간낙하점과 자세정보 등을 표시해 안전 판단을 가능케 하는

조했다.

방식이며 유도를 채용할 경우에도 간단한 장치를 사용한 최소한

복 압력시험, 노즈페어링부 및 단분리부의 반복분리 기능시험을

RSDS(Range Safety Display System), 비행명령 송수신 장치, 비

진행했다. 또한 탑재대의 진동시험, 고압탱크 진동시험, 분리부 충

행종단용 파이로 밸브 시스템 등을 개발했다. 전자탑재시스템은

③ 사업 성과

성보다는 우주발사체개발의 전 단계라는 성격이 강했다. 때문에

격 측정, 엔진지지부 진동시험, 발사대와 기체의 결합 분석 및 발

발사시험에서 전 비행구간에 걸쳐 취득된 데이터를 지상으로 전

KSR-III는 시스템설계, 서브시스템별 상세설계·시제품제작·기능

인공위성발사체 핵심기술들의 시험대라는 개념으로 개발이 진

사대 진동시험, 전기체 모달시험, 기체 정렬시험을 수행했다. 이

송하고 실시간으로 비행궤적을 추적함으로써 성능을 입증했다.

시험·비행모델 제작 및 환경시험, 시스템 총조립, 시스템 종합시

행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연구개발을 통해 액체산소(산화

KSR-III에서 수행한 과학실험의 목적은 로켓의 고도성능에 따

험, 단인증시험, 비행시험의 과정을 거쳐 개발을 완료했다. 개발

제)·케로신(연료) 액체추진기관, 관성항법장치, 추력벡터제어 시

라 고공대기층의 물리화학적 환경을 탐사하는 것이다. 이때 과학

초기부터 전반에 걸친 국산화를 계획한 것은 아니었으나 외국으

스템, 추력기 자세제어 시스템, 복합재탱크 등의 경량화 구조 기

KSR-III 1단은 액체추진제를 사용하고 탑재부는 고체추진제

탑재부의 임무는 고공대기층의 환경측정, 즉 구성성분과 온도의

로부터 수출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자연스럽게 모든 서브시스

술 개발, 탑재전자장치를 국산화 개발했다. 또한 추진공급계 및

를 사용하도록 설계했다.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는 1단은 추력벡터

고도변화 측정,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로켓 자세를 측정하는 것이

템을 국산화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노력뿐 아

지상지원 설비에 대한 기반 기술과 액체로켓 발사 운용 기술 등

제어 방식 중 주엔진의 노즐을 움직여 로켓의 피치와 요축에 대한

다. 이에 따라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 상태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기

니라 참여 업체들의 목표의식과 도전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

위성발사체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확보했다. 이러한 모든

자세를 제어하는 김발식 추력벡터제어 방법을 사용했다. 김발식

위해 오존측정기를 KRS-III 특성에 맞게 수정해 탑재했다.

과였다.

성과는 효율적인 산·학·연 협력체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발사

시험을 바탕으로 비행시험용 기체구조 부분조립체를 개발해 조
립시험을 실시했으며 비행시험을 완료했다.

의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KSR-III는 과학로켓으로의 기능적 특

추력벡터제어는 과학로켓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우주발사체에

각 탑재체는 확정된 로켓시스템 연계설계 내용에 근거해 비

KSR-III는 당초 2002년 11월 27일에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기

체 관련 기술로 축적됐다. KSR-III 개발을 통해 확보한 위성발사체

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정확한 비행자세제어 방식이다. 또

행용 모델을 제작하고 자체기능시험과 비행 전 보정(calibration)

상악화로 다음 날인 11월 28일 오후 2시 52분에 발사했다. 82.6도

기반기술은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

한 롤축에 대한 자세제어 시스템으로 냉가스 추진시스템을 별도

작업을 수행했다. 또한 진동시험, 열주기시험, 전자파시험 등 탑재

의 경사각으로 발사된 KSR-III는 이륙 후 10초부터 자세변화를 위

됐다.

로 구성했다.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탑재부는 3축 자세제어를

부 서브시스템의 지상환경시험과 텔레메트리 및 발사통제장치와

한 킥턴비행을 거쳐 53초에 연소종료, 125초에 42.7㎞ 최고점 도

위해 질소가스를 냉가스 추진제로 사용하는 냉가스 추진시스템

의 연계시험 등의 성능시험을 진행했다. 우주환경에 노출된 탑재

달, 231초에 79.5㎞ 떨어진 해역에 낙하했다. 최고속도는 899㎧,

을 적용하고 궤도 안정성을 위해 스핀 안정화 방식을 채택했다. 냉

체들은 정상적으로 동작해 추후 인공위성이나 과학로켓에 탑재

비행시간은 231초를 기록했다.

가스 추력기 시스템은 단일추진제 추력기 시스템에 비해 비추력

하는 과학탑재체로서 충분히 검증됐다.

은 낮지만 시스템 구성의 단순성으로 제작과 안정성, 비용 면에서

KSR-III 발사통제시스템(Fire Control System)은 발사 직전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1단 롤 자세제어 및 탑재부 자세제

까지 로켓 내부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발사 성공여부를 실시

어, 스핀을 위한 추진시스템으로 채택했다. 비행시험 결과 가벼운

간 기록·분석하며, 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로켓 내부 서브시스

중량을 유지하면서도 엔진 바로 옆의 극심한 진동환경에서 김발

템의 전원인가와 제어를 목적으로 개발했다. 로켓의 전 비행 과정

구동장치와 추력기 등의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

을 총괄 통제하는 FCS는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빠른

인했다.

전송속도를 보장하는 고성능 통신매체와 통신방식을 갖추도록

전자탑재시스템은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원

했다. 특히 KSR-III의 발사 전 점검, 발사준비, 카운트다운 및 로켓

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는 지상전원 및 탑재배터리로부터

발사시점까지의 모든 발사 진행과정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토

입력된 전원을 각 서브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전원으로 변환해 공

록 했다. 아울러 발사 조건을 충족했을 때 MCC(Mission Control

급한다. 원격측정장치(Telemetry System)는 온도·응력·압력·진

Center)로 발사가능 신호를 전달해 로켓을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

동·가속도 등 각종 센서로부터 취득하는 과학 관측, 기체 상태, 비

도록 했다.

행성능 등 각종 데이터를 취합해 적절한 포맷으로 지상에 전송한

발사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개발했다.

다. 마지막으로 비행종단시스템(Flight Termination System)은

조립 타워는 발사체를 부분체(Sub-section) 별로 패드 상부 구조

로켓 비행궤도를 정확히 추적해 실시간으로 표시하기 위한 레이

물에서 수직 조립해 발사대 붐 구조물에 장착했다. 이어 경사발사

더용 Transponder와 비상 시 로켓 비행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수

를 수행하는 일련의 발사시험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발사장 현

관련 성과로는 추력 13톤급 액체추진기관 독자개발, 발사체

과학로켓(KSR-III) 발사(2002.11.28.)

166

PART 2. 하늘을 품다, 우주를 잇다

3. 위성발사체 개발

제협력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여정이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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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 분야의 국제협력이 성사된 것은 지금까지도 손꼽을 정도

(1) 소형위성발사체 나로호

로 드물다. 발사체 분야 기술협력은 그만큼 제약 요건이 많기 때

(Korea Space Launch Vehicle-I, KSLV-I)

문이다.

① 사업배경

미국은 2001년 10월 나로호 개발에 거부 의사를 밝혀 기술협

KSR-III 개발로 확보한 액체추진기관 기술로 과연 나로호 개발이

력을 이루지 못했다. 일본도 발사체 기술의 국제협력에 대해 미국

가능하겠는가 하는 논의가 KSR-III 개발 과정부터 시작됐다. 이에

과 비슷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중국은 발사체 기술을 철저

따라 2001년에 국내 기반기술과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

히 군사적 차원에서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기술협력 가능성

단해 효과적인 발사체 개발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

이 없었다. 아리안 발사체 개발을 주도한 프랑스는 기술협의와 자

했다. 터보펌프 엔진을 채용한 국제협력 개발 ‘기본안’과 KSR-III

문 등에 관심을 표했지만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다. 프랑스 우주개

엔진 개량을 통한 국내 개발 ‘예비안’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터

발 기구인 CNES와의 기술협력은 발사장 운용부분을 제외한 관련

보펌프 엔진을 채용한 국제협력 개발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기술 협력이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인도는 정지궤도위성 발사체

기본안은 선진기술을 도입해 개발기간이 짧고 발사 성공 확

상단 극저온엔진 관련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경험이 있지

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적·정치적 요인으로 국

만, 기술협력은 물론 전문가 초청도 허가가 나지 않아 제대로 진행

제협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내 주도로 개발하는 예

되지 않았다.

비안도 함께 검토했다. ‘우리의 위성을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 땅

이처럼 발사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국가들과의 접촉 또는 협

에서 발사한다’는 예비안의 기본 취지는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

력 가능성 분석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부정적이었다.

획」에 가장 부합했다. 기본안은 2단형 발사체로 나로호와 거의 동

러시아는 특히 추진기관(엔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일한 구성이다. 예비안의 경우 3단형 발사체로 1단에는 4개의 엔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협력 대상으로 손색없는 후보였다. 보

진을 장착하고 3단은 기본안과 마찬가지로 킥모터를 적용했다.

유하고 있는 다양한 개발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국제협력에 대한

나로호 개발사업 초기는 물론 러시아와 국제협력 협상을 진행하

적극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공동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

는 기간에도 예비안은 예비설계 검토 회의(PDR)까지 이뤄질 정

다. 국제협력을 통한 발사체 개발이라는 기본안을 추진하기로 최

도로 강력한 대안이었다. 국제협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즉각 독자

종 결정함에 따라 2002년부터 러시아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4년 10월 26일 마침내 한러 우주발사체 공동개발 계약

나로호(KSLV-I) 개발은 국산 위성발사체 개발의 첫 단계로 100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러시아와 공동개발을 위한 국

2003년 7월 러시아 정부가 행정 명령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을 정식 체결했다. 발사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은 한국우주발사

㎏급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나로

시스템(Korea Space Launch System, KSLS) 개발이라는 명칭으

호는 1단에 액체엔진, 상단에 고체 킥모터를 구성하는 2단형 발

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나로호와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 및 관련

사체로 1단은 러시아가, 상단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러시아는 발사임무의 성공

제를 포함한 총중량은 최대 140톤으로 길이 33m, 직경 3m, 1단

을 위해 KSLS 개발의 전체적인 기술적 책임을 져야 했고, 한국과

추력 170톤급, 위성궤도는 300×1,500㎞ 타원궤도를 목표로 설

협력해 개발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이를 위해 러

계했다. 1단에 액체추진제 엔진 1기를 사용하며, 연료는 케로신

시아는 모든 부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전체 개발과정을 관찰

(Kerosene), 산화제는 액체산소(LOX), 추진제는 터보펌프로 연

감독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또 나로호 발사는 2회 발사를 기

소기에 공급키로 했다. 2단은 고체추진제(Hydroxyl Terminated

본으로 하며 2회 중 1회라도 발사가 실패할 경우 세 번째 발사를

Poly Butadiene, HTPB) 킥모터로 구성했다.

한-러 우주발사체시스템 공동개발 계약 조인식(2004.10.26)

국내 기술로 개발한 나로호 상단

과 발사체체계 업체인 흐루니체프 간 공식협력을 승인했다.

② 사업 내용

무상으로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사임무 성공의 정의는
‘위성을 목표하는 궤도에 설계된 속도와 각도로 아무런 결함 없이

· 시스템 설계 및 종합

투입하는 것’이었다.

발사체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공학

KSLS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과학로켓사업에서 축적한 기술

기법이 사용된다. 여기에는 중량 관리, 형상설계 관리, 인터페이

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러시아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스 관리, 신뢰성·안전·품질 관리 등이 해당된다. 나로호 1단은 러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동개발 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9

시아가 개발하고 상단은 한국이 개발하므로 양측은 자체적인 내

회의 계약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각자 주어진 임무와 책임

부절차에 따라 설계를 수행했다. 하지만 일부 분야는 한국과 러시

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지만 주된 임무는 변하지 않았다.

아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만큼 상호간의 협의가 필수적이었
다. 양측 전문가들은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1단과 상단의 기계·

168

PART 2. 하늘을 품다, 우주를 잇다

전기적 인터페이스를 규정하는 한·러 공동 ICD(Interface Control

최적화 프로그램 결과는 러시아와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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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추적신호를 받고 지상으로 응답신호를 전송해 비행궤적을 추

분리조인트는 위로 페어링, 안으로 탑재대 및 킥모터 지지부,

자세제어기 개발에는 발사체 형상에 따른 휘어짐, 추진제 출

적하는 데 사용하는 추적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각 부품은 제작

아래로 1단과 연결되는 어댑터 링을 조립한 조인트 구조물이다.

2005년 시스템설계 검토회의를 통해 신뢰성·안전·품질보증

렁임, 엔진회전에 따른 반작용 토크, 센서데이터의 측정 잡음, 연

완료 후 기능과 성능확인을 하고, 온도, 진동, 진공, 충격, 파이로충

상단 무게감량을 위해 페어링 조인트와 전단 결합하는 방식을 썼

을 다루는 한·러 공동설계팀이 구성됐다. 우주발사체의 엄격한 목

료소진에 따른 중량변동 등을 고려했다. 나로호 개념설계 단계부

격, 전자파 등 다양한 시험을 거쳤다. 이후 시스템에 연계해 공통

다. 위성을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위성어댑터와 위성을 분리하는

표 신뢰도를 위해 품목별 계산방법을 자체 확립하고 데이터를 축

터 최종 비행모델까지 중량특성에 따라 상단자세제어기를 업데

하니스를 사용하면서 간섭이나 잡음 영향에 따른 비정상 또는 오

위성분리장치로 구성된 위성분리시스템은 무중력 모사위성 분리

적해 신뢰도를 추정했다. 이런 노력으로 러시아와 상호검증을 통

이트하고 관성항법유도시스템의 실시간 모의시험을 통해 성능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시험, 분리장치 시험 등을 완료했다.

해 목표 신뢰도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전기 안전, 폭발 안전, 화재

검증했다. 1단 자세제어는 러시아가 맡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력시스템에서 배터리는 당시까지 발사체에 좀처럼 사용하

안전, 전자기 방사 안전, 생물학적 안전, 화학·오염 안전, 기계적 안

단분리 이후 상단 비행구간 자세제어를 수행했다. 가장 적합한 제

지 않던 리튬이온 기술을 적용해 충전과 방전을 통한 용량확인, 전

· 고체추진 킥모터

전, 기후·온도·빛 안전, 조작 단순성과 신뢰성 등에서 잠재적 위험

어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초기부터 국내 규격을 설계했으며 비행

자부하기를 이용한 모의부하시험으로 성능을 확인했다. 전력분

킥모터의 역할은 위성을 궤도에 투입시키는 것이다. 킥모터 노즐

요소들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방지와 제거 대책을 마련해 개발 과

에 적합한 성능이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배장치는 파이로 충격시험에서 충격하중을 견뎌내지 못했는데,

은 고공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게 개발한 국내 첫 노즐이다. 한국

관성항법유도시스템은 나로호 이륙에서 위성궤도 투입을 포

장치외부에 충격저감장치를 장착해 해결했다. 페어링분리 구동

항공우주연구원과 제작업체는 개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

함해 임무 종료까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단 탑재부에

장치에서는 진동시험에서 진동을 가하는 중에 입력전류가 요동

동개발팀을 구성했다. 점화기와 연소관의 개발을 거쳐 노즐 개발

· 열공력

장착했다. 관성항법유도시스템의 하드웨어는 관성계측부와 탑재

치는 현상을 고전압생성을 위한 트랜스포머케이스의 몰딩을 보

을 완료했다. 이때 노즐형상과 단열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공력예측은 1단과 상단의 분리가 아닌 발사체 전체를 분석해 결과

컴퓨터로 구성된다. 관성계측부에는 매우 정밀한 관성센서인 자

강해 해결했다.

개발하고 노즐표면에서 삭마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탄소

를 얻어야 하기에 양측이 전체 공력하중을 예측했다. 비교 결과 전

이로와 가속도계가 필요해 국내 자체기술로 제작했다. 관성항법

비행종단시스템은 양측방식에 차이가 있어 단 별로 구성했

복합재를 적용했다. 노즐의 고정부와 운동부 사이에 설치한 플렉

체적으로 약 30% 이상, 부분적으로 50%까지 차이가 났다. 개발

유도시스템의 항법 정확도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발사

다. 상단 비행종단 명령방식은 명령조합을 통해 암호화하고 개

시블 실은 상단 자세제어의 핵심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

경험 부족으로 최종형상을 공력하중 예측단계에서 추정하지 못

전 초기 자세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발 초기부터 명령조합과 적용주파수 보안에 노력했다. 그러나 발

했다. 특히 인젝션 성형 방식은 발사체 선진국에서도 어려운 방식

했지만, 실제 비행형상에 붙어 있는 다양한 크기의 돌출물들의 영

발사체 광학측정시스템을 적용했다.

사 전까지 경비행기시험, 통신시험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개된 것

이다.

Document)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정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향으로 확인되었다. 러시아는 축적된 개발경험으로 설계 초기단

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비행종단시스템의 적용주파수인

지상 연소시험 중 두 번째 시험에서 추진제에 포함한 다량의

계부터 비행형상에 유사한 외형을 추정하고, 이를 반영한 공력하

· 제어시스템

UHF 대역의 지속적인 주파수감시가 요구되어 발사 한참 전부터

알루미늄이 산화되면서 슬래그로 변했다. 그리고 이 슬래그들이

중을 산출했던 것이다.

제어시스템은 관성항법장치의 제어명령에 따라 나로호의 궤적과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감시했다.

전방부츠 갭 사이로 내려앉으면서 내열재를 태워 킥모터가 폭발

1단과 상단의 통합 열모델을 위해 1단은 러시아, 상단은 한국

자세를 제어한다. 상단 제어를 위해 추력벡터제어 구동장치와 냉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했다. KSR-III를 개발하면서 공력가열에

가스 방식의 추력기 자세제어시스템을 사용했다. 항법정보는 비

· 기체구조시스템

츠 갭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이 문제는 일부 내열재 설계를 변경하

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와 정확성이 입증된 예측기법을 확보했

행 전 구간에서 GPS 수신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상단 구조시스템 개발은 개념설계, 시편 및 축소형 시제 개발, 개

고 라이너를 전방부츠 갭에 충전하는 공정을 통해 해결했다.

다. 높은 고도의 진공환경에서 킥모터 연소에 따른 플룸가열은 미

추력벡터제어에 사용하는 전기·유압식 구동장치는 KSR-III에서

발모델 제작 및 시험평가, 운용모델 제작 및 시험평가 절차로 이뤄

킥모터 내부 추진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특성이 변

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비행시험 후 분석 자료로 공력가열에 의한

환경시험을 통과했다. 하지만 고진공 환경에서 작동하는 상단을

졌다. 킥모터 지지구조에서 콘 구조는 킥모터에서 발생하는 8톤

해 애초 킥모터가 정상 작동하더라도 특성이 변할 수 있다. 3차 비

온도상승 예측이 상당히 정확했음을 확인했다. 상단에 탑재한 위

고려해 진공환경에서의 기능검증을 추가했다. 개발과정 중 유압

의 추력과 관성하중을 지지하며, 상단 기체에 연결하는 데는 트러

행시험에 사용한 킥모터는 2008년 초에 제작해 비행시험까지 5

성과 전자탑재물의 온도, 습도, 청정도 조건을 만족하는 환경을 제

동력 발생장치인 EMDP가 소손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는 코로

스 구조를 사용했다. 콘 구조 외부 면에 별도의 탑재패널 여러 조

년 정도가 경과됐다. 따라서 2011년 초부터 11월까지 해석적 고

공하기 위한 열제어 및 화재 안전시스템은 비행시험을 통해 필요

나 방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브러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

각을 붙이고 상단에 필요한 각종 탑재물은 여기에 고정했다. 킥모

찰과 X-ray 검사를 수행해 추진제 이상을 최종 확인한 후 3차 비

성과 설계방법을 최종 확인했다. 이로써 상단에 탑재하는 위성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터 지지구조의 구조시험은 비행조건을 분석해 정한 5~10가지 조

행시험을 진행했다. 비행용 킥모터에 장착하는 플렉시블 실은

건으로 수행했다. 전기체 구조시험에서는 예측 비행 하중을 상단

2007년 6월부터 2008월 1월에 제작했다. 3차 비행시험에 적용

기체에 부가해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한 실은 2013년 1월에 사용해 노화에 의한 성능저하도 우려됐다.

위한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1단과 상단에 배치한 전자탑재물도
최적의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작동시켰다.

GPS 수신기시스템은 정보획득 효율성을 고려할 때 3개의 안
테나를 120도 간격으로 배치한다. 하지만 다른 구조물 설치 때문

했다. 추진제 변형에 따른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전방부

에 2개의 안테나를 180도 간격으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하나의 안

페어링은 비행 중 발생하는 공력가열로부터 탑재물을 보호한

· 임무설계

테나를 배치했다. 발사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항공기에 GPS 수신

다. 페어링 시스템설계에서 충격하중 및 강도계산, 파이로 분리기

킥모터는 고공 환경에서 작동하므로 주변을 인위적으로 대

비행궤적 설계는 1단과 상단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러시아

기를 탑재한 시스템 수준의 환경시험을 수행했다. 세 번의 비행시

구의 형상설계, 분리동역학은 주요한 계산에 해당한다. 페어링의

기압 이하 환경으로 낮춰 실제 작동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고

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다. 양측은 발사체 비행시뮬레이션에 필

험에서 GPS 수신기는 규격보다 더 정확한 항법정보를 획득했다.

구조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시험은 비행시험 하중의 100%

공환경 모사시험 설비를 구축했다. 시험설비는 디퓨저만을 이용

를 부가했다. 비행상황을 모사한 극한 환경에서의 페어링 분리시

해 비교적 간단히 고공 환경을 모사했다. 또한 추력측정장치, 디퓨

요한 중량 특성, 추력 프로파일, 공력계수 등의 데이터를 주요 마

따라서 성능변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했다.

일스톤에 맞추어 교환했다. 그리고 최선의 비행시퀀스와 비행방

· 전자탑재시스템

험도 수행했다. 이륙과 비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에 따른 진동

저, 유공압시스템, 제어계측시스템, 그리고 CCTV와 살수설비 같

식을 찾기 위해 많은 기술협의를 거쳤다. 비행시퀀스와 유도방식

전자탑재시스템은 원격측정시스템, 추적시스템, 전력시스템 및

으로부터 위성과 전자탑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페어링 내부에 설

은 부대시설을 구성했다. 2005년 말 토목설계를 시작해 2007년

등도 양측 협의를 거쳐 궤적설계와 분석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 과

비행종단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원격측정과 추적시스템은 계측

치한 음향블랭킷의 열, 음향, 진동, 진공 환경에서의 성능검증 시

7월 설치를 완료했다. 이후 여러 종류의 검증 모터로 설비 성능과

학로켓 개발을 통해 발전시킨 궤적설계 비행시뮬레이션과 궤적

시스템, 내·외부 카메라 영상을 전송하는 영상시스템, 지상레이

험들을 완료했다.

안전성을 확인해 모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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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위성

조합체, 킥모터, 페어링, 그리고 위성은 온도, 습도, 충격, 진동, 가

나로호 발사를 목표로 개발한 위성에는 검증위성(KoDSat) 1기,

속도 등 조건을 만족하도록 전용 컨테이너를 이용해 본원에서 나

과학기술위성 2호(STSAT-2A, 2B) 2기, 나로과학위성(STSAT-

로우주센터까지 이송했다. 비행용 상단은 약 40단계의 세부 조립

2C) 1기가 있다. 검증위성은 나로호의 성능 검증을 목표로 한국항

과 점검 절차를 거쳐 완성했다.

공우주산업에서 개발했다. 검증위성의 임무는 페어링 내부에서

나로호 총조립과 점검을 위해 1단과 상단의 결합은 한·러 공

위성이 겪는 진동하중과 음향하중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동으로 수행했다. 단결합 완료 후 1단과 상단 간의 점퍼, 전기 커넥

위성의 임무궤도 진입 및 궤도위치 측정, 통신시험, 비디오 영상획

터, 공압 커넥터 등의 연결과 단 분리면의 커넥터를 보호하기 위한

득과 자료송신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검증위성은 발사임무 계획

카울을 장착했다. 공압 시스템에 대한 기밀시험과 밸브 점검, 총조

변경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분해해 일부 구성품(태양전

립 발사체에 대한 전기적 점검, 그리고 우주센터 지상국과 연계한

지판)을 나로과학위성에 재활용했다.

RF시험을 수행했다. 상단과 위성의 배터리를 충전함으로써 발사

과학기술위성 2호는 마이크로급 과학위성으로 한국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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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페어링분리순간, (우)미분리된 페어링 모습(2009.8.25.)

대로 이동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주축이 되어 총 2기를 개발했다. 지구
저궤도에서 2년 이상 임무 기간을 목표로 지구의 온도분포 및 구

· 비행시험

그러나 이륙 후 1단 비행 구간인 약 136.4초경 1단과 상단 연결부

러시아가 각각 개발한 1단과 상단 로켓의 상호작용을 줄이고 시스

름층의 수분량을 측정할 수 있는 라디오미터와 위성의 정확한 궤

나로호는 2009년 8월 25일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

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나로호는 정상비

템과 부품의 신뢰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도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 반사경을 탑재했다.

로우주센터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를 싣고 1차 비행시험을 수행

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폭발을 감지한 1단 제어시스템은 1단

나로호 3차 비행시험의 1차 시도는 2012년 10월 26일에 있

나로과학위성은 나로호 3차 비행시험 적용을 목적으로 한국

했다. 정상적으로 이륙한 발사체는 1단 추진비행을 성공적으로 완

엔진의 연소를 강제 종료했다. 이로 인해 추력을 잃은 나로호는 정

었다. 하지만 발사 당일 오전 10시 1분경 발사체 내부 헬륨탱크로

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총괄해 개발한 실험위성이다.

수했다. 그러나 비행 도중 상단 페어링분리 이벤트에서 한쪽 페어

상 궤도를 벗어나 자유 낙하에 의해 발사장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헬륨가스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연료인 케로신을 주입하는 연결

주요 임무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위성의 궤도진입을 확인해 나

링만 분리되고 나머지 한쪽은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412㎞ 떨어진 공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예측됐다.

부의 실이 공급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됐다. 결국 발사 취소 명

로호 발사성공 여부를 검증한다. 둘째, 타원궤도의 장점을 활용할

후 1단/2단 분리, 2단 킥모터 연소, 위성 분리 역시 비행시퀀스에

2차 비행시험 직후인 6월 14일 ‘나로호 2차 발사 조사위원회’

령이 내려졌다. 11월 29일 2차 시도에서는 발사 17분 전 상단 추력

수 있는 과학관측 임무수행을 위해 이온층 관측센서와 우주방사

맞춰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한쪽 페어링의 분리 지

는 다시 국내 항공우주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하

벡터제어 시스템의 제어기에서 비정상적인 구동신호가 출력되는

선량 및 반도체 오류 측정센서를 탑재해 관련 우주환경을 관측한

연으로 2단 구간에서 정상적인 속도를 얻지 못해 2단과 위성 모두

고 한·러 공동조사위원회가 제기한 실패 가설에 대한 심층적인 분

문제가 발생해 발사를 취소했다. 한·러 비행시험위원회는 1단과

다. 셋째, 펨토초 레이저, 자세제어용 반작용 휠, 적외선 영상센서,

목표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적정 속도를 얻지 못한 2단과 위성은

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나로호 3차 비행시험을 위한 개선 조치사

상단부의 단분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분리

태양전지판과 전개용 힌지를 탑재해 우주 환경에서의 기능과 성

대기권으로 돌입해 소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으로 한·러 공동조사위원회에서 논의한 세 가지 권고사항을 제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가 위성궤

시했다. 첫째, 러시아는 문제가 제기된 비행종단시스템을 개선하

3차 비행시험의 3차 시도는 2013년 1월 30일에 진행했다.

도 진입 실패에 대한 객관적 원인 규명과 개선방안 도출작업을 추

도록 협력하고, 둘째, 한국은 단분리시스템과 1단 추진시스템이

발사 당일 오후 4시, 이륙 후 정상 궤적 및 시퀀스를 따라 비행해

· 이송 및 총조립

진했다. 위원회는 나로호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산·학·연 전문가 7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셋째, 한국과

215.0초에 페어링 분리, 231.3초에 1단/2단 분리, 395.0초에 예정

나로호 1단은 러시아 흐루니체프에서 최종 조립과 시험을 거친 후

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서도 ‘PLF 비정

국내에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미사일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우주

상 분리 분석 TFT’를 운영해 각종 시험 및 해석을 통해 원인을 분

발사체 기술 특성상 원래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을 것

석했다. 또한 러시아 흐루니체프와 한·러 공동조사도 진행했다.
나로호(KSLV-I) 3차 발사(2013.1.30.)

을 보장하는 수입증명서와 별도서한을 제공해 러시아 정부의 수
출허가를 받았다.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216초에 페어링 분리명
령 발생 이후 구동장치로부터 페어링분리 장치로 고전압 전류를

1단은 바지선으로 나로우주센터까지 해상이송한다. 하지만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기배선 장치에 방전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

전용화물기의 도착지점인 김해공항에서 부산항만까지 육상이송

정했다. 이에 따라 216초에 페어링 분리화약이 폭발하지 않았거나

을 위해 이송장비의 회전반경이나 안전문제를 고려해 경로에 대

분리화약은 폭발했으나 페어링 분리기구가 불완전하게 작동하면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바지선은 길이 67미터의 초대형이지

서 분리기구 내 기계적 끼임 현상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만 풍속 10㎧, 파고 2m를 해상이송조건으로 정했다. 2012년 9월
까지 3회에 걸쳐 비행용 1단의 이송을 종료했다.

나로호 2차 비행시험 준비는 1차 시험의 실패 원인이었던 상
단 페어링 비정상 분리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사항들을 확인

상단두뇌에 해당하는 관성항법장치, 전자탑재물, 자세제어시

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세 차례의 페어링 분리시험을 성공적으로

스템 등을 탑재한 탑재대(Vehicle Equipment Bay) 조합체 3세트

수행한 뒤 한·러 전문가로 구성된 ‘신뢰성/안전/품질위원회’에서

는 2008년 9월까지 조립과 점검을 완료해 본원 발사체조립동 청

상단부에 적용한 개선 조치사항에 대한 검증을 최종 승인했다.

정실에 보관했다. 이후 세 차례 비행시험을 위해 순차적으로 VEB

2010년 6월 10일 오후 5시 1분 나로호가 다시 우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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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발사체

활용해 국내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을 목표로 전 과정을 국내 주도

의 상온 상태로 각 펌프에 공급된다. 이후 고유량의 상온 공기에

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발사체 관련 산·학·연 주체 간

소량의 알코올을 혼합해 연소시켜 900K의 고온 공기로 터빈을

의 역할분담으로 연구개발 생산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하고

구동시킨다.

있다. 주체 간 역할분담은 주관기관인 한국한공우주연구원이 발

연소기 연소시험설비는 액체로켓엔진 구성요소인 연소기의

사체 시스템 총괄, 핵심기술 개발, 발사장, 조립장 등 기반시설 구

성능검증을 위한 가압식 연소시험설비이다. 고압 질소가스를 이

축, 발사운영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대학과 관련 연구소는 발사체

용해 추진제를 가압하고, 가압된 추진제를 연소기에 공급한다. 시

관련 선행 및 기초기술 연구, 요소기술 개발, 인력 양성(대학) 등을

험설비에는 2기의 시험 스탠드를 설치한다. 따라서 한 스탠드에

담당한다. 또한 산업체는 부품 및 서브시스템 제작/시험, 발사체

서 75톤급 연소기의 연소시험을 하고, 다른 스탠드에서는 7톤급

총조립, 발사체 개발을 위한 가공·제작 기술 습득 및 개발, 국산화

연소기와 가스발생기의 연소시험을 한다.

개발 참여 등의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엔진 지상 연소시험설비는 1단 엔진의 지상 조건에서 개발·인
증·수락 연소시험을 하는 설비이다. 최대 연소시간은 280초, 추

고도인 303㎞에서 킥모터 점화 및 이후 60초간 연소 후 종료, 그

① 사업 배경

리고 마지막으로 540.0초에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이러

2007년 6월 제2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제1차 우주개발진흥

② 사업 내용

진제 정격 공급유량은 256㎏/s이다. 추진제와 가스 공급시스템

한 과정은 텔리메트리 신호와 함께 탑재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사체 기술개발 및 자립’을 우리나라 우주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총 3단계로 수행되는데 1단계 사업에

외에도 각종 시험 상황을 제어하고 시험 결과를 계측·저장하는 제

로도 확인됐다. 분리된 위성은 2단 연소 종료 시점의 관성항법 데

개발 전략목표로 채택했다. 기본계획은 2002년부터 수행한 나

서는 액체 추진기관 개발을 위한 필수 시설인 추진기관 시험설비

어·계측시스템과 엔진의 상태감시·비상보호시스템 등이 있다. 엔

이터를 기준으로 계산된 궤도 파라미터로 근지점 고도 297.6㎞,

로호(KSLV-I) 후속사업으로 KSLV-II사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축과 7톤 액체엔진 연소시험을 목표로 했다. 이어 2단계 사업에

진고공연소 시험설비는 엔진의 지상 조건뿐 아니라 2단 엔진의

원지점 고도 1504.6㎞, 궤도 경사각 80.3°로 임무요구 정밀도 이

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30톤급 액체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형

서는 75톤급 액체엔진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시험발사체의 제작·발

고공 조건에서도 연소시험을 진행한다.

내로 목표궤도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발사 1시간 30분 후 노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또한 발사체의 핵심기술인 고추력

사를 통한 액체엔진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최종 3단

3단 엔진 연소시험설비는 3단 엔진의 지상 조건과 고공 조건

르웨이에 위치한 지상국에서 나로과학위성의 비콘 신호를 확인

액체엔진의 국내 독자적 개발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

계에서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에 발사

에서 개발·인증·수락 연소시험을 하는 설비이다. 최대 연소시간은

했다. 또한 1월 31일 오전 3시 28분경 대전 KAIST 내 지상국에서

진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

할 수 있는 300톤급(75톤×4) 3단형 발사체 개발 및 우주발사체

1,000초, 추진제 정격 공급유량은 21.5㎏/s이다. 고공모사 시스템

위성과의 교신에 성공해 나로호의 임무성공을 최종 확인했다.

영해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위한 선행기반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기술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한다.

은 셀프 이젝션 효과로 정상상태 작동 시 엔진노즐에서 유동분리

2010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였다.

시험발사체는 3단형 위성 발사체의 본 발사에 앞서 75톤급

가 일어나지 않는 배압 조건을 유지한다.

한국형발사체의 기본적인 요구조건은 발사체 시장의 수요를

액체엔진 비행시험을 통한 성능 검증을 목적으로 개발을 진행했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는 액체 추진기관 시스템의 성능검

나로호 발사 성공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발사체 설

고려해 실용성이 있고 동시에 임무에 적합한 발사체 개발을 국내

다. 한국형발사체의 개발과 병행해 3단형 위성 발사체의 하드웨

증을 위한 수류시험과 연소시험을 하는 설비이다. 발사체의 1단, 2

계에 대한 자신감을 주었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발사체 개발과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 가능성, 경쟁력, 신뢰성,

어를 최대한 활용해 개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탑재 서브시

단, 3단 각 단별 추진기관 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증 시험을 한다.

발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독자 발사체 개발의

향후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국형발사체에 필요한 엔진과 기

스템의 성능검증도 미리 수행하는 장점이 있다.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타 개발 요구조건을 도출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계획에 비추어

③ 사업 성과

터보펌프 대형상사 시험설비는 75톤급 산화제펌프와 연료펌
프의 상사 시험을 상온 물을 매질로 하는 설비이다. 2기의 시험 스

나로호는 1단을 러시아에서, 상단을 국내에서 개발해 최종 조

실용성 있는 임무는 태양동기궤도와 지구정지궤도 투입으로 볼

·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

탠드로 산화제펌프와 연료펌프의 성능시험을 각각 준비할 수 있

립했다. 러시아로부터 설계 자료를 받아 국산화 설계를 거쳐 발사

수 있는데 한국형발사체는 600~800km의 태양동기궤도에 위

우주발사체의 엔진 핵심 구성품, 엔진 시스템 및 추진기관 시스템

다. 베어링·실의 실매질 환경 성능시험도 가능하다. 소형상사 시

대와 발사체 종합조립 관련설비들을 국내에서 제작해 양국 공동

성 투입을 목표로 한다. 지구저궤도 중에서 궤도면이 태양과 항상

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할 시험설비 10종을 구축·운영해 독자적

험설비는 소형 터보펌프의 시험을 위한 설비이다.

으로 인증하고 발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나로호 개발사

일정한 각을 이루는 600~800㎞ 고도의 태양동기궤도는 지구자

우주기술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운용조건과 동일한 환경 모

추진공급계 시험설비는 발사체 추진기관을 구성하는 각종 부

업 예산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얻었다. 이러한 형태의 국제협

원 조사, 기상관측, 환경감시, 지도제작 등에 많이 사용하는 궤도

사를 위한 첨단기술 적용과 시험복합단지 구성을 통한 설비활용 효

품에 대한 개발·인증시험을 하는 설비이다. 시험에서는 추진제를

력은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다.

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을 이 궤도에 투입했다. 반

율성을 높였다. 추진기관 시험설비를 구축해 극한기술 제어 및 공

모사하는 물을 이용하거나 액체산소, 케로신, 액체질소 등을 이용

설계·제작·시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사체를 개발한 후

면 지구정지궤도는 고도 36,000㎞ 적도상의 원궤도로 방송, 통

급과 냉각기술을 정립했다. 냉각기술은 액체질소 -196 ℃, 액체산

한 수력학 특성과 케로신 환경에서 재료의 특성, 부품의 강도·기

새롭게 구축한 발사대에서 발사를 시도해 성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

신 중계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무궁화 위성과 통신

소 –183 ℃ 등 극저온 유체와 공기·질소·헬륨 400기압 등 초고압 정

밀을 확인하는 등 각종 비연소 시험을 한다.

은 일이다.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나로호 발

해양기상위성을 이 궤도에 투입했다. 지구정지궤도는 고도가 높

밀 제어 및 공급기술, 제어 및 냉각기술 적용 등이다. 또한 시험가능

사 능력의 15배인 1.5톤의 실용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

고 일반적으로 위성의 중량도 지구저궤도 위성보다 크므로 투입

한계치를 높게 설계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고사양 설비를 구축함에

는 3단형 발사체다. 나로호 개발과 세 번의 발사를 거치면서 축적한

발사체 역시 일반적으로 고추력의 소수 대형발사체로 외국의 경

따라 중궤도·정지궤도 발사체 개발 등 후속사업에 활용토록 했다.

위성발사체 관련 기술과 경험이 누리호 개발에 크게 활용될 것이다.

우에도 초기에는 지구저궤도에 작은 중량의 위성을 투입하고 점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는 한국형발사체 1단과 2단에 공통

차 높은 궤도에 큰 중량의 위성을 투입 했는데 이는 발사체 대형화

으로 쓰이는 75톤급 액체로켓엔진의 터보펌프와 3단의 7톤급 엔

- 추진기관 시스템

에 많은 기술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용 터보펌프의 성능검증을 실추진제로 시험하도록 구축했다.

추진기관 개발은 발사체 요구 조건에 맞춰 추진제 공급시스템을 설

추진제인 액체산소는 93K 이하의 극저온 상태로, 케로신은 288K

계하고 추진제·고압 탱크, 제어계측 시스템, 배관, 밸브, 엄빌리칼 등

(2)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orea Space Launch Vehicle-II,
KSLV-II)

한국형발사체는 나로호(KSLV-I)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엔진 조립/기능 시험설비에서는 75톤급 1, 2단 엔진과 7톤급
3단 엔진의 조립과 기능·기밀시험을 한 후 엔진을 보관한다.

· 추진기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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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추진기관에 대한 상세 운용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발사체 각 단에 장착하는 액체추진기관의 유공압
밸브류와 액체로켓엔진에 장착하는 유공압 밸브류, 액체로켓엔진
점화와 시동을 위한 파이로시동기·연소기점화기·가스발생기점화
기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터보펌프의 터빈에서 배출되는 배기
가스를 이용하는 추진제탱크 가압제 열교환기와 2단의 롤 제어를
위한 벨로우즈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 추가 추력을 생성하는 추력
노즐을 설치한 터빈배기부, 각 단의 분리 시 역추진력을 제공하는
역추진모터와 단 분리 후 상단에 가속도를 제공하는 가속모터 등
의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공압 밸브류는 구성품 개별로 추
시험발사체 추진기관 종합연소시험 수행(2018.5.17.)

시험발사체 인증모델(QM) 1차 연소시험 시 제어계측실 내부(2018.5.17.)

진공급계 시험설비(PUTF)에서 각종 개발시험을 거쳐 EM의 수류

한국형발사체 7톤급 엔진 연소시험 착수(2015.7.16.)

시험, QM의 연소시험, FM의 비행시험을 성공리에 마쳤다.

에 대한 개발과 인터페이스 요구 조건을 도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로 독자 설계안을 수정했다. 이후 추진제 탱크, 밸브류, 배관류, 필

- 액체로켓엔진

수행한다. 또한 추진제 및 고압가스 충전배출, 발사취소 혹은 비상

터류, 발사대 지상 공급시스템 및 추진기관 종합시험설비 공급시

액체로켓엔진 개발 분야는 체계공학 분야와 기술개발 분야로 나눌

2015년 4월부터 파워팩 시험을 통해 엔진시험 전 문제점 등을

정지 시퀀스, 자동시퀀스 운용 등 추진기관 운용 절차를 개발한다.

스템 설계 요구조건을 도출했다. 또한 추진기관의 온보드 구성품

수 있다. 체계공학 분야에는 엔진 요구조건 도출 및 관리, 규격 도출

파악해 첫 7톤급 엔진 초도품의 레이아웃을 설계했다. 이후 제작·

공급시스템 개발업무로 배관, 필터, 오리피스 벨로우즈 등 추진기

점검, 추진제 및 고압가스 충전배출, 발사 전 자동시퀀스, 발사취소

및 관리, 엔진시스템 종합시험평가 계획 수립, 엔진 형상·위험 관

조립을 통해 엔진 총조립 프로세스를 구축해 같은 해 7월 첫 연소시

관을 구성하는 배관조합체와 추진제 레벨 측정, 소진 감지용 센서를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아울러 이를 기초로 추진기관 운용을 위한

리, 엔진 구성품 규격 관리, 비용·일정 관리 등이 있다. 기술개발 분

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7톤급 엔진은 현재 안정적으로 제작과

개발하고 있다. 추진기관 체계종합 업무로는 발사체 총조립 과정의

제어계측 시스템 설계와 운용요구조건을 도출했다. 시험발사체 종

야는 엔진시스템 설계 및 엔진 스킴 연구, 엔진 구조 해석·설계 및

시험을 거치고 있다. 앞으로 3단 QM에 장착하는 엔진의 인도를 대

기밀시험 및 추진기관 기능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시험평가 업무로

합수류시험을 위한 추진기관 종합운용의 상세 알고리즘을 개발하

레이아웃 설계, 엔진 고압배관 및 재순환라인 등의 SA부품 개발, 엔

기하며 비행 모델(FM)을 조립할 예정이다. 또한 3단 엔진은 1단, 2

는 추진기관의 종합수류·연소시험을 위한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

고 수류시험 결과를 통해 독자 설계를 검증했다. 유공압 설계 시 사

진 총조립 공정 설계 및 수행, 엔진시스템 시험결과 평가 및 설계반

단 비행 시 작동하지 않고 진동환경에 놓이므로 구조적인 안정성과

비(PSTC)를 구축·운용하고 발사체 각 단의 종합수류시험, 종합연소

용한 추진기관 해석 모델을 보정하기도 했다. 시험발사체 종합연

시험을 통해 추진기관 최종 성능과 운용 절차를 검증하고 있다.

소시험을 위한 상세 알고리즘도 개발했다. 또한 지상연소시험을

추진기관 설계는 2010년부터 독자 설계를 추진하며 우크라이

통해 추진기관 유공압과 발사운용 설계의 비행시험 전 최종 검증

나 유즈노이사와 국제협력을 통해 설계자문을 추진했다. 국제협력

을 완료했다. 시험발사체 지상준비, 발사, 비행운용 성공을 통해 추

결과와 러시아 흐루니체프사에서 체득한 시스템 체계설계 및 발사

진기관 유공압과 운용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 2019년 현재는 3단

운용 노하우, 그리고 1단 러시아 발사체 때 배운 설계기술을 바탕으

추진기관의 수류시험과 지상연소시험 운용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영, 발사체에 QM 및 FM용 엔진 수락시험 및 공급 등을 수행한다.

2018년까지 개발된 75톤급 엔진 시제

<75톤 1G>

<75톤 2G>

<75톤 3G>

<75톤 4G>

<75톤 5G/QM>

<75톤 7G/FM>

<75톤 9G>

<75톤 6A>

<75톤 10G>

<75톤 11G>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 현황
구축장소

시험설비명

용도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

실매질을 이용한 7톤/75톤급 터보펌프 시험

연소기 연소시험설비

연소기/가스발생기 연소시험

3단 엔진 연소시험설비

7톤 엔진 지상/고공 조건 연소시험

엔진 지상 연소시험설비

액체엔진 지상 조건 연소시험

엔진 고공 연소시험설비

액체엔진 고공 조건 연소시험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

1/2/3단 추진기관 개발/인증 시험

터보펌프 대형상사 시험설비

상사매질을 이용한 대형 터보펌프 개발 시험

터보펌프 소형상사 시험설비 확장

소형 터보펌프 개발 시험

추진공급계 시험설비

기체/엔진 공급계 개발/인증 시험

엔진 조립/기능 시험설비

엔진 시스템 총조립 및 기능시험

나로우주센터

항우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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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체계관리 적용현황

업이다. 계획한 일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적 임무 목표를 성

구분

분야

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뿐 아니라 체계적인 관
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
PM)와 시스템엔지니어링(Systems Engineering, SE)으로 구성된

통합관리

체계관리(PM/SE)가 사업 성공가능성 향상에 핵심이 된다. 이 원

관리 분야

관리시스템

비고

사업기획/대외협력관리
사업종결

-

-

위원회/IPT/WG관리

체계관리시스템(ISMS/Cradle)

체계위원회 운영(수시)

칙을 토대로 한국형발사체 체계관리를 사업 초기부터 수행하고

범위관리

WBS관리

체계관리시스템(ISMS/Cradle)

변경관리(수시)

있다.

시간관리

일정관리

일정관리시스템(ITMS/Primavera)

일정 현황 검토(격주) 및 변경관리

원가관리

비용관리

비용관리시스템(ICMS)

예산/단가 변경관리 및 집행 비용 모니터링(수시)

품질관리

제품보증

품질보증관리시스템(STARs)

MRB에 의한 불일치 관리(수시)

인적자원관리

위원회/IPT/WG관리

체계관리시스템(ISMS/Cradle)

IPT/WG 구성(필요 시)

의사소통관리

정보관리/보안관리

정보관리시스템(IDMS/Windchill)
정보보호시스템(IDMS/Fasoo)
통합협업환경(SPACE)

개발 정보(문서, 도면/모델, 데이터) 관리(상시)

WBS 관리 분야에서는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에 필요한 모
75톤급 엔진 초도품 조립체 출하식(2016.3.11.)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적용 현황

든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개발 활동을 구체화하고 있다. 프로

PM

세스에 의한 개발 업무 식별과 변경 관리는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
해 진행한다. 일정관리 분야에서는 총괄 개발일정을 수립하고 이
연소 시 작동성을 검증하기 위한 진동환경 시험을 완료했다.

를 기준으로 상세일정 베이스라인을 개발해 진도 현황을 관리했

75톤급 엔진은 2016년 4월 초도기 시험을 시작으로 2019년

다. 비용관리 분야에서는 사업 종합예산을 기준으로 상세예산 베

리스크관리

위험관리

체계관리시스템(ISMS/Cradle)

위험 식별 및 현황 검토(매월)

1월까지 총 11기의 엔진을 조립해 시험하고 있다. 1호기와 2호기

이스라인(CBS)을 편성하고 비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별

조달관리

계약관리

비용관리시스템(ICMS)

고액계약 사전 심의(수시)

는 각 구성품의 작동성과 성능, 중요한 엔진의 각종 시퀀스를 결

예산/비용 현황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보고했다. 위험관리 분야에

이해관계자관리

사업기획/대외협력관리

-

-

정하기 위해 제작·시험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3호기부터 비행

서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등록위험에 대

엔진에 유사한 형상을 갖추었다. 또한 엔진의 각종 성능과 레이아

한 대응계획을 수립해 의사결정조직에 현황을 보고했다. 정보관

요구조건관리

요구조건 및 검증 관리
기술성능관리

체계관리시스템(ISMS/Cradle)

요구조건/검증 내역 관리
TRL 평가(매년)

웃, 시퀀스를 시험과정을 통해 평가하고 반영했다. 이후 시험발사

리 및 보안관리 분야에서는 사업 전 주기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인터페이스관리

인터페이스관리

-

-

체 QM과 FM에 대한 수락시험을 진행해 성공적으로 발사체에 인

관리·공유하며 정보 반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안 활동을 할 수

형상관리

형상관리/중량관리

정보관리시스템(IDMS/Windchill)

CCB에 의한 형상변경(수시)

도하고 시험발사에 대비한 엔진 검증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했

있도록 정보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문서 현황과 정보 대외제

기술검토회의

기술검토회의

체계관리시스템(ISMS/Cradle)

계획 수립/준비 및 A/I 관리

다. 현재는 한국형발사체 1단 엔진과 2단 엔진에 적합한 레이아웃

공 승인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했다. 요구조건 및 검증관리 분야

으로 변경해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단 엔진의 경우 1단 비

에서는 한국형발사체 임무 달성을 위한 요구조건(규격)을 도출해

행 시 작동하지 않고 진동환경에 놓이므로 엔진의 구조적 강건성

관리하고 요구조건 기준의 설계와 검증 관리 활동을 했다. 아울러

을 검증하기 위해 진동환경을 시험했다. 아울러 연소시험으로 작

주요 마일스톤 기준 요구조건 현황을 분석해 기술검토회의에 보

동성과 구조적인 안정성을 최종 검증할 예정이다.

고했다. 기술성능관리 분야에서는 핵심중점기술에 대한 기술완

액체로켓엔진 개발을 통해 75톤급 엔진의 능동적인 시스템설

성도(TRL)를 자체 분석하고 매년 외부점검단의 검토를 거쳐 TRL

계·조립·관리와 100여 회 시험의 상호보완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수준을 확정했다. 위원회/IPT/WG 관리 분야에서는 사업목표 달

에 시험발사체 비행성공을 달성했다. 이는 엔진의 하드웨어적인

성을 위해 의사결정, 조정, 통제 등의 기능 조직을 운영하고 회의

검증과 구조의 강건성을 입증한 결과이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엔

안건, 결정사항 및 Action Item을 시스템에 반영해 사업 이해관계

진의 보정기술, 시퀀스 확립 기술, 성능 예측 기술, 엔진 특성 파악

자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기술 등을 확보했다. 또한 2단 엔진을 진동환경시험을 수행해 발

이처럼 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해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조

사체 비행 시의 구조적 강건성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소 시

직에 적합한 PM/SE 기반 사업관리 표준 모델을 수립·적용했다.

작동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9년에 연소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 결과 실제적 효과성을 확보해 국내 대형체계개발사업의 체계

액체로켓엔진의 설계-조립-시험-(재)설계라는 로직 설정을
통해 전체적인 개발 흐름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

관리 모범사례로서 통합능력성숙도모델(CMMI) 기준 3수준(자
체)을 달성했다.

시도하는 액체로켓엔진의 개발 방향이 적합하며 이후 차세대 엔
진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발사체 시스템 설계 및 종합
발사체 체계종합 분야에서는 발사체 시스템의 개발규격 설계 및

· 발사체 서브시스템 개발

관리, 설계 및 종합, 종합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시험평가, 지상점

- 발사체 체계관리

검 장비 개발, 총조립, 이송, 시험 및 발사 운영, 통합발사 시스템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장기간 수행하는 대형복합연구개발 사

인터페이스 설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SE

*PM(Project Management) : PMBOK 기준

시험발사체 비행 모델 조립 완료 기념(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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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산화제 탱크

발사체 시스템 설계 분야는 각 단의 특성에 맞는 인터페이스

1단 연료 탱크

건을 설계하고 각 요구조건의 검증방법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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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에 장착된 탑재물

업부터는 추진제탱크 제작공정 개발에 착수해 각 단별로 돔 스피

원격측정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비행 준비단계를 비롯

를 관리하고 체계설계를 수행한다. 구조, 추진, 제어, 열공력, 전자

조립시설 개발 분야는 엄빌리칼 접속장치, 가스지원장비 및

닝, 열처리 및 머시닝 공정, 실린더부 롤밴딩 공정개발을 완료했

해 비행 중 발사체의 상태를 지상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전송하는

각 팀별 특성에 맞는 부품 단위와 서브시스템 단위의 인터페이스

산소량 모니터링 장비에 대한 요구조건을 도출해 규격서를 작성

다. 시험발사체 일정상 2단 추진제탱크 제작공정 개발을 가장 먼

상태 데이터 중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는 발사체의 비행궤도와 속

를 만족하도록 했다. 발사체 부품번호 체계를 구축해 정해진 체계

하고 설계와 제작을 완료했다. 가스지원장비는 발사체 각 단과 전

저 착수해 1·3단에 응용해 각 단별 공정개발을 완료했다. 1단 탱크

도와 위치를 나타내는 항법데이터, 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와 위성

로 부품들이 개발되도록 했다. 발사체 체계 차원에서 설계 단계별

기체 구성품에 대한 기밀시험 및 기능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시스

의 경우 직경증가와 상대두께가 얇고, 3단의 경우 구형형상의 두

분리와 같은 핵심 비행이벤트 데이터가 있다. 다음으로는 탑재장

로 기준 형상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기준이 되는 설계 좌표기준을

템이다. 최대 40MPa의 고압가스를 운용해 발사체 요구조건에 맞

께가 얇아 2단 공정개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애로사항으로 어려

치의 전원 상태, 스위칭 상태 등을 포함하는 탑재장치 상태데이터,

제시했다.

는 고압가스를 공급하거나 배출하므로, 발사체와 지상 안전을 고

움을 겪기도 했다. 현재는 모든 제작공정 개발을 완료해 안정적으

온도와 음향·진동과 같은 발사체 구조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센서

발사체 조립 및 종합 분야에서는 체계 총조립을 위한 발사운

려한 설계 및 운용이 필요하다. 나로호 발사체 성공 이후 한국형발

로 시제 제작을 진행중이다.

데이터, 발사체의 영상데이터가 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통해

용방식을 연구했다. 조립 관련 요구조건 도출, 각 단 및 ILV의 조립

사체의 효율적인 지상 운용을 위해 증축한 우주센터 종합조립동

개발된 2단 탱크는 시험발사체 비행시험에 적용됐다. 3단의

원격측정시스템 내 계측장치 간 계측 동기화 설계 기술, 발사체 동

절차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설계와 조립설계를

의 가스지원장비 개발이 필요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 일정에 따

경우 QM 시제 제작을 진행했고, 1단 탱크는 EM 시제 제작을 완료

특성 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원격측정시스템 설계 기술, 대용량 데

진행했다. 체계 총조립 용역업체 선정은 입찰, 기술평가 절차를 통

라 가스지원장비 개발에 착수해 발사체 요구조건에 맞게 설계, 제

해 수락시험을 진행했다.

이터 측정을 위한 원격데이터장치 설계 기술 등을 확보했다.

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선정했다. 시험평가 기본계획은 최소

작 및 설치를 진행했다.

단위 구성품에서 전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 개발단계에 걸쳐

티타늄 고압탱크는 액체산소 추진제탱크 내부에 장착해 극

전력시스템은 발사체 내 모든 전기적 부하의 에너지원인 배

저온 환경에서 운용하며 고압으로 가압되는 압력용기이다. 고압

터리, 전원의 전환, 부하 스위칭이 가능한 전력분배장치, 단분리,

수행할 시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사항을 계획하고

- 구조체 개발

탱크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해 성형-용접공정 등을 적용해 시제품

페어링 및 위성 분리 착화기를 기폭시키는 파이로구동장치로 구

요구사항을 검증해 시스템 개발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대비

구조체 분야에서는 과학로켓과 나로호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구

제작 후 성능평가를 수행했다.

성된다. 배터리는 나로호와 마찬가지로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사

했다.

조설계, 제작공정개발, 시험평가 등의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페이로드페어링 분야에서는 2014년과 2015년 페이로드페

용해 100% 이상의 충분한 용량 여유를 확보했다. 전력분배장치

발사절차 및 발사운용시퀀스 분야에서는 네 가지 발사운용

있다. 주요 부품의 설계·제작에 대한 국산화와 신뢰도 높은 경량

어링 설계 및 시편 시험 후 2016년 하반기부터 DM 페어링 제작에

는 부하지로의 전류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단락사고 시 트립오프

방식을 비교·검토하고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을 도입해 최종 방식

구조를 목표로 대형 금속재와 복합재 동체 개발, 페이로드 페어링

착수했다. 특히 직경 2.6m, 높이 약 7m의 일체형 복합재 샌드위

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배터리와 장치를 보호할 수 있다. 파이로

을 결정하고 상위 수준의 발사절차와 발사운용시퀀스를 수립했

과 분리장치 개발, 위성 분리-단분리 등 분리기구 개발, 금속재 대

치 구조로 경량화해 일정을 단축했다. 한국형발사체에 적용한 페

구동장치에 탑재한 래칭전류제한 기법은 하니스의 길이에 무관

다. 추진기관 운용절차에는 1·2·3단 통합 충전절차와 통합 PLO 절

형 추진제탱크 개발, 복합재 고압탱크 개발, 극저온용 티타늄 고압

이로드 페어링은 나로호 분리 시 발생한 파이로(화약) 오염 현상

하게 착화기에 일정전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차가 있다. 기본적으로 추진기관의 구성과 기능이 1·2·3단 모두

탱크 개발 등을 수행했다.

을 파이로 장치 개선을 통해 해결했다.

추적시스템은 지상 레이더 안테나의 고각과 방위각과 사거리

거의 동일하므로, 충전배출, PLO과 관련한 로직 또한 동일하다.

동체분야에서는 한국형 2단(시험발사체) 엔진지지부

등의 정보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발사체의 위치와 비행방향 등 비

1·2단은 4개 엔진이냐 단일 엔진이냐의 차이가 있고, 2·3단의 경

DM1~2, EM, QM 및 TLV FM까지 제작 완료했으며, 경량형 모델

- 전자탑재시스템 개발

행궤적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핵심 탑재장치인 트랜

우 1단 비행구간에서 작동하는 구성품이 존재한다. 또한 3단에는

(DM3)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전자탑재시스템은 크게 발사체의 센서데이터, 상태데이터 및 영

스폰더는 나로호와 달리 고성능 전력증폭기를 사용해 안정성과

PSD가 없다. 이를 고려한 발사체의 충전 및 PLO 절차, 배출시 절

추진제탱크 분야는 제작공정 중 스피닝, 용접, 롤벤딩 등 특수

상데이터를 지상으로 송신하는 원격측정시스템, 전자장치에 필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한 다중 위성신호를 이용해 위치, 속도, 시

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비행안전 분야에서는 시스템설계를

공정에 해당하는 장비와 전용 제작공정부터 구축했다. 국내에서

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시스템, 발사체의 비행궤적을 추적하

각을 계산할 수 있는 위성항법수시기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이

위한 비행안전 요구조건을 설계했다. 해외발사체 운영 자료와 나

는 유사 공정을 수행한 경험이 없어 장비의 설치, 운용부터 공정개

는 추적 및 위성항법수신기시스템, 비정상 비행 시 종단 명령을 수

용해 발사체의 정밀한 비행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로호 개발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3개 분야 총 38개항의 요구조

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2단계 사

신하는 비행종단시스템으로 분류한다.

비행종단시스템(FTS)은 비행중인 발사체가 안전영역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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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거나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 지상통제장치에서 송신된 명

터리 기술의 진보에 기인한다. 이 같은 전기기계식 형상은 최초로

령을 수신해 비행을 중단시키는 시스템이다. 안테나, 전력분배기,

국산화해 한국형발사체에 적용했다.

비행종단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비행종단장치는 무선명령을
수신, 해독하고 기폭신호로 출력 가능한 통합장치로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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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발사체

임무 제어시스템 분야에서는 항법, 유도, 제어, 시퀀싱 기능을
수행하는 관성항법유도장치와 시퀀스제어장치의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를 개발했다. 한국형발사체는 3단으로 각 단의 비행 중

- 제어시스템 개발

추력과 비추력 오차, 추진제 탑재 오차, 바람과 다양한 외란 요소

자세 제어시스템 분야에서는 비행제어에 사용하는 각 단의 롤·피

가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도 설계된 궤적을 비행하고,

치·요 축 운동 제어용 구동장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

3단의 연소 종료 시 위성 궤도에 정확히 도달해야 성공적인 임무

다. 1단의 비행제어는 클러스터링한 75톤 엔진 4기의 개별 추력벡

수행이 가능하다. 임무 제어시스템은 1단과 3단에 탑재하는 2개

터제어 운동을 조합해 롤·피치·요 축을 제어한다. 2단은 75톤 엔진

의 관성항법유도장치와, 각 단에 탑재하는 3개의 시퀀스제어장치

1기의 추력벡터제어로 피치·요 축을 제어한다. 롤 축은 터보펌프

로 구성된다. 1단과 3단에 탑재하는 관성항법유도장치는 높은 신

구동용 가스발생기 배기가스 노즐을 롤 제어 구동장치로 편향시켜

뢰성, 소형 경량화, 국산화 제작이 가능하도록 KSR-III 및 나로호

제어한다. 3단은 7톤 엔진 추력구간에서는 피치·요 축 제어는 추력

발사체에서 사용한 기존 관성항법유도장치의 스트랩다운 방식으

벡터제어 방식으로 롤 제어는 추력기를 사용해 제어한다. 무추력

로 동일하게 개발했다. 그러나 이후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광학

구간에서는 추력기시스템으로 피치·요·롤 축을 비행 제어한다.

식 KFG-1200 광섬유자이로(FOG)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탑재했

1단과 2단 75톤 엔진의 추력벡터제어를 수행하는 구동장치

다. 기계식자이로의 사용이 점차 줄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의 운

는 기존 국산화했던 KSR-III와 나로호 상단의 전기유압식 형상과

용성과 나로호에 비해 비행 임무시간의 증가, 실용위성이 요구하

작동 원리는 유사하다. 하지만 시스템 중량 절감을 위해 원천동

는 궤도 투입 정밀도 등을 만족시키기 위해 해외 발사체 수준의 항

력인 유압작동유 대신 110bar 수준으로 승압한 연료를 분기해 사

법 정밀도를 고려한 결과였다.

용한다. 연료유압식 형상은 전기유압식 형상 대비 전체 중량의

각 단의 액체 엔진 및 추진공급계의 시퀀싱 기능을 수행하는

40% 이상을 차지하는 유압동력 발생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

시퀀스제어장치는 한국형발사체에 처음으로 개발했다. 각 단의

문이다. 2단 롤 제어 및 3단 추력벡터제어 구동장치는 구동축당

엔진 점화와 중단, 탱크의 압력 제어 등을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요 동력이 1㎾ 미만으로 작다. 따라서 중량 효율 개선을 위해 강

많은 솔레노이드 밸브와 파이로 기폭 같은 고전류의 구동신호를

력한 자속밀도를 갖는 희토류 자성체 모터와 롤러 스크루를 사용

수 밀리 초 정확도로 일관되게 작동시키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

한 전기기계식 형상으로 개발했다. 단위 중량당 동력 효율 측면에

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발사체의 높은 진동 레벨과 충격 환경 조건

서 1㎾ 미만의 소규모 동력 범위에서는 전기기계식 형상이 전기유

에서도 시퀀싱 기능을 수행하도록 내환경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압식 또는 연료유압식 형상 대비 우수한 중량 효율을 갖는다. 희토

에 기계식 릴레이 스위치 대신 전기식 스위치를 사용해 높은 신뢰

류 강자성체 적용 고성능 소형모터와 에너지율이 높은 고성능 배

성과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3단 추력기시스템 QM 엔진지지부 조립(2018.12.)

한국형발사체 전산유동해석(위), 시험발사체 전산유동해석(아래)

측을 위한 기본 자료 제공도 가능해졌다. 한편 발사대를 고려한 풍

조립해 종합수류시험과 연소시험, 비행시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동시험을 통해 발사대기 중 및 이륙 초기 발사체 공력특성을 예측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을 완수했음을 확인했다.

- 열/공력 분석 및 화재안전 시스템 개발

해 지상 공력특성 예측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아음속, 천

이동형 온도제어 유닛 구축 분야에서는 한국형발사체에 탑재

열/공력 분야에서는 지상 운용과 비행 중 공력 특성을 분석해 비

음속 및 초음속을 아우르는 비행 영역 풍동시험을 통해 전산유동

할 위성의 환경제어를 위해 2017년 초 개발을 시작해 2018년 하

행 중 발생하는 고온과 극저온의 내·외부 열환경으로부터 발사체

해석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했다.

반기에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조립동에 설치를 완료했다.

를 보호하고 내부 격실의 열제어와 화재안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열환경 분석 분야에서는 비행 중 발생하는 공력가열 및 플룸

열차단계 개발 분야에서는 시편을 이용해 고온 열차단계와

수행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발사체 외형설계 및 공력 분석, 열

가열에 의한 열해석과 고온 열차단계 설계, 벤트해석을 수행했다.

극저온 열차단계의 성능시험 및 환경시험을 수행했다. 또한 시제

환경 분석 및 열차단계 개발 , 열제어·화재안전 시스템 개발 및 시

이와 더불어 극저온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발사체 열해석 및 극저

품을 발사체에 장착한 후 종합수류시험 및 연소시험을 통해 성능

험설비 구축, 발사대 온도제어계 및 이동형 온도제어 유닛의 구축

온 열차단계를 설계했다.

과 건전성을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발사체와 발사대를 연계한 상

및 운용 업무 등이 있다.

열제어·화재안전계 분야에서는 열환경 설계로 도출된 요구

태에서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비행시험을 통해

발사체 외형설계 및 공력 분야에서는 각종 돌출물과 스트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해석했다. 아울러 소재 분

열차단계의 작동을 확인했다. 고온·극저온 환경에서 구조물 열환

거 등을 고려한 전기체 전산유동을 해석해 기존 축대칭 형상 해석

석과 선정, 시편시험, 단품시험, 서브시스템 수준의 기능과 환경시

경 예측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했으며, 열차단계 제작과 장

대비 공력특성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전기체 전산유동해석

험, 자체 시스템 수준의 조립성 검토와 최종 성능시험을 열제어·

착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도 축적했다. 추후 소형 발사체, 중대형

을 통해 각종 돌출물에 대한 공력하중 예측과, 전기체 구조특성 예

화재안전 시험설비를 구축해 수행했다. 검증된 제품은 발사체에

발사체뿐 아니라 재활용 발사체와 재진입체의 열환경 분석 및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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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계 개발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 국내기술로 실용위성급 발사체를 발사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발사체 고정장치나 엄빌리

- 발사대 구축

칼 연결·수거장치 등은 나로호에 적용하지 않은 신기술로 국내 독

발사대는 발사체 발사운용을 위한 건물에서 발사체와 연결되는

자로 개발해 확장 적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주개발의 관문이라

부분까지 다양한 장치들로 구성된다. 건물 및 전기·소방·공조·기

할 수 있는 발사시설을 단기간 내에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했다는

계 등 기반시설, 발사대 기계설비, 추진제공급설비, 발사관제설비

것은 자랑할 만한 성과이다. 한국형발사체 발사를 마무리하면 서

등이 있다. 나로호의 발사대 구축 경험을 토대로 현 나로우주센터

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발사 운용이 가능한 소형급 발사대(제1발

의 발사시설을 구축했다. 나로호 발사대 구축 당시에는 제1발사대

사대)와 중형급 발사대(제2발사대)를 갖추게 될 것이다. 아울러

와 중앙공용시설, 발사통제동의 발사관제소를 완성해 3차례 발사

습득한 발사시설 구축과 운용 기술을 토대로 정지궤도 위성 발사

운용을 성공리에 완수한 바 있다. 후속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에

체와 같은 대형급 발사대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서는 시험발사체 발사운용과 본 발사를 위한 발사시설 두 가지를

기대한다.

동시 개발하고 있다.
시험발사에 사용하는 발사시설은 나로호 발사대를 개조·개

③ 사업 성과

선한 제1발사대와 발사관제소를 이전 설치해 제1발사관제소를 구

2010년 착수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은 2018년 시험발사체

축했다. 또한 제2발사대 및 제2발사관제소 등 본 발사에 사용하

(Test Launch Vehicle, TLV) 발사에 성공했다. 시험발사체는 한국

는 발사시설(중앙공용시설은 제1발사대와 공용으로 사용)도 구

형발사체와 함께 개발을 진행해 2010년 12월 시스템 요구조건 검

축하고 있다. 나로호를 통해 국내 최초로 액체로켓 발사체를 발사

토회의(SRR), 2012년 12월 시스템설계 검토회의(SDR), 2014년

운용할 수 있는 발사시설을 갖추었다면, 한국형발사체에서는 순

12월 예비설계 검토회의(PDR) 그리고 2017년 12월 상세설계 검

나로우주센터에 구축중인 제2발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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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회의(CDR) 등의 주요 설계 검토과정을 거쳤다.

429km 지점에 낙하했다.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의 2단계 목표

한다. 이외에 비행안전분석 시스템을 개발·분석하고 발사운용 시

가 달성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2010년부터 시작한 자력 발사체

비행안전통제실을 운용한다. 발사운용 시 발사준비 상황을 최종

개발의 주요한 성과를 이룩하는 순간기도 했다.

확인하기 위해 준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행시험위원회의

시험발사체는 총 3단으로 구성된 한국형발사체의 2단부를
활용해 75톤급 액체엔진 1기를 활용한 발사체이다. 총 1단으로 구

185

성된 시험발사체는 구조, 제어, 전자, 열/공력 등 발사체 서브시스

시험발사체 발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력 개발한 75톤급 엔

템과, 엔진을 비롯한 추진기관 등 주요 시스템이 모두 적용된 발사

진의 성능을 실제 비행환경에서 검증하며 확보했다. 또한 발사체

발사체개발 제품보증 체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

체이다. 페어링은 중량 모사 장치로 구성되었다.

를 구성하는 서브시스템인 자세제어시스템, 전자탑재시스템, 구

적으로 구축했다. 이를 위해 제품보증요구조건(PAR)과 제품보증

조, 열공력 시스템 등의 성능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프로그램계획(PAPP)을 작성하고 이에 근거해 제품보증 세부계

시험발사체 체계모델은 엔지니어링 모델(EM), 인증모델

개최를 주관한다.

(QM), 비행모델(FM)로 총 3기의 실물을 제작했다. 엔지니어링 모

획을 수립했다. 세부계획은 신뢰성보증계획(RAP), 안전보증계획

델은 2016년 8월 조립을 착수해 2017년 5월 완료 후 추진기관 시

(SAP), 품질보증계획(QAP), 부품재료공정관리계획(PMPCP), 전

스템 시험설비(PSTC)로 이송해 설치했다. 이후 2018년 1월 31일

4. 발사체분야 제품보증

수류시험을 완료했다. 인증모델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

발사체품질보증시스템 (STARs) 개발

기전자부품관리계획(EEECP), 소프트웨어보증계획(SWAP) 등이
다. 이에 따라 한국형발사체의 신뢰도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고장

까지 조립해 3월 PSTC로 이송 후 설치했다. QM 수류시험은 4월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초기부터

모드영향분석(FMEA)과 사전위험요소분석(PHA), 화재안전 시험

안전 콘솔을 맡아 운용했다. 비행안전과 관련해서는 책임자가 위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수행했다. QM 연소시험은 5월 17일부터 7

발사체의 신뢰성, 안전, 품질관리와 기계적, 전기적 부품·재료·공

기준 수립, 참여기업과의 역할 정립, 청정도 규격 설정 등을 수행

치한 비행안전통제실(FSC)을 운용하고 비행 중 종단 여부를 모니

월 5일까지 3회 진행했다. 연소 시간은 1차 30초, 2차 60초, 3차

정 관리, 소프트웨어 보증 관리, 비행안전 보증 등의 업무를 독립

했다.

터링했다. 시험발사체의 발사승인을 위해 발사준비점검 보고서

154.2초였다.

적으로 담당하도록 구성했다. 구체적 업무는 신뢰성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2단계에서는 1단

를 작성했다. 아울러 비행시험 전일 발사체의 발사대 이송을 승인

비행모델은 2018년 1월 조립에 착수해 7월 구성을 완료해

발사체 구성품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의 할당과 분석, 평가 외에

계 때 설정한 계획에 의거해 실제 참여기업과 참여기업제품보증

하고 비행시험 당일 발사를 승인하기 위한 비행시험위원회를 개

WDR(Wet Dress Rehearsal)을 3회 수행했다. 이후 발사체 발

불일치 항목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 관리를 위해 체계

요구조건(SPAR)을 수립했다. 또한 참여기업이 신뢰성, 안전, 품질

최했다.

사 최종 준비를 마친 후 11월 26일 드라이런을 수행했다. 다음 날

안전성 분석, 공정안전관리, 시험발사체의 발사운용 시 안전메뉴

에 대한 SPAR 이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인 11월 27일에는 비행모델을 발사체조립동에서 발사장으로 이

얼의 작성과 발사체 안전관리, 이송 안전 등도 수행한다. 품질관리

2016년 초반에는 참여기업 품질시스템 감사를 수행했다. 이

송해 엄빌리칼 연결, 전기계통 점검 등을 수행했다. 11월 28일에

는 발사체 구성품에 대한 중요공정관리, 참여기업에 대한 품질감

에 따라 사천(두원중공업), 안산(비츠로테크), 창원(한화테크윈),

는 발사체 점검, 가스 및 추진제 충전 후 비행시험을 실시했다. 대

사, 납품 검사 등과 체계 총조립에 대한 보증 활동에 참여한다. 기

안양(단암시스템스), 대전(스페이스솔루션) 등을 돌며 업체의 품

지를 박차고 이륙한 시험발사체는 목표시간인 140초를 넘어 151

계적, 전기적 부품, 재료, 공정 등을 목록화하고 이를 평가해 치명

질시스템 적용 수준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참여기업에서 발사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제3차 우주개발진

초간 연소하면서 최대고도 209km 도달 후 남측 공해상으로 약

도가 높은 품목을 관리하고 탑재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도 수행

체 체계납품모델 구성품을 제작하는 동안 발사체보증팀이 본원

흥기본계획」에 의해 20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가 제시됐다. 중

항공우주제품보증센터 인력들과 함께 중요검사포인트(MIP)를 검

점전략으로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추진과제로는 한국형발사체

사한 것이다. 현재는 한국형발사체 사업에 참여했던 항공우주제

자력발사 성공, 발사성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발사체기술 지속

품보증센터 인력들이 발사체보증팀 일원으로 업무를 수행중이다.

고도화가 확정됐다.

5. 중장기 발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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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병행해 2016년 중반부터는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한국형발사체 자력발사 성공을 위해 1.5톤급 실용위성을 지

진행하는 시험발사체의 엔지니어링모델(EM) 총조립에 참여해

구저궤도에 투입하기 위한 3단형 한국형발사체 독자개발을 추진

시험발사체 인증모델(QM)과 비행모델(FM) 총조립의 품질보증

하기로 했다. 특히 발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75톤 주엔진 시험

활동을 수행했다. 현재는 한국형발사체 3단 EM의 총조립 품질보

발사 성공 후 2021년 한국형발사체 본 발사를 2회 실시하기로 했

증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성공발사 추진본부, 발사관리위원회 등 지

2017년 9월에는 해외 구매품제작 업체에 대한 현장 품질실
사를 수행했으며 2018년 초에는 프랑스의 국립우주청인 CNES
와 KARI-CNES 제품보증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해외 선진 기관
과 교류했다.

원조직을 운영하고 국제 기술협력과 산·학·연 기술교류 확대로 발
사 성공을 지원키로 했다.
발사체기술 지속 고도화를 위해 2021년에는 성능개량을 위
한 후속 R&D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부터

2018년 시험발사체(TLV)의 발사 때에는 발사체 안전과 비행

2025년까지 3회 이상 추가발사로 경쟁력을 높이고, 2026년부터

안전, 발사 승인 등을 맡았다. 발사체 안전과 관련해서는 EM수류

2030년까지 민간 양산체계 구축 단계로 진입한다. 또한 같은 기

시험과 QM연소시험 등 추진기관종합시험 시 소방안전을 담당했

간 차세대 중형위성 등 500㎏급 위성의 경제적 발사를 위한 소형

다. 또한 시험발사체 이송 안전, 시험발사체 발사대검증시험과 사

플랫폼을 확장한다. 아울러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정지궤도

전리허설(WDR) 및 실제 발사운용 시에는 발사대와 발사체의 안

위성 자력발사 능력 확보를 위한 대형 플랫폼을 확장할 계획도 수

전 통제, 시험발사체 발사운용 시에는 발사통제실(LCC)에 위치한

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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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로우주센터 건립 배경

이 부지선정을 발표하면서 우주센터 건립의 첫 발을 내딛었다. 부
지선정 작업을 완료한 후 2001년 상반기에 나로우주센터 설계용

(1) 우주센터 1단계 사업

역을 시작해 2001년 12월과 2002년 2월에 각각 토목과 건축 기

우리나라는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를 시작으로 1996년 4월 ‘우

본설계를 완료했다. 또한 2003년에는 제주추적소의 부지조성,

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위

진입도로, 추적소 건물 등에 대한 기본설계를 진행해 경관심의를

성개발, 우주발사체 개발,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등 부문별 계획

비롯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추진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에 따라 체계적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2003년 8월에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에서 우주센터 건설의

는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 우주발사체에 탑재해 우리 땅에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을 거행했다.

서 발사하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후 1998년 8월 북한이 최초의 인

2007년 상반기 중 발사통제동을 비롯한 조립시험시설 및 제

공위성인 광명성(光明星) 1호를 실은 대포동을 발사하면서 국내

주추적소, 우주과학관 등 나로우주센터의 주요 시설 건설 공사를

정세는 급변한다. 우리 정부는 3개월 후인 1998년 11월 제5회 과

마무리하고 설비 운용을 시작했다. 이어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

학기술장관회의에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놓

한 다양한 추적과 계측 장비들 역시 구축을 완료한 후 장비별 단위

았다. 주요 내용은 첫 우주발사체의 자력발사시기를 2010년에서

성능시험과 통합연계시험에 착수해 2009년 상반기까지 통합연

2005년으로 5년 앞당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발사장 건립계획

계성능검증을 마쳤다.

도 앞당겨졌다.

한·러 협력으로 추진한 발사대시스템은 2007년 4월에 상세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센터 건립을 위

설계(안)을 확정해 5월부터 발사대시스템 부품제작 설계에 들어

한 부지 조사에 들어갔다. 우주센터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 위

갔다. 이듬해인 2008년 4월에 발사대 개별 장비 현장설치를 시

해 발사가능 방위각, 비행경로상 안전확보 및 외국영공 통과금지

작해 6월까지 설치를 마쳤다. 7월에는 발사대 시스템 장비별 독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

립성능시험을 시작해 2009년 3월에 완료했다. 이로써 모든 시설

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북한 및 러시아가 위치해 있다. 따라서

과 장비를 구축하고 2009년 6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지정학적으로 우주센터는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에 위치할 수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바로 3개월 뒤인

밖에 없다.

2009년 8월 25일 나로호 1차 비행시험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페

부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우주센터건설자문위원회를 구성

어링 미분리로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지 못해 실패했다. 이듬해 6

했다. 위원회는 최초 11개 후보지를 도출해 각각의 조건을 비교한

월 10일 2차 비행시험을 시도했으나 발사 137초 후 폭발로 통신

후 최종 전남 고흥과 경남 남해 2곳을 발사장 후보지로 압축하고

이 두절되었다. 이후 러시아와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규

정밀조사를 착수했다. 발사운용 각도와 이주예상 주민 수, 부지확

명을 시도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1년간의

보 용이성 등의 다각도의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전남 고흥군 외나

공방 속에 한·러는 양측 분석결과를 동시에 명시하고 소모적인 책

로도가 선정되었다. 2001년 1월 30일 현장에서 과학기술부 장관

임공방 대신 향후를 대비하기로 했다. 긴 준비기간 끝에 2013년 1

나로우주센터 준공식(200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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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발사체 개발의 가장 중요한

80여 대의 서버·클라이언트급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

부분인 75톤 엔진의 성능이 검증되었다. 우주센터는 2021년 2월

다. 또한 우주발사체의 실시간 위치와 상태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발사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발사를 위해 건설 부문에서는 제2발사

레인지시스템은 다수의 추적레이다 장비, 광학추적 장비 및 텔레

대 공사를 완료하고 발사체이송로를 확장하며 팔라우 해외추적

메트리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상호 독립적인 추적 알고리즘을 이

소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장비 부문에서도 비행종단지령

용해 발사체를 추적한다.

장비, 발사통제 자료처리시스템, 텔레메트리 장비, 기상 장비 등의

발사체의 비행구간을 추적·감시하기 위한 주요 장비들은 신

성능을 개선하고 통합시험운용과정을 거쳐 한국형발사체 발사운

뢰성 확보를 위해 장비와 장비배치를 이중화하고 있다. 안정적인

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신호 송수신을 위한 고각을 3도 정도로 보면 나로호의 비행궤적
기준으로 고흥과 제주에 배치한 추적 장비들은 약 1,700㎞까지
신호 송수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성분리 시까지 추가적인 추적

2. 발사체 추적·계측·통제를 위한 레인지 시스
템 구축 및 운영

수단이 필요해 다운레인지 텔레메트리를 선박 탑재형으로 운용
할 수 있게 설계했다. 시험발사체는 나로호와 달리 위성분리 이벤
트가 없고 최대 고도 200㎞에 지상거리 400㎞로 임무구간이 짧

2019년 나로우주센터 전경

(1) 레인지 시스템의 개요

다. 따라서 다운레인지 텔레메트리 장비를 해상이 아닌 고흥에 배

통상적으로 우주센터 또는 발사장에서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해

치해 이중화했다. 아울러 다른 추적 장비는 나로호 때와 동일하게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우주발사체는 이륙 후 예정된 위치에 위성

운용했다.

을 분리하는 것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우주센터 각각의 추적장비로부터 획득한 우주발사체의 실시

우주발사체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직후부터 탑재위성을 목

간 위치와 비행 상태 정보는 발사통제시스템을 통한 통합처리와

기관시험시설 7종을 2016년 준공했다. 2016년 4월 첫 75톤 엔진

표궤도에 투입하는 시점까지 예정된 비행궤적을 따라 자동으로

분배 과정을 통해 신뢰성 향상, 효율적인 비행감시, 비행안전성 향

시험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100회 연소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주센터는 비행시간 동안 우주발사

상을 도모할 수 있다.

(2) 우주센터 2단계 사업

수행했다. 한국형발사체 조립을 위한 발사체종합조립동 확장, 위

체의 상태와 위치정보를 여러 추적·계측장비를 통해 취득하고 이

우주센터의 각 추적 장비에서 획득한 우주발사체의 위치정

우주센터 개발사업은 최초 기획단계에서부터 1단계와 2단계로

성시험동 확장, 연구동 신축 등 인프라 건물을 2009년부터 2017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분배해 전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상

보(time, space and position information, TSPI)와 비행상태정보

구분해 추진됐다. 1단계 사업인 러시아 1단 엔진을 사용한 나로호

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준공했다. 그리고 한국형발사체 발사를

의 분야별 운용자들은 전시 정보를 이용해 발사체의 현재 비행 상

는 발사통제시스템 중 하나인 비행정보중앙처리시스템(Central

발사는 우리나라가 독자적 기술로 만들 계획인 한국형발사체 누

위한 제2발사대 구축을 2016년 11월 시작해 2021년 초에 완료할

태를 감시한다. 이때 비정상 비행이 발생할 경우 비행종단지령 장

Data Processing System, CDPS)으로 전달되어 실시간처리를 거

리호를 위한 발판이었다.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많

예정이다.

비(Flight Termination System, FTS)를 통해 명령을 보내 비행을

친 후 비행안전통제센터, 데이터센터, 발사지휘소로 전송된다. 우

월 30일 그토록 기다리던 나로호 3차 발사를 최종 성공시켰다.

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 경험을 통해 줄이도록

2단계 장비구축 분야에서는 2단형인 나로호와 달리 3단형인

종단한다. 우주센터에서 수행하는 발사임무에는 우주발사체뿐

주발사체의 위치정보는 지상운용자의 감시용 이외에도 추적 장

했다. 우리나라는 나로호 발사를 위해 우주센터를 구축해 실제 발

한국형발사체 발사를 운용하기 위해 다양한 지상구축장비들의

아니라 발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상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비들의 실패 시 재추적 연동정보(slaving data)로 이용하기 위해

사를 운용하고 최종 성공하면서 값진 경험을 축적했다. 나로호 발

성능개선을 진행 중이다. 기존 4기의 텔레메트리 장비를 업그레

한다. 특히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현재 임무상태를 신

전용 통신망을 통해 재분배하게 된다.

사운용을 위한 1단계 사업은 2000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이드하고 1기의 이동형 다운레인지 텔레메트리 장비를 팔라우 낫

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행해 우주센터 구축과 운용기술을 확보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

팡주에 추가 구축하고 있다. 추적레이다 장비는 추적기능 향상을

우주센터에서 이러한 발사임무 관련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추정해 분배함으로써 추적레이다, 텔레메트리, 광학추적장비

로 최종 목표인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위해 2009년 1월부터 우주

위해 스킨·비콘 2중 모드가 가능하게 개선했다. 또한 기상장비, 발

로 처리하는 것이 발사통제시스템이다. 발사통제시스템은 8종류

등의 추적 및 계측장비는 상호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동작하게 된

센터 2단계 사업을 시작했다.

사통제시스템, 해안복합감시체계, 추가구축시설을 위한 통신망

우주센터 2단계 사업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우주개
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에 의거해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

및 임무망 확장구축 등을 진행해 2020년 말까지 성능 개선을 완
료할 예정이다.

레인지 시스템 성능 요구조건 및 장비배치(나로호, 시험발사체 운용)
장비배치

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과 연계해 실용위성급 지구저궤도

당초 75톤 엔진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 비행시험을

위성 발사를 위한 우주센터 확장구축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최종

2017년 12월로 예정했다. 그러나 연소기와 추진제 탱크 제작에

목표로 정했다. 우주센터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약 2,300억원

일정이 지연되어 연기를 요청해 2016년 12월 국가우주위원회가

추적레이다장비

추적거리 3,000㎞

으로 2011년 타당성재조사를 거쳐 2021년 12월까지 13년에 걸쳐

2018년 10월로 10개월 연기를 승인했다. 이후 최종시험에서 추

텔레메트리장비

진행하고 있다.

진제압력이 예정보다 낮게 측정되는 기술적 문제로 다시 한 달을
연기했다. 결국 시험발사체는 재정비를 거쳐 2018년 11월 28일

2단계 건설사업은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과 연계해 우주센
터에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75톤, 7톤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발사통제시스템이 우주발사체의 현재위치정보를 실시간으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구분

장비성능

이중화
나로호 1/2/3차

시험발사체

○

고흥, 제주

고흥, 제주

추적거리 2,000㎞

○

고흥, 제주

고흥, 제주

광학추적장비

추적거리 55㎞

×

고흥

고흥

비행종단지령장비

신뢰도 99.9%(1,500㎞ 지점)

○

고흥

고흥

다운레인지텔레메트리장비

추적거리 1,100㎞

×

발사대 남방 1,700㎞ 해상

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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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사전점검한 후 모의비행시험을 수행했다. 모의비행시험에
서는 경항공기에 발사체 탑재장비를 장착해 각 추적 장비의 단위
성능을 검증하고 장비 통합운용기능을 점검했다. 경항공기를 이
용한 비행시험은 나로호 발사임무를 대비해 총 18회, 시험발사체
발사임무를 대비해 총 5회 진행했다.

(2) 추적레이다 장비
추적레이다 장비는 매우 짧은 시간에 폭이 좁은 펄스를 지향성 안
테나를 통해 송신해 표적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장비이다. 추적

광학추적장비

레이다는 옥외에 설치한 안테나, 페데스탈 장비와 옥내의 장비실
과 운용실에 설치한 송신기, 수신기, 페데스탈 구동 장비 및 컴퓨
터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동작 원리는 송신기에서 생성된 고출

레인지 시스템 구성도

발을 통해 고속카메라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다.

력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원하는 표적을 향해 송신하고, 표적으로

광학장비는 3회에 걸친 나로호 발사임무와 시험발사체 발사

부터 돌아오는 신호는 안테나를 거쳐 수신기로 보낸다. 수신신호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시험발사체 발사임무를 위해 광학추적장

는 처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컴퓨터시스템의 레이다 신호처

비는 기존에 탑재한 다중주파수 방식의 거리측정 도플러레이다

리기에서 표적추적을 위한 위치정보를 획득한다.

를 주파수변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광학센서의 화질을

추적레이다의 사용 주파수 대역은 위성발사체 추적레이다용

100만 화소에서 800만 화소로 개선했다. 현재는 한국형발사체

으로 일반적이며 장거리 정밀 계측용으로 매우 유용한 5.3~5.8㎓

발사임무 수행을 위해 발사대 주변 고속디지털카메라의 성능을

대역의 C-Band 주파수를 사용한다. 송신기는 주파수와 위상 안

개선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전체 지상 추적시스템의 가용도가 크게 향상된다.

상 운용할 때는 인마셋을, 고흥 우주센터에서 운용할 때는 전용통

정도가 높은 진행파관을 사용해 최대 출력 250㎾까지 송신이 가

또한 TSPI 정보와 더불어 각 장비의 상태정보(final status data)

신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능하다. 추적레이다의 거리와 안테나 빔 보정을 위해 1㎞ 이상 이

(4) 텔레메트리 장비

격된 장소에 보정타워를 설치해 운용한다.

텔레메트리(Telemetry)는 Tele(=remote)와 Metron(=measure)

도 중앙전산실으로 전송해 미션상태전시시스템(Mission Status

이러한 레인지시스템의 통합운용 기능 및 성능 검증시험은

Display System, MSDS)을 통해 임무수행 중 장비의 이상 유무를

지상시험과 경항공기를 이용한 비행시험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나로우주센터 추적레이다는 국내 우주발사체 발사임무 수행

의 합성어로,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원격 환경에서 통신링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CDPS, MSDS 등 중앙전산실의 주요

먼저 각 추적 장비의 단위성능 시험 및 지상장비·탑재장비 간 RF

을 위해 이중화시켜 2007년에 나로우주센터와 제주추적소에 각

크(유무선)를 통해 계측하고자 하는 대상체의 정보를 측정하는 기

장비들은 이중화 구성을 적용했으며, 특히 CDPS는 문제 발생시

호환성 시험과, 비행시험 전 장비통합운용 기능점검을 위한 지상

각 1대씩 구축했다. 스킨모드에서 최대 300㎞와 비콘모드에서 최

술이다. 텔레메트리 장비는 발사 전부터 임무종료까지 우주발사

100ms 이내에서 임무절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해 가용도를 극대

연동시험을 수행했다. 추적 장비와 발사통제시스템의 지상 연동

대 3,000㎞까지 발사체 비행궤적을 추적해 나로우주센터 발사통

체와 탑재체(위성)에 대한 각종 동작 상태와 특성에 관한 제반 자

화했다. 고흥과 제주로부터 중앙전산실로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

시험에서는 slaving data 통신시험, QLM(quick look message) 통

제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한다.

료를 획득한다. 수신한 자료는 발사 진행을 위한 실시간 판단 자료

는 이중화된 전용통신망을 이용한다. 다운레인지장비의 경우 해

신시험, 상태정보 송수신시험 등 실시간 통신시험을 통해 장비상

2018년에는 스킨모드 추적거리 내에서 스킨모드 및 비콘모
드로 동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레이다 성능을 개선했다.

로 활용한다.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나로호 발사임무를 위해 4기의 텔레메
트리 지상국(TLM#1,2,3,4)을 구축해 운용했다. 2018년 11월에

추적레이다(고흥, 제주) 레이돔 제작 및 설치 완료(2013.6.)

(3) 광학장비

발사한 시험발사체 역시 기구축한 텔레메트리 장비를 활용했다.

광학장비는 비행 초기에 우주발사체를 추적해 위치정보를 획득

2021년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발사임무를 위해서는 텔레메트리

하는 장비다. 초기 비행자세와 관련된 영상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지상국에 대한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팔라우에 1기

광학추적장비(Electro-Optical Tracking System)와, 우주발사체

의 텔레메트리 지상국(TLM#5)을 추가 구축하고 있다.

이륙순간 주요부분의 고속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고속 디지털카
메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예정된 한국형발사체의 발사와 관련해 진행중인 텔
레메트리 장비와 해외 추적소 구축은 기구축한 장비의 성능개선

도입초기 나로우주센터에 적용 가능한 광학장비의 임무구간

과 관련해 안테나시스템을 재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그 외에 각 지

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광학센서의 기술개발 트렌드를 반영해

상국의 수신기·신호저장장치 등 서브시스템을 확장할 예정이다.

요구규격을 확정했다. 또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의 협조로 발

서브시스템 중에서 데이터처리시스템은 2017년 9월 업그레이드

사대 주변에서 운용할 다수의 고속카메라 기본구성과 개념을 확

를 완료했고 감시제어시스템의 국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립했다. 아울러 영상과 제어 신호 전송을 위한 통신장비의 국내 개

통해 총 5기의 텔레메트리 지상국을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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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종단지령 장비 안테나
TLM1 지상국(고흥)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시 발사통제 시스템 운영 중인 중앙전산실

TLM2 지상국(제주)

어 기능과 하드웨어 사양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

들을 자체 개발하며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기존 핵심기능을 기반으로 한국형발

TLM3 지상국(제주)

TLM4 지상국(이동형)

사체에 맞게 자료처리시스템을 재개발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발

(7) 기상 장비

사체 발사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처리대상 정보와 신규 요구사항

우주기술 선진국에서는 발사체 발사지원을 위한 기상 분야를 ‘발

을 수용해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처리

사기상(Launch Weather)’이라고 구분해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시스템 이중화 기능 등을 보완해

고 있다. 이는 발사기상이 발사 진행여부(GO/NO-GO)의 의사결

보다 안정적으로 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한편 발사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우주센터 내부 데이터통

현재 나로우주센터 기상장비는 이중편파 기상레이다 1기, 낙

신망은 초기에 임무망·업무망으로 구분된 2개의 통신망만을 구

뢰감지시스템 1기, 전계강도측정장비 2기, 고층기상관측장비 2

축해 사용했다. 하지만 이후로 건물·시설이 증설되고 시스템이 추

기, 자동기상관측장비 4기, 윈드라이다 1기, 기상실황판을 갖추고

가되며 해킹 위협이 늘어나는 등 많은 환경 변화가 이어졌다. 따라

있다. 또한 실시간 기상장비 운용과 성능개선 연구를 진행 중이다.

(5) 비행종단지령 장비

이다. 제반사항을 취합해 책임자가 최종 발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 임무망·업무망 이외에 인터넷망·외부

발사성공의 필요조건 중 하나는 준비 기간부터 당일까지 발

비행종단지령 장비는 우주발사체의 예상비행궤적 이탈 등 안전

지원한다. 또한 우주발사체 이륙 후부터 임무 종료까지 추적시스

인망·시설안전망 등을 추가했다. 또한 음성통신망, 표준시각분배

사에 적합한 기상상태이다. 발사에 적합한 기상상태 점검 목록을

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지상에서 긴급명령을 전송

템에서 송신한 정보를 수집·처리·분배해 발사체의 비행 상태를 실

망 등도 요구에 따라 확장했다. 특히 표준시각분배망의 경우 초기

기상발사기준(Weather Launch Commit Criteria, WLCC)이라 한

해 비행을 안전하게 종료시키는 장비이다.

시간으로 전시 및 감시한다. 또한 임무 종료 후에는 수집·저장한

해외장비를 그대로 도입해 사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주요 장비

다. 전 세계 각 발사장은 발사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유의 기후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나로호 발사를 위해 2007년 비행종단

정보를 이용해 임무결과를 상세 분석한다.

지령 장비를 이스라엘 IAI/MLM사로부터 도입해 성공적으로 임

2000년대 초반 발사통제시스템의 초기 개발준비 기간에는

무를 수행했다. 2018년 11월 발사에 성공한 시험발사체 임무에는

시스템의 운용개념과 경험부족 등의 이유로 해외 도입을 검토했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명령지령기, 명령생성기(송신기), 명령검

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수출규제와 유럽 업체들의 과도한 개발비

구분

출기(수신기), 감시제어시스템을 이용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장비

요구 등으로 도입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관련 시스템들

자동기상관측장비
(윈드타워)

지상풍(15, 30, 45m) 온도,
습도, 압력 자료

실시간 운용 중

발사체 이륙 거동제어

성능 개선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 연동하며 발사 전반에 대한 통제임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지속

고층기상관측장비

고층풍 자료(~30㎞)

악기상 관측 중

발사체 자세제어

이중편파 기상레이다

악기상 예보/낙뢰가능성 분석

실시간 운용 중

비행안전성 확보

낙뢰감지시스템

실시간 낙뢰관측

실시간 운용 중

6개 낙뢰사이트 운용

윈드라이다

발사대 상공 연직바람 관측

실시간 운용 중

비행초기 자세제어

자료통합처리기술

관측자료수집 및 분배

실시간 운용 중/
성능개선 예정

유관기관 자료공유

초단기낙뢰예측기술

낙뢰의 정량적 예측
(발생, 이동경로 등)

소요기술 확보예정

발사임무 지원
(Go/No-Go 판단기준)

자료품질관리기술

자료 신뢰성 향상

진행 중

위탁연구과제 수행

시험발사체 발사임무에서는 발사 30분 전부터 우주발사체

적인 요구사항 변경 가능성도 높았다. 이를 종합해 독자 개발로 방

와 지상 간 정상적인 명령 송수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heck/

향을 재설정했다. 시스템 구축은 2004년 말 국내 업체와의 최종

Pilot 명령을 전송해 통신링크의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전체 발사

개발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요구사항분석, 설계, 시스템 구현 및 구

임무 내내 지상 장비와 우주발사체가 정상적으로 명령을 송수신

축, 기능 및 성능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07년 개발을 완료했다.

했다. 비행종단명령을 전송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장비

발사통제 자료처리시스템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통제 소프트웨어로 나로호 발사에 기여했다. 하지만 소프트

(6) 발사통제시스템

웨어 기술과 하드웨어 사양이 노후화되고 더구나 나로호 발사임

발사통제시스템은 우주센터의 발사임무를 총괄 통제하는 시스템

무에 맞춰 개발해 한국형발사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

소요기술

기능

운용현황 및 계획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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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유지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각도의 기상분석을 수행했다.
기상지원체계 역시 나로호 때와 마찬가지로 기상청, 공군, 대학교
수 등으로 구성해 기상발사기준 수립에 만전을 기했고, 그 결과 발
사 당일 성공적으로 발사기상 지원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기상담당자들은 초단기낙뢰예측기술 확보와 나로우주센터
기상환경분석 개선을 통해 한국형발사체 발사 시 더욱 고도화되
고 전문적인 발사기상 지원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금도 현장에
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나로우주센터 새해 해돋이

3. 발사장 주요 시설 구축

발사통제동 전경

발사통제동 발사지휘센터(MDC)

나로우주센터 내에는 우주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필수
특성을 반영한 기상발사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나로우주센

시설들이 있다. 주요시설로는 발사대를 비롯해 발사통제동, 발사

2008년 준공한 제1발사대(LB1)는 지하 3층 지상 1층 규모로 건축

(2) 발사통제동(Mission Control Center, MCC)

터에서도 성공적인 발사기상지원을 위해 기상장비를 활용해 기

체종합조립동, 위성시험동, 고체모터동, 추적레이다동, 광학장비

면적 84㎡에 연면적 3,305㎡이다. 중앙공용시설은 추진제 공급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7,219㎡ 규모의 나로우주센터 발사

상발사기준을 수립해 나로호 1, 2, 3차 발사에 적용했다. 나로호

동, 제주추적소, 우주과학관 등이 있다. 각 시설들은 목적과 우주

설비와 각종 저장시설, 공급시설을 중심으로 이를 제어하는 각종

통제동은 발사임무와 관련한 운용 작업을 총괄 지휘한다. 이를

기상발사기준은 ① 낙뢰, ② 구름, ③ 전계강도, ④ 대기압력 ⑤ 강

센터 부지의 지형, 그리고 안전성과 환경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최

관제 설비가 위치한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면적 1,826

위해 발사지휘센터(Mission Director Center, MDC), 발사체통

수, ⑥ 온도, ⑦ 지상풍속, ⑧ 고층 풍속, ⑨ 운용자 권고기준 등으

대한 기존 지형에 순응하도록 건설한 것이 특징이다.

㎡에 연면적 2,983㎡이다. 유도정렬빌딩에는 발사체 1단에 설치

제센터(Launch Control Center, LCC), 비행안전통제센터(Flight

하는 관성항법장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데오드라이트가 있다.

Safety Center, FSC) 등 발사 및 발사체 추적과 관련한 통제시설들

(1) 발사대(Launch Complex)

규모는 지상 1층이며 건축면적 51㎡에 연면적 50㎡이다. 2009년

이 집약되어 있다.

다가오면서 발사를 담당하는 여러 부서에서 실시간 기상현황과

발사대에서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최종 기능점검 후 추진제 주

부터 2013년까지 나로호의 1, 2, 3차 발사임무를 완수하고 한국형

발사지휘센터는 우주센터의 발사임무를 총괄 지휘·통제한

관측자료 분석, 그리고 기상예보를 요청해 왔다. 기상예보는 관련

입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사를 진행한다. 총 부지 약 49,000

발사체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2016년 11월 제2발사대(LB2) 구축

다. 이곳에서 발사준비상황, 해상과 공중의 안전통제 정보, 기상정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 그리고 예보시스템의 막대한 하드웨어·소

㎡에 지하 시설물로 이루어진 발사대시설(Launch Building),

건설공사에 착공했다. 제2발사대(LB2)는 제1발사대 서측에 지하

보, 비행경로 추적 장비 및 운용자 준비상황 등 연계상황을 종합적

프트웨어 및 인적구성이 갖춰져야 한다. 이에 따라 기상청과 협의

중앙공용시설(Centralized Building), 유도정렬빌딩(Guidance

3층 지상1층, 연면적 5,667㎡ 규모로 구축될 예정이다.

으로 판단해 최종발사 여부를 결정한다. 발사체통제센터는 우주

해 기상예보관이 나로우주센터에 파견을 나와 지원하기도 했다.

Alignment Building) 등이 있다. 각 시설은 발사운용 및 발사시 주

이러한 여러 과정 끝에 2013년 1월 30일 맑은 기상 조건에서 성

변 환경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로 되어 있다.
나로호 발사는 기상담당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발사가

공적으로 발사기상 지원임무를 수행했다.
시험발사체 발사시험 때도 기상담당자들은 장비의 최적운용

제1발사대 전경

발사대시설은 발사체의 설치와 최종발사를 진행하는 장소

2008년 준공한 제1발사대와 중앙공용시설은 한국형발사

발사체와 위성의 조립, 시험, 연료공급과 같은 준비작업을 단계별

체 시험발사체 발사를 위한 시설·장비 개조와 개선작업을 진행해

로 확인해 운용상황을 발사지휘센터로 보고하고 최종결정에 따

2018년 11월 성공적으로 발사한 바 있다.

라 발사작업을 진행한다. 비행안전통제센터는 우주발사체가 비

이다. 발사체와 연계해 직접 운용할 장비들을 주로 위치시킨다.

제2발사대 구축현황(2019.7.)

행을 시작한 직후부터 임무종료 때까지 비행안전과 관련한 모든

조립시험시설 확장공사 완료

발사체종합조립동 증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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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시험동 증축 완료

발사체보관동 신축 완료

업무를 다른 운용실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한다. 이를 위해

능시험을 실시한다. 위성시험동은 인공위성의 최종조립, 최종성

실시간으로 우주발사체 상태와 비행 상황 정보를 감시한다. 이때

능 확인, 연료주입, 우주발사체 탑재부에 인공위성 장착 등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비행종단지령 장비를 이용해 비행을 강제 종료

곳으로 조립실, 컨트롤룸, 작업 및 클린룸 시설 등이 있다.

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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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지상 연소시험설비

엔진 고공 연소시험설비

3단엔진 연소시험설비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PSTC)

또한 2016년부터는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에 따라 발사체

나로호 이후 발사통제동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종합조립동과 위성시험동의 확장공사와 발사체보관동의 신축공

시설물 보강작업과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대 발사체통제센터를

사를 진행해 2017년 7월 완료했다. 이는 한국형발사체의 제원과

구축했다. 이를 통해 2018년 11월 시험발사체 발사 당시 발사 지

3단에 탑재할 다목적실용위성 조립을 위한 공간 확대 요구와, 시

휘·통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험발사체 및 발사체 이송장비와 기타 치·공구류의 보관 및 운용을
위한 조치였다. 확장공사를 완료한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는 시

(3) 조립시험시설(Assembly Complex)

197

험발사체의 인증모델과 비행시험모델 조립을 수행한 바 있다.

총 부지 면적 24,307㎡의 조립시험시설은 우주센터 1단계 사업
당시 발사체종합조립동, 위성시험동, 고체모터동 등을 구축했다.

(4) 추진기관 시험설비(Propulsion Test Facility)

제어계측동을 구축했다. 연소기 연소시험설비는 연면적 3,748

소시험설비,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 인근에 1,655㎡ 규모의 3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는 발사장으로 운반한 우주발사체 각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나로호 발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

㎡,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는 연면적 3,871㎡, 제어계측동은

단엔진 연소시험설비를 구축했다. 또한 3단계로는 2014년 12월

단의 인수검사, 보관, 우주발사체 단별조립 및 최종 조립 업무를

로우주센터 한편에서는 한국형발사체 엔진 개발을 위한 추진기

2,968㎡ 규모로 구축됐다. 2단계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

부터 2016년 6월까지 발사대 북쪽 인근에 한국형발사체 각단 추

진행한다. 또한 추진제 배관의 기밀시험(Leak Check), 각종 전자

관 시험설비 구축작업을 시작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

까지 한국형발사체 75톤 및 7톤 엔진의 개발과 인증시험을 위한

진기관 시스템의 개발과 인증시험을 위한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장치의 기능시험, 구동장치 시험 등 우주발사체의 주요 기능도 점

까지 1단계로 나로우주센터 조립시험시설과 발사대 사이 부지

시설을 구축했다. 연소기 연소시험설비 부지 인근에 연면적 1,492

설비(PSTC)를 완공했다.

검한다. 고체모터동에서는 우주발사체 중 고체모터의 보관 및 기

45,351㎡에 연소기 연소시험설비와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

㎡ 규모의 엔진 지상 연소시험설비, 2,403㎡ 규모의 엔진 고공 연

연소기 연소시험설비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

고흥 추적레이다동

제주추적소 추적레이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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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5년 7월 발전소 시설의 확장공사를 완료했다. 이어서 2016
년 3월 2㎿급 Gas Turbine 발전기 1기를 추가 설치했다. 이로써 총
4기의 2㎿급 Gas Turbine를 운용해 추진기관 시험설비 엔진 인증
시험과 시험발사체 발사 당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한 바 있다.

(7) 기상관측소(Meteorological Observatory)
지상 2층 연면적 103㎡ 규모의 기상관측소는 우주센터 인근 전라
남도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의 마복산 420m 고지에 위치해 있다.
순조로운 발사운용에 필요한 기상관측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
기상관측소

주 업무다. 이곳에서는 기상레이다, 기상통합처리스템, 종합낙뢰

제2기숙사

연구동

감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기상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우주
발사체 발사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우주센터 1단계 사업에서 시설

(5) 추적레이다동(Tracking Radar Building)

물과 기상레이다를 구축해 나로호 발사 당시 기상관측 데이터취

(9) 기타 지원시설 구축

추적레이다동은 추적레이다 장비실과 운용실로 구성되어 있다.

득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우주센터 2단계 사업을 위해서

발사통제동은 나로호 발사 당시 나로우주센터 연구 인력의 연구·

추적레이다는 우주발사체를 추적해 획득한 위치 정보를 발사통제

는 진입로 약 1.6㎞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가드레일을 약 0.5㎞

사무 공간 기능을 병행했다. 우주센터 2단계 사업에서는 발사통

(1) 발사안전통제 체계 구축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한다. 이러한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우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제동이 발사 추적·통제 기능만 전담하도록 시설 운용 계획을 수립

① 사업 배경 및 관련근거

했다. 이를 위해 나로우주센터 본관동 역할의 연구동을 새롭게 구

나로우주센터는 발사기간 중 발사장 주변과 비행경로 상의 육상·

주발사체의 정상적인 비행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우주발사체의

4. 지상안전체계 확립을 통한 발사안전 확보

안정적인 추적을 위해 나로우주센터 추적레이다동과 제주추적소

(8) 우주과학관(Space Science Museum)

축했다. 연구동은 평시에는 한국형발사체 개발과 우주센터 운영

해상·공역에 대한 안전통제를 위해 발사안전통제 계획과 구체적

추적레이다동에 각 1기씩 총 2개의 추적레이다를 운용하고 있다.

우주과학 분야의 교육과 홍보를 위한 우주과학관은 지하 1층 지

을 위한 연구·사무공간으로 사용하지만, 발사 시에는 외빈 관람장

인 추진방안이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시설·장비·인원에 대한 안전

상 2층, 연면적 10,489㎡에 전시관, 돔영상관, 영상관, 야외전시장

소, 정부 및 언론,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업무공간, 발사 운용인력

관리와, 테러요인 대응 등 체계적인 보안유지, 방호활동 등 위협요

(6) 발전소동(Power Plant)

등을 갖추고 있다. 우주과학관은 방문객을 위한 장소로 우주센터

을 제외한 지원인력의 대기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나로호 발

소 사전차단을 위해 육상·해상·공역 안전통제 구역을 설정해 운영

발전소동은 발사운용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

의 역할을 이해하고 우주과학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 당시 연구·지원인력의 숙박 공간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하고 있다.

한다. 우주센터 1단계 사업당시 지상 2층 연면적 863㎡ 규모로 건

2008년에 우주과학관 본관 시설을 구축하고 실내·야외 전시 컨

위해 제2기숙사를 건설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발사체 개발과 발

우주개발진흥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우주개발의 지

설했다. 발전소동 내부에는 2㎿급 Gas Turbine 발전기 3대를 설치

텐츠를 제작·설치했다. 2011년에는 4D 체험영상 관람을 위한 돔

사 과정에서 연구 인력과 발사 운용·지원 인력, 정부 유관기관 관

원 및 협조요청)에 의거해 발사 시 안전·통제 업무와 사전훈련 수행

했다. 이후 나로우주센터에 구축한 추진기관 시험설비의 엔진 인증

영상관을 구축했다. 우주센터 2단계 사업에서는 우주과학관 관람

계자 등을 수용하고 있다.

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지원·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성공적인

시험과 한국형발사체 발사대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우주센

객의 편의를 위한 옥외 휴게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확충했다.

우주과학관 야경

발사안전통제 임무를 수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

발사안전통제 개식행사

육상 통제구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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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황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발사안전통제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 과장

대테러

해상안전

공군

국토교통부

소방청

산림청

고용군청

보건복지부

섬주민 안전지원

및 통제
통과공역 항공기 경계

항공고시보통보
통과공역민항기 통제

긴급구조활동
소방안전대책 화재진압 및

산불화재공증진압

응급의료지원
지역주민안전확보 홍보

응급의료지원

등 안내

C
I
C
D
M
S

여수시청

항행통보

선박의 안전운항 지도

발사안전통제 체계도(나로호/시험발사 종합)

재난관리

공역 안전
해양수산부

통과해역선백감시 및 통제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안내
통과해역선백감시 및 통제
N
A
V
T
E
X

해군

해양경찰청

내륙 및 해안 경계

지상안전팀

외곽 순찰 및 출입통제

비행안전팀

검찰청

발사배안전팀

화생방테러대응

발사안전 책임자

보안대테러예방활동

발사책임자

발사장 책임자

환경부
보건
복지부
원자력
안전위

육군

수요자

발사운용 책임자

육상안전

기관은 나로호 발사 시 발사안전통제 참여기관
ESA 소유즈 및 베가 발사체 궤적(제주추적소 포함 궤적)

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나로호 발사 시 15개 기관)으로 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발사안전통제실을 구축해 운영한

성된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통해 발사안전통제 임무를 수행한다.

다. 발사안전통제실에는 각 기관별 협력관이 배치된다. 협력관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

각 기관에서 파견되어 발사안전통제실에 배치되는 실무부서 책

를 최소화해야 한다.

② 발사안전통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임자이다. 협력관은 소속기관의 현장임무 진행상황 파악 및 보고

해상통제구역 내에 유인도(광도, 평도)가 있는 관계로 만약의

발사장과 비행경로상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의 지원과 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타 기관의 임무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태에 대비해 주민소개를 실시한다. 공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를 구하고 발사안전통제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발사안전통제협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한다. 발사안전통제실은 발사일정

임시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비행시험과 관련한 항공기 이외의

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운영 절차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 및 운

에 따라 D-1일 오전 9시부터 D-day 발사안전통제 임무종료까지

모든 비행을 금지한다. 공역비행경로 상에는 국내·외 민간항공사

영 등 협의회 운영 업무를 종합 관리한다. 또한 발사안전통제계획

24시간 운영(나로호 발사 시에는 D-2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의 정기항로가 있으므로 발사에 대비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항

등 주요사항은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주간에는 전체기관협력관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발사안전통제팀

공고시보(NOTAM)를 통보해 전 세계 항공관계자에게 전달한다.

한다. 운영 시기는 발사일정에 따라 안전 및 보안조치사항 발생 시

과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근무해 상황을 유지한다.

비상상황에 대비해 재난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비행시험 시

수시 운영한다.

소방차, 구급차, 소방헬기 및 산림항공기 등을 배치해 비상상황발

② 발사장 주변 및 비행경로 안전통제

생 시 초기진압이 가능하도록 한다.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현장응

③ 발사안전통제 체계

발사안전은 발사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이

급의료소를 운영한다. 산불이 인근마을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발사 시 발사안전통제는 11개 기관 약 830여 명(나로호 발사 시

다. 발사안전을 확보해야 비로소 발사가 가능하다. 발사안전 확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15개 기관 약 1,800여 명)이 참여한다. 참여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를 위해 육상·해상·공역을 통제하고 재난관리체계를 구축·운영

지휘와 보고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을 중심으로 발

한다.

사안전통제팀과 유관기관으로 종합상황실을 구성한다.

나로호 발사 당시에는 1단 반입 시점부터 육상경계와 해상경
비정 배치, 임시비행제한구역을 설정해 운영했다.

발사 시에는 추진연료와 산화제 등을 취급함에 따라 화재·폭
발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위험물 취급 시 취급물질의 성질과 양

(3) 우주센터 공정안전 및 공공안전 강화

(2) 발사안전통제 임무 수행

에 따라 통제구역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발사초기 비정상비행 위

① 시험 및 발사설비 공정안전 체계 구축

① 발사안전통제실 운영

험성에 대해서는 비행종단명령 등에 대비해 육상·해상·공역의 일

시험 및 발사설비는 설계단계부터 공정안전자료를 검토하고 공

발사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구간을 통제구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즉 인원·선박·항공기 등의

정위험성을 평가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안전시스템

ESA 베가 발사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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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대통령 추적소 설립 허가

해외추적소 조감도

(2) 제주추적소 활용

제주추적소 전경

팔라우공화국 내에 추적소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임대, 주파

ESA/CNES 발사지원은 유럽우주청(ESA)과 프랑스국립우주연구

수·무선국 인허가, 건설허가, 환경영향평가 승인 등이 수반되어야

소(CNES)에서 한국정부에 국제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했다.

한다. 이를 위해 현지법인설립을 추진해 2016년 11월 팔라우 대통

우주개발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제적으로 시설과 인력

령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의 공동 활용이 일반적이며 협력 가능한 부분은 적극 협조한다.

팔라우법인의 정식법인명은 ‘Korea Aerospace Research

ESA과 CNES는 기존 아리안 5(Ariane5) 발사체 외에 저궤도

Institute Palau Tracking Station(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팔라우 추

을 도입한다. 공정안전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

시험설비주변 안전확보 상태를 시험책임자에게 무전으로 통보한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현재 운용 중인 소유즈 및 베가 발사체를 추

적소)’이다. 비영리 법인(Non-profit Corporation)으로 팔라우 관

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를 준수해 적용한다. 공정안전자료, 공정

후 다음 단계의 시험절차를 진행한다.

가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상공 비행구간에서 비행

련법령에 따라 NGO와 동일하게 관련 세금을 모두 면제받는다.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서 및 비상조치계획서 등으로 구성된

추진기관시험 안전통제는 연소기와 엔진연소시험 등의 일정

공정안전보고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에 따라 안전통제임무를 수행한다. 2018년 12월 기준 추진기관시

의 심의를 거치고 고용노동부의 인허가를 받아 객관적으로 검토

험 안전통제 현황은 총 392회에 이른다.

체추적과 자료수신을 위해 제주추적소 시설과 인력 활용을 요청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한국 정부와 ESA 간 협의로 기본협정

팔라우 추적소에 설치할 텔레메트리 장비는 2015년 8월에
개발을 시작해 2018년 5월 장비통합에 착수했다. 또한 2018년
12월 팔라우 이동설치에 앞서 선적전 인수시험을 마쳤다.

하는 제도이다. 우주센터 내 시험 및 발사설비는 공정안전시스템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어서 2011년 4월 한국

팔라우 추적소는 운영유지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이동형 장비

제도를 준수해 고용노동부의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심사결과 적

항공우주연구원과 ESA 간 제주 텔레메트리 장비활용을 위한 이

로 제작해 발사임무 시에만 운용하고 이후 장비를 국내로 철수해

행협약(Implementing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후 발사가 진

관리·보수한다. 건물은 경비동에 한정해 고정식으로 건설하며 이

행될 때마다 나로우주센터와 CNES 간 제주 텔레메트리 장비사용

동형 쉘터(40ft) 형태로 전력공급동, 사무동 등 5개를 제작한다.

합판정을 받은 후에 가동한다.

5. 제주추적소

② 추진기관시험 공공안전 체계 구축 및 강화

(1) 제주추적소(Jeju Tracking Station)

에 대한 세부협약(Service Agreement)을 체결해 발사를 지원하

추적소는 2018년 12월 공사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완료했다.

추진기관시험 시에는 위험성을 분석하고 사고피해예측결과에 따

우주센터는 우주발사체의 안정적인 추적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

고 있다.

현재 2019년 11월 개소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른 안전대책을 수립해 재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불의의 사고로 재

시 표선면의 제주추적소에 추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연면

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적 2,031㎡ 규모의 제주추적소에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 우

위한 조치이다. 위험성분석은 시험방법과 연소시간 등의 조건을

주발사체의 지속적인 추적과 정보수신을 위한 추적레이다 장비 1

6. 해외(팔라우)추적소

7. 국가우주개발 홍보의 장 우주과학관

검토해 안전반경 등을 도출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기관시험

기와 텔레메트리 장비 2기가 있다. 추적레이다 장비와 원격자료

안전통제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통제임무를 수행한다.

수신 장비는 위성이 분리되어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우주발사체

해외추적소는 한국형발사체 발사 시 3단 연소구간에 대한 비행정

(1) 우주과학관

추진기관시험 안전통제절차에 따라 연료와 산화제를 런탱크

의 위치정보, 전반적인 동작 및 상태 정보를 수신해 발사통제시스

보 획득과 위성분리신호 수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나로우주센터 초입에 위치한 우주과학관은 2005년 착공해 시범

에 충전하면 통제범위 내에 안전통제요원을 배치하고 시험설비

템에 전송한다. 제주추적소는 이외에 비상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필리핀 세부, 다바오, 팔라우 공화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운영기간을 거쳐 2009년 6월 정식 개관했다. 우주과학관은 나로

주변인원을 안전구역으로 대피시킨다. 또한 비상상황에 대비해

공급동, 발사체추적 임무수행과 지원을 위한 운영준비동, 제주추

전파환경 측정, 현지 여건, 입지조건, 기반시설, 관계 법령 등을 조

우주센터의 방문자센터이자 모든 국민에게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화학소방차와 다목적방재차로 편성한 자체소방대를 배치시킨다.

적소의 보안·방호를 위한 정문면회동 등이 있다.

사했다. 그 결과 팔라우를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대한 꿈과 비전을 소개하는 교육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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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대국민 우주교육과 우주센터 홍보활동에 힘입어 지난

관에는 평소 보기 힘든 한국 최초의 액체로켓 실물과 실제 엔진을

2017년 관람객 150만 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우주과학관은 명실

전시하고 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전시물과 동영상 관람을 통해

공이 대국민 우주개발 홍보와 우리나라 굴지의 우주교육기관으

우리나라 로켓 개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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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나로우주센터 2019년 기준 운영시간 및 관람료

(3)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①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관시간: 10:00〜17:30

③ 3D, 4D 영상관

우주과학관 관람객들에게 자세한 전시물 설명 및 안내 서비스를

(17:00 입장마감, 매주 월요일, 추석·설날 당일 휴관)

(2) 시설현황

우주과학관은 관람객 체험시설로 2011년에 4D돔영상관, 2014년

제공해 우주와 로켓, 위성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어린이 관

① 상설전시관

에 3D영상관을 개관했다. 우주과학관 전시관 관람객에만 입장권

람객을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준별 맞춤형 우주

관람료: 개인 대인 3,000원 /

우주과학관 1~2층 상설전시관은 크게 기본원리, 로켓, 인공위성,

을 판매해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4D영상관에서는 180도 대형스

과학교실을 운영하며 교육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인 1,500원, 단체 대인 2,500원 / 소인 1,000원

우주공간, 달탐사의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원리 존

크린 아래 진동과 바람 등의 효과를 더해 영상을 오감으로 체험할

에서는 진공과 중력 등 간단한 우주과학을 학습한다. 로켓 존은 로

수 있다. 3D영상관에서는 별들이 내 눈앞에 쏟아지는 듯한 입체

② 관람객 교육 프로그램

켓의 역사와 구조, 로켓의 구성 그리고 발사원리에 대해 소개하고

적인 영상 속에서 신비로운 우주를 경험할 수 있다.

우주과학관은 우주 홍보 및 교육을 위해 다양한 관람객에 대한 프

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있다. 인공위성 존은 인공위성의 원리와 기능에 대한 전시물로 구

영상관 관람권 일괄 2,000원
(6세 이하,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무료 관람)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단체를 대상으로 캔위성

전라남도 고흥분 봉래면 하반로 490

성하고 있다. 우주공간 존에서는 우주정거장 내 우주인들의 생활

④ 야외전시관 및 편의시설

만들기, 물로켓 및 하이브리드 로켓 발사 체험 교육을 시행하고

전화: 061-830-8761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달 탐사 존은 위대한 과학자들의 우주법칙

야외전시장은 로켓광장, 포물면 통신, 태양정원으로 나뉘어 있다.

있다.

홈페이지: www.kari.re.kr/narospacecenter

과 인류의 달 탐사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로켓광장에는 KSR-Ⅰ, KSR-Ⅱ, KSR-Ⅲ 및 실물 크기의 나로호 모
형을 전시하고 있다.

② 발사체전시관

③ 기타 교육 프로그램

또한 편의시설로 식당과 커피숍, 매점, 어린이 놀이터 등을 운

우주과학관은 우주과학 분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직

2017년 개관한 ‘한국의 발사체’ 특별전시관은 과학관측로켓부터

영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2년에는

무 연수와 소외된 지역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우주과학교실을 운

달탐사로켓까지 대한민국 로켓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전시

전시관 내에 도서휴게실을 설치, 약 1,000여 권을 도서를 갖추고

영하고 있다. 기타 전남교육청 및 과학관협회, 박물관협회등과 함
께하는 학교밖 창의체험,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우주과학관을 관람중인 학생들

(4) 지역문화발전행사 운영현황
우주과학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행
사를 개최하고 있다. 고흥군은 우주항공의 메카로서의 도시 브랜
드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고흥우주항공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우주과학관은 지역문화공간으로 거
듭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영화를
상영하며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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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현황

시아지역 국가 간 협력추진과 세계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참여를
통한 항법위성 개발 계획을 포함시켰다. 같은 해 12월에 위성항법

우리나라는 IT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지만 위

시스템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성

성항법시스템과 관련해서는 2000년대 초까지 단순한 활용 수준

항법 대응체계 구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기반 조성, 보강시스템

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미국과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인프라 고도화, GNSS 기술개발 추진, GNSS 전문인력 양성, GNSS

위성항법시스템이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뛰어난 경제성을 갖고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추진 과제에 따라 과기부, 건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 가

부, 해수부, 정통부 등 각 부처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한국

운데 유럽연합은 미국 중심의 위성항법시스템에 대응해 시장 보

항공우주연구원 역시 정부 정책에 따라 위성항법 관련 연구를 체

호를 위한 독자 위성항법시스템인 갈릴레오(Galileo) 프로그램을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6개

추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IT 제조업을 적극 활용하는

정부 출연연구소, 학계 및 업계관계자 등과 협동연구체계를 구축

한편 국제적 지지 확산을 위해 참여를 요청해 왔다. 이에 우리나

해 국내 위성항법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라는 2003년 12월 초 갈릴레오 참여를 위해 관련 전문가 그룹과

2018년 2월에는 그간의 국가 계획을 기반으로 「제3차 우주

국제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2005년 2월 과학기술관계장

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

관회의에서 ‘갈릴레오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대응현황’을 심의·의

템 구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공 서비스의 종류, 대략적인

결했다. 2016년 7월에는 국회 비준을 거쳐 한-EU GNSS(Global

구축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서는 2020년 사업을

Navigation Satellite System) 협력 협정을 발효해 양국 간의 위성

착수해 2035년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

항법 분야 기술 협력을 위한 토대가 놓이게 되었다.

고 있다.

위성항법과 관련한 체계적인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

또한 미래 항공교통 수요에 대비하고 공역혼잡도 해소와 항

한 정부는 2005년 3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

공안전 강화를 위한 위성기반 항법시설 도입 필요성이 확대되고

의회와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시스템 발전계획을 검토했다. 이어

있다.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지궤도 위성기반의

2005년 5월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

SBAS를 개발해 현행 지상기반 항법체계를 위성항법체계로 전환

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지역위치정보 시

하는 추세이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위성항법보정시

스템 구축을 위한 항법위성 개발 계획이 담겨 있는 이 계획에는 아

스템(SBAS)을 국제표준시스템으로 정하고 2025년부터 항공용

교통인프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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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 세계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중국 Beidou, 유럽연합 Galileo, 일본 QZSS 등 다중위성항법시스

세계 7번째로 정지궤도 기반의 SBAS를 개발해 하늘 길 항법 정보

템 반송파 측정치 기반의 ㎝ 수준의 고정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제공시설로 활용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치기반 시설로도 활

또한 자율주행차에 있어 위성항법시스템은 절대위치 정보를

용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2014년 10

제공하는 유일한 항법수단으로, 자율주행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월 한국형 위성항법보강시스템(KASS) 개발에 착수해 2020년 공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Level 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개서비스를 시작으로 시스템 성능 인증을 거쳐 2022년 10월부터

단계에서는 모든 교통 환경에서 가용성 향상을 위해 전천후 고정

항공용으로 정식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밀 위치정보 및 무결성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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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결정기술 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위성항법시스템 기반 고
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라 성과 홍보

지역수신국 설치

정밀 위치결정 기술은 고가의 사용자 수신기 기반 기술이 주를 이

2. 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라 기술개발

루고 있어 실용화 관점에서 대중화를 위한 저가 사용자 수신기 기
반의 단말기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1) 사업 내용

이를 위해 육상교통 환경에서 ‘다수의 사용자 동시 사용’, ‘이

교통량 증가와 환경 다변화로 육상교통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

동 중 위치정보 신뢰성 확보’, ‘차로구분의 정확도 확보’, ‘실시간 위

라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신개념 시스템이 필요해졌

치결정 정보 제공’, ‘대중 사용자를 고려한 저렴한 장비구축’, ‘넓은

다. 이에 효율성·안정성·친환경성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인 교통

서비스 권역에서 연속적 활용’을 목표로 연구 사업을 진행했다.

수단으로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인 C-ITS(Cooperative Intelligent

구체적으로 다중 지역수신국 위성항법 반송파 기반으로 차로

Transport System)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구분이 수준의 정밀위치결정 기술 개발, 신호감시를 통한 위치정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고정확·고신뢰 위치결정 서비스가 필요하

보의 신뢰성 향상 기술 개발, 시험방송 및 운영평가를 위해 두 단

며, 대표적으로 위성항법·관성항법·영상항법 등의 복합항법수단

계로 사업을 진행했다. 먼저 1단계 사업인 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

에 대한 융합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라 기술개발 과제(2009~2015)를 진행했으며, 이후 2단계인 차

이 중 위성항법시스템 위치결정기술은 미국 GPS 코드 측정
치 기반으로 수십 m 수준에서 GPS를 비롯해 러시아 GLONASS,

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라 시연 영상

단계별 사업개요
항목

1단계(2009~2015)

2단계(2016~2018)

과제명

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라 기술 개발

차로구분 정밀위치결정 교통인프라 실용화 연구

사업
개요도

로구분 정밀위치결정 교통인프라 실용화 연구 과제(2016~2018)
를 수행했다.

시연 전 차량장비(안테나) 설명

시연 중 결과물 설명

1단계에서는 GPS 보정정보 생성기술, 클러스터 구성기술 등

보은의 충청권 단일클러스터에서 서비스 영역 확대를 위해 수도

의 기반기술 연구 외에 충북 오창에 검증용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권 및 충청권 중서부 지역에 3기를 신설했다. 확대된 다중 클러스

충청권 단일 클러스터 시스템을 마련했다. 2단계에서는 위성항법

터의 시스템 제어·감시를 위해 통합운영국을 신설하고 지역수신

시스템의 가용성 확대를 위해 1단계에서 구축한 GPS 단독시스템,

국, 지역제어국 및 지역감시국 등을 추가 신설/구축했다. 이를 통

단일 클러스터기반 시스템에서 중국 Beidou, 러시아 GLONASS

해 다중 클러스터에 수신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신호 상태와 보

를 추가한 다중위성항법시스템을 적용하고, 기존 클러스터와 연

정정보 생성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무결성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

계된 4기의 클러스터 기반으로 시스템의 운용범위를 확대했다.

공함으로써 시스템의 운용성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켰다. 사용

또한 안정성 확대를 위해 다중 클러스터 설비의 통합 감시 및 제어

자 측면에서는 사용자 단말기에 다중 위성항법시스템 신호 수신

를 위한 통합운영국을 신설하고, 각 클러스터 내에 지역감시국을

기능 및 차로가 구분된 정밀지도를 반영했으며 사용자에 위치결

설치해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을 가능케 했다. 성능평가를 위해 단

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무결성 정보 표출기능을 개선했다. 아울

일 클러스터 내 테스트베드에서 다중클러스터를 통합 평가할 수

러 기존 DMB 기반의 정보 수신 모듈에서 IP(LTE) 채널을 확대 개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안성IC-서울TG)로 확대했다.

설해, DMB 음영지역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전송 기능을 보완했다.
또한 본 과제 연구성과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 국토교통

(2) 사업성과

R&D 우수성과 25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국가연구개발 우

이 사업을 통해 서울·경기·충청권 클러스터 4기 구축과 시험평가

수성과 융합기술 부문 100선(융합기술 최우수성과)에 연달아 선

용 사용자 단말기를 개발했다. 1단계에서 구축된 안산·괴산·공주·

정되어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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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성과 (ISO TC204 WG17)>
항목

표준명

개발목적 및 표준범위

ISO/TR 22086-1
(TR* 트랙)

ITS – Network-Based Precise Positioning
Infrastructure for Land Transportation – Part 1 :
General Information and Use Cases Definition

교통인프라 시스템 구조 및 도로 교통 유즈케이스 제시

ISO/PWI 22086-2
(IS** 트랙)

ITS – Network-Based Precise Positioning
Infrastructure for Land Transportation – Part 2 :
Functional Requirements and Data Interface

교통인프라 시스템 이동형 단말기의 기능적 요구사항과
인프라-이동형 단말기 인터페이스 정의
*Technical Report (기술보고서),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표준)

아울러 본 연구개발 성과물을 바탕으로 ISO(International

이외에 2017년 9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비자 중심의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위성항법 반송파 기반

정밀위치결정 기술 활용 분야 및 위치기반 서비스 진화방향 모색

정밀위치결정 기술의 국제 표준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화에 있

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밀위치결정 기술 홍보를 위한 아이

어서는 공동연구기관인 파인디지털에서는 본 과제 기술을 적용

디어 공모전을 국토교통부 주최, 문화방송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

하고 보다 더 신뢰성 있고 정확한 시스템으로 보강하기 위해 정지

월 건설교통부의 광역보정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를 시작으로

한 범용 사용자 단말기를 개발해 정식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

다. 또한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상용화 기술설명회

궤도위성을 이용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을 구축·운영 중

2005년 과학기술부, 건교부 등 10개 부처의 국가위성항법시스

며, 2017년 7월 17일 공동연구기관인 문화방송이 신규 정밀위

를 진행해 본 기술의 우수성과 활용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이며, 현재 운영 중인 SBAS는 미국의 WAAS, 유럽연합의 EGNOS,

템 종합발전기본계획 반영, 국토부의 항공정책기본계획 반영(항

치정보 서비스 브랜드인 ZOOOM을 런칭하고 세계 최초로 방

일본의 MSAS, 인도의 GAGAN이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

공법) 등을 거쳐 미래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과위 기

송망을 활용한 브로드캐스트 RTK서비스, IP캐스트 RTK서비스,

고 호주에서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술성평가와 기재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으며, 2014년 한국

CRTK솔루션을 포함해 정식 서비스 중에 있다. 이외에도 문화방

3.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개발

송은 스포츠 통계기록·관리 업체인 ㈜CNPS와 골프 및 레저용 정

최종 계약협상을 목적으로 열린 탈레스 코리아에서 회의(2016.10.20.)

위성항법시스템은 위치측정 및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운
행을 돕는 항법 기능으로 개발했지만, 제공하는 위치와 시각정

해외공동개발 계약(2016.10.26.)

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밀위치결정 단말 ‘cm프로’를 공동 개발했으며, 2017년 4월부터

(1) 사업 개요

보는 군사, 민간 산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분야를 넓

KPGA(Korea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및 KLPGA(Korea

위치와 시각 정보는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하므로 높은

힐 수 있다. 이처럼 활용도가 높아 SBAS 개발은 향후 모든 사용

(2) 사업 내용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대회 공식 기록 측정 장비

정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국가

SBAS 개발·구축 사업은 정지궤도 위성 기반의 SBAS를 개발해 육

로 활용 중에 있다.

는 위치와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일찍이 개발

PNT(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인프라로 SBAS를 개

상교통 등에 시범 운영하고 항공용으로 인증 후 공항접근 및 착륙

발·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위성항법 계획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등 항공항법 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BAS 시스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성과는 항공분야뿐 아니라 위

템은 기준국, 중앙처리국, 위성통신국, 통합운영국과 같은 여러 하

치정보 산업 그리고 도로·교통·철도까지 활용 폭이 매우 넓어 신

위시스템들로 구성되며, 이를 개발·구축하기 위해 국외개발업체

규 시장창출과 파급효과 등 수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너지 효

와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다.

SBAS사업단 현판식(2015.3.)

과도 기대된다.

개발 진행 중인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면 SBAS 기준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과 시대 요구에 따라 한국형 위성항

국에서 수신한 GPS 항법신호를 지상통신망을 통해 중앙처리국으

법보정시스템(SBAS) 개발·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2003년 12

로 전송하고, 중앙처리국에서는 항법신호의 상태와 품질을 점검
한 후 보정 정보와 무결성 정보를 생성해 SBAS 메시지 형태로 위
성통신국에 전송한다. 위성통신국에서는 전송받은 SBAS 메시지

31차 SBAS 상호운영성 워킹그룹 회의(2016.11.29.)

를 포함한 항법신호를 생성해 C대역으로 정지궤도 위성으로 전송
하고, 정지궤도 위성의 SBAS 탑재체에서는 이를 수신해 L대역 신
호로 변조해 지상 사용자에게 방송한다. 통합운영국은 SBAS 기
준국과 중앙처리국, 위성통신국과 지상통신망의 운영 상태를 상
시 감시·제어해 SBAS 신호 품질을 관리하며, SBAS 신호 품질 오
류 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경고를 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APV-I급 항공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설계, 제작, 성능적합증명에 필요한 활동을 국외공동개발
업체 TASF(Thales Alenia Space France)사와 공동 수행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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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ES 사업협력이행합의(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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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S 시스템 예비설계검토회의(2017.4.)

며, 통합운영국이나 통신네트워크와 같은 일부 하위시스템은 국

차 상세설계 검토회의를 진행했다.

내개발업체와 기술협력으로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2016년 10월 국외공동개발업체와의 계약체결 이후 사업
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시스템 기본설계와

4.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기술개발

2017년 4월 시스템 예비설계를 마치고 시스템 상세설계를 진행

Chapter 6. 위성항법

지 않으며, GPS 등의 전역 위성항법시스템과 일본의 QZSS 등과

고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중심 반경 1,000㎞에서 위성항법 서비

같은 주변국의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서비스 범위 안에 들기 때

스를 제공한다. 국가 위성항법시스템은 미래 위성항법시스템의

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었다.

발전 방향에 맞춰 기본적인 위성항법 서비스는 물론 미터급, 서브

그러나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의존도가 매

미터급의 초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이미

우 높아지면서 위성항법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

구축되어 있는 SBAS를 통합해 보강서비스까지 단일 플랫폼에서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한

제공할 예정이다.

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추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01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몇 가지 필요성에 의해 구축을 결

5월에는 EU에서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참여 의사를 타진해 왔고

정했다. 먼저 안정적 국가망 운영을 통한 국민 안전 보장 측면이

2005년 3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갈릴레오 참여를 확

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위성항법시스템은 안정적인 국가 인프라

정해 통보했다. 이를 계기로 위성항법시스템의 체계적인 국가 관

운영을 위한 PNT 정보 제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더욱이 주요 국가

리를 위해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종합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

인프라들이 첨단 기술에 의존하면서 위성항법 시스템의 중요성

며, 2006년 우주개발진흥실무위 산하에 국가위성항법 정책 심의

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최종적으로 EU와 협력을 위한 한-EU 협

우리나라는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을 전적으로 외국의 인프라

력협정을 2006년 9월 정상회담에서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갈릴

에 의존하고 있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고 서비스 차단에

레오 사업의 추진 주체와 참여 조건 변경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워

대한 위협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독

지며,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사업도 주춤하게 되었다.

자 위성항법시스템의 구축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

하지만 전 세계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움직임에 발맞춰

만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위성항법시스템의 고장은 언제든 발생

중에 있다. 2018년 10월에는 시스템 1차 상세설계를 완료해 한국

(1) 사업 개요

2013년 12월 「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7기의 항법위성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국제 관계 속에서 서비스 제공 국가와의

형 SBAS시스템의 성능을 사전에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위성항법시스템은 냉전시대부터 강대국 사이에 개발 경쟁이 시

된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외교·군사적인 마찰은 위성항법시스템의 사용 거부로 이어질 수

작됐다. 미국의 GPS를 필두로 구소련은 이와 유사한 GLONASS

개발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지원 아래 한국항공

도 있다. 실제로 인도의 경우 1999년의 Kargil 분쟁에서의 GPS 사

를 개발했으며, 1990년대 이후 중국, EU는 자신들만의 독자적

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초정밀 항공용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개발사

용 거부가 NAVIC 구축으로 이어졌다. 특히 각국은 특정 국가에 위

2017년 4월 툴루즈 현지에서 KASS 시스템예비설계 검토회의

인 전 지구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업을 착수했다. SBAS 사업은 독자 위성항법시스템의 첫 단계로,

성항법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고의적 장애

를 거쳐 2017년 7월에 유럽항공안전청(EASA)에서 KASS 인증기

GNSS)을 개발했다. 이어서 일본, 인도 등도 독자적인 위성항법

이를 통해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과 전문 인력을

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성항법시스템의 의존은

술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2017년 6월 32차 SBAS 상호운영성 회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역항법시스템(RNSS, Regional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국과의 군사나 경제적인 마찰 발생 시 협상 카드로 악용될 수

의(IWG)를 개최해 전 세계 SBAS 운영 및 개발 국가들과 상호협력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구축했다.

(3) 사업성과

2016년 7월에는 2006년 체결한 한-EU 협력협정의 국회 비

있는 위험이 있다.

GNSS는 국지적으로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

준이 완료되어 발효됐다. 이후 「국가위성항법사업 추진 방안」 기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몇 차례 계속된 서해 북부 재밍 사

강항법시스템이 필요하다. RNSS를 구축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구

획연구를 통해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를 수

태로 주요 인프라에 대한 GPS 장애 대응 수단을 강구해 왔으나 위

2017년 10월 ICAO 항법시스템패널 회의(NSP/4)에 참석해

축한 보강항법 시스템의 2~3개의 위성 외 몇 기의 위성을 더 추가

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2월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

성항법시스템의 완벽한 대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GNSS SARPs 워킹그룹(GSWG) 회의에서 한국형 KASS 시스템의

해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매력적인 방안이

획」에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계획을 수정해 반영했다. 「제3차

이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에서 주목받는 지능정보기술 기

개발·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SBAS 서비스 공급자 번호를 요청

다. RNSS를 구축하고 있는 인도와 일본은 보강항법시스템과 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는 정지궤도 항법위성 3기와 경사궤

반의 지능정보 서비스는 검색, 위치, 구매, SNS 정보 등 ‘4대 데이

해 대한민국에 6번을 부여할 것을 동의 받았다. 아울러 2018년 6

역위성항법시스템을 연계해 구축하고 있다.

도 항법위성 4기로 구성된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구축을 계획하

터’가 핵심적이며, 이중 위성항법시스템 기반의 위치 정보는 사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SBAS 국제 표준화 참여를 통해 국가위
상을 높인 바 있다.

월에는 KASS에 사용할 정지궤도 위성 1기에 대해 미 공군 우주미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여건상 위성항법시스템의 구

사일시스템 센터/GPS 이사회인 SMC/GP로부터 PRN 코드 134번

축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우선 영토가 매우 협

을 획득했다. 2018년 10월에는 툴루즈 현지에서 KASS 시스템 1

소해 활동 영역이 넓지 않아 위성항법시스템이 충분히 경제적이

<해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현황(2018.10)>
전지구 위성항법시스템

지역 위성항법시스템

<위성항법 시스템 장애에 따른 예상 피해>
분야

예상 피해

교통(Transportation)

- 항공, 철도, 물류 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경로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에 큰 피해 발생. 위험물 이동·관리 불가

통신(Communications)

- 시각동기를 요구하는 통신망 사용 불가
- 응급구난 분야의 신속 대응 불가
- 공공재화(전기, 수도 등) 및 다양한 서비스(소액결제 등)에 대한 이용요금의 과금/집금 서비스 불가

국가

미국(GPS)

러시아(GLONASS)

유럽(Galileo)

중국(BeiDou)

인도(NAVIC)

일본(QZSS)

위성수 (설계/운영)

24/28

24/24

30/22

35/18

7/7

7/4

뱅킹(Banking)

- 주식, 인터넷 뱅킹 등이 불가. 거래 기록과 보안·인증 곤란

구축연도

1995

1996

2020(예정)

2020(예정)

2016

2023(예정)

전력망(Power Grids)

- 효율적 전력분배/관리 곤란. 안전하고 경제적 전력공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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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위성항법신호를 위한 주파수 확보를 추진한다. 2025년부
터 2028년까지 2단계에서는 검증용 경사궤도 항법위성과 초기
지상국 개발을 수행하고, 2029년부터 2034년까지 3단계에서는
추가 6기의 위성을 발사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국가 안보적인 측면뿐 아니라 다양
한 기능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이와 관련된 자율주행차량 및 드
론 분야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다가올 미
래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한국형 위성
항법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은 우리나라 우주 개발 능
력에 획기적인 진보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
을 넘어 우리의 후세들을 위한 소중한 국민적 자산이 될 것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위성 배치(안)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서비스 영역

람·사물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정보이다. 자율주

(2) 사업 내용 및 전망

행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통·유통·도시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3개의 정지궤도 항법위성, 4개의 경사

로 2030년 내에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궤도 항법위성 및 지상시스템을 이용한 한반도 중심의 지역 위성

실현을 위한 위성항법 기술은 정확도 등의 성능이나 신뢰성 면에

항법시스템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미터급 서비스와 센

서 부족하다. 제4차 산업혁명 사회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PNT

티미터급 초정밀 위치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정보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PNT 정보의 핵심인 위성항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구축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

법 시스템의 독자적인 운용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독자적인 위성

가적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과 기술적 역량을 모두

항법시스템의 운용을 통해 우리나라가 PNT 정책을 주도할 수 있

고려해 단계적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으며, 국내 PNT 인프라의 확립을 물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에서는 지상시험장을 통해
핵심 기술과 항법 탑재체 기술을 개발하며 이와 동시에 국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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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현황

한편 선언적 수준으로만 그쳤던 정부의 달 탐사사업은 국정
과제에 공식 포함시키며 탄력을 받았다. 2014년 7월 2일 달 탐사

달을 포함한 우주탐사 계획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언급한 것은

공동개념 연구를 위한 Study Agreement를 체결하고 국제협력

2007년 6월 발표한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세부실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이후 2016년 3월에는 우주과학 분

계획 성격으로 2007년 11월에 발표한 「우주개발사업세부실천로

야의 연구협력과 지원을 받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NASA

드맵」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지구관측 위주

SSERVI(태양계탐사연구소) 간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2016년 12

의 인공위성 개발과 나로호의 우주발사체가 양분하던 상황이었

월 30일에는 달 탐사 개발협력 및 NASA의 심우주네트워크 인프

다. 이때 별도의 장에 유무인탐사에 대한 기본전략과 소요핵심기

라 지원을 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NASA 간 협력 이행약정을

술을 소개하고 우주탐사란 새로운 축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체결했다.

우주개발 포트폴리오를 명실상부 선진국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2008년부터 달 탐사 준비를 위해 한국항공우
주연구원이 중심이 된 우주탐사위원회를 운영해 관련 기획연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우주탐사선언 이후 2008년 3월 12일

를 수행했다. 또한 2010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 주요사

NASA로부터 6~7기의 달착륙선으로 구성한 국제 달 네트워크

업으로 달 궤도선 핵심기술개발과 더불어 달 착륙선 시험모델을

(International Lunar Network, ILN) 계획에 대한 참여제안이 있

개발해 지상시험을 수행해오고 있다. 2012년 12월 대선후보 TV

었다. 이를 받아들여 2008년 7월 2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토론회에서 “2025년 달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을 2020년까지 앞

포함한 8개국 우주기관이 참여의향서에 서명했다. 이후 공학과

당기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며 한국형 우

과학 분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참여의향국 간에 국제적 협의를

주발사체의 개발기간 단축계획과 함께 2013년 5월 국정과제로

진행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화성탐사 위주 우주정책을 펼치

확정되었다. 같은 해에 달 탐사계획 사업화를 위해 기술성평가, 예

며 실행이 유보된 바 있다.

비타당성 조사를 연이어 수행하고 2014년 9월 26일에 1단계 시

또한 2011년 4월에는 NASA로부터 200㎏ 이하급 달 탐사선

험용 궤도선만을 우선 개발하는 내역으로 예비 타당성 사업을 승

모선과 초소형 위성을 기반으로 달 표면의 핵심과학연구 공동수

인 받았다. 국회가 2015년 12월 달탐사 예산을 통과시킨 후 2016

행을 제안 받았다. 이에 NASA Ames센터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년 1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달 탐사 사업단을 발족해 1

공동으로 관련 계획서를 NASA본부에 제출했으나 NASA 내부공

단계 사업을 공식 착수했다.

모 과정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불발되기도 했다.

2019년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이후 2013년 4월 우주탐사준비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달 착륙선 개발을 위한 2단계 선행연구

달 탐사 임무설계를 위한 범용임무설계도구(GMAT)에 대해 한국

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항공우주연구원-NASA 간 공동개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최

으로 「우주탐사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중이며 해외 우주탐사

근까지 KAIST, 연세대 등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협력선과 협력 프로젝트 다변화를 위해 미국, 일본, 인도, 유럽의

국가중장기우주개발계획내 우주 탐사 계획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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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우주탐사선 설계기술을 확보했다.

Lunar Orbiter(KPLO)로 불린다.

미국은 2025년을 전후해 운영 종료 예정인 국제우주정거장

위한 광학카메라, 자장계, 감마선 분광계, 편광카메라, 달 극지방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당의 박근혜 후보는

KPLO 개발의 목표는 ① 달 탐사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②

(ISS)의 후속으로 Lunar Gateway 계획을 주도해 2026년경 1단계

의 정밀관측을 위한 망원형 광학카메라 ShadowCam(NASA) 등

2020년까지 달에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겠다는 과학 공약을 발표

달 내부, 표면, 주변 우주환경의 과학 연구 ③ 우주 탐사를 위한 신

구축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구축 단계부터 참여

5개의 우주과학 탑재체도 개발중이다. 달 탐사 2단계 선행연구는

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어 달 탐사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

기술 개발 및 우주 환경 검증이다. 달 탐사의 핵심기술은 궤도선

해 보다 적극적인 우주탐사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

달 착륙선 형상설계, 심우주 인터넷 프로토콜 설계, 착륙장치설계

진해 2018년 달 궤도선, 2020년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조기개발

버스 시스템, 달 궤도까지의 항행 및 달 중력장의 임무 궤도 투입

참여의향서를 공식 송부했다. 2019년에는 참여를 제안한 다른 나

및 착륙기술개발, 타 출연연 주관의 달 탐사 로버 및 원자력전지

목표로 수립했다. 기존에 비해 궤도선은 2년, 착륙선은 5년을 앞

기술, 지구에서 약 380,000㎞ 거리에서 임무 수행 예정인 탐사선

라 우주기관들과 함께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등 프로토 타입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당긴 계획이었다. 동시에 달 탐사를 해외발사체를 이용해 시험용

과의 심우주 통신 및 제어 기술, 심우주 지상국 건설 등을 포함한

이외에도 일본과 인도가 공동개발 기술협의 중인 달 극지방

달 궤도선을 개발하는 1단계와,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해 본 궤도선

다. 달 탐사용 고해상도 사진기를 포함한 5기의 과학탑재체를 이

착륙선 사업, 그리고 유럽과 일본과 캐나다가 개념설계를 진행중

및 달 착륙선을 개발하는 2단계로 이원화하는 새로운 기획 연구

용해 2030년 예정인 달 착륙 임무를 위한 착륙 후보지의 정밀영

를 수행했다.

상 관측, 달 표토를 통한 달 형성 기원 연구, 희토류 등 자원 분포양

인 무인 달 샘플귀환선 계획 HERACLES 사업에도 한국이 참여하

2. 달 궤도선 발사 계획

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2017년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국가중장기우주개

상 탐사, 자기장·방사능 세기 등 달 환경 연구,차세대 우주탐사를

(1) 사업 배경

발계획을 건설하면서 달 탐사를 포함한 달 궤도선 및 국제우주개

위한 달 극지역의 물 존재, 부존량 탐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출사업을 통한 유인우주탐사 관련 기반연구와 무인 달 탐사선 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실질적인 우주탐사를 위해 발표한 「우주

발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우주탐사계획을 설정했다. 달궤도선 개

한 KPLO에 탑재할 탑재체를 이용해 달 환경에서의 우주인터넷

발을 위한 핵심기술연구로 나누어 진행해 왔다.

개발사업세부실천로드맵」에 근거해 2007년 11월부터 1년간 달

발과 발사는 한국에서 최초 수행하는 우주탐사 임무이다. 따라서

사용가능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2005년 11월 16일에 시작한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은 국제우

탐사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를 수행했다. 기획 연구는 한국항

우주 기술에 소요되는 기간을 달 탐사 1단계 개발의 경우 2020년

KPLO는 총 6기의 탑재체를 탑재한다. 주 탑재체로 달 착륙

주정거장에서 한국 최초의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유인

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출연(연), 대학 및 산업체의 관계자

발사 목표로, 달 탐사 2단계 개발의 경우 2030년 발사 목표로 현

지 후보 정밀 촬영을 위한 고해상도카메라(Lunar Terrain Imager,

우주기술 습득과 대국민 과학기술 이해도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

가 참석했다. 우주개발사업세부실천로드맵은 2020년까지 달 궤

실화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화성, 소행성 등 달 궤도 밖의 심우

LUTI)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개발중이다. 광시야 편

를 갖고 출발했다. 2006년 4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8개월에

도선을, 2025년까지 달 착륙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주 탐사를 연이어 진행키로 했다.

광카메라, 감마선분광기, 자기장측정기 등 3기의 과학탑재체는

걸쳐 우주인 후보 2명을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36,206명이 지원

한국형 발사체(KSLV-II)를 이용한 자력 발사를 가정하고 임무기

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이었다. 선발된 우주인 후보들에 대

간 1년 이상, 전이궤도 투입 중량 550㎏, 평균 달 고도 100㎞의 극

(2) 사업 내용

중이다. 여기에 기술검증을 위한 우주인터넷 탑재체(Disruption

한 훈련은 2007년 3월 7일부터 2008년 3월 19일까지 러시아에

궤도를 임무로 다양한 과학 탑재체를 탑재한 달 궤도선 개발을 추

달 탐사 1단계 사업은 2015년 말 국회의 예산 승인 이후 2016

Tolerant Networking Payload, DTNPL)도 탑재할 예정이다. 아울

서 진행했다. 한국우주인으로 최종 선발된 이소연 박사가 러시아

천했다. 아울러 국제 달 네트워크(International Lunar Network)

년부터 공식 착수했다. 2019년에 상세설계검토회의(Critical

러 미국 NASA의 협력으로 과학탑재체 ShadowCam을 2017년 2

소유즈 우주선을 이용해 2008년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우주비

에 참여해 달 착륙선 관련 설계 공유를 추진하고 최종적으로는 자

Design Review)를 진행할 예정이다.

월부터 개발 중에 있다.

행 및 우주임무를 완수하고 무사 귀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

체 달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달 탐사의 목표로 상정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탐사 관련 연구 활동은 우주인 배

2016년 3월 탑재체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외부기관에서 개발

달 탐사 1단계 궤도선 개발은 해외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할 예

과학탑재체 선정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은

계 36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가 되었다. 한국우주인 배출사

이와 같은 기획 연구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자체 연

정이다. 하지만 개발한 궤도선 위성체 기본 플랫폼을 이후 본 궤도

시험용 달 궤도선의 임무를 정의하기 위한 임무정의회의(Mission

업을 통해 확보한 유인우주실험 기초기술은 향후 유인우주기술

구개발 예산을 활용해 2010년부터 달 탐사용 궤도선과 착륙선의

선과 착륙선에 동일 적용할 예정이다. 본 궤도선과 착륙선은 한국

Definition Review)를 개최했다. 이때 NASA 개발 탑재체를 제외

에 대한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

개념 설계에 착수했다. 이후 핵심기반기술 심화연구 단계로 진화

형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하므로 발사 예상능력인 위성체 총 중량

한 5기의 국내 개발 탑재체 개발 책임자와 각 탑재체에 필요한 구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달 탐사선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시키며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의 자체 설계 능력을 확보했다. 특히

550㎏을 목표로 했다. 달 탐사 1단계 궤도선의 명칭은 그 동안 한

체적인 임무를 상호 확인했다.

수행하기도 했다. 주요사업으로 행성탐사용 우주과학장비 핵심기

1999년 발사한 다목적실용위성 1호 개발에서부터 축적한 위성개

국이 시도해보지 않은 다양한 우주 기술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기

고해상도(LUTI)는 임무고도 100㎞에서 5m 이내의 분해능을

술연구, 달 탐사선 개념설계 및 달 임무 시뮬레이터 개발, 달 탐사선

발 기술을 다수 적용해 해외의 달 탐사 개발 기간에 비해 짧은 기

에 시험용 달 궤도선으로 명명했다. 영문으로는 Korea Pathfinder

이용해 달 표면 정밀 촬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운영 시 자동

모듈형 구조개발모델 개발, 달 착륙선용 추진시스템 시험모델 개

으로 3차원 스테레오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예정

발, 달 탐사용 다기능 전자광학탑재체 개발 등을 나누어 진행했다.
또한 200N급 단일추진제 추력기 개발과 달 착륙을 위한 유도항법

이었다. 이후 LUTI 설계는 달 표면의 촬영 면적을 극대화해 효과
시험용 달궤도선(KPLO)

적으로 달 착륙 미션 후보지를 영상 촬영하기 위해 3차원 스테레

제어 알고리즘을 구현한 달 착륙선 지상시험모델을 개발해 고흥항

일시

내용

공센터의 테스트베드에서 지상시험을 성공리에 수행한 바 있다.

2016.1

달 탐사 1단계 개발 착수

2013년부터는 달 탐사 핵심기술의 성능고도화 연구에 착수

2016.3

과학탑재체 3기 선정(PolCam, KMAG, KGRS)

발하며 달 표토의 다파장에서의 편광 영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

해 달 탐사 설계와 검증도구를 개발하고 관련 핵심기술의 심화연

2016.4

임무정의검토회의(MDR)

히 그간 달 표면의 편광 영상은 지상 관측 장비를 이용해야만 가능

구를 진행했다. 또한 중저해상도 분광기의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

2016.7

시스템요구조건검토회의(SRR)

했다.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할 수 없는 달 뒷면의 편광 영상은 현

는 등 우주탐사용 과학탑재체 기술을 진행해 왔다.

2016.12

시스템설계검토회의(SDR), NASA와 협력MOU 체결

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KPLO를 통해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편

2017.9

예비설계검토회의(PDR)

광 영상을 확보해 달 과학 전반에 의미 있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2017.12

발사체 계약(SpaceX Falcon-9)

고 있다. 관측에 있어 특별한 기법이 필요한 극 지역을 제외한 달

2016년 1월 공식 착수한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은 550㎏급
달 궤도선과 한국형 심우주안테나 구축, 우주검증을 위한 우주인

오 촬영 모드를 광각 촬영모드로 전환했다.
광시야 편광 카메라(PolCam)은 한국천문연구원 주관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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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 표면 영상 확보를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 달의 형성, 이후

희토류 입자의 분포 양상을 파악해 미래 달 자원 탐사의 시발점이

체인 고해상도카메라 LROC(LRO Camera)/NAC(Narrow Angle

도에 도착하는 데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위성

우주 환경에서의 진화 양상, 희토류 원소인 Ti의 원소분포에 대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amera)에 달 극 지역에 특화된 기능을 추가한 ShadowCam

체의 건강상태 확인, 위치 속도 등 제어를 위한 기본정보 확보 등

우주인터넷탑재체(DTNPL)는 우주 기술 검증 탑재체로 심우

을 KPLO 과학탑재체로 선정했다. ShadowCam은 달 탐사에서

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로 달 탐사를 하는 한국

달자기장측정기(KMAG)는 달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체 주변 자

주 탐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통신 지연을 극복할 대안으로 개발하

10년 넘게 영상관측을 연구한 아리조나주립대 주도로, 실제 카

의 경우 일정 시간을 확보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일본, 인도 역시

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 목표다. 그간 알려진 내용은 달의 자

고 있다. 특히 현재 이 기술은 지구-달 사이에서 시도한 적이 없어,

메라 개발은 NASA 미션에서 다양한 종류의 우주탐사용카메라

자신들의 최초 달 탐사 임무에서 KPLO 발사와 유사한 달 전이 궤

기장은 생성 초기에 존재했으나 달 내부 핵에 액체 형태의 금속이

기술 검증을 확인하면 이후 지구-화성은 물론 더욱 먼 심우주 통

를 개발한 바 있는 Malin Space Science Systems가 수행하고

적을 이용했다. 다만 달에 도착하는 데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

식어 점점 사라지고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

신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행성과 달을 공전하는 탐사선이 천체 뒤

있다. ShadowCam은 달 임무고도 100㎞에서 약 2m의 해상도

므로 발사 후 곧바로 임무 성공을 확인할 수 없었다. KPLO의 성공

달 표면과 주변에 매우 약한 세기의 자기장이 측정되어 이러한 이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지상국과 탐사선의 통신이 필연적으로 잠

로 영상을 관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일 년 동안 태양빛이 전

이후 필요 시 달에 훨씬 빠른 시간에 도착하는 직접천이궤적을 활

론을 뒷받침한다. 다만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세

시 단절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새로 통신이 시작되는 시점에 모든

혀 비치는 않는 달 극지방의 영구음영지역(Permanent Shadow

용하면 약 5일 내에 달에 도착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제한조건을 제

기의 자기장이 과거 미션(Lunar Prospector, SELENE)에서 측정돼

통신 내용을 다시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DTNPL은 새

Regions) 영상을 획득해 물 존재와 반사도 특성을 연구할 예정이

거할 수 있다.

많은 연구가 이어졌다. KMAG는 달 전체 자기장을 고정밀도로 측

로 통신이 가능한 시점에 직전 단절 시점부터 자료를 통신해 비효

다. ShadowCam 관측 자료는 이후 달 극지방을 착륙하는 우주탐

정하되 특히 세기측정과 여타 탑재체의 관측 자료를 활용해 자기이

율성을 제거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해당 탑재체는 한국전자

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상지역의 기원 등에 관해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사 후 우주 공

통신연구원에서 개발 중이며 미국 NASA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간에서 자기장 측정을 위한 Boom을 전개하는 등 새로운 우주기술

다양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통계적인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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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에는 KPLO 전체 시스템 설계의 1차 완성본이라
할 수 있는 예비설계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위성체의 구체적인 형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임무정의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상, 전체 중량 예측치, 임무 수행을 위한 개략적인 운영 개념, 위성

후 2017년 7월 전체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

체와의 통신을 위한 지상시스템의 설계 등을 논의했다. 지구 자

마지막으로 ShadowCam은 NASA가 개발하는 과학탑재체

요구조건검토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12월에 일차적인 설계를

전 효과로 지상국 1곳에서는 탐사선과 1일 평균 약 8시간만 통신

이다. 달 탐사 협력 이행약정서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완성해 시스템설계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시스템설계검토회의에

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제거하기 위해 NASA 제공의 심우주지상국

달 감마선분광기(KGRS)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주도해 개

NASA 개발의 과학탑재체를 KPLO에 탑재하고, NASA는 한국항

서는 먼저 지구에서 달 궤도에 진입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했

(Deep Spacae Network)을 활용키로 하고 접속, 통신 등과 관련

발하고 있는 과학탑재체로, 달 표면과 내부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공우주연구원에 심우주통신, 항행, 임무 설계 분야에서 인적·기

다. 또한 이전 해외 달 탐사선 경험과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3.5주

한 설계 기본 내용을 정리했다. NASA에서는 기관 협력 책임자 외

의 분광을 관측한다. 감마선 분광을 관측하면 달 표면에 포함된 다

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17년 2월 NASA는 2009년에 발사한

기 Phasing Loop을 이용해 달 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

에 세부 협력을 진행하는 존슨우주센터(Johnson Space Center,

양한 원소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구에 거의 없는

달 정찰 위성(Lunar Reconnaissance Orbiter, LRO)의 영상탑재

템 설계를 추진할 것을 확인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달 임무 궤

JSC)와 제트추진연구소(Jet Propulsion Laboratory, JPL)의 실무

개발에 대한 과제도 포함시키고 있다. KMAG는 경희대학교가 주관
해 우주탐사임무 최초로 대학 연구 인력 주도로 개발하고 있다.

KPLO가 지구에서 출발하여 달 궤도에 도착하게 되는 궤적의 예정도

KDSA와 NASA 심우주지상국을 이용한 PKLO 임무모식도

PART 2. 하늘을 품다, 우주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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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우주탐사

지원은 NASA Johnson연구소에서 맡도록 했다. NASA Johnson

두 번째는 KBS가 1996년에 자체적으로 추진했다. 기자 1명을

연구소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아폴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

러시아 가가린우주인훈련센터에 보내 1개월간 예비 훈련을 시킨

의 중심연구소이다. 당시 최고의 심우주 항법 기술을 갖추었지

것이다. 하지만 1997년 금융위기와 맞물려 비용 문제로 포기했다.

만 이후 NASA JPL이 무인 행성탐사를 수행하면서 심우주항법

한국 우주인 배출을 다시 표면화한 것은 본격적인 국가 우주

을 주도하며 2030년대 유인화성 탐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개발 중장기 목표를 가지게 된 2000년대였다. 1995년 처음 만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NASA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2000년에 수정하면서 한국

Johnson연구소를 방문해 실무진들과 협의해 심우주항법 지원에

우주인 배출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대한 구체적인 문안을 조율했다. 2016년 11월 제주도에서 열린 달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前 NASDA) 등과 한국 우주인

탐사 심포지엄에서 최종적인 문안을 합의했고 11월 말 미국 국무

선발, 훈련, 우주선 탑승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비공식적으로 협

부 승인과 12월 중 추가 협의를 거쳐 2016년 12월 30일 양측은 서

의했다. 일본과는 우주인 선발 관련 자료와 기초훈련, 미국과는 한

명했다.

국의 국제우주정거장(ISS) 건설참여 대가로 한국 우주인의 탑승

한국의 시험용 달궤도선 임무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연구

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3년 2월 NASA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원-NASA 협력 협약(AGREEMENT BETWEEN NASA AND KARI

의 폭발사고로 미국 우주왕복선 탑승 추진계획이 초기단계에서

FOR COOPERATION ON THE KOREA PATHFINDER LUNAR

중지되고 말았다. 이후 산발적으로 과학기술부, 청와대 등에서 한

ORBITER (KPLO) MISSION)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국 우주인 배출 계획을 언급했다. 이후 2004년 들어 과학기술부

다. 한국의 역할과 책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시험용 달궤도

에 임명된 오명 장관이 드디어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한

고 향후 일정을 협의했다. 이후 2015년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선(KPLO)의 설계·제작·조립·시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시험용 달

국우주인배출사업 착수를 보고했다. 당시 대통령의 반응은 “전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NASA와의 협력을 통해 위성체와

NASA JPL에서 회의를 개최해 공동 타당성 연구결과에 대한 합

궤도선에 NASA의 탑재체를 탑재하며 탑재체로부터 나온 자료를

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과학계와 협의해 신중히 하라”는 것이었

통신을 가능케 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

의를 이뤘다. 2015년 3월에는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주

공공의 자료저장 장소에 저장한다. NASA의 역할과 책임은 JSC

다. 언론의 반응도 늦었지만 필요한 사업이라는 반응과 시기상조

연구원은 한반도에 한국형 심우주안테나(Korea Deep Space

요 내용은 NASA 심우주네트워크(DSN)를 이용한 한국형 달 탐사

담당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심우주통신 서비스와 임무(궤

또는 돈 낭비라는 비판이 공존했다.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Antenna, KDSA)를 개발해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캔버라, 미국

선 지원과 NASA 탑재체의 탑재이다. 2015년 4월 15일에는 향후

도)설계 및 항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KPLO와 중첩되지 않

은 준비에 착수해 그 해 6월 기획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한국항공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NASA의 심우주지상국을 이용한 위성 통신

상호 위성관제기술협력 협의를 지속하기 위한 기술협력약정서

는 NASA 탑재체를 선정한다. 이외에 차세대 우주통신방식인 지

우주연구원 내에 비공식 조직인 ‘우주인사무국’을 발족시켜 사업

과 제어를 계획하고 있다.

(TAA)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NASA JPL 간에 체결해 향후 심우

연극복통신(DTN)에 대한 실험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한국항공우

을 담당하게 했다. 약 2년간의 기획사업 중 해외사례조사, 선발기

주통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주연구원과 NASA는 합동과학팀을 구성해 자료를 공유한다. 또

준 개발, 유일한 대안인 러시아 소유즈(Soyuz) 우주선 탑승에 대

KPLO 발사 예정인 Space-X사의 Falcon-9 발사체와 발사장 위치 및 전경

자, 탑재체 ShadowCam 개발 책임자 및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2017년 12월에는 KPLO를 발사하기 위한 해외 발사체 선정
을 진행했다. 약 550㎏의 탐사선을 달 궤도에 보낼 수 있는 발사

2015년 5월 19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NASA 간 달 탐

한 모든 과학탑재체 자료는 보정과 검증을 완료한 후 1년 내에 공

해 러시아 연방우주청(FSA)과 예비협상을 진행했다. 2004년 9

체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 미국의 민간 우주발사대행업체

사 협력에 대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향후 달

개하며, 양측은 행성데이터시스템(PDS) 표준형식에 따른다. 분쟁

월 과기부와 러시아 연방우주청 간에 한국 우주인 배출을 포함하

SpaceX의 최신 발사체 Falcon-9을 선정했다.

탐사 협력을 위한 지속 협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MOU 체결

시 적용법은 국제법을 사용한다.

는 ‘Joint Statement’를 체결했다. 이어서 2005년 11월 추진위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체 선정 이후 설계 완성을 위한

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2015년 7월 23일부터 3일

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마침내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을 정부의 우

상세설계검토회의를 2019년에 계획하고 있다. 상세설계검토회

간 NASA 유인우주탐사 및 운영국(HEOMD) 고등탐사부(AESD)

주개발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의를 완료하면 일부분을 제외하고 위성체의 최종 설계를 완성하

Jason Crusan 부장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방문해 한국 정부의 예

게 된다. 또한 우주급 부품을 이용한 전체 시스템 조립, 시험 등을

산확보 의지를 확인하고 2015년 말까지 문안을 작성키로 했다.

거쳐 2020년 발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5년 11월 제주도에서 열린 달 탐사 심포지엄에서는 기본적인

(1) 한국우주인배출사업

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한 한국의 우주개발은 1999년 12월 아

문안 방향을 정리했다.

① 사업 배경

리랑 1호 인공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운영으로 본궤도에 올랐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2015년 12월 달 탐사 예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을 국가적으로 처음 고려한 것은 1993년 대

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분야인 유인우주기술 개발을 시작할 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국 NASA와 달 탐사 협력을 위해 2014

산 1,978억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2016년 예산으로 400억원

전 엑스포(EXPO) 때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요성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이는 우주개발 관련 하드웨어 인프라

년 7월 타당성 연구를 시작했다. 주 목적은 한국 달 탐사에 대한

을 배정 받고 2016년 1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었다. 미래창조과

(OECD) 가입과 더불어 선진국 문턱에 섰다는 자신감을 전 국민이

(Hardware Infra) 구축과 더불어 우주활용, 즉 우주 공간과 환경을

NASA의 심우주 통신/항법지원, NASA의 과학 및 통신 탑재체 탑

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6년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가지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와의 수교로 양국의 우주협력 분위기

과학·산업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였다. 또한 청소년

재, 현지 자원 활용(ISRU) 협력 등이었다.

NASA Ames 연구소에서 열린 협력회의에서 NASA가 심우주통

가 무르익었다. 아울러 1992년 한국 최초의 우리별 위성 개발 성

들에게 우주와 과학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이를 위해 2014년 타당성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신 외에 심우주 운용항법의 무상 지원도 MOU에 포함할 것을 요

공으로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공

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해보려는 의지도 반영되었다. 사업 초기 의

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실무진이 NASA 본

청했다. NASA는 심우주통신과 항법 지원에 대해 안테나 시설은

감대도 있었다. 그러나 우주인 배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

견이 분분했으나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

부를 방문해 한국 정부의 달 탐사 계획과 예산확보 의지를 밝히

JPL의 Goldstone 심우주네트워크(DSN)를 사용하지만 운용항법

해 시기상조라는 평가로 끝나고 말았다.

준 것은 사업에 큰 힘이 되었다.

(3) 달탐사 MOU 체결

3. 유인우주탐사활동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유인우주기술 습득과 대국
민 과학기술 이해도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사업에 착수했

Chapter 7. 우주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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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하늘을 품다, 우주를 잇다

② 사업 내용

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했다. 정부 60억원 포함 총 260억

력과 유연성을 갖추고 스트레스 등 제약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조

했고, 러시아 가가린 우주인훈련센터에서 무중력 비행기 탑승, 수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은 러시아 유인우주선 소유즈를 이용해 우주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건을 제시했다. 의학 적합성으로는 우주비행 훈련 및 우주공간에

중임무훈련 등 우주인 훈련 평가를 진행해 8명 중에서 6명을 선

서 활동할 수 있는 의학기준을 만족해야 했다. 이외에 러시아어를

발했다. 성적합계,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 평가 결과 등을 통해

배우려는 의지와 영어로 읽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했다.

2006년 12월 25일 최종 2명으로 이소연과 고산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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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비행 및 ISS(국제우주정거장)에서 과학실험 등의 우주활동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은 새로움과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우

을 수행할 우주인을 배출하는 사업이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

주인,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진 우주인, 건강한 정신

을 통해 우주인 선발·훈련·비행·관리 등과 관련한 우주인 양성기

과 신체를 가진 우주인 등 지덕체를 겸비한 대한민국 우주인상을

우주인 선발 과정은 2006년 4월 21일부터 3개월간의 모집

한국 최초 우주인 훈련은 2007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술을 획득하고 유인 우주임무(우주실험) 개발 기술을 확보하며 우

정했다. 한국 우주인 선발기준으로는 일반 적합성으로 범죄경력과

과정을 거쳐 남자 29,280명, 여자 6,926명 등 36,206명이 접수

진행했다. 훈련내용은 약 6개월간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에서

주인 배출 과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약물중독 등 임무수행에 제약요소가 없는 품행과 성품을 갖추어야

했다. 200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3.5㎞ 달리기와 영

기초훈련을 전담했고, 이후 가가린우주인훈련센터와 한국항공우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 16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였으

했다. 행동 적합성으로는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상황 적응능

어·상식 필기시험,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245명을 1차 선발했다.

주연구원에서 6개월간 임무훈련을 했다. 2007년 9월 상반기 훈

2006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영어와 일반면접 등 임무수행

련 결과 평가를 통해 고산을 탑승 우주인, 이소연을 예비 우주인

능력, 심층체력평가, 정신심리검사 등 2차 선발을 진행해 후보를

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훈련 중 고산의 2차례에

30명으로 압축했다. 3차 선발은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3

걸친 규정위반이 발견되어 2008년 3월 탑승 우주인이 이소연으

일까지 24시간 심전도·내시경 등 정밀신체검사, 중력가속도·저압

로 교체되었다.

상반기 주요 훈련내용(2007.3.～2007.8.)
훈련 내용

시기

실 등 우주적성검사와 구조화된 상황면접, 업무수행능력, 영어 평

기초훈련 주요내용은 ISS 러시아 모듈 시스템 작동 및 러시아

가 등을 진행해 10명을 선정했다. 이후 4차 선발은 2006년 11월

우주인과의 공동임무에 필요한 언어능력 습득이 기본이었다. 우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총 3단계로 진행했다. 합숙평가를 통해

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체력 습득과, 소유즈 TMA, ISS 러시아

다양한 상황전개에 대처하는 능력을 평가해 10명 중 8명을 선발

모듈의 구조, 각각의 시스템 작동원리 등의 이론교육도 이어졌다.

훈련센터 입소

우주인 훈련 시작

’07.3.7.

러시아어 교육

ISS 러시아 모듈 시스템 작동 및 러시아 우주인과의 공동임무에 필요한 언어능력 습득

’07.3.~’08.2.

체력훈련

우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체력 습득

’07.3.~’08.3.

이론교육

소유즈 TMA, ISS 러시아 모듈의 구조, 각각의 시스템 작동원리 등 이론교육

’07.4.~’08.2.

실습교육훈련

소유즈 TMA, ISS 러시아 모듈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시스템 및 조작법 훈련

’07.4.~’08.2.

의생리학훈련

의학적 체크(매 3개월 마다) 및 의학적 훈련

’07.4.~’08.3.

수상생존훈련(하계)

지구 귀환시 바다, 호수 등으로의 비상착륙에 대비한 훈련(우크라이나 흑해)

’07.7.

한국우주인 우주과학 실험 내용(기초과학실험 13종 및 교육실험 5종 수행(※ 해외 3종 별도))

과학임무훈련(1차, 국내)

ISS에서 체류하면서 수행할 총 18개 과학실험에 대한 훈련

’07.8.

분야

기타

햄/라디오 통신 등 우주활동에 필요한 훈련

’07.6.

하반기 주요 훈련내용(2007.9.～2008.3.)
훈련 내용

시기

러시아어 교육[계속]

ISS 러시아 모듈 시스템 작동 및 러시아 우주인과의 공동임무에 필요한 언어능력 습득

’07.3.~’08.2.

체력훈련[계속]

우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체력 습득

’07.3~’08.3.

이론교육[계속]

소유즈 TMA, ISS 러시아 모듈의 구조, 각각의 시스템 작동원리 등 이론교육

’07.4.~’08.2.

실습교육훈련[계속]

소유즈 TMA, ISS 러시아 모듈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시스템 및 조작법 훈련

’07.4.~’08.2.

의생리학훈련[계속]

의학적 체크(매 3개월 마다) 및 의학적 훈련

’07.4.~’08.3.

무중력 적응훈련

우주의 무중력 환경 적응에 대비한 훈련
(무중력 비행기 탑승 훈련)

’07.9.

그룹(팀) 훈련

‘08.4월 우주비행을 하는 탑승 우주인과 예비우주인 팀의 우주인들이 팀별로 함께 훈련

’07.11.~’08.2.

과학임무훈련
(2차, 국내)

ISS에서 체류하면서 수행할 총 18개 과학실험에 대한 훈련

’07.12~’08.1.

미국 JSC 훈련
(존슨우주센터)

ISS 미국 모듈의 구조, 통신 방법 등에 대한 기본교육 훈련

’08.1.12.~1.19.

지상생존훈련(동계)

지구 귀환시 숲, 늪지대로의 비상착륙에 대비한 훈련

’08.1.30~2.4.

중력가속도 적응훈련

소유즈 우주선 발사 및 귀환시 중력가속도 변화에 대비한 적응훈련

’08.3.

기타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햄/라디오 통신, 러시아 문화체험 등 우주활동에 필요한 훈련

’07.9.~’08.2.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이동/대기

’08.3.26.

소유즈호 탑승/우주비행/우주실험/지구 귀환

’08.4.8.~4.19.

생명/
생의학

실험명

담당기관

실험 내용

1. 우주환경에서의 식물발아 생장 및 변이 연구

원자력(연)

우주환경에서의 식물 발아 영향 확인

2. 초파리를 이용한 중력 반응 및 노화 유전자의 탐색

건국대

초파리를 활용하여 중력 반응 인자와 노화유전자 관계 연구

3. 무중력환경에서의 소형생물배양기

(주)바이오트론

우주용 생물세포배양장치 개발 및 세포배양연구

4. 우주환경에서의 안압 및 심장의 영향연구

항공우주
의료원

우주환경에서 우주인의 안구압, 심장 등의 건강 모니터링 및
의학데이터 등 기술자료 획득

5. 미세중력에서의 우주인 얼굴의 형상 변화 연구

한남대

우주인의 신체 표면(얼굴) 형상 측정 및 계량화

6. 우주 식품

식품(연)/
원자력(연)

한국형 우주식품 개발 및 인증기술 습득

7. 제올라이트 결정 성장

서강대

마이크로중력환경에서 균일한 크기, 모양, 두께의
제올라이트 결정 성장을 통한 새로운 광결정 물질 연구

8. 금속-유기 결정성장

포항공대

마이크로중력환경을 통한 효율 높은 무결점
금속-유기 다공성 물질의 결정성장 연구

9. 극한 대기현상 관측 MEMS 망원경

이화여대

MEMS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우주망원경을 개발 및
지구고층대기의 광전 현상 관측

10. 한반도 관측 실험

기상(연)

기상 및 지구영상 자료 확보

11. ISS내 소음 환경 문제 파악 및 개선

KAIST

우주선내의 실제 소음데이터 측정

12. 메모리 실증 실험

전자부품(연)

우주에서의 차세대 메모리의 성능 평가

13. 미세중력상태에서 질량측정장비 개발

항우(연)

미세중력에서 사용 가능한 높은 정확도를 갖는 우주저울 개발 및
성능실험

한국교원대

- 지구/우주에서의 물의 현상 비교실험
- 지구/우주에서의 회전 운동 및 뉴턴 법칙 등의 비교 실험
- 지구/우주에서의 표면장력 차이점 비교 실험
- 지구/우주에서 펜 사용의 차이점을 통한 중력의 영향 비교실험
- 지구와 우주에서의 식물성장 비교실험

재료/
화학

우주/
지구과
학

장비
시스템

교육

14～18. 교육실험(5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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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필요한 훈련을 포함시켰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태극기를 펼치는 우주인 이소연(2008)

Chapter 7. 우주탐사

우주망원경 개발 및 지구고층대기의 광전 현상 관측, 기상 및 지구

(2) 유인우주탐사 연구

한국우주인은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2008

영상 자료 확보 등 2개의 미션을 수행했다. 장비시스템 분야에서

① 사업 배경

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발사준비와 최종 점검을 마쳤다.

는 우주선내의 실제 소음데이터 측정, 우주에서의 차세대 메모리

유인우주탐사연구는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을 통해 습득한 마이크

이후 소유즈 TMA-12로 국제우주정거장에 합류해 2008년 4월 8

의 성능 평가, 마이크로중력에서 사용 가능한 높은 정확도를 갖는

로중력 환경 활용 유인우주실험 기초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유인

일부터 19일까지 우주비행과 우주임무를 마치고 무사 귀환했다.

우주저울 개발 및 성능실험 등이 이어졌다.

우주기술에 대한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항

우주선 발사 5시간 전에 바이코누르 발사장에 도착한 한국우주인

교육실험은 총 5개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지구·우주에서

공우주연구원 기관목적사업으로 진행했다. 방대한 유인우주기술

들은 발사 2시간 30분 전에 탑승해 오후 8시 16분(현지시각 오후

의 물의 현상 비교실험, 지구·우주에서의 회전 운동 및 뉴턴 법칙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적인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마

5시 16분)에 우주로 떠났다.

등의 비교 실험, 지구·우주에서의 표면장력 차이점 비교 실험, 지

이크로중력 환경을 활용하는 생명, 물리 분야의 우주실험 개발과

구·우주에서 펜 사용의 차이점을 통한 중력의 영향 비교실험, 지

지상연구, 우주인훈련(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주요 과제였다.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한 한국우주인은 이틀간의 궤도조정비
행과 도킹과정을 마치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이동해 우주임무를

구와 우주에서의 식물성장 비교실험 등이다.

수행했다. 우주임무는 기초과학실험 13개, 교육실험 5개 등 18개
소유즈 TMA와 ISS 러시아 모듈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시스템 및

였다.

② 사업 내용
③ 사업 성과

주요 사업으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한국형 유인우주

조작법 훈련, 지구 귀환 시 바다와 호수 등으로의 비상착륙에 대비

기초과학실험은 6개 분야에 걸쳐 진행했다. 먼저 생명/생의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생물, 생의학, 물리, 재료 등 분

한 훈련(우크라이나 흑해)도 병행했다. 아울러 ISS에서 체류하면

학 분야에서는 우주환경에서의 식물 발아 영향 확인, 초파리를 활

36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가 됐다. 이소연 박사는 대한민국

야별 아이템을 발굴하고, 낙하탑, 우주환경의 생물체 영향, 탄소나

서 수행할 총 18개 과학실험에 대한 훈련, 햄/라디오 통신 등 우주

용한 중력 반응 인자와 노화유전자 관계 연구, 우주용 생물세포배

최초 우주인이 됐다. 이 과정에서 우주인 선발, 훈련, 우주비행 등

노튜브 생성, 3D Clinostat 장비 등 마이크로중력 활용 실험장비를

활동에 필요한 훈련도 있었다.

양장치 개발 및 세포배양연구, 우주환경에서 우주인의 안구압, 심

을 통해 유인우주기술을 습득하고 우주과학실험을 통해 우주실

설계·제작·시험했다. 아울러 일본 JAXA와 ISS JEM 활용을 위한 타

임무훈련 주요내용으로는 기초 훈련에 우주의 무중력 환경

장 등의 건강 모니터링 및 의학데이터 등 기술자료 획득, 우주인의

험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

당성 공동 연구를 통해 생의학, 연소, 재료 등 아이템 발굴 후 보고서

적응에 대비한 훈련(무중력 비행기 탑승 훈련)과 우주비행 팀별

신체 표면(얼굴) 형상 측정 및 계량화, 한국형 우주식품 개발 및 인

반을 마련하고 미래 세대의 과학교육에 공헌하게 되었다. 한국우

를 발간했다. 또한 한국 우주인 훈련 프로그램 매뉴얼 상세내용 발

훈련이 이어졌다. 또한 ISS에서 체류하면서 수행할 총 18개 과학

증기술 습득 등 6개 실험을 진행했다. 재료/화학 분야에서는 마이

주인배출사업은 2008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최종평가 S등급

간, 한국 우주인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 저변확대 활동도 수행했다.

실험에 대한 훈련, ISS 미국 모듈의 구조, 통신 방법 등에 대한 기

크로중력환경에서 균일한 크기, 모양, 두께의 제올라이트 결정 성

(최우수)을 획득했다. 또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

본교육 훈련을 병행했다. 지구 귀환 시 비상착륙에 대비한 훈련,

장을 통한 새로운 광결정 물질 연구, 마이크로중력환경을 통해 효

사업 대표 우수연구 성과 60선에 선정(국책연구부문)된 바 있다.

소유즈 우주선 발사 및 귀환 시 중력가속도 변화에 대비한 적응훈

율이 높은 무결점 금속-유기 다공성 물질의 결정성장 연구를 수

한편 2006년 11월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박상범 교수는 경

경 활용 우주실험용 세포배양기 설계·제작·시험 및 우주환경 시험

련,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햄/라디오 통신, 러시아 문화체험 등 우주

행했다. 우주/지구과학 분야에서는 MEMS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제성 분석결과 연구를 통해 한국우주인배출사업으로 전 국민이

을 완료했다. 일본 JAXA와 협력해 세포배양 우주실험장비 지상

향유하게 된 경제적 가치의 의미를 약 4,780억원 정도로 추정했

모델 활용 지상연구를 수행했다. 공군후보자를 대상으로 한국 우

다. 이는 국민의 자긍심 고양·사기 진작 등 직접적 효과와 과학기

주인 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우주인 훈련 기술을 체계화했다.

한국우주인배출사업 주요 계획 대비 성과
연구목표(계획)
한국우주인 선발
(한국우주인 선발체계
구축 및 선발)

한국우주인 기초훈련
및 임무수행 훈련 지원
(러시아)

우주실험임무 개발 및
ISS 우주실험 수행

과학기술 저변 확대
(과학 문화 확산 활동)

2013년부터는 2015년까지 3년간 ‘마이크로중력 환경 활용
유인우주기술 기반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중력 환

술발전에의 기여 등 간접적 효과, 과학기술인구 저변확대 등 유인

2016년부터는 2018년까지 3년간 ‘우주정거장 유인우주실험

효과를 가상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으로 합

표준장비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마이크로중력 환경 활용 연소실험

- 계량화된 우주인 선발 기준안
(특히, 의학 부분) 개발을 통해 유
인우주인 선발/관리 관련 기술습
득 및 향후 활용

산한 결과였다. 즉 해당 규모의 사업으로서 한국우주인배출사업

장비(연소챔버 및 연소모듈) 지상모델과 통합시스템을 개발했다.

을 실행해도 좋다는 해석이 가능한 결과였다.

또한 연소실험 장비의 무중력비행기 탑재와 마이크로중력 환경에

- 러시아 훈련 절차에 따른 기초훈련(러시아) 및 임무훈련(러시아, 한국) 수행
- 우주인 훈련 내용 DB화 작업(보고서 및 훈련당시 훈련일지 보도 등)
- 우주인 관리(일반, 의학, 정신심리 등) : 공군의 협력을 받아 한국 측 우주인 의학관리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군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인훈련프로그램
(매뉴얼) 개발(2012년) 및 공군 활용

년 500명에게 실시한 『우주인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

- 우주실험(임무) 산업체, 출연(연),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모 및 임무개발
- ISS 및 유인실험장비 개발 관련 실험장비 설계, 안전(Safety), 인증/검증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주실험 관련 기술습득
- 우주실험장비 개발은 국내 대학과 중소업체가 담당하고, 개발된 장비의 시험검증은
항우연이 담당하여 사업 수행
- 기초과학실험 13개, 교육실험 5개, 국제협력실험 3개, 기타활동(교육 및 한국홍보)

- 우주인사업이후, 항우(연)의 자체
ISS 활용 관련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중력환경 활용
학회, 우주핵심 기초연구과제
(연구재단) 등 인프라 확장
- 항우(연)은 ISS 활용 우주실험을
일본 JAXA, 미국 NASA와
공동 연구 진행

- 이소연 박사/고산 선·연 강연 활동
- 우주실험 DVD, 우주인 교육용 강연 DVD, 교육 및 일반용 우주인사업 DVD 제작 및
초/중/고에 배포

- 우주관련 도서 3종 발간(우주무한
도전, 꿈을 쏘아라 미래를 열어라,
우주에서 이소연입니다.)
- DVD 교육 활용(전국 학교 배포)

연구개발 성과

성과 활용

- 우주인 선발체계 구축 및 국내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우주인선발위원회; 일반선발/의료선발/임무개발 소위원회 등)
- 계량화된 우주인 선발 기준 개발
- 일정에 따라 4단계 걸쳐 우주인 선발 : 약 3만 6천명의 지원자 중, 서류전형, 면접,
체력, 의학, 어학, 사회성, 심리 등의 평가

또한 2008년 4월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500명과 청소

서의 연소실험을 수행했다. 아울러 미국 NASA GRC와 협력해 워킹
그룹 활동으로 ISS 연소실험 데이터 분석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면 한국 우주인 우주비행 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에 대
해 청소년은 74.6%, 성인은 75.4%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국우주

③ 사업 성과

인배출사업이 청소년 이공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 역

지금까지의 유인우주탐사연구 결과 생명 및 연소실험 분야에서

시 의향이 확고해졌다는 답변이 23.0%, 의향이 생겼다는 답변이

마이크로중력 환경 활용 우주실험장비 개발에 대한 주요기술을

38.5%를 차지했다.

확보했다. 또한 마이크로중력 환경 활용 생명과 연소실험 분야에

이처럼 한국 우주인 배출은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우주개발의

서 SCI급 논문을 완성하는 과학적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우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자긍심과 활력을 불어 넣어 유인 우주개발

실험과 관련해 일본 JAXA 및 미국 NASA 등과 국제협력 체계를

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 붐을 조성했다. 아울러 기초과학의 중요성

구축했다. 특히 2018년 일본 JAXA와 협력해 한-일 우주환경 활

을 인식시키고 이공계를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 전

용 연구 공동세미나를 15회차 개최했다.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안

환에 기여했다.

마이크로중력 심포지엄 학회 공동 개최에 기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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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현황

능,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을 이용한 항공우주 부품 설계 및
제작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New Space 및

인류는 18세기 증기기관 발명을 시작으로 범용성을 갖는 일부

우주탐사 시대에 대비할 연구 분야와 조직을 신설해 항공우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산업지형은 물론 사회 구조와 개인

주 분야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

의 삶 전체가 바뀌는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차 기계화,

라 미래시대를 맞아 다른 기관과 함께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2차 산업화, 3차 정보화 시대를 거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근본적인 고민을 같이 하며 방향성을 제시하는 마중물 역할을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어 초연결 사회를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

수행하고자 한다.

이 현재 진행 중이다. 초연결 사회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누구나 경험하고 있으며 항공우주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수행중이거나 예정하고 있
는 항공우주 분야의 미래선도 기술과 융합 기술들은 향후 경

세계 각국의 모든 산업 주체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

제·사회·문화적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결에 부응하고 있다. 정부는 신산업·신서비스 육성과 사회변

이러한 미래선도 기술은 단순한 기술 간 융합을 넘어 사람의

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산·학·연도 국

융합, 학제 간 융합을 통해 항공우주 분야가 맞이해야 할 미래

가·사회적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4차 산업

사회의 이정표이기도 하다.

혁명 속에서 수많은 산업 분야가 명멸하는 가운데 항공우주
산업 역시 미래와 산업지형 변화, 기존 기술 패러다임의 존폐
여부에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2.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

항공우주 분야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지난 100년 사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비행과 우주 적용 경험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민간수요 급증으로 ‘무인·자율화’

술과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특성상 한편에서 ‘변화’와 ‘혁신’에

와 ‘이동체’의 특성을 결합한 무인이동체 신시장이 태동 중이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것도 사실이다.

다. 시장분석기관들은 글로벌시장이 2016년 325억 달러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2025년 1,622억 달러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

서는 패러다임 변화를 넘어 항공우주 분야의 생존을 고민하고

측하고 있다. 신시장 선점을 위해 선진국들은 무인이동체 산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과 ‘융합’이 필수적이다.

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우주탐사로드맵을

무인이동체의 정의는 국가별·기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4년까지 화성에 사람이 거주

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외부환경 인식과 자기

할 수 있도록 유인 달 착륙을 실현하고, 화성에 탐사로버와 우

측위를 통해 스스로 판단해 이동하며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이

주 비행기를 보내며, 태양계 행성과 위성을 차례로 탐사하는

동과 작동이 가능한 이동체를 뜻한다. 무인이동체는 사용 영

일을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있다.

역에 따라 육상무인이동체(UGV), 공중무인이동체(UAV), 해

또한 최근에는 우주탐사·우주관광·우주자원채굴·우주쓰

양무인이동체(USV, UUV, ROV) 등으로 크게 분류한다. 좀 더

레기 제거 등 궤도상 서비스, 초소형 군집위성을 통한 관측·발

세분화해 자율주행자동차, 무인농기계, 작업 로버, 무인선박,

사·통신관제 공유 등 이전까지 국가가 주도해 온 영역에 민간

무인잠수정, 수중작업로봇, 초경량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기업이 변화된 패러다임으로 도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또한 육상-공중 무인이동체, 공중-해

우주개발 분야를 통틀어 ‘New Space’라고 부른다. 주로 기존

양 무인이동체와 같이 복합형 무인이동체도 있다.

우주개발 패러다임이나 시장 구조에 한계를 느낀 민간 기업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혁신적인 무인이동체 기술력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특히 재사용 발사체를 통

을 갖춘 기업이 부족해 국내·외 시장 수요 충족과 미래시장 선

한 발사비 절감과 발사기회 확대, 초소형위성을 통한 신규 서

점을 위한 역량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글로벌 시장 선도를

비스 창출, 우주탐사도전 등에서 상당 부분 성공을 이루어 관

위해서는 육·해·공 개별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 관점의 발전 전

련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략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New

정부는 2015년 제2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범부

Space 시대에 항공우주가 담당할 핵심이슈를 선점하고자 한

처 합동으로 「무인이동체기술개발 및 산업성장전략」을 수립

다. 이를 위해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드론, 인공지

했다. 이어 2016년에는 제13회 국과과학기술심의회에서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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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3D 매핑

지상 3D 매핑

육상

해양

공중

무인이동체 분류

이동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인이동체발전5

기술(Unmanned Aerial Vehicle Traffic Management, UTM)

개년계획(2016~2020)」을 심의·확정했다.

개발에 추가로 착수했다. 2016년 5월 총괄주관기관으로 무인

이에 따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이하 ‘무인이동체사업

2016년부터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착수

단’)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설치해 연구개발과제들의 통합

해 ① 육상·해양·공중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공통기술 ② 차

기술 관리와 성과 확산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술융합을 촉

세대 무인이동체 기술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③ 단기간 내에

진하기 위해 전문분야별 출연연, 전문연, 특정 연구기관 등에

드론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소형무

서 연구원들을 파견 받아 통합사업단 형태로 운영 중에 있다.

인기 성능향상 기술(기반기술 및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

육상-공중 무인이동체 간 자율협력 구현도

항법, 통신, 운영, S/W 등)에 대한 통합적 연구개발을 추진 방향

악기상 대처능력 향상을 통한 난조건 안전 운용 기술 등 6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였다.

기) 개발에 착수했다. 2017년에는 ④ 저고도 공역에서의 효율

(1)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R&D 효율화 및 무인이동체 간 상호

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교통관리 및 보안·감시·억제 핵심

무인이동체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공통 플랫폼 기술(부품,

운용성 확보를 위해 육상·해상·항공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 가
능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탐지 및 인식, 동력원, 통신·네

②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 지원

트워크, 자율지능 분야에 12개 연구개발과제들을 지원하였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신개념, 고성능 소
형무인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무인이동체 공통기술 분야

(2)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조달청 간의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 지원체

당장 상용화 여부를 떠나 미래 글로벌 시장의 기술·사회·문화

계 구축을 기반으로 소형무인기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

적 변화를 선도하며 기술적 난제 극복 등 혁신 기반의 차세대

성과가 매출로 연계되어 초기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수-다종 무인이

였다. 총 9개 과제를 발굴해 지원했으며, 2018년 12월 군사용

동체를 활용한 자율협력형 원천기술 개발 과제와 창의개발연

다목적 국방 무인비행시스템이 최초로 조달청으로부터 우수

구과제 등 5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공공조달시장 진입의 첫 성과를 거두
었다.

(3) 소형무인기 성능향상
① 소형무인기 기반기술 개발

③ 통합기술관리 및 기술확산

국내 소형무인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을 단기간 내에 향상

무인이동체사업단은 무인이동체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총괄주

시키기 위해 핵심기술 보유기관인 공공(연)·대학 등이 기반기

관기관으로 연구과제 전담관리, 성과 기술검증, 성과관리, 사

술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픈아키텍처 기

업홍보, 국제교류·협력, 정부정책 수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반 무인이동체 비행조종 및 다중임무 통합 컴퓨터, 멀티콥터

펼치고 있다. 2018년 말 현재 전체 특허출원 85건, 특허등록

형 소형무인기 고장·오작동 예측·진단 및 제어기 재구성 기술,

14건, SCI 논문 39편을 포함한 논문 게재·발표 395편,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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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64건, 기술이전 3건 등의 연구 성과를 창출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한 소형무인기 및
영상분석 SW 개발

소형무인기 탑재형 실시간 기상관측용
복합센서 및 영상시스템 개발

군사용 다목적 국방
무인 비행시스템 개발

수행기관 및 과제 책임자 휴인스, 송태훈

수행기관 및 과제 책임자 쓰리에스테크, 김재원

수행기관 및 과제 책임자 네스앤텍, 이기성

협동기관 한국항공대학교, 전자부품연구원, 코레스

협동기관 한양대학교

협동기관 픽소니어, 넷코덱, 두타기술, 코리센

주요내용 · 고성능 광학, 열화상 카메라 탑재
· 실종자 탐지를 위한 실시간 영상분석
· 운용반경 : 2km · 운용시간 : 25분
· 이륙중량 : 16kg

주요내용 · 기상관측 : 온도, 습도, 기압, 풍향, 풍속,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수직상승 비행에
최적화 설계
· 최대고도 : 2.5km · 운용시간 : 30분
· 이륙중량 : 13kg

주요내용 다목적 군사용으로 다양한 임무 장비
적용 가능(스피커, 수송품 등)
· 운용반경 : 3km, 운용시간 : 30분,
4시간(스테이션 활용시)
· 이륙중량 11kg

(4)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

무인이동체사업단은 총 5차례 통합기술워크숍을 개최해

본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연구자 간의 연구성과 공유·연계와 융합연구를 촉진하는 교류

이 다부처공동기획으로 착수한 사업으로 무인이동체사업단

를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

은 UTM을 위한 보안과 무인비행장치 핵심기술개발을 총괄주

술개발 과제들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실증형 평가, 내구성시험

관하고 있다. 주요 연구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고도 공

평가, 운용성 평가 등을 주관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역에서 복수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과 저고

지원해 왔다. 또한 연구개발 중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의 권리

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의 실증을 위한 GNSS 및 다중

화를 위해 전문특허법인과 협업해 연구자들에게 권리화 방안

센서 기반 정밀통합 항법기술(한국항공우주연구원) ② 무인비

컨설팅을 제공했다.

행장치간 직접 정보교환을 위한 소형, 경량, 소출력 단말장치

한편 무인이동체사업단은 2017년부터 국내 최초로 무인
이동체 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정책

의 개발(전자부품연구원) ③ 교통관리체계에 대한 해킹 방지
위한 보안기술 및 불법행위 억제기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립 지원을 위해 산업체 구성, 매출, 지역 분포, 인력, 투자, 지

2018년 12월 2년간의 1단계 연구를 마치고, 2019년부터

식재산권 등의 다양한 조사항목을 설문조사해 보고서로 발간,

2단계 연구를 착수해 심화된 연구에 진입하고 있다. 연구를 완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산업체 간

료하면 지면고도 150m 이하 저고도 공역에서 초경량무인비

정보 수집과 공유를 통한 정보구심점 역할을 위해 '무인이동

행장치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용을 위한 교통관리체계 구

체 기업 디렉토리'를 연감방식으로 발간해 매년 각종 전시회

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 컨퍼런스 등에서 무상 배포하고 있다. 신산업 특성상 신생
기업이 다수 출현하고 신제품들도 빠르게 출시되는 점을 반영
했다.
연근해 적조_해양오염 감시 및 해양환경 측정을 위한
하이브리드형 소형무인기 시스템 개발

해안안전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소형무인기 기반의 해안 맵핑 시스템 개발

항로표지 유지관리를 위한 해상,
야간 장거리 비행용 소형무인기 시스템 개발

수행기관 및 과제 책임자 성우엔지니어링, 김태균

수행기관 및 과제 책임자 샘코, 민경무

수행기관 및 과제 책임자 이든이엔지, 김형호

협동기관 디브레인

협동기관 동원측량콘설탄트,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협동기관 부산대학교

주요내용 회전익과 고정익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하이브리드 무인기로, 광학, 열화상,
멀티스펙트럴 카메라를 탑재하고,
적조 및 해양오염 감시
· 운용반경 : 최대 15km
· 운용시간 : 최대 60분
· 이륙중량 : 19.5kg

주요내용 고성능 광학 카메라 탑재로 해안 3차원
항공사진 맵핑
· 운용반경 : 2km이상
· 운용시간 : 60분
· 이륙중량 : 4.2kg

주요내용 야간 식별용 카메라 탑재(열화상 또는
나이트비전)으로 야간에 선박의 안전
항행을 유도하는 항로표지 시설(부표 등)
의 고장유무 관리·점검 가능
· 운용반경 : 최대 10km
· 운용시간 : 최대 40분
· 이륙중량 : 12kg

동전시관, 한국관(Korea Pavilion) 등을 만들어 중소·벤처기업

(1) 우주부품 경량화 핵심기술 연구

들의 신제품, 신기술 등의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① 사업 배경

신산업 분야의 무인이동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 연

우주비행체는 보다 더 많이 우주로 보내기 위해 탑재물의 허

구협력을 통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국가들

용 공간과 무게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미국 우주왕복선의

과 교류를 추진해 국제연구 네트워크를 국내 산·학·연에 제공

경우 외부탱크 재료를 기존 알루미늄 Al2219에서 초경량 알루

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8년

미늄-리튬 Al-Li 2195로 변경해 3.6t 이상 무게를 줄였다. 초경

10월 덴마크 국가우주기관(National Space Institute)인 DTU

량 Al-Li 합금은 현재 Space-X의 대형 탱크와 에어버스 A380

Space와 극지연구와 자율운항 인프라를 포함한 항공우주 분

의 대형 항공기 구조물에도 사용되고 있다. 리튬(Li)을 알루미

야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늄에 첨가하면 Li 함량 1%당 3%의 밀도 감소와 6%의 강성 증

DTU Space와 항공우주 분야 연구협력을 위한 MOU 체결(2018.10.)

스포츠용 고속 기동 드론 및 방송 중계용
영상 송수신 기술개발

사업장 배출가스 중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소형무인기 시스템 기술개발

무인선과 유선 무인잠수정 결합형
수중 무인이동체를 이용한 수역관리

수행기관 및 과제 책임자 유맥에어, 최종필

수행기관 및 과제 책임자 유시스, 윤성준

수행기관 및 과제 책임자 마린리서치, 박경원

주요내용 Y콥터형의 비행체로 고속기동이 가능
최대 비행속도 150Km/h의 고속비행 및
LTE 통신망을 이용한 FHD급 실시간 방송
· 영상 송수신
· 운용반경 : 2km, 운용시간 : 10분,
· 이륙중량 : 13.3kg

주요내용 가스측정센서, 광학, 열화상 카메라 탑재
굴뚝 상부에서 물질별 농도 측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 확산경로 맵핑
· 운용반경 : 500m,
· 운용시간 : 30분,
· 이륙중량 : 18kg

협동기관 한국해양대학교,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개발 기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피코
주요내용 사이드 스캔소나 카메라로 해저지형 계측
· 임무수심 : 70m 이상(잠수 30m)
· 최대운용시간 : 8시간
· 속도 : 3 knots · DP제어 : 5m

3. 미래선도 및 융합기술

무인이동체사업단은 국내외 유명 전시회, 엑스포 등에 공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30호-항공우주복합재료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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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동일 구조물 제작 시 20% 이상 가벼워진다. 그러나 기존

할 경우 용접부 성형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

상과 실린더부를 갖는 직경 350㎜ 내외의 압력용기로 직경이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우며 원 소재 수정 시 재인증을 받아

알루미늄 합금에 비해 가공성과 접합성이 나빠 대형부품 제작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사의 열처리

작아 마찰교반접합 공정 외에 주입 포트와 돔용접을 적용했

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항공기용 복합소재의 선별

과 성형을 위한 핵심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가공열처리, 초소

조건, NASA의 열처리 조건과 자체 제안한 열처리 조건 등에

다. 실린더부 최종 마무리는 전자빔 용접을 적용했다.

(Screening) 및 인증(Qualification)을 위해서는 평균 1∼3년

성 성형, 마찰교반용접 등을 적용해 대형부품을 제작하는 기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외국 사례와 대등한 고유의 풀림 열처

술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소재구입이 어려워 Al-Li 합금을

리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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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195의 축소형 시제품은 발사체에 적용하는 추진제탱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국내에서는 소재 단위에서 인증

크와 형상은 유사하되 전체적인 크기는 작도록 설계했다. 발

을 먼저 할 수조차 없다. 때문에 항공기 개발 사업이 결정되

연구할 수 없었다. 다행히 최근 구매가 가능해져 위성발사체

아울러 동일 조건으로 제작한 용접형 블랭크를 이용해 콘

사체용 추진제탱크는 운용 중 내압하중과 비행하중, 발사대

면 기존에 인증 받은 복합재료 중에서 재료를 선정해 시험평

의 추진제탱크 등 대형 구조물의 경량화율 향상을 위한 개발

스피닝을 수행해 열처리 조건에 따른 스피닝성을 평가했다.

대기중의 지상풍하중 등을 받아 실린더 부분에 보강구조가 들

가를 하고,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항공기의 생산

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향후 대형 돔 스피닝 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유한요

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축소형 시제품의 경우 내압

증명(Product Certification)의 한 부분으로 승인을 받아왔

소해석 모델링 기법에 대해 연구했다. 아울러 콘 스피닝 공정

하중만을 고려해 설계했다. 그 결과 실린더 부분은 모노코크

다. 하지만 이러한 인증체제에서는 각 사업마다 이미 인증 받

② 사업 내용

에 대해 해석결과와 실험 결과를 두께와 시간에 따른 변형모

를 적용했다. 또한 제작 후 수압시험을 수행하게 되므로 내압

은 재료를 신규 사업을 위해 다시 인증 받는 경우가 발생해 비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행한 우주부품 경량화 핵

드 비교방법으로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링 기

하중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설계했다. 수압시험 압력은

용과 일정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동일 재료에 대해

심기술 연구는 우주비행체용 부품 경량화와 공간효율 향상을

법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시제품의 제작 후 두께, 가압장비의 용량 등을 고려해 적절한

사업마다 다른 재료설계 허용값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수준에서 선정했다.

아울러 항공기 개발자가 서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1차년도의 경우 소재 확보

마찰교반용접의 경우 툴 형상과 회전과 이송 속도에 따

와 관련 장비·설비 구축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제조사에서

른 접합시편을 제작한 후 비파괴 검사와 미세조직 관찰을 통

본 연구는 쇼울더 고정장치가 있는 마찰교반접합 시스

보해 감항당국의 승인을 받아왔으므로 데이터 개발이 중복

제공받은 샘플판재를 이용한 물성평가와 접합특성 관련 사전

한 접합부 건전성을 평가했다. 이후 양호한 결과를 나타낸 시

템(등록번호 1016570140000), 마찰교반접합에 사용되는

되고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연구를 함께 수행했다. 2차년도에는 확보한 소재의 기초 물성

편들에 대해 상온 인장시험으로 접합효율을 계산했다. 양호한

내부 구속장치 및 내부구속장치를 이용하는 방법(등록번호

미국의 NCAMP(National Center for Advanced Materials

평가와 Al2195가 가진 성형 및 접합 특성을 파악했다. 또한 상

조건을 적용한 시편들은 70% 이상의 높은 접합효율을 나타

1016510210000) 등 국내 특허 2건을 획득했다. 특히 Al-Li

Performance)처럼 인증된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온강도의 열처리공정에 관한 연구를 병행해 제조사에서 제시

냈다. 이 결과는 향후 대형 발사체의 마찰교반용접 공정개발

합금의 마찰교반접합을 통한 발사체 탱크 경량화 기술을 확보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 양보다 스트레칭을 부과해 규격을 만족시켰다.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초소성 불림성형을 이용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Al-Li 합금의 가공특성, 즉 성형과 접합특성 파악 및 공정

한 반구 성형을 위해서는 고온 Free bulging test 기법에 관해

② 사업 내용

개발은 사실상 본 연구의 핵심이다. 따라서 성형성의 경우 비

연구했다. 또한 단축인장시험을 통해 확인한 Al2195 합금의

(2) 소형항공기용 국산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2012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진행한 ‘소형항공기용 국산

용접형과 용접형 블랭크를 이용한 스피닝 공정에 관해 연구

초소성 특성에 대한 정확한 물성평가를 수행했다. 그 결과 최

시스템 개발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시스템 개발’ 연구는 차

했다. 접합은 마찰교반용접(Friction Stir Welding, FSW)을 우

적의 초소성 특성을 나타내는 온도조건과 유동응력식 관련 상

① 사업 배경

기 복합재료 항공기 개발사업에 활용할 국산 복합소재 프리프

선으로 전자빔용접과 HIP(Hot Isostatic Press) 공정을 이용한

수를 도출했다. 아울러 HIP 공정을 이용한 Al2195 합금의 확

항공기에 사용하는 복합재료의 양은 점차 늘고 있으나, 국

레그의 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국산

확산접합을 추가로 검토했다. 스피닝과 관련해서는 우선 연구

산접합 공정에 관한 적절한 접합조건을 확보했다.

내에서는 항공기 구조 소재용으로 인증된 복합재료가 없

복합재료 프리프레그를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용 복

결과의 대형화 적용을 위해 용접형 블랭크의 제작과 용접부

3차년도는 실제 발사체에 적용하는 압력용기나 구조물을

다. 따라서 전량 외국산을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미

합소재 국가 인증체제(안)를 수립하고 당시 소관부처인 국토

성형성 향상을 위한 풀림 열처리 조건에 관해 연구했다. 기존

대상으로 축소형 시제품 설계와 제작을 진행했다. 아울러 경

국의 AGATE(Advanced General Aviation Transport

해양부에 제안해 『복합재료인증체계 안내서』와 『프리프레그

연구사례에서 마찰 교반된 Al2195 합금을 이용해 돔 스피닝을

량화효과도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시제품 형상은 구형 돔 형

Experiment) 소재 등 외국산 복합소재는 수입비용이 높고

공정관리문서 작성 및 관리 지침서』를 제정했다. 또한 외국산

알루미늄-리튬합금-FSW로 제작한 초경량탱크 시제품

국산 탄소섬유 및 수지 활용 복합재 프리프레그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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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2종 및 국산 유리섬유 1종을 사용해 복합재 프리프

업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품질인증센터에서 국토부의

레그 3종을 개발했다. 아울러 인증체제(안)에 의거해 많은 시

위임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제 착수 이후 2015년 5

험평가 후에 특성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 복합소재를 사용

월 해당 업무를 국토부 소속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전하면서

하는 기관들의 개별 인증에 필요한 시편제작과 시험비용을 줄

항공기용 복합소재 국가 인증체제 확립이 다소 지연되었다.

이기 위해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에 따라 본 과제는 항공기용 복합소재 국가 인증체제(안)에

개발하기도 했다.

따른 시험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기계적 특성에 대한 데

미국에서는 사전에 복합재료의 승인을 받은 후 타

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 과제 종료 시점인 2018년 11월 이후

사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용 복합소재 국가 인증체제 수립은 항공안전기술원이

AGATE(Advanced General Aviation Transport Experiment)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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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후 NCAMP(National Center for
Advanced Materials Performance) 프로그램을 승인해 인증

② 사업 내용

된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다.

탄소섬유 2종 및 수지 3종 등 국산 복합재료 원소재의 특성분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복

석 기술지침 6종을 개발하고 탄소섬유 및 수지 재료/공정관

합재료 프리프레그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립해 공유하도록 했

리 규격 등 기술지침 총 15종을 생성했다. 또한 항공우주용 프

다. 단 국산 복합재료 인증의 범위는 항공기 구조의 감항성

리프레그 2종에 대해 각 재료 규격과 공정관리 규격을 수립

을 입증하기 위한 BBA(Building Block Approach)의 가장 하

하고 항공우주용 복합재 Panel의 성형공정 규격을 정했다. 아

부 단계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료허용치(Material

울러 미경화 및 경화된 일방향 프리프레그의 특성 평가 시험

Allowables)를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국한했

과 국산 탄소섬유 복합재 프리프레그 2종의 Lamina 및 일부

다. 또한 복합재료 인증활동은 프리프레그의 제작에서부터 시

Laminate의 기계적 특성 평가 시험을 진행했다. 기계적 특성

작하고 인증대상은 국내에서 제작한 프리프레그의 데이터베

평가 시험 결과 통계 처리 및 DB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스로 제한했다.

본 연구를 통해 생성한 복합소재 기술규격 및 지침은 항공

그 결과 2015년 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5-

우주용 국산 복합재 프리프레그 개발 규격으로 활용 가능하

28호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항공우주복합재료 데이터센

다. 또한 항공우주용 복합소재 기계적 특성 평가 시험지침서

터’로 지정받았다. 2018년 11월 7일에는 사업의 결과물인 검

는 항공우주용 복합소재 특성 평가 시험지침으로 활용할 수

사업무지침 및 시험평가기관 관리지침에 따라 항공안전기술

있다. 이와 함께 국산 탄소섬유 복합재료 프리프레그 생산업

원에서 복합재료 국가 인증과제를 수행할 복합재료 시험평가

체의 품질수준 및 소재 특성평가 기술수준을 향상시켰다. 국

기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산 고성능 탄소섬유 프리프레그는 해외 경쟁제품 대비 생산성
이 우수하고, 기계적 물성도 양호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3) 국산 탄소섬유 복합재료 특성 평가

했다. 확보된 국산 탄소섬유 항공우주용 복합재료 특성 데이

① 사업 배경

터베이스는 항공우주 비행체 경량 복합재 구조 설계·해석·제

소형항공기용 국산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시스

작에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고속철도·선박 등 수

템 개발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국내 업체에서 항공기용 구조

송기계 경량화 구조설계·개발에도 활용 가능하다.

해외 경쟁제품과의 성능 비교

소재로 활용 가능한 고강도 탄소섬유의 양산에 성공했다. 따
라서 국산 탄소섬유를 사용한 복합재료 프리프레그를 개발하

(4) 우주탐사용 과학탑재체 기반기술연구

고 엄밀한 시험평가를 거쳐 재료허용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① 사업 배경

를 구축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며 우주탐사를 통한 제2의 우주경쟁이 다

이에 정부는 2014년 5월 창조경제추진단에서 국산 고강

시 세계적으로 펼쳐쳤다. 우리나라 역시 「우주개발진흥기본계

도 탄소섬유의 항공기용 복합소재 적용을 위한 인증 지원을

획」 6대 전략 중 하나로서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

결정했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상 국책과제로서의 예산지원이

비를 포함시켰다. 당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지구

뒷받침되지 않아 2015년 1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자체 연

궤도 상의 위성 개발에 초점을 맞춰 있었다. 따라서 지구근접

구사업으로 착수했다. 이전까지 항공기용 복합소재 국가 인증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능력은 보유하고 있

적외선 분광기 지상모델 개발과 달·행성과학 연구

연차별 연구 수행(2013~2015)
구분
1차년도(2013)

2차년도(2014)

3차년도(2015)

달 및 행성탐사용 중적외선 분광기
지상모델 개발

달 및 행성탐사용 중적외선 분광기
지상모델 개념/예비설계

달 및 행성탐사용 중적외선 분광기
지상모델 상세설계/제작 착수

달 및 행성탐사용 중적외선 분광기
지상모델 시제품 제작 완료

달 및 행성 환경 과학연구

해외 달 및 행성탐사자료에 관한
선행연구(water, dust 등)

해외 달 및 행성탐사자료 활용
분석(water, dust 등)

우주탐사용 과학탑재체 지상모델
활용 달 및 행성 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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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중적외선 분광기 지상모델의 배치 형상

ISECG SAM 회의 참석

달과 행성에 대한 해외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연구 수행

었으나 달과 화성 등 행성탐사를 위한 우주탐사 시스템은 추

위한 방안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발

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했다. 특히 과학탑재체 등 관련 우주

전시킬 필요성을 확인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

과학장비 개발 기술력은 광학탑재체 기술력을 제외하고는 매

는 우주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우 미미한 실정이었다. 과학탑재체 개발기술은 행성탐사 임

있었다. 따라서 선행기술 연구를 통해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

무 시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술로, 우주시스템 기술 분

와 과학임무 개발에 주력하고 필요 시 선진국과 국제협력을

야에 있어서도 고난도 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즉 과학탑

통해 기반기술 확보를 촉진하는 등 우주탐사에 필요한 기술도

재체 개발은 지구와 다른 행성 환경에서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위해 개발시스템의 압축성, 무게 및 크기의 소형화 등 미래 기
술력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실제 우주탐사를 통해 시험·적용

② 사업 내용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자체 개발한 우주과학장비의 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달 및 행성탐사 선행 기반연구인

술력 향상과 검증 단계를 통해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행성탐사용 우주과학장비 핵심기술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데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통해 우주탐사를 위한 과학탑재체 플랫폼(로버) 개발과 달/

2010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우주개발사업 세부실

화성 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천로드맵에서 한국형 달(행성) 탐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2013~2015년까지 ‘우주탐사용 과학탑재체 기반기술 연구’

행성탐사용 로버 지상모델

행성탐사용 로버의 로봇팔

해외탐사 자료활용 우주과학연구 수행(LADEE 자료활용)

를 통해 달 및 행성 탐사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중적외선 분

했다.

광기 지상모델 개발과 달·행성과학 연구를 수행했다. 이전까

본 연구는 기반연구개발 사업 이후 다양한 연구의 기반이

지 대기를 가진 행성이나 위성(천체)을 대상으로 탐사선 탑재

되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를 위해 3∼5micron 파장영역의 분광탑재체를 개발한 선례

사업에서의 달 탐사 과학임무 및 탑재체 선정과, KIST의 달 탐

(Cassini/VIMS, Deep Impact/HRI-IR 등)가 있었다. 하지만 달

사 2단계 선행연구의 달 탐사용 로버 개발에 활용되었다. 또한

을 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탐사선에 탑재한 경우는

한국천문연구원의 달 탐사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중 한국형

없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우주탐사용뿐 아니라 우주과학 연구

달 탐사 자원탐사용 탑재체 핵심기술 개발과제로 수행한 적외

를 위한 지상용으로도 개발한 사례가 없었다. 2010년부터 총

선 분광기 개발에도 활용되었다.

6년간 수행한 행성탐사용 우주과학장비 및 우주탐사용 과학
탑재체 기반기술 연구는 로버 지상모델과 중적외선 분광기 지

(5) 우주파편 충돌위험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캡쳐시스템 연구

상모델 개발을 통한 우주탐사 과학임무 개발과 과학연구의 기

① 사업 배경

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S/W개발, 해외 우주탐사

2007년 중국의 자국 위성(Fenyun-1C) 요격 사건과 2009년

자료 활용, 국내외 관련 연구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수행

사상 초유의 미국-러시아 위성 우주충돌 사건으로 우주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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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SMA 및 개발팀

국내 최초 우주파편 캡쳐시스템 지상시험모델 KARICAT(좌:모의 우주물체, 우:KARICAT)

기가 급증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7년 당시 중

성들을 충돌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움직이되, 연료를

성의 시제품 형태로 개발한 초소형위성의 크기는 불과 10㎏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본격적인 우주쓰레기 청소

국의 자국 위성 요격으로 인해 급증한 우주쓰레기와 당시 운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충돌회피기동 최적화

에 사이즈는 10㎝×30㎝×20㎝ 정도였다. 개발 비용은 3년간

위성 개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단계 연구로 랑데

용하던 아리랑위성 1호, 2호와의 충돌위험을 급히 분석하게

계획이 가능한 시스템 연구를 추진했다. 이 연구에는 우리나라

총 20억원이 들었다. 발사 대신 지상에서 우주환경을 모사해

부/도킹 기술검증용 위성 개발 사업(2018년~2021년)과 연계

되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항우연은 우주쓰레기 문제를 실

위성들의 매우 정밀한 궤도 위치는 물론 접근해오는 우주쓰레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시험하기 위해 에어베어링을 이용해

해 기술을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제 운용 중인 위성데이터를 이용해 국내 최초로 본격 연구하

기들의 위치를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술들도 포함되어 있

무마찰 환경 모사가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개발했다. 그 결과

기 시작했다. 이후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우주환

다. 이를 통해 2014년에 다양한 충돌위험 분석과 자동화 기능,

2016년 11월 국내 최초로 초소형위성을 이용한 청소위성 시

(6) 초소형위성을 이용한 미래 우주탐사 핵심기술 개발

경 문제에 대응하고 아리랑위성과 천리안위성 등 국가 주요

다수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회피기동 계획 기능 등을

제품 형태로 개발 기술을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

① 사업 배경

우주자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우주파편 충돌위험 정밀 분석

모두 포함하는 토털 솔루션 성격의 프로그램 카리스마(KARI

시험은 약 4m×5m 정도의 무마찰 평판 위에서 추력기를

우주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초소형위성

기술과 대응 소프트웨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Space debris Collision Risk management system, KARISMA)

이용해 마치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형태를 모사해 진행했

을 이용해 저비용으로 우주 신기술 개발과 미래 우주탐사를

궁극적으로 우주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위성임무 종료 후

를 개발했다. KARISMA는 개발 완료 당시 세계적으로 유사 사

다. 우주쓰레기로 가정한 물체를 미세중력의 우주공간처럼 에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안전한 폐기와 고장 또는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제거 기술 개

례를 찾기 힘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국외에 널리 소개되었다.

어베어링을 이용한 무마찰 평판에서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쫓

「국가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른 초소형위성 개발과 우주

발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었다.

당시 세계적인 우주시스템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미국

아가도록 하는 형태였다. 우주쓰레기 모형에 접근해 게코 도

탐사 활성화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 최초 6U(10㎏)급 초소형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쓰레기와

AGI사로부터 자사 소프트웨어로 확대·개발해 제품화하겠다

마뱀의 특수한 발바닥 원리(Gecko, 미세한 수많은 편모들이

성 독자 표준 플랫폼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랑데부/

관련한 핵심기술 확보 필요성을 국가 차원에서도 인식하기 시

는 제의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국내 소프트웨어 벤처기업과

바닥에 닿았을 때 일정 압력을 가하면 접착력이 발생해 벽이

도킹 및 심우주 항행 기술 등 미래 우주탐사 핵심기술들을 저

작하였다. 그 결과 2011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가과학

연계해 민간 기술 이전 후 해외 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나 유리, 천장에서도 떨어지지 않음)를 이용한 집게팔로 붙잡

비용으로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

기술연구회의 국가의제 프로젝트(National Agenda Project)

사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전문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

은 모의 우주쓰레기를 초소형 청소위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원은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초소형위성을 설계, 제작 및 시

로 우주파편 충돌위험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캡쳐시스템 연

중 소프트웨어를 민간회사에 이전한 첫 번째 사례이다.

동시키는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험할 수 있도록 출연연들과 협력을 통한 융합연구사업을 국가

구 사업을 진행했다.

한편 본 사업은 궁극적으로 우주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한편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위성 개발로 인해 다수의 대

캡쳐 시스템 개발로 이어졌다. 먼저 우주 공간에서 떠돌고 있

형 우주쓰레기를 배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주환경 보호

는 우주쓰레기를 청소위성이 접근하고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

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이

포획 및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연구를 수행했다. 청소위

에 따라 국제 사회의 우주쓰레기 및 우주환경 보호를 위한 노

성이 지상국의 도움 없이 우주물체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동으

력과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 국제우주쓰레기조정

로 접근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집게 팔을 이용해 목표물을

위원회(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ittee,

붙잡는 것이 목표였다. 그 결과 ‘시각 센서 기반의 우주물체 자

IADC)에 13번째 정식 국가멤버로 가입하였으며 항우연은 우

동 인식 및 자율 추종 알고리즘’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리나라 대표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주시스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주
로 발사해 시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시스템 개발비

② 사업 내용

뿐 아니라 발사비용, 운용비용까지 포함해 많은 비용이 필요

우선 우리나라 국가 중요 위성들의 안전 운영을 최우선으로 우

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 사업에서는 ‘초소형

주쓰레기들과의 충돌위험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이후 우리 위

위성’을 청소위성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선정했다. 청소위

초소형위성 CDR 장면(201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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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위성 탑재컴퓨터 개발, 경량화 태양전지 개발, 초소형위

의 본체와 시스템 조립 및 개발 과제를 수탁 받아 수행 중에 있

성에 장착 가능한 로봇 매니퓰레이터 개발도 함께 수행했다.

다. 이 위성의 이름은 SNIPE이다. 2021년 발사에 성공하면 국

2019년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호기 HiREV 위
성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6U급 2호기 KARDSAT(KARI

초소형위성 워크숍(2017 / 2018)

과학기술연구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한

기 위한 개발사업은 국내 최초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산

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융복합 사업으로 ‘초소형위성을 이용한

업용 광학카메라를 우주급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동영상 촬영

미래 우주탐사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까지 임무를 부여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극히 드물었다.

전자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참
여해 총 예산 70억원으로 2019년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의 하나인 빅데이터 기술, 딥러

nanosatellite)를 개발 중이다. KARDSAT는 실제 발사를 목표

닝 기술을 이용해 초소형위성들이 군집임무를 수행할 때 수백

로 우주에서 가상의 우주물체를 추적해 랑데부하고 최종 도킹

혹은 수천 기를 충돌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도

한 후 자체 폐기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고난이도의 랑데

개발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대량의 위성데이터를 수신할 때 빠

부·도킹 핵심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1호기 초소형위성

른 시간 내 사용자가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정보를 추출해 제

의 플랫폼을 활용해 설계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공하는 시스템 개발도 수행 중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이러한 연구는 저비용·단기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초소형

하나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목표물의 자세 상태를 청소위성

위성이기에 가능하다. 1기에 수백, 수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중

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추정, 확인하는 기술을 포함시켰다. 따

대형 정밀 위성들로는 개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서 KARDSAT을 이용해 랑데부·도킹 기술을 우주 공간에서

한편 부수적인 성과도 이어졌다. 먼저 본 사업을 통해 한

시현하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가 될 것이다.

국항공우주연구원-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석·박

이 기술은 소형위성과 중형위성에도 적용이 가능해 향후 국가

사 과정 우주기술 전문인력 박사 1명, 석사 5명 등 6명을 배출

적으로 중요한 소행성 탐사, 화성 탐사, 우주쓰레기 제거 임무,

했다. 또한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초소형위성 워크숍을 개최

우주재급유 및 위성 수리 등 궤도상 서비싱 임무 등을 개발하

하고 있다. 이 자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의 증가(2019년 약

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220명 참석)로 국내 단일 우주기술 주제로는 가장 큰 규모의

한편 초소형위성 개발기술의 확보에 따라 대외적인 개발

워크숍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에티오피아 우주기술 개발을

협력 제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017년에는 한국천문연구원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협력 사업에 HiREV 기술 및 인력을 활

로부터 근지구 우주환경 관측에 필요한 6U급 초소형위성 4대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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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위성영상 수집

사업의 주요 목표는 구체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탑재체 허용

을 저비용·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을 확보하기

공간이 최대 3U까지 가능한 6U(10㎏)급 초소형위성 비행모

도 했다.

델(Flight Model, FM)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국내 대

또한 HiREV 개발 사업은 다수의 초소형위성 벤처기업들

학을 중심으로 개발했던 초소형위성은 1㎏~5㎏(1U~3U, 1U는

과 협업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들이 초소형위성 산업에 진입

1.33㎏, 10㎝×10㎝×10㎝를 의미함)급이 대부분이었다.

해 각자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국내 벤

초소형위성 1호기 명칭은 HiREV(hig resolution image &

처기업들이 주요 부품들을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초소형

video nanosatellite)이다. 임무는 고도 400㎞에서 지구 영상

위성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화 부품 개발기술을 확보하는

을 해상도 5m 컬러 이미지와 24 프레임의 동영상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것이다.
초소형위성을 이용한 고해상도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하

본 사업은 한국전자부품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과의 협력으로 세계 수준 성능을 가진

위성영상 가시화

위성영상 ROI 검색

인공위성

위성영상
타입 및 시간 별 검색
위성영상
타입 및 시간 별 검색

드론

위성영상
통계정보 출력
다차원 배열 기반
위성영상 저장

위성영상
업로드/다운 로드
SciDB-py

발·시험 경험을 토대로 미래 선도기술과 우주탐사 핵심기술들

위성영상 분석
위성영상 시계열 분석

확인했다. 또한 3년에 걸친 초소형위성의 자체 설계·조립·개
② 사업 내용

될 것이다.

Rendezvous and Docking Technology Demonstration

HiREV는 예산 제한으로 발사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으나,
3차례의 우주환경시험을 통해 우주발사가 가능한 수준임을

내 최초로 우주로 발사해 성공한 첫 번째 6U급 초소형위성이

위성영상
메타데이터 저장

사용자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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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고해상도 영상과의 오차(loss)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훈련
Generated

Ground Truth

Flatten

Flatten

Leaky ReLU

CONV

Input

Input

Loss

위성영상 초해상화 알고리즘
SR 적용 전(저해상도)

SR 후 생성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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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우주 인공지능 융합 연구

독립기념관에서 시연한 드론 100대 군집비행

능/ IT 기술을 접목하여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AI 활용

재료 개발, 공력해석 및 엔진 연소해석 등 설계·해석 분야에

술인 Spark의 성능을 비교했다. 그 결과 SciDB가 개발 편의성

탐사로봇, IoT 기반 통신 기술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분

응용함으로써 기술 고도화 및 효율화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

과 ROI(Region of Interest) 검색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고

(1) 사업 배경

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로 보인다.

위성정보 빅데이터 저장과 검색을 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선진국이 선점한 하드웨어 기반의 우주시장에서 게임 체인저

기술을 대형 위성·발사체 개발 단계의 설계 효율, 신물질·신

개발했다. 이는 향후 초소형 군집운용, 빅데이터 센서 등 다양

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를 위해 2018년 4월 기술연구본부

(2) 사업 내용

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

내 인공지능연구실을 신설했다. 이후 인공지능·빅데이터 기

항공우주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

한 발사체/위성 부품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반 미래선도기술 개발, 산·학·연 융합연구 선도 및 기술 확산,

용해 핵심기술을 고도화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이와 함께 기술연구본부를 중심으로 달탐사의 크레이터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항공우주분야 부가가치 창출을 목

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자율비행 기술 연구를 위해 스위

검출, 초소형위성 탑재용 안개 검출 기술 등 인공지능 기술을

표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

스 취리히 공과대학의 DroNet, NVIDIA의 TrailNet 등 오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항공우주 기술을 고도화하는 연

년까지 3년간 주요 과제로 인공지능 및 금속 3D 프린팅 기술

픈소스 기반의 딥러닝 기술 습득 및 적용과 한국 환경에 맞

구를 진행중에 있다.

기반 항공우주핵심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세부 과제로는

는 학습데이터셋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위성영상 초해상

‘인공지능 기반 자율비행 기술 연구’, ‘인공지능 기반 초해상도

도 기술연구는 4~10m급 저해상도 위성영상 데이터셋 구

기술 연구’, ‘위성-드론 영상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연구’,

축,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GAN(Generative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위성 부품개발’을 수행

Adversarial Network) 기반 기술을 개발해 KOMPSAT-2, 3,

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항공우주시스템 이상진단기

3A, Worldview-3 위성영상으로 결과를 확인했다. 인공지능

술 개발’, ‘딥러닝 기반의 군집 드론 정찰 시스템 개발’ 연구도

기반 이상탐지 기술연구는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의 각종 센서

진행하고 있다.

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기계학습과 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추진공급계 밸프하우징 제작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지능형,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 실시간 건전성을 평가하고 예방적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기

위성·항공·발사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과 개발 생산성

술이다. 위성-드론 영상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연구로는

을 높일 것이다. 지구관측/우주탐사 및 항공 분야에 인공지

다차원 배열 데이터베이스인 SciDB와 빅데이터 분산 처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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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항공산업 선진화 전략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2010~2019)

드론사업 발전 기본계획
(2017~2026)

국토교통 R&D 중장기 전략
(2014~2023)

(산업통상자원부, 2010.1)

(관계부처 합동, 2018.3)

(국토교통부, 2014.7)

2020년 항공산업
Global 7 도약

국내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기능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

· 완제기 개발로 시장진출 및 기술확보

· 드론 핵심기술 및 미래비행체 탐색 기획

· 무인항공교통체계 기반구축

· 핵심 부품/정비서비스 수출 활성화

· 핵심 선도기술 개발 및 실용화

· 차세대 통신/항법/감시 기술개발

· 항공기술 R&D 투자 효율성 제고

· 미래비행체 연구 개발

· 미래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 선진국 수준 인프라 구축

· 중형항공기 보급 기반 구축
· 민간항공기 보급기반 구축
· 항공정비산업 육성·기술개발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갖는다.

항공우주산업 개발을 위해 목표 및 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 추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은 ‘2020년 생산 200억불, 수출

진계획, 종합연구체제,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항공우

100억불 달성을 통한 항공산업 Global 7 도약’이라는 비전 아

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항공우주산

래 ‘민항기 등 완제기 수출국으로 도약’, ‘항공기업 300개, 고

업 육성을 위해 여객용·화물용 항공기 및 무인 항공기의 개발

용 70,0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핵심부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품 및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 ‘항공기술 R&D 투자 효

하지만 국가 차원의 항공산업전략이 수립된 것은 법 제정

율성 제고’, ‘선진국 수주의 인프라 구축’의 4가지 추진전략을

이후 12년 만인 1999년 4월에 이르러서였다. 당시 국무총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에서 큰 축을 차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최초로

지하고 있던 중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이 무산됨에 따

수립한 ‘항공우주산업발전기본계획’이 그것이다.

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2016년‘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항공우주산업발전기본계획’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정책

(2016~2020)’을 마련하였다.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본 철학과 전체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4대전략 중

목표를 제시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개발을 위

‘완제기 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및 기술확보’가 ‘완제기 산업 경

해 정책심의회 및 운영위원회 정례화 방안과, 분과위원회의

쟁력 강화 및 수출 산업화’로 변경되어 세부적으로 국제공동

설치 및 운영, 개발사업과 육성지원시책별 세부추진방안 등을

개발 참여와 함께 국산 항공기의 개량을 통한 수출 및 내수 시

구체화할 수 있었다.

장 경쟁력 확보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무인기와 PAV로 대표

‘항공우주산업발전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중대형항공

되는 미래형 비행체의 경우도 선도기술 개발에서 산업생태계

기의 주요 부품 생산기지화, 30~100석급 중소형항공기 생산

성장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고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로의 도약, 전투기·헬기 등의 독자개발 능력 확보로 자주

국가전략사업 간의 연계와 핵심기술 유지를 위한 기술인력 및

국방 기틀 마련이라는 장기 목표를 수립했다.

연구과제 관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공동개발 참여와 민수

이후 정부는 장주기인 항공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하여

부품 역량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MRO 전문업체

2010년 1월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2010~2019)’을 수립했

설립 등을 통하여 핵심부품 및 정비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다. 이 계획은 우주 분야를 포함하지 않은 항공 분야만의 발전

를 추구하였다. 그 외에 항공분야 투자전략을 보완하고 로드

계획이자, 전략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산업환경 변화에 따

맵을 최신화 하는 등 변화하는 항공산업 환경에 맞추어 국내

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KARI 항공분야  
비전

KARI
항공분야
4大 임무

국가 항공비전과 KARI 임무

2020년 항공산업과 항공기술의
Global G7 달성을 위한 국가 중심연구기지

미래항공
선도기술 중심

국가 항공
연구개발 허브

상용화 기반 구축
/산업체 R&D 지원

대형시험평가
설비 운영

※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은 2020년 신규 작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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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다. 이를 위해 발사체 기술 자립에 주력하는 한편 발사지

협력전략 도출을 위한 ‘글로벌 우주협력 촉진방안’을 마련할

원조직 운영과 다양한 기술협력 병행 등 발사성공을 위한 지

방침이다.

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발사체 기술의 고도화를 지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 일자리 창출의 목표는 민간 참여를

속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까지 발사서비스 생태계를 육성하

유도해 우주시장 형성 초기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

고, 2030년까지 국내 양산 체계 하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

해 우주기술 사업화와 융합 촉진을 위해서 스핀오프 등 우주

며, 2031년 이후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과 새로운 우주 융합산업 창출기반 조성을

한국형발사체 플랫폼을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소형발사체 플

활성화할 계획이다.

랫폼 및 대형발사체 플랫폼으로 연계·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다양화의 목표는 다
양한 첨단위성 개발·활용으로 국민생활 향상과 4차 산업혁명
을 견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난·재해 등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해양·환경·농수산 등 공공활용 서비스, 통신·항법 등 4
차 산업혁명 기반 서비스, 한반도 정밀 감시 서비스 등의 제공
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위성서비스를 고도화·다양화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위성 개발·활용 체계를 효율화하고, 우
주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우주개발 중장기 기

부 부품의 국산화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전략적 위성 개발과

본계획’(1996~2015), ‘제1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우주탐사를 위한 선도형 위성 관련 투자도 부족하다. 또한 국

(2007~2012)’,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12~2016)’,

가 수요에 따른 위성 개발에 주력하여 민간 수요자 맞춤형 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2014~2040)’ 등 정부의 계획을 거치

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우주산업 육성에 있어서 정부투

며 발전해왔다. 특히 정부는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자 규모가 확대와 아울러 민간참여를 통한 생태계 조성이 꾸

이후 우주개발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우주개발진흥 기본계

준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국가 계획

정부는 이러한 한계점과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우

을 바탕으로 우주개발 투자의 규모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주개발 중장기계획(2014~2040)’을 재검토하고 구체적

되고 있다.

인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지난 30년간 우주개발 투자는 많은 성과로 이어져왔다.

(2018~2022)’을 수립해 2018년 2월 최종 발표했다. 본 계획

발사체 분야에서는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으며, 실용

은 20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제시해 정책의 일관

위성급 발사체인 한국형발사체 독자개발을 추진하는 단계까

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자 유도와 연

지 이르렀다. 위성 분야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1·2·3·3A·5호,

구 활성화를 꾀했다.

천리안위성 1·2A호 등 다양한 위성을 개발해 정밀감시, 공공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도전적이고 신뢰성 있

광역관측, 기상예보 서비스 및 해양·환경 감시 등을 활발히 수

는 우주개발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비

행하고 있다. 위성활용 분야에서는 고성능 광학·레이더·중적

전 아래 우주개발의 도전과 실리의 조화, 전략 분야의 선택과

외선 영상과 해양·기상 관측정보 등을 통해 공공 및 상용 위성

집중, 국민의 공감 확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고 있

정보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외에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인공위

미국 NASA와 국제협력 기반의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에 착수

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다양화’, ‘우주탐사 시작’, ‘한국

해 미개척 분야 개척의 기틀을 마련했다.

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우주

하지만 현재까지의 우주개발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발사
체 분야에서는 독자기술 개발과 초기 예산투입 지연 등으로

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이라는 6개의 중점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기간 단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외 위성 동향을 고려한 향

6개의 중점 전략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우주발사체 기술

후 로드맵 수립도 아쉬운 부분이었다. 위성 분야에서는 핵심

자립과 관련해서는 2021년까지 1.5톤급 위성 저궤도 발사능

부품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일

력을 확보해 발사한 이후 3톤급 정지궤도 발사까지 확대할 계

우주탐사 시작과 관련한 목표는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 소행성귀환 임무 완수와 전략기술 확보이다. 이를 위
해 우주탐사 기반기술 확보·검증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의 시
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고, 이후 2030년 이전까지 한국형발
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선을 자력 발사할 계획이다. 소행성 샘
플 귀환선을 2035년까지 자력 발사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
다. 또한 국가 차원의 우주위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우주감
시정보의 통합분석, 우주위험도 평가 기술, 우주 및 태양위험
감시 고도화를 위한 기술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병행해 태양우주환경, 심우주관측, 소행성 연구 등의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과 관련해서는 독자적
인 정밀 위성항법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항법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성기반 위치·시각 인프라 자립
성을 강화하고 초정밀 위치정보와 시각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우선 KPS 구축 타당성 예비검토를 바탕으로 단
계별 구축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산학연의 우주혁신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위성,
발사체 개발 등 우주개발 역량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연구기
관의 우주개발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우주핵
심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우주
기술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우주기술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우주기술 프로세스도 체계화할 예정
이다. 또한 우주개발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우주개발 전문기
관의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대상국 다변화와 국가별·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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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선을 시작으로 글로벌 우주탐사 활동에 동참한다는 방침

· 인류의 생활영역 확대
· 지구 밖으로의 영역 확대를 위한
우주산업의 성장

기술진보 및
융복합 가속화
(ICT 혁명)
· 과학기술 분야 간
융복합화, 가속화를
통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

· 보다 신속하고 개선된
이동수단 발전
· 사람, 사물의 이동성 증가

인류영역
확장
이동수단
진화
일자리와
직업 변화

일자리와
직업 변화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지배력 강화
·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배력 강화

사회의
개인화

Global
Mega Trend

삶의 질
상승 추구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심화

도의 TF를 자발적으로 구성해 수립 전 과정을 공개하며 구성원

비전은 가능한 많은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통과 학습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집단 지성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을 통해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며, 공유된 결과를 기반으

이처럼 KARI 미래비전 2050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창립

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하나의 일관된 미래 방향성을 도출했

30주년을 맞이해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역량과 경험을 기반

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으로 미래 30년의 청사진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KARI 구성원 주도와 내·외부 공감대에 기반을 둔 미래비
전 2050 수립은 2019년 5월에 TF 구성을 시작으로 6월 메가

체계적인 비전 수립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공적인 비전 달성
을 위한 환경을 제안했다는 의의까지 획득할 수 있었다.

트렌드 분석과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7월 전사 공
감대 형성 과정을 거친 전략목표를 도출하고 8월 실행 전략을

2. 대외환경 분석

마련했다. 8월 28일과 29일에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집중 검

KARI 미래비전 2050 도출을 위한 대외환경 분석은 메가트렌

토가 있었으며, 마침내 9월 완성을 통해 10월 8일 한국항공우

드, 정책적 여건, 수요자 니즈, R&D혁신 환경변화 등 크게 4개

주연구원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며 ‘미래비전 2050’을 대내외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에 선포할 수 있었다.
KARI 미래비전 2050은 목적 지향적·도전적 관점에서 글

(1) 메가트렌드 분석

로벌 메가트렌드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중요 연구부문의 전략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항공·우주 기술 변화와 영향에 매우 중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체계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요한 변수이다.

미래비전 2050 TFT를 중심으로 메가트렌드 분석을 포함한

먼저 현재 세계는 인류의 영역 확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환경 분석 결과를 학습·토론했으며, 나아가 미래사회에

과학기술 혁신과 선도에 앞 다투어 나서고 있다. 이에 대응하

서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기도

여 항공우주분야에서는 인류의 영역 확장을 위한 우주 공간의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핵심 대응 이슈

확보, 우주탐사 및 유인 우주선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우주 거

와 키워드를 도출하고, 중요 연구부문별 전략목표를 수립했다.

주를 위한 자원의 현지 조달, 우주호텔과 우주병원 등 우주 거

KARI 미래비전 2050은 국가 항공우주 계획의 충실한 이행

주의 보편화, 경제성 있는 우주 수송 수단 확보가 주요 이슈로

을 기본으로 하되,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향후 급변할 미래사회 변

부각되고 있다. 모빌리티 향상과 경제성·친환경 기술에 다른

화를 반영하기 위해 유관 기술 분야와의 연계성과 구체적 활용방

이동수단의 진화 역시 강화되고 있다.

야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시장 진출

려해 미래 핵심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정책을 추진하
· 인간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하는 기후변화,
환경 문제로 인한 인류 생존 위협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한 지구 1일 생활권,

창립 30주년을 즈음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새롭게 수립한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항공분야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완제기 분야와 핵심부품 분

미래 항공우주
변화동인

KARI 2050을 위한 글로벌 메가트렌드

안을 제시해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별

국산화, 민간참여 확대, 기술융합, 우주협력 강화 등 우주혁신

기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고
자원
고갈

· 지속적인 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물, 식량, 자원의 다양성
손실 증대

1. 비전 수립의 배경과 과정

각 정보 자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우주 위험감시 대응체계와
기술기반 확충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핵심기술개발, 부품

· 과학기술, 경제성장,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추구

의학의 진보
글로벌
정치경제 (기대수명 증가)
새로운 변화

을 정했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치·시

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 제도적 인프라 마련을
통해 항공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3) 국민이 상상하는 항공우주의 미래

초고속 이동수단의 등장과 안전한 항공교통 관리, 개인용 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KARI 2050 미래비전’ 수립을 위해

공기의 대중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성 증진, 첨단기술 기반

2019년 6월 항공우주에 관심 있는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의 자율화된 항공교통 수단의 보편화 등 또한 매우 중요한 문

2050년 미래 모습, 2050년 항공우주 미래와 관련 항공우주

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 희망하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역할 등 ‘국민이 희망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심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은 도저

는 2050년 한국 항공우주 미래상’을 설문조사했다.

한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구환경 변화 대응을

그 결과 국민들은 메가트렌드에 대한 질문에 기후변화와

위한 감시와 예측 기술, 청정한 연료와 친환경적인 기술, 재활

환경문제(25.3%), 에너지 및 자원의 고갈(19.8%), 기술진보 및

용 가능한 소재 기술의 적용,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개발이 크

융복합화(11.7%) 등이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

게 부각되고 있다.

식하고 있었다. 또한 항공우주분야 영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자원고갈과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지배력 강화는 우주 탐

기후변화와 환경문제(20.9%), 기술진보 및 융복합화(20.2%),

구·활용 기술과 맞물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많은 우주 강

에너지 및 자원고갈(11.7%)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

국들이 위성의 우주자원 탐색, 우주와 우주 자원에 대한 탐사,

다. 국민들은 이러한 미래 변화에 대해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우주 에너지 확보와 관련한 연구개발, 우주 태양광 및 우주 핵

개발’, ‘우주자원의 개발’, ‘다른 행성에 대한 지속적 탐색과 이주’

발전과 같은 우주 발전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다.

와 관련해 항공우주기술이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술의 진보와 융복합화 가속화 역시 항공우주산업에 큰 영

아울러 국민들은 가장 중요한 미래 항공우주 기술에 대해

향을 미치고 있다. ICT 기술과 AI 기술을 통한 과학기술 성장, AI

우주자원 채취(12.4%), 우주탐사(10.1%), 우주태양광(9.3%), 위

based Digital Transformation, 융합·통합·최적화·실시간·자동

성정보 활용(8.5%), 우주산업 관련(8.4%), 거주기술(8.1%) 순으

화 등의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 항공우주기술의 디지털화는

로 답했다. 또한 2050년 한국의 항공우주 미래에 대해 우주여

향후 항공우주 산업 판도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행이 보편화되고(20.0%), 새로운 에너지와 자원생성이 가능하
며(10.0%), 우주에서의 생활이 가능할(5.7%) 것으로 상상했다.

(2) 정부의 정책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해 자

정부는 우주분야 정책에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주

원 발굴(11.0%), 자체적 기술발전(10.6%), 대체 에너지개발

발사체 기술 자립에 있어서는 저궤도에서 정지궤도에 이르는

(9.3%), 인공위성 개발(5.6%) 등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

발사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위성 개발 및 활용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에 있어서는 다양한 첨단위성 개발·활용으로 국민생활 향

한편 학계와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항공우주 연구

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주탐사 시작을 위해서는 달 궤도선·

개발에 대한 수요자의 니즈는 크게 세 가지 의견으로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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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항공우주 분야의 선도 역할을 통해 생태계 형성과 산·

의 폐쇄적 생산체계와 별도로 소프트웨어 융합 기반의 개방

학·연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형 혁신 R&D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글

NASA와 JAXA 등과 같이 경제적 타당성이나 금전적 이윤보다

로벌 메이저 기업뿐만 아니라 신흥 중견·중소기업의 RSP(Risk

인류의 삶, 국가의 위상,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역할

Sharing Partnership) 참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을 강조했으며, 연구 자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최종 연구결과

이러한 항공우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한국항공우주

물이 산업체로 이전되는 선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

연구원의 미래 연구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예

다. 둘째는 국가 계획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 미래 역할에 대한

컨대 항공 분야는 개인용·친환경·극초음속 항공기 개발수요

고민과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와 드론 등의 무인기 활용, 신뢰성·안정성·효율성이 크게 향

는 것이었다. 현재 시스템 개발에서 벗어나 우주개발 영역의 확

상된 차세대항공교통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에 방향을 두어

대 등에 따라 미래를 대응하는 연구개발 수행이 필요하며, 기존

야 한다. 항법항행에 있어서는 개인용항공기와 드론 비행

연구 분야가 아닌 항공우주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기술 연구 조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UATM(Urban Air Traffic

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산

Management)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위성의 경우 저비용 대

업계는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서 항공우주분야의 싱크탱크 역

량생산이 가능한 소형위성시대의 도래로 증가하는 우주폐기

할과 국제협력 분야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물의 실시간 감시·추적 및 제거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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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목표

1

2

3

4

인류 영역 확장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항공우주
수송수단의 고도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개념
항공우주 기술 확보

인류의 지적호기심 충족과 우
주영역 확보를 위한
우주탐사

인류 삶의 질 향상과
뉴스페이스 시대 대응을
위한 항공우주자산의 고도화

▲

▲

▲

▲

수송수단, 접근성

환경변화 대응, 융합

우주탐사

인류의 번영, 상업적 활용

▲

▲

▲

▲

인류의 영역 확장
이동수단의 진화
삶의 질 상승추구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심화
기술의 진보 및 융복합화
이동수단의 진화

인류의 영역 확장
기술의 진보 및 융복합화

인류의 영역 확장
삶의 질 상승추구
기술의 진보 및 융복합화

+

+

+

+

[시장] 항공교통,
물류 수요 증가
[시장] 우주접근성 확보 필요

[국가] 국민생활문제 해결
[국가] 정밀감시체계
구축 필요

[국민]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증가
[국가] 국민생활문제 해결

[국가] 국민생활문제 해결
[국가] 항법주권 확보
[시장] 교통인프라 확보
[시장] 뉴스페이스 시대 대응

+

+

+

+

저비용·고효율
기술 확보필요
교역량 증가

환경규제 강화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

우주 참여국 증가,
소유권 논쟁 발생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

무인 이동체 통합 관리
민간 기업의 진출 확대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

키워드

메가
트렌드

성정보에 있어서는 소외지역까지 서비스가 가능한 소형 군집
(4) R&D혁신 환경변화

위성 기반 저비용 글로벌 인터넷 시대를 대비해야 하며, AI와

항공우주산업과 기술개발 패러다임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살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과 접목한 위성데이터 활용 기반 비

펴볼 수 있다.

즈니스 모델의 발굴과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사체의 경

먼저 가장 큰 변화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탄생과 함께 글

우 재사용·공중발사·발사체 모듈화·민수부품을 활용한 재설

로벌 우주산업 생태계가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항공우

계 등 발사비용 절감과 발사주기 단축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주 산업에는 기존 핵심 수요자 역할을 맡아 온 각국 정부 외에

필요하다. 아울러 500kg 이하의 소형위성 수요 증대에 따른

소규모·저자본의 글로벌 민간기업의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

개발과 타산업 기술군과의 융합 및 신소재 개발을 모색해야

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의 민간부문 투자

한다. 우주탐사의 경우 달·화성·소행성의 자원탐사와 지구 밖

액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 참여 비중이 확대되고

인류거주를 위한 기반 기술 개발, 우주탐사 후 도킹 및 지구 재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타산업군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진입 등의 핵심기술 개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심우주탐사를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으며, 소형 군집위성의 등장으로 저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비용 글로벌 위성인터넷 서비스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결론에 이르렀다.

수요자
니즈

대외
변화동인
KARI 2050 4대 발전방향 도출

4대 발전 방향은 20대 전략 목표를 통해 실현해 나갈 계획

‘인류 영역 확장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항공우주 수송수단

이다. 먼저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개념 항공우주

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우주접근의 보편화를 선도하는 저비

3. KARI 미래비전 2050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위성 활용

용 우주 수송기술 개발, 우주여행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Space

이루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문

이와 같이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와 수요 및 내부역량 분석

및 아시아 지역리더 역할, 신재생에너지 지배력 강화 대응을

port의 활성화, Door to Door 이동성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

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도심 내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개

을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수립한 ‘KARI 미래비전

위한 우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통일 후 동북아 평화 질서

형 비행체 개발, 전 세계 1일 생활권을 구현하기 위한 초고속

인용항공기(Personal Aerial Vehicle)와 전기추진시스템 등 대

2050’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새로운 가치

를 위한 다중 임무 위성망 구축, 근지구 물체의 감시 체제 고도

비행체 개발, 새로운 항공교통수단 등장 및 항공교통량 증가

기 중 오염 물질 및 발생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친환경

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사회의 메가트렌드와 패러다

화 및 능동적 위험 제거,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위성의 항

에 대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관리 체계 확보 등의 전략

항공기에 대한 개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과거 군사 분야

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국가와 인류를 아우르고 이롭

상성 확보 기술 개발, 항공선진국 수준의 안전하고 경제성 있

목표를 수립했다.

중심으로 성장하던 무인기에 대해 응급의료, 재난대책, 치안

게 하는 항공우주 성과 창출과 활용’, ‘미래와 인류에 영향력이

는 친환경 항공운송기술 개발 등 6대 전략 목표를 정했다.

감시 등 다양한 공공부문 서비스와 에어택시, 물류배송, 통신

큰 새로운 기술 도전’이라는 목표를 담았다. 또한 이를 실현하

‘인류의 지적호기심 충족과 우주영역 확보를 위한 우주탐

위한 항공우주자산 고도화’를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

중개 등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향후 민간용 무

기 위해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개념 항공우주 기

사’를 이루기 위한 전략 목표로는 우주의 근본원리 탐구 · 지구

인이동체 융복합 솔루션 기술개발, 위성정보의 수요자 맞춤형

인기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술 확보’, ‘인류의 지적호기심 충족과 우주영역 확보를 위한 우

및 생명의 기원 탐구 · 지적호기심 충족을 위한 우주 탐사, 우주

서비스 인프라 구축/확대 및 개발, 사회문제 해결 및 항법주권

1일 생활권 구현을 위한 고성능 초고속 항공기 개발도 주요 관

주탐사’, ‘인류 영역 확장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항공우주 수송

자원 활용을 통한 우주탐사의 경제성 실현 및 미래 전략 자원 확

확보를 위한 위치 및 시간 정보의 제약 없는 제공, 메가위성 시

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단의 고도화’, ‘인류 삶의 질 향상과 뉴스페이스 시대 대응을

보, 달 개척에서의 대한민국 독자 영역 확보, 심우주 연구를 위한

대 통합영상정보 실시간 제공 및 분석지원 서비스, 지속가능한

위한 항공우주자산 고도화’ 등의 4대 발전 방향을 수립했다.

대형 관측 위성 개발 등 4대 전략 목표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항공우주 산업생태계 조성 등의 전략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등장하고 있다.
신개념·친환경 항공기 개발 역시 패러다임 변화의 한 축을

항공우주산업의 또 다른 패러다임 변화는 하드웨어 중심

마지막으로 ‘인류 삶의 질 향상과 뉴스페이스 시대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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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일반현황

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과학문화 확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국가적 프로젝

시험평가시설 분야에서는 대형시험평가 설비를 확보·운

트를 통해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용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항공 산업체를 지원한다. 아울러 독

노력할 것이다.

자적인 항공기 개발능력을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 본원에 아음속풍동설비, 항공기 엔진용 고공
환경 성능시험설비, 전기체 구조시험설비 등을 구축했다. 또

2. 조직 및 역할

한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항공기 체계종합 및 성능시험 시
설인 고흥항공센터에는 헬리콥터 로터 회전시험설비, 착륙장

1. 주요 임무 및 기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연구소로 1989

치 낙하시험설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종합적인 항공기 비행

년 10월 10일 설립되었다. 설립 추진 당시 항공 분야 조직만을

시험평가 수행 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대상으로 했으나 1990년 1월 1일 천문우주연구소 발사체 분

각 연구조직의 사업을 살펴보면 항공기체계부에서는 항

야를 흡수하면서 항공우주 연구개발 영역이 확장되었다. 한국

공구조, 공력, 회전익 분야의 체계 및 기초기술 연구를 다룬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설립 이래 총 49회 조직을 개편해 현재의

또한 관련한 대형 시험평가 설비를 운영하고 항행 분야의 연

조직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구개발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무인기체계부는 고기능 무인기
개발에 주력하며 이에 필수적인 제어·전자계통의 핵심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우주 과학기술 영역의 새로운 탐구

항공연구본부

연구하고 있다. 재난치안용무인기개발사업단은 국민안전을

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널리 보급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국민

항공연구본부는 항공 분야 고유 임무인 항공기 시스템 및 핵

위한 재난치안용무인기개발 전담부서이다. 항공추진실에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1989년 설립 당시 30명의

심 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지난 30년간 선도

는 항공 추진계통의 핵심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비행시

소규모의 인력으로 출발해 2019년 현재 980여 명이 근무하고

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인 항공

험실은 각종 비행시험 수행 및 고흥항공센터 운영과 국가종합

있으며, 5,200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2월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항공 분야의 연구개발은 1989년 항

비행성능시험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항공연구개발사

22일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 심의에 따라 우주개발 전문기관으

공사업단 산하의 공기역학실, 구조역학실, 추진기관실, 비행

업을 총괄·기획하는 기획조정국을 통해 정부부처 및 산·학·연

로 지정되어 기능과 책임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항

제어실 등 4개 실로 시작했다. 이는 항공기 개발의 핵심기술인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우주연구원은 우주개발 정책지원, 국가우주개발사업 수행 및

공력, 구조, 추진, 제어를 기본으로 구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조

미래핵심기술 개발, 우주산업 지원·육성, 국제협력 및 우주사고

직의 근간이 되고 있다.

조사 등에서 정부의 지원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위성연구본부

항공연구본부는 체계개발 수요에 따라 1990년대 중반과

위성연구본부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른 국가의 전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관에 명시된 주요 임무는 ①항공

2012년 두 차례의 중형항공기, 2000년 비행선, 보라호와 소

적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목적의 인공위

기·인공위성·우주발사체의 종합 연구개발, ②항공우주 안전성

형항공기 반디호, 2006년 한국형 헬기 민군겸용 구성품 개발

성을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위성기술 확보와 산·학·

및 품질 확보 기술개발, 항공우주 생산품의 법적품질인증 및

(KHP) 사업의 전담조직을 조직 내에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는

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리랑위성 1호로 시작된 기술개발

국가 간 상호인증, ③국가 항공우주개발 정책수립 지원, 항공

재난치안용무인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

은 최근 들어 산업체로 이관되는 과정까지 발전해 있다. 앞으

우주 기술정보의 유통 및 보급·확산, ④시험평가시설의 산·학·

발사업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2년 스마트

로는 핵심기술 개발과 탐사선 개발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연 공동 활용, ⑤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무인기개발사업단, 2008년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을 독립

위성 분야 연구개발은 우리별위성의 구조 및 환경시험 연

기술용역 수탁·위탁, ⑥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

사업단으로 조직·운영했다. 현재 독립 조직은 2016년부터 운

구, 무궁화위성의 기술연구 등으로 시작되었다. 설립 이듬해

원 및 기술사업화, ⑦주요 임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영 중인 무인이동체 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이다.

인 1990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조직의 기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항공분야에서는 스마트무인기 사업 등의 미래

항공연구본부는 항공기체계부, 무인기체계부, 재난치안

초기 조직은 위성시스템을 담당하는 위성체계연구실, 위성본

형 유무인 비행체 연구개발, 비행체 시험평가 등을 수행해 왔

용무인기사업단, 항공추진실, 비행시험실, 기획조정국을 두고

체 개발을 담당하는 위성본체연구실, 위성 조립과 시험을 담

다. 또한 위성분야에서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의 인공위

있다. 각 조직은 국가 항공기술 개발의 선봉에서 정부부처와

당하는 우주시험연구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성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인공위성 정보 활용 및 관제기술,

산·학·연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

위성체계연구실은 위성 전체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조

위성항법 및 응용기술 개발을 추진해왔다. 발사체분야에서는

인기 및 무인기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직으로 사업을 총괄한다. 현재는 아리랑위성을 비롯한 천리안

한국형발사체 개발 및 미래 발사체 연구, 응용기술 개발에 앞

이외에도 국가항공 체계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기술(비행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달탐사선 등 별도 사업단이 임무를 수

장서고 있다. 또한 국가 항공우주 개발정책 수립지원 및 기술

체계, 항공구조, 항공공력, 항공전자, 비행제어, 항공추진, 항행

행하고 있다. 또한 체계 분야에서 수행하던 관제, 자료수신 및

정보 보급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지원활동과 항공우주 과학기술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국가항공 산업발전의 중

활용 업무는 위성정보센터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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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일반현황

위성본체연구실은 위성본체 각 분야인 구조계, 열제어계,
설립 당시 조직 구성
4부 6실 6과(1989년 11월)

이사회
감사
감사역

소장
(한국기계연구소)

소장
(부설 한국항공우주연구소)
건설본부

항공기
개발사업부

우주개발
사업부

품질
인증부

요소기술
연구부

연구
기획실

행정실

정책
연구실

기술
정보실

전산실

연구운영과

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시설과

안전관리과

기술
지원실

그룹을 두었다.

자세제어계, 추진계, 전력계, 원격측정명령계, 탑재소프트웨어

2003년에는 발사체 관련 조직을 우주발사체사업단으로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관련 분야를 묶어 조직을 구성한 때

통합하고 하부 조직으로 우주발사체체계실, 우주발사체기술

도 있었으나 현재는 위성본체개발부가 맡고 있다. 또한 위성 임

실, 우주추진기관실을 두었다. 이는 대내외 기술개발 환경에

무수행을 위한 탑재체 개발 임무는 별도의 신설 부서에서 맡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서 추진하다 현재는 위성탑재체개발부가 담당하고 있다. 우주

2009년에는 연구본부체제 도입과 연구본부 내 매트릭스

시험연구실은 위성 조립과 성능시험, 발사환경, 궤도환경, 전자

체제강화를 위해 발사체연구본부로 개편하고 발사체체계사

파환경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역시 특성에 따라 조직을 구성

업단, 나로우주센터, 발사체기술개발실, 발사체추진기관개발

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우주환경시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실을 하부조직에 포함시켰다.

이와 별개로 우주개발에는 제품보증이 매우 중요하다. 인

2011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공위성은 발사 후 수리가 불가능해 고도의 검증을 통해 고장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을 신설했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한때 위성본

다.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은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

체 분야가 담당하던 기능을 현재는 기획조정국이 맡고 있다.

과 연구개발 조직으로 구성하여 발사체 개발 임무 외에 연구
개발 성과 보급과 확산,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 분석과 대응,

현재 조직 구성
5부 2센터 2부 2단(2019년 6월)

원장

감사

달탐사사업단

정책연구부

홍보협력실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민간 참여 확대 방안 수립 등의 임무도 주어졌으며 외부관리

1987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천문우주

와 기술평가를 총괄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사

과학연구소 우주공학연구실이 국내 수요와 개발 필요성을 분

업전담평가단을 구성·운영토록 했다.

석해 우주과학기술의 장기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

또한 나로호 3차 발사 추진체제 시행에 따라 나로호발사

를 진행한 바 있다. 이때 고공탐사로켓 개발연구를 통해 관련

추진단을 신설했다. 이로써 발사체 관련 조직은 발사체기술연

기술 기초연구를 병행했다. 1단형 과학로켓(KSR-I) 개발은 같

구소,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나로호발사추진단으로 재편

은 해 천문우주과학연구소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후 설립된

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천문우주과학연구소 우주공학연구실

나로호발사추진단은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 및 사업 종

을 통합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졌는데, 우주개발사업부

료에 따라 해체하고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하부 조직으로

내 우주발사체연구실과 우주추진기관연구실이 담당했다.

체계관리팀, 제품보증팀을, 별도 조직으로 발사체임무보증단

1993년부터는 우주사업단 내 로켓체계종합그룹에서 로

을 각각 신설했다. 나로호 발사 성공 이후 개발 역량은 한국형

켓 System Integration 기술개발과 지상시설 및 발사장운영

발사체개발사업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원장 직

기술연구를 수행했다. 아울러 기술연구부 내 공력성능연구그

속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으로 발사체 관련 조직이 일원

룹, 기체구조연구그룹, 추진기관연구그룹, 비행/자세제어연

화되었다. 아울러 사업단 하부 조직에는 발사체체계1실, 발사

구그룹, 전자/탑재기기연구그룹, 우주/비행시험연구그룹에서

체체계2실, 발사체기술실, 발사체엔진실, 발사체임무보증실

항공 및 위성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로켓 관련 기술개발을 병

을 두었다.

행 추진했다.
부원장
전산실

항공
연구본부

SBAS
사업부

사업전략실

위성
연구본부

무인이동체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단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본부

기술
연구본부

경영
본부

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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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에는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2단계 사업 착수

1998년에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와 함께 사업단장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고 관련 조직이 사

우주기반기술연구부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발사체 개발 관련

업본부로 재편해 사무국과 발사체체계개발단, 발사체추진기

조직인 로켓체계개발그룹, 로켓구조/재료연구그룹, 공력성능

관개발단, 발사체기술개발단, 발사체엔진개발단, 발사체신뢰

연구그룹, 우주추진연구그룹, 로켓탑재기기연구그룹, 유도제

성안전품질보증단에 16개 팀이 사업관리 및 연구개발을 수행

어연구그룹을 편성했다. KSR-III와 우주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

하고 있다. 사무국에는 발사체기획조정팀이 속해 있으며 사업

단도 설치했다.

기획/총괄/조정, 산·학·연 등 대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발

2000년에는 항공사업부 항공추진연구그룹과 우주기반

사체체계개발단은 발사체체계관리팀, 발사체체계종합팀, 발

기술연구부 우주추진연구구룹을 추진기관연구부로 통합하는

사체비행성능팀, 발사대팀이 발사체 개발에 관한 예산, 일정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하부 조직으로 추진기관체

및 위험관리, 체계종합, 임무설계, 발사대시스템 개발 등을 진

계그룹, 로켓엔진연구그룹, 터보기계연구그룹, 추진성능시험

행한다. 발사체추진기관개발단은 발사체추진기관체계팀, 발

Chapter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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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추진제어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기관 개발과 추진

주사업단에서 위성운영센터로 이관됐다. 이때부터 위성정보

이 발사 전 과정의 비행궤적 추적과 비행데이터 수신을 완벽

목적지 공항까지 안전하게 비행이 가능하고 APV-I 절차에 의

공급계 개발 등을 맡고 있다. 발사체기술개발단에는 발사체구

센터는 위성에 대한 관제·수신·처리·저장·배포·활용 등을 독

히 수행함으로써 위용을 드러냈다. 또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

한 착륙도 가능해진다. 또한 자동차, 철도, 선박 등 교통수단뿐

조팀, 발사체전자팀, 발사체제어팀, 발사체열/공력팀이 있으

립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소(CNES)와 공동으로 2011년부터 총 6회에 걸쳐 남미 쿠르발

아니라 정보통신, 물류, 응급구조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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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구조시스템 개발, 전자/제어 시스템 개발, 열제어/화재안전

위성정보센터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조직개편에

사장에서 발사(소유즈 또는 베가발사체)하는 위성 추적을 지

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SBAS는 우리나라 산업

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발사체엔진개발단에는 발사

따라 명칭을 달리하면서 아리랑위성, 정지궤도위성, 항법위성

원하는 등 국제협력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9

분야와 국민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체엔진팀, 연소기팀, 터보펌프팀, 엔진시험평가팀이 속해 있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했다. 2008년에는 우주개

년부터 우주과학관을 운영해 국민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

현재 SBAS 사업부는 사업운영팀과 체계종합팀을 둔

으며 액체엔진 설계/제작/시험, 연소기, 가스발생기, 터보펌프

발진흥법 제17조에 의거해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 전

을 심어주고 있다. 2018년 기준 우주과학관 총 누적 관람객 수

SBAS 사업단과 SBAS 기술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SBAS 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사체신뢰성안전품질

담기구로 지정된다. 또한 2015년에는 국가 위성정보 활용 전

는 168만 명에 이른다.

단은 사업단 관리 운영 및 체계개발과 국외 공동 개발부분에

보증단은 발사체보증팀을 두고 발사체시스템 점검 및 비행안

담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전 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한다.

로 지정 받았다.

현재 나로우주센터는 2021년 2차례의 한국형발사체 누

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SBAS 기술팀은 국내 개발부분에 대

리호 발사를 위해 주요장비 성능개선과 업그레이드를 진행하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SBAS 사업부는 2022년 10월 항공

위성정보센터는 위성운용과 위성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

고 있다. 특히 현재 남태평양 팔라우공화국에 해외추적소 건

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개발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연구본부

적인 활용을 위한 전담기구이다.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개발

립을 추진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누리호의 비행

2018년 새로 신설된 기술연구본부는 미래융합연구부, 항법

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해 우주자산인 위성의 원활한 운영, 검보

데이터 취득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술연구실, 인공지능연구실 등 총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상체계 기술개발, 위성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보급·활용

항공우주 미래 핵심기술 확보,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 및 기

등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성 정보를 국가

달탐사사업단

신부가 추진하는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술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적으로 통합 관리·운영하고, 첨단위성 운영기술 개발, 위성 정

달탐사사업단은 2019년 7월 기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사업

총괄주관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2016년 5월에 설치되어 기술

랑데부/도킹/근접운용 및 심우주 항법시스템 핵심기술 개

보를 활용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존 위성연구본부 소속에서 원

총괄팀과 사업관리팀을 두고 있다. 사업은 무인이동체 공통

발, 유인 우주 가압모듈 생명유지시스템 핵심기술 연구, 금속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궤도에서 운영되는 아

장 직속으로 변경되었다. 달탐사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소형무인기 성능향상, 저

3D 프린팅을 이용한 발사체 추진공급계 및 우주용 추력기 연

리랑위성 3호, 5호, 3A호를 활용해 초정밀 광학, 영상레이더

최초의 우주탐사 사업으로 2007년 11월 국가 우주개발 세부

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소실/노즐의 개발 및 금속 3D 프린팅 부품 제품보증 방안 기초

(SAR), 적외선(IR) 영상을 얻고 있다. 또한 천리안위성 1호를

실천로드맵에 반영된 이후 출연연간 융합연구 등을 거쳐 16년

구성되어 있다. 2016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6년간

연구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달 착륙 및 소행성 탐사를 위한

통해 정지궤도 기상·해양 관측 영상을 독자적으로 획득하는

1월부터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여 4

54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임무개발과 탐사기술 연구의 다변화로 우주탐사 영역을 확대

한편, 천리안위성 2A호 발사로 더욱 정밀한 기상정보를 제공

차년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고 있다. 초소형위성의 성능 고도화 및 활용 다변화로 뉴스

하고 있다.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

기술총괄팀은 연구개발과제 간의 기술 통합관리를, 사업

달탐사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 시스템 개발, 심우주지상

관리팀은 과제 전담관리, 성과 관리 및 확산을 담당하고 있다.

위성정보센터는 위성정보가 공공과 민간은 물론 국제 사

국 구축, 5종의 탑재체 국내 개발, 2단계 선행연구 사업으로 구

사업단은 30여 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다. 그 결과 2018

아울러 기술연구본부는 항법 주권 확보를 위해 한국형 위

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성정보 보급, 활용체계 고도화, 활용

성되어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

년 12월 현재 SCI 43편, 비SCI 35편, 발표 297편 등 논문 375

성항법시스템(Korea Positioning System, KPS) 구축을 준비

서비스 다양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지질자원연구원 등 6개 출연연과 경희대학교가 탑재체 개발

편, 특허출원 86건, 등특허등록 19건, 기술이전 3건, 시제품 제

하고 있다. KPS는 기존 위성항법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유지해

위성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성자료 데이터 시스템 중심

및 2단계 선행연구를 분담하고 있다.

작 64개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소형무인기 성능향

평상시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운영 등을 포함한 정밀 위

의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토관리, 재해·

달탐사 사업을 통해 달탐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존에

상 내역사업의 일환인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

성항법서비스를, 아울러 비상시에는 국가 인프라 유지를 위한

재난 감시, 해양수자원 관리, 농·임업 응용, 환경기상 관측, 안

보유한 위성개발 기술을 발전시켜 우주탐사를 통한 국가 임무

발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 12월 18일 ‘군사용 다목적 드론’이

독자적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성 정보의 가치를 높여 국가 발전에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페이스 시대에 본격 대응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이바지할 방침이다.

의 광역 탐사 기술개발, 드론의 자율비행 연구와 위성-드론 영

사업단은 지속적인 기술 통합관리 및 확산을 통해 과제 간
SBAS 사업부

연구 성과를 긴밀히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4차

상의 초해상도 연구, 빅데이터 처리 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고

나로우주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주관 연구개발사업인

산업혁명의 기술 집약체인 무인이동체 산업의 융합연구 촉진

있다. 또한 출연연 및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인공지능 핵심기

나로우주센터는 2000년 3월,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atellite Based Augmentation

과 혁신기술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술 개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에 명시한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라는

System, SBAS) 개발구축 사업 총괄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목표에 따라 우주센터 건설·운영 준비를 위해 우주센터사업단

2014년 12월 SBAS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위성정보센터

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다. 이후 독립부서로 발돋움하면서

위성정보센터는 우리나라 실용급 위성개발과 역사를 같이하

우주센터로 변경되었다.

경영본부

SBAS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표준항행항

1989년 설립 당시 연구기획실, 행정실 등으로 시작된 경영부

법시스템으로 미국, 유럽, 일본, 인도가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항

서는 1999년 연구기획부, 행정관리부를 거쳐 2002년 기획

고 있다. 1994년 개발을 시작한 최초의 실용급 위성인 아리랑

나로우주센터는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장으로 2009년,

공기는 각 공항과 주요 항공로에 설치된 계기착륙시설(ILS)과

부, 행정부, 시설자재부의 3부 체제를 구축했다. 2008년에는

위성 1호의 개발 주체인 우주사업단이 위성정보센터의 전신

2010년 그리고 2013년 나로호 발사와 2018년 누리호 시험발

전방향표지시설(VOR/DME) 등 각종 전자 장비를 이용해 비행

행정부, 경영관리실 체제로 개편했으나, 2011년 다시 경영기

이다. 지상국 업무는 아리랑위성 1호 발사 이후인 2000년, 우

사를 진행했다. 당시 추적·계측·통제에서 단 한 차례 실수도 없

한다.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SBAS만으로 출발지 공항에서

획부, 행정부, 인프라관리부 등 3부 체제로 환원했다. 경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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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일반현황

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경영지원 기반구축을 위해 2015년 1

또한 항공우주개발의 후발국가인 우리나라는 국제협력

산업화 계획수립 지원 및 중소기업 협력지원 등 산업화에도

우드 등 전산시스템 H/W서버 환경 구축·운용관리, MIS/전자

월 1일 기존 기획부, 행정부, 인프라관리부를 합친 부서이다.

채널을 통한 우주개발 선진국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 연구윤리 진실성 관리도 담당

결재 등 행정업무수행시스템 개발·운용관리, 메일시스템 구

2019년 현재 경영본부는 기획부, 행정부, 안전시설부 총 3부

이를 위해 정책연구부는 주요국의 우주개발 정책 및 연구개

하며 연구개발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축·운용관리,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관리, PC장애 처리 및 사용

및 산하 10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IAF, UN COPUOS,

자 전산서비스 이용환경 유지관리 등 전산관련 사용자 지원,

OECD Space Forum, APRSAF 등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항공

전산실

정보통신망 및 전산시스템의 사이버보안환경 구축·침해대응·

① 기획부

우주개발의 국제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이외에

전산실은 2018년 2월까지 경영본부 소속으로 행정 지원 전

운용관리 등이다. 아울러 행정 중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부가

기획팀, 연구관리팀, 예산팀으로 구성된 기획부는 한국항공우

급변하는 국제 관계 속에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이며

산서비스 제공을 주로 담당해 왔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직접

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주연구원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기획팀은 조직관리, 원규

효율적인 협력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특성을 적극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8

전산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산실 중장기 발전계획을

관리 및 제도개선, 간부회의, 주간·월간업무보고, 부서별 업무

정책연구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웹페이지 내 ‘e-정책

년 3월 부원장실 직속 독립부서로 개편되었다. 이후 연구·개

수립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보고 및 업무목표 수립 총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예산팀은

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최신 R&D 및 정책 동향, 주요 통계 자료

발 전산서비스와 행정 전산서비스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하

행정 전산시스템 서비스를 전면 재구축하고 미흡했던 연구·개

대정부 예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및 변경, 예산 관리 및

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공우주 종사자와 타 분야 연구

고 있다.

발 지원 전산서비스를 창출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

재정운영분석 등을 담당한다. 연구관리팀은 연구사업 협약,

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항공우주 지식 보급과 전파에 지속적으

실행예산, 진행관리, 사후관리 및 결과 관리업무, 연구사업 목

로 힘쓰고 있다.

표 및 평가관리 등을 주관한다.
홍보협력실
② 행정부

항공우주 연구개발에는 국민적 이해와 지지 확보가 매우 중요

총무정보팀, 인사관리팀, 재무팀으로 구성된 행정부는 총무,

하다. 홍보협력실은 항공우주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적자원 관리,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운영의 실행부서

지지 확보, 국가 항공우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우호적인 기관

이다. 총무정보팀은 노무관리, 복리후생, 서무관리, 기술정보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다.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사관리팀은 인사계획수립 및

2000년 초반 까지도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련제도 마련, 발령 및 인력관리, 인력활용제도 운영, 급여지

관심과 이해가 낮은 상황이었으나 괄목할만한 연구개발 성과

급 및 관리, 교육훈련 등을 맡고 있다. 재무팀은 회계 결산, 세

들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오늘날 기관 인지도를 비롯한

무, 수입 및 자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중관계성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홍보협력실의 주요 업무로는 언론홍보, SNS 등 온라인 홍

③ 안전시설부

보, 청소년 대상의 항공우주 과학교육, 항공우주 과학문화 확

안전보안팀, 구매조달팀, 자산관리팀, 시설관리팀으로 구성된

산 등이 있다. 최근에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SNS 채널

안전시설부는 시설·안전관리 구매조달 및 자산관리 등을 담

을 개설하고 다양한 온라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 서비

당하는 부서이다. 안전보안팀은 연구시설 안전관리업무 및 보

스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항공우주 과학

안, 보건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구매조달팀은 내/외자 구매 계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해 미래 인

약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자산관리팀은 자산관리 및 불용품

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

판정 및 처분, 검사 등을 담당한다. 시설관리팀은 건설계획 수

는 다양한 국민 참여 홍보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립 및 설계 시공과 시설의 운영유지 관리 및 공간배정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전략실
2018년 4월 신설된 사업전략실은 기존 성과확산실과 연구조

정책연구부

정실을 통합해 연구사업전략 총괄 조정 및 위험관리 업무, 기

정책연구부는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술사업화, 산업화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등 국가항공우주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부서이다. 아울러 정책

연구사업전략 총괄 조정 및 위험관리 업무에는 기관 차원

자료 발간, 항공우주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네트워크 지원 등

의 주요 미래사업 사업전략 조정 및 확정, 연구개발 총괄 위험

항공우주 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관리 및 표준화, 기관평가 관련 진도점검 등이 있다. 기술사업

기관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성과 상용화 및 사업화, 창업 및 기술

사업의 발굴·기획·선정 등을 총괄하고 있다.

사업화 위성정보 사업화 관리 등을 추진한다. 국가우주기술

전산실의 주요 업무는 네트워크 환경 구축·운용관리, 클라

발 임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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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연구 시설

<부지 현황>

Chapter. 2

연구 시설

구  분

부지면적

위치

본원

317,942.4㎡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외 7필지

항공센터

93,396.0㎡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67번지

나로우주센터

5,374,686㎡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번지 외 453필지

제주추적소

114,811㎡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046-2번지 외 10필지

기상관측소

4,906㎡

전남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218-3번지 외 1필지

일반대지

17,266.0㎡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합계

3,816,612.4㎡
2019년 5월 기준

주시험동 조립실 증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국내 외 시설 현황

한 신규 활주로 1.2㎞ 1개소, 유도로 연장 667m, 220m 2개소
등을 포함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건설을 계획하
고 있다. 기존 항공센터 포함 사업부지 약 103만㎡를 확보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설립 이후 2019년 현재까지

3. 고흥항공센터

항공우주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 건설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2018년 12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건설사업 실
시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2021년 말 준공 예정이다. 또한 2단

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한민국 항공우주 연구의

고흥항공센터는 2002년 8월 고흥군으로부터 부지 9만㎡를

계 사업으로 격납고, 계류장 및 테스트베드 항공기 등 비행시

중심인 본원을 중심으로 고흥항공센터, 나로우주센터, 제주추

무상 제공받아 같은 해 9월 건설을 시작했다. 이후 2004년 6

험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개선을 계획 중이다.

적소, 해외 추적소 등을 갖추고 있다.

월 50m 비행선 시험이 가능한 비행선 시험동, 2006년 4월
소형기/무인기 시험동, 2008년 8월 착륙장치 낙하시험동,
2009년 5월 헬리콥터 성능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로터 시험

2. 본원

평가를 위한 훨타워 시험동 등을 완공했다.
고흥항공센터는 현재 항공기 비행시험, 평가 및 인증을 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설립과 함께 대덕연구단지 내에 본원
을 조성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에 카
이스트(KAIST)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발전부지 188,622㎡와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부지 115,944㎡를 포함해 총 317,942
㎡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건설 사업에 들어갔다. 1990년 12월
25일 연구 및 행정용으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본관동
건설에 착수해 2년 뒤인 1992년에 완공했다. 이후에도 연구시
설에 대한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본원은 본관동, 위성시험동 및 발사체시험동, 항공시
험동, 회전익기시험동, 위성활용협력동 등 27개의 연구시설과
부대시설을 두고 있다. 2014년에는 한국형발사체 사업을 위
한 필수 시설인 추진공급계 및 터보펌프대형상사 시험설비를
건설하고, 2016년에는 위성시험 공간 확보를 위한 대형가진
시험시설, 정밀RF측정시험시설 부속실을 증축했다. 2017년
에는 천리안위성 2A/2B호 안테나동을 완공했으며, 연구공간
확충을 위한 연구1동 증축공사도 완료했다. 또한 2016년 직장
어린이집과 2018년 노후 기숙사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해 젊고
유능한 과학자 유치를 위한 복지시설을 마련했다. 현재는 우

4. 나로우주센터

고흥항공센터 전경

나로우주센터는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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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해외 추적소 구축 현장

나로우주센터 전경

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성했다. 2001년 1월 국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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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추적소

6. 해외추적소(팔라우)

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추진위가 검토 끝에 전국 11개 후

이다.

보지 가운데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일원 부지

제주추적소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 우주발사체의 지속

한국형발사체 임무 구간은 3,000㎞ 이상이다. 즉 나로우주센

약 537만 ㎡를 선정했다. 2003년 3월 토목공사를 기점으로

적인 추적과 정보수신을 위해 추적레이더 1기와 원격자료수

터와 제주추적소 추적장비 만으로는 임무 전체 구간에 대한

2005년 1월 건축공사, 2005년 9월 우주과학관 건축공사가

신장비(Telemetry) 2기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자료수신장비

비행정보 획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발사체에 대한 상시

연속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2007년 6월 발사통제동, 조립시

는 우주발사체 발사에서부터 위성을 분리해 궤도에 진입할 때

발사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국형발사체와 향후 발사 비행

험시설, 우주과학관 등 18개 시설을 준공할 수 있었다. 나로호

까지 위성과 우주발사체의 전반적인 동작 및 상태 정보를 수

방향인 남태평양 팔라우에 해외 추적소를 건립하고 있다. 해

(KSLV-I) 발사를 위한 발사대 및 관련 설비 구축 공사는 2007

신해 발사통제동으로 전송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외추적소에는 이중형 원격자료수신장비를 운용할 전력시설,

년 초 착공해 2008년 9월 준공했다.

우주센터 1단계 사업 당시 추적레이더, 원격자료수신장비 시

수배전반 및 경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8월 기반시

나로호 발사 이후인 2013년 1월에는 한국형발사체(KSLV-

설 및 비상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공급동의 구축을 완료했다.

설 실시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II) 엔진 개발을 위한 추진기관 시험설비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또한 우주센터 2단계 사업에서는 레인지(Range) 임무 수행 및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그 결과 현재 제어계측동, 추진기관시스템시험설비 등 총 7개

지원을 위한 운영준비동, 제주추적소 보안·방호임무 수행을

의 설비를 구축해 엔진개발 시험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위한 정문면회동 등을 확충했다.

나로우주센터는 이후 2단계 사업 건설공사를 진행했다. 이

7. 웨노지상국

를 통해 연구동 건설을 비롯해, 한국형발사체의 최종조립 및
기능점검을 위한 발사체종합조립동 확장공사, 한국형발사체
3단에 탑재할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의 조립 및 기능점

성되어 있으며 대전 위성운영센터에서 원격으로 무인 운영 중

저궤도위성은 궤도 특성상 1일 약 13회 지구를 선회하며 전 세
제주추적소 전경

계 어느 지역에서도 지상과 통신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 상공

검을 위한 위성시험동 확장공사, 시험발사체 및 발사체 이송장

의 저궤도위성과 항우연에 위치한 위성운영센터가 통신하기

비 등의 보관·운용을 위한 발사체보관동 구축공사를 완료했다.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지상기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

현재 나로우주센터는 한국형발사체 75톤 및 7톤 엔진의 개

념에 따라서 항우연은 축섬 상공의 아리랑위성 2호, 3호, 3A

발 인증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형발

호, 5호와 통신하기 위해 마이크로네시아 축섬 남태평양과학

사체 발사를 위한 발사대 건설공사, 한국형발사체 발사 시 해외

기지 내에 웨노 지상기지를 2013년에 설치해 현재까지 안정

다운레인지 지상국 운용을 위한 해외추적소(팔라우) 건설공사,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웨노 지상기지는 2.4 m 안테나, 송수신

한국형발사체 발사대 이송로 건설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비 및 네트워크 등 장비 부분과 전력, 공조 등 기반시설로 구

웨노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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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국민과 함께하는 항공우주

국민들이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구개발 소

또한, 항공우주 과학기술에 대한 언론과의 우호적인 네트

식을 접하고 많은 응원을 해주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 출연

워크 형성과 항공우주 과학기술에 대한 언론 이해 제고를 위

연 중 가장 우수한 SNS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관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항공우주 미디어 컨퍼런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학교육 활

연구현장 초청 설명회 개최, 항공우주 아카데미 개설 등 언론

동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부터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다

인 이해 증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미디어전문위원회

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주인 배출과 나

운영을 통해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로호 개발사업 이후 연구원을 찾는 청소년 견학과 과학전시문

국내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발사는 사업의 규모와 성

화 행사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대학(원)생들에게 해외 교류와

격상,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무척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홍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NASA 인턴십 프로그램과 국제

보 전문인력은 4명에 불과했으나 발사 현장을 찾은 언론은 무

우주교육위원회(ISEB)에 가입하고 매년 국내 석·박사과정 학

려 1,300명에 이를 정도로 현장 홍보대응은 무척 힘든 과정이

생을 선발,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었다. 현장 프레스센터 구축, 방송 생중계 지원 및 쏟아지는 언
론 취재와 인터뷰에 홍보담당들은 나로호 발사 성공만큼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방송과 신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현장

1. 국민과 함께한 30년

2. 언론 홍보

의 생생함을 전달하였다. 특히 나로호, 위성 개발 과정에는 사
업 연기와 발사 실패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우주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

항공우주 과학기술은 상징적이고 시각적인 특성이 매우 강해

에 프레스킷 개발, 이슈 및 상황별 대응체계와 역할, 발표문 등

심과 이해 제고를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및 과학교육, 과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국민의

을 포함한 상황관리 매뉴얼의 개발과 사전 연습 등이 매우 중

학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했다. 나로호 발사 전/후로 나로호 발사 및 우주개발에 대한

거대과학기술 분야인 항공우주 연구개발은 특성상, 언론

이고 중요한 분야다. 지난 30년간 항공우주 과학기술 언론홍

국민 인식 조사를 토대로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문적인

으로부터 큰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로 언론과

보는 기관 위상과 규모의 발전에 따라 그 방식과 형태가 크게

홍보시스템 구축과 노력을 통해 국가 대형 프로젝트 홍보를

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긴밀한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변해왔다. 30년 전 기관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항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지난 30년간 아리랑위성과 천리안위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공우주 개발에 대한 국민적 인식 또한 낮은 수준이었다. 홍보

성 발사, 무인기 비행시험, 나로호와 시험발사체 발사 현장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무인기, 인공위

협력실은 단순히 연구개발 성과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

는 과학커뮤니케이터로서 과학기자들이 연구개발의 어려움

성, 우주발사체 개발 현장을 언론에 공개, 연구진들과의 적극

개발 과정의 어려움 등 연구진들의 열정과 노력을 소개하는 방

과 발사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를 위해

송 특집다큐멘터리 등을 전략적으로 제작함으로써 기관 이미

노력해 왔다.

지 제고와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폭을 넓혀

특히, 나로호 발사 시에는 현장 프레스센터를 구축 운영하

왔다. 이러한 방송특집 기획은 연구개발 과정을 기록하는 동시

고 방송 생중계를 실시했다. 현장에는 무려 1,300명에 달하는

에 연구원들의 도전과 노력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

언론이 열띤 취재를 펼쳤고 국민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나

달함으로써 우호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로호 발사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1999년 첫 아리랑위성 1호 발사를 시작으로 위성 발사 현
장에는 개발 역경과 발사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과학기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매번 발사현장을 찾았고 발사 성공 소식을
국내로 전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로 커뮤니케이
션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가장 우수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민 소통 콘텐츠를 기획 개발, 서비스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구진들의 어려운 이야기, 개발현장의 모
습 등을 생생하게 사진, 영상, 스토리 콘텐츠로 개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값진 일이다. 많은

나로호 발사 당시 취재 현장

3. 온라인 홍보
과거 항우연의 기관 이미지는 폐쇄적이라는 이미지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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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누적 조회수 800만 회를 달성할 정도로 가장 인기가 높
다. 특히, 부족한 인력 하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KARI TV’
를 개설하고 연구개발 과정을 생생하게 촬영, 제작해 이를 유
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함으로써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홍보시스템에 대해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 하고 있으
며, 온라인 홍보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13회 웹어워드코리아
연구기관분야 대상(2016), 대한민국 SNS 대상 연구 및 교육기
관부문 최우수상(2017), 대상(2018), 제8회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BEST 콘텐츠 부문 대상(2018)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과학콘텐츠대상 과학콘텐츠서비스 분야 대상 수상(2006) / 교육기부대상 선정(2014)

항공우주그림그리기대회

4. 과학교육
학관, 타 출연연 등과 함께 공동 과학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
제13회 웹어워드코리아 연구기관분야 대상 수상(20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설립과 함께 과학강연, 연구원 견학프

영하는 등 과학교육 활동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로그램 등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어

또한, 교사들과 함께 교과연계 항공우주 과학교육자료 개

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항공우주 과학에 대

발, 항공우주 만화 및 도서 제작, 항공우주 온라인 교육콘텐츠

이러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많은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펼쳐

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학교육을 수행

개발 등을 통해 항공우주 과학교육 기반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왔다. 최근에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교

이러한 결과 ‘2005 청소년권장사이트 대상(정보통신부

기관 이미지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

사 등 대상에 맞춘 다양한 과학캠프, 진로체험프로그램, 교원

장관상)’, ‘2006 과학콘텐츠 서비스 대상(부총리겸 과학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우주 연구개발 성과 홍보 및

직무연수, 해외교류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술부장관상)’, ‘2012 교육기부대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국민과의 적극적인 개방과 소통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과 농어촌 지역 학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

‘2014 교육기부대상(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2016 자유학

운영하고 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항공우주 과학을 영상, 사

램도 운영하고 있다.

기제 우수기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

2013 서울 ADEX

진, 텍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서비스함으로써 국민들

특히 2012년부터 NASA, ESA, JAXA 등 해외 항공우주연

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연구개발 관련된 정보, 연구진

구기관의 교육부서들과 함께 국제우주교육위원회(ISEB) 회원

항공우주 과학교육에 대한 수요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

들의 열정과 도전, 연구개발 과정의 모습 등을 생생하고 빠르

으로 활동하며 항공우주 과학교육 콘텐츠 교류활용, NASA 국

는 가운데 기관의 사회적 기여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

게 SNS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 전달하고 있다.

제인턴십 참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중학생 항공우주캠프 개최,

교육 기능 확대를 추진해 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 SNS 온라인 홍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ISEB 국제학생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 다양한 국제 교류협력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출

통해 국내 청소년들에게 해외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

연연 최다 페이스북 고객(약 9만 4천 명)을 확보했으며, 블로

외에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자체, 청소년위캔센터, 국립중앙과

정’,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등을 획득하였다.

5. 과학문화 확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린이 및 청소년, 일반인들에게 항공

청소년 항공우주 과학캠프

해외 항공우주 연구기관장과 학생들과의 대화

우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2019 항공우주특별전

대외 과학전시행사에 참여하고, 국립과학관과 함께 항공우주
특별전시회 등을 기획하는 등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항공우주 그림그리기
대회, 물로켓 대회, 명칭공모전, 온라인 퀴즈 등 다양한 과학문
화 행사를 개최, 후원하고 있다.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는
17회째로 전국 최대 규모의 과학경진대회로 성장했다. 또한, 다
목적실용위성(아리랑),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나로호), 한국형
발사체(누리호) 등에 대한 국민 명칭 공모와 각종 대회 등을 통
해 국민 관심 제고와 함께 국민 참여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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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국제협력

년 세계 우주 커뮤니티 최대 학술대회인 대전 국제우주대회

미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미국의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개최 및 2016년 항공

우주협정국이 된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한국항공우주연구

우주분야 양대 국제회의인 국제우주운영대회(International

원-NASA 간 달궤도선 개발 이행약정 체결을 통해 달탐사 협

Conference on Space Operations)와 국제항공연구포럼

력을 추진하고 있다. NASA와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시험용 달

(International Forum for Aviation Research)을 주관 개최하

궤도선(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KPLO)이 달의 영구

여 우리나라 대표 항공우주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림자 지역을 정밀 촬영할 수 있도록 NASA의 탑재체를 탑재
하는 한편, NASA로부터 임무설계 및 심우주통신·항법을 지원
받아 공동 달탐사 추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 국제협력 현황

프랑스는 유럽 중에서 가장 빨리 국가 우주프로그램에 착
수한 나라로 프랑스 우주산업은 유럽 전체 우주시장에 막대한

1. 항공우주 분야 국제협력 중요성 증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추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제사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우주개발에 있어서 프랑스와의 협력은 기관·산업체 차원에서

수행과 함께 해외 항공우주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심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0년 우주기술협력을 위한 한국

함으로써 글로벌 우주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항공우주연구원-프랑스국립우주연구센터(Centre National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d’Etudes Spatiales, CNES) 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분야 개발과 성장에 있어서 국제협력은

미국과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양국의 항공우주 유관 기

프랑스와의 협력은 2005년 천리안위성(Communication,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해외 항공우주기관들과의 공동연

관 그리고 산업체와의 양해각서 및 계약 체결 등을 통한 다

Ocean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공동개발을 비롯

구개발, 양해각서 체결, 상호 방문 등을 통한 국제협력 수행은

양한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994

하여 아리랑위성(Korea Multi-Purpose Satellite, KOMPSAT)

항공우주사업의 성공 뿐만 아니라 세계 항공우주 커뮤니티에

년 아리랑위성 1호 개발을 위한 TRW사와의 공동개발계약 체

3호, 5호, 3A호 부품 개발,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분야 협력,

서의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결을 시작으로, 1996년 과기처와 미국항공우주국(National

2013년부터 수행 중인 정지궤도 복합위성(Geostationary

1990년대 초반 우리 위성 제작을 위해 추진한 미국과의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간 지구과학/

Orbit Korea Multi-Purpose Satellite, GEO-KOMPSAT) 공

공동개발 협력에서부터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개발

우주과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04년 스마트무인기

동개발 그리고 2016년 체결한 한국형위성항법보정시스템

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개발을 위한 개발계약 체결, 2008년 한국 우주인 우주비행 시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KASS) 구축 국제공

30년 동안 해외 선진 항공우주기관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NASA의 수면실험 공동 수행 등의 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 최

동개발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이끌어 왔으며, 오늘도 새로운 협력 파

근 미국과의 관계는 국내 항공우주 기술의 발전과 정부 차원

있다. 또한 2015년 11월, 한국과 프랑스 양국 정상이 배석한 가

트너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의 노력으로 협력관계가 급격히 확대·강화되고 있다. 2014년

운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CNES 간 우주분야 포괄적 MoU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항공우주분야 국제협력의 중요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시작으로 2015년 정상회담에서

체결되어 협력 분야를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이 MoU 기반 하

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달과 화성, 그리고 소행성 등을 대상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으로 양국의 우주협력 강화에 합의하

에 2016년에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제1차

으로 하는 우주탐사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

였으며,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개최와 함께 한-

한-불 우주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제2차 한-불 우주

인 우주탐사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틀 마련과 함께 우주의 평
화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에의
동참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항공우주
개발 추진 노력에 힘입어 항공우주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근 국제사
회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해외 항공
우주기관과의 교류 협력 확대 및 심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
제 항공우주 커뮤니티 참여 확대 및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국제
대형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 중이다.
1989년 10월 설립 이후 2019년 8월 현재까지 한국항
공우주연구원은 37개국 93개 기관과 125건의 협력 양해
각서, 협력의향서, 이행약정서 등을 체결하였으며, 2009

2016년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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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을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그리고 제3차 포럼을 2019

은 현재 2세대 갈릴레오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위한 유럽우주

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불 우주포럼은 양국 정부를 비롯

청과의 논의를 추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

한 연구기관, 산업체, 학계 등 우주 분야 유관 기관을 포괄하는

원과 유럽우주청은 2011년에 이어 2016년에도 유럽 발사체

항공우주분야는 활발한 국가 간 협력과 함께 글로벌 차원 그

주 커뮤니티 최대 협의체로 2018년 기준 66개국 300여

협의체로 한-불 우주협력에 있어 실무적 플랫폼으로 지속적

발사추적 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리고 지역 차원의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를 통한 협력 논의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92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 제주추적소를 이용한 Soyuz, Vega 발사체 발사 추적 협력

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에 있어서의 국

년 회원 가입 이래 국제우주연맹이 주관하는 국제우주대회

을 추진한 바 있다.

제협력은 우주조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우주활동 원칙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IAC)에 지속적으로 참

1990년부터 항공우주기관 차원에서 교류를 추진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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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국제우주연맹(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 IAF)은 비정부간, 비수익성의 우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는 2002년 한국우주발사체 나로호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

의 하나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국제우주대회를 대전에서 한국항

(Korea Space Launch Vehicle-I, KSLV-I) 공동 개발을 통해 본

가 위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 독일의 항공우주청

바탕으로 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

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15년에서 2017

격화 되었다. 2004년 나로호 공동개발을 위한 국가 간 협정

(DLR : German Aerospace Center)과 해외지상국 설치 및 운

라 항공우주분야 국제기구를 비롯한 주요 협의체 활동 참여

년 3년 동안 국제우주연맹 부회장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및 2006년 한-러 우

영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 2017년 상반기에 독일 항공

확대 및 이를 통한 외교적 역할 강화 노력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가 선출되어 활동하는 등 국제 우주사회에서의 우주외

주기술보호협정(Technology Safety Agreement, TSA) 체결

우주청 영내(Neustrelitz)에 자체적인 지상국 장비 설치 완료

유엔총회 상설 부속기관인 우주공간의평화적이용위원

교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활약도 펼쳐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

을 통해 개발을 추진한 나로호는 2013년 발사에 성공, 우리나

와 함께 위성영상수신 운영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국가 소유

회(United Nations Committee for Peaceful Uses of Outer

라, 2014년부터는 국제우주대회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홍보

라 항공우주개발에 있어 성공적인 국제협력사업으로 기록되

의 해외 지상국 확보와 동시에 위성 관제 및 운영 가능 시간 증

Space, UNCOPUOS)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4개국이 참여하

전시관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국내 우주산업체에서도 공동 참

어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와는 한국 우주인배출사업을 위한

대에 따른 위성별 일평균 영상 추가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

고 있는 우주분야 국제기구로 실질적인 우주외교의 중심이다.

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협력을 추진하여 우주인 훈련을 비롯해 2008년 국제우주정

써 우리나라 위성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위성의 활용도 증가 등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국제협력, UN 우주프로그램의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려 신규 협력활동을 발굴하고 촉진

거장에서의 과학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이후 러시아와의 항

효용성 확보와 함께 국제사회 협업체계 구축에도 일조할 수

고안, 외기권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외기권 탐사에서 발생하는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공우주분야 협력은 2016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로스코스모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다.

법적 문제 검토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UNCOPUOS에의 전문

우주운영을 위한 국제협의체 활동도 활발하게 수행

스 국가우주기업(ROSCOSMOS)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

인도와는 2010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인도우주청

가 파견 등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의

하고 있다. 국제우주운영대회(SpaceOps : International

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대 구축을 위한 협력과 함께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ISRO) 간 우주협력 양

평화적 활용을 위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2018

Conference on Space Operations)는 우주자산을 보유·운영

우주탐사 및 통신항법 분야 등 신규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해각서 체결 및 2014년 이행약정 체결 기반 하에 한-인도 우

년 유엔우주총회(UN Space Summit, UNISPACE) 50주년

하고 있는 세계 우주기관들을 중심으로 우주임무 수행에 있어

관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주협력 공동워크숍 정례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이

을 맞아 유엔우주사무국(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서 필수적인 지상시스템 개발과 운영 분야의 기술교류와 협

유럽 정부 간 협력으로 설립된 유럽우주청(European

어 개최한 2018년 제2차 워크숍을 통해 양 기관은 분야별 공

UNOOSA)에서 주최한 UNISPACE+50에 우리나라 항공우주

력을 담당하는 국제협의체로 2018년 기준 13개국의 상임이

Space Agency, ESA)과의 협력은 위성항법 분야를 중심으로

동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대표기관으로 참여하여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우주아젠

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6년 회

진행 중이다. 2016년 초기 운용에 착수한 유럽의 위성항법시

2019년에는 우주탐사분야 협력 이행약정(IA)를 체결하였다.

다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우주활동 소개와 함께 유엔우주사무

원 가입 이래 지속적인 참가를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

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위하여 한국과 유럽연

이를 통해 인도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관계 구축을

국과의 우주역량강화 협력 공동선언을 체결하여 우주분야 국

년 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이사회 의장기관 역할을 수행한 바

합(European Union, EU)은 2006년 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사회 차원의 협력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다.

있다. 이 기간 동안 2015년 국제우주운영위원회(SpaceOps

이 협정에 대한 EU 멤버국 및 EU 이사회(European Council,

이 밖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 관련 지식의 개발 촉

Committee)의 주관 개최를 비롯하여 2016년에는 국제우주

EC) 비준이 2015년 마무리되어 2016년 한-EU 간 갈릴레오

일본,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여러 항공우주개발국가와의 관

진 및 우주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 정보 보급·확산, 그리고 우

운영대회의 대전 유치에 성공, 40개국 약 700여 명이 참석한

협력협정이 발효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국제

가운데 성황리에 국제우주운영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항공

2018년 제2차 한-불 우주포럼(프랑스, 파리)

2019년 제3차 한-불 우주포럼(대한민국, 서울)

2018년 UNISPACE+50 우주기관장 심포지엄

2018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엔우주사무국(UNOOSA) 우주역량강화
협력 공동선언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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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함께 인류의 공동 자산인 우주 공
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의 동참하고자 국제
우주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
다. 2010년 11개국 22명을 대상으로 제1회 프로그램을 시작
한 국제우주교육에는 2019년 제10회 프로그램까지 총 34개
국 245명의 우주개발 신흥국 우주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금
년에는 국제우주교육 10주년을 맞이하여 2018년 체결한 과
기부-항우연-UNOOSA 우주역량강화 공동선언의 일환으로
UNOOSA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위성활용에 대한 폭넓은 강의
를 운영하였다.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향후 새로운
2017년 국제우주대회(IAC)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홍보관

2018년 국제우주탐사포럼(ISEF)

우주개발 신흥국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에 있어서도 2016년에 26개국 대표적 항공연구기관의

4. 국제사회 기여

참여로 운영 중인 국제항공연구포럼(International Forum for
Aviation Research, IFAR) Summit을 주관 개최하여 항공분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인류 공동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국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 홍보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

제사회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구관측그룹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Group of Earth Observation, GEO)은 지구온난화 및 자연재

우주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 달 및 행성의 유·무인 우주탐

해 등의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전 세계 지구관측 데이터

사 임무에 관심이 있는 국가 및 우주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

의 공유와 공동 활용 증진을 목적으로 전지구통합관측시스템

축하기 위해 15개국 우주기관의 참여로 만들어진 비정부간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GEOSS) 구

국제협의체인 국제우주탐사조정그룹(International Space

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

Exploration Coordination Group, ISECG)에의 참여 역시 한국

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지구관측그룹(K-GEO)

항공우주연구원이 초창기부터 정식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 리딩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Asia-Oceania

이를 통해 2030년대까지의 유·무인 우주탐사에 관한 국제우

GEOSS의 공동의장으로 관련 지역 GEO 활동에 적극 참여

주탐사로드맵(Global Exploration Roadmap, GER) 작성에 참

하고 있다. GEO 활동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1년

여하는 한편, 우리나라 우주탐사 계획의 국제로드맵에의 연계

International Charter 정회원 가입을 통해 우리 지구관측 위

및 반영을 통한 국제 우주탐사 활동에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성 자원의 평화적 이용과 인도적 차원의 활용 증진에도 기여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하고 있다. International Charter는 17개 주요 우주개발기관

이 밖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분야 경제효과 분

들이 가입된 국제협력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대규모 자연 재해

석 및 경제성·사회성 진작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등 글

또는 인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위성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로벌 우주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9개국이 가입하여 운

무상으로 제공해 해당국가의 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 대책 마

영 중인 OECD Space Forum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여

련을 지원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가입 이후 2018년까지

하고 있으며, 국제우주파편조정위원회(Inter-Agency Space

약 130여 개국 600여 건에 달하는 재난 재해에 공동 대응해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 IADC) 회원으로서 우주파

왔으며, 이를 통한 국제 우주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적극

편 저감을 통한 우주환경 오염 완화 공동대응 연구 수행 및 국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제 가이드라인 지정 참여 등 다양한 국제기구 및 협의체 활동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개발 신흥국을 대상으로 우

을 통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술을 육성하고 신뢰를 구축하

주개발 및 활용기술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인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류 공동의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참여하
고 있다. 2009년 대전에서 개최한 국제우주대회를 기점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주개발

2019년 국제우주교육

국제우주교육 10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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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조경제 정책 일환으로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기

2. 지식재산권 창출

능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주요 사업의 일
정 부분을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연구 성과로 창출된 기술의 독점적이

과확산팀은 원장 직속의 성과확산실로 격상되면서 2014년

고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라는 법

중소기업지원 과제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후 성과확산실은

적 장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발명 인터뷰 제도

신설된 미래전략본부 소속으로 운영되다가 2018년 부원장

를 도입해 아이디어 단계의 기술에 대한 권리 및 사업성 검토,

산하 사업전략실로 개편되었다.

아이디어 보완 등의 서비스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은 출연

국내특허의 경우 아이디어 의뢰서를 제출하면 연구자와

연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한국항공우

전담 특허법인, 특허 담당부서가 전문 기술적 사항과 사업화

주연구원은 출연연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항공우주 기

가능성, 특허절차상의 이슈 등을 검토하고 가능한 건들을 선

술사업화와 기술지원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

별해 출원을 진행한다. 해외출원의 경우 외부 전문가와 내부
기술위원, 특허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권리화전략협의회를 개
최해 기술성, 사업성,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원을

1. 개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지원 및 기술 사업화를 핵심 업무
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이전은
보유기술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이전하는 일반적 개념뿐 아니
라 기업과의 공동 설계팀 및 AIT팀 운영에 따른 기술 역량 강
화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국 최초의 실용급 위성인 아리

특허출원 현황
국내출원

(2018년 말 기준)

술을 기업체에 이전했다. 또한 현재 운용중인 아리랑위성 2
호, 아리랑위성 3호, 아리랑위성 3A호, 아리랑위성 5호의 경
우 국내 관련 기업과 공동설계팀·공동AIT팀을 운영해 참여기

출원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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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의 기술력 향상과 국가 위성개발 역량강화라는 성과를 동

233 229 234

173

랑위성 1호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내 항공우주 관련 7개 기업
과 공동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해 기술 개발과 동시에 관련 기

해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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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달성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중형위성 1호 개발을 통해 확
보한 기술을 산업체가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했
다. 그 결과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산업체 주관으로 안정적으
로 개발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9년 1월 보유기술의 기업체
이전으로 국한되었던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바 있다. 즉
기관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
하기 위한 이른바 ‘기술사업화 추진체계 운영’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원장실 직속으로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인
사업전략실을 신설해 ‘국가 항공우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사업화와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전략실은 조직개편에 따라 2011년 9월 정책협력센
터 성과확산팀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연구관
리팀이 담당하던 특허 및 기술료 업무를 흡수하며 연구 성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특허등록 현황
국내등록

(2018년 말 기준)

해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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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건수(2003~2017)

기술료 수입 실적(2003~2017)

(단위 : 건)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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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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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국내 우주 산업체의 위성개발 자립화 토양을 마련하

으로 위성영상시장 진입기업이 증가하고, 고해상도 위성영상

고 향후 독자개발 위성의 해외 수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

과 항공영상 활용 산업이 활성화되던 시기였다. 이에 한국항

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소형 드론기술과 IT

공우주연구원과 과기부 등은 아리랑위성 2호와 함께 발사 예

융합기술을 접목한 ‘실외군집비행기술’을 기술이전해 국내 중

정에 있는 아리랑위성 3호 및 5호까지 함께 판매 대행사를 선

소기업의 기술역량을 세계 수준으로 견인한 바 있다.

정해 선제적으로 홍보와 상용화를 준비했다. 그 결과 2012년
10월 국내 기업인 ㈜쎄트렉아이가 판매 대행사로 선정된 이

5.5 4.5
0.8 0.3 0.5 1.0 1.3

1.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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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

발명인터뷰와 권리화전략협의회를 도입한 2011년 이후

후 현재까지 아리랑위성 2호, 3호, 5호, 3A호 위성영상의 상용
화에 앞장서고 있다.

4.  위성영상 상용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영상 판매 대행사와 정례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0년 3월 ‘아리랑위성 1호 영상자

으로 상용화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애로기술

료 활용계획’을 바탕으로 아리랑위성 1호 위성영상 상용화 사

해결, 극지수신소 사용금액 분담, 적극적인 상용화를 위한 내

업을 시작했다. 이후 아리랑위성 2호·3호·5호와 2015년 발사

부 처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스마트국토

한 아리랑위성 3A호까지, 3A호의 적외선 영상을 제외한 모든

EXPO, 원격탐사학회 등 관련 전시회와 학회에서 판매 대행사

아리랑위성 위성영상을 상용화하고 있다.

와 공동 홍보를 진행하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특허출원뿐 아니라 특허등록 건수도 급격히 증가해 안정적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식재산권과 노하우 기술을 국내 산

로 유지되고 있다.

업체에 기술이전하며 산업 발전과 부가가치 확대를 추진하고

국내 최초 상용 위성영상인 아리랑위성 1호 위성영상은

다. 아울러 해외 사용자와 미팅을 개최해 사용자 집단을 대상

있다. 기술이전은 2009년 신설한 사업전략실을 통해 확산해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00년 위성영상

으로 하는 판매 대행사의 영업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나가고 있다.

배포업체로 선정되어 중동 직수신 수출을 달성했다. 한국항

노력의 결과 ㈜쎄트렉아이가 2013년 4월 설립한 자회사인 ㈜

아울러 2016년과 2017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
유한 특허 중 우수 특허기술에 대한 홍보와 사업화를 촉진하
기 위해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발명

그 일환으로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

공우주연구원은 국가기관과 교육기관 등 공공 및 학술 목적

SIIS는 2018년 12월 현재 5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전 세계 3

특허대전에 참가했다. 그 결과 ‘프로펠러 전개식 무인비행체’

기술 발굴과 기술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관련 산

사용자에게 영상자료를 직접 배포하며 국내 위성영상 사용

위 규모의 위성영상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와 ‘자율 주행 보조장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특허청장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설명회’를 개최해 우수기술을 홍보

자 커뮤니티 조성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경험을 발전시켜 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판매 대행사의 2017년 12월 3호

상을 받아 보유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하고 상담을 통해 수요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산

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위성 2호 발사 전부터 해외 상용

및 3A호 위성영상 인도 직수신 수출과 2018년 2월 3호 및 5

또한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관련 기술

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우수기술을 저렴하고 합리적 조건으로

화 담당 업체를 선정((프)SPOT Image社, 현 Airbus)한 바 있

호 위성영상 필리핀 직수신 수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2018년

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특허 생애주기’를

제공한다. 특히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 이를 통해 우리 위성영상을 세계 판매시장에 적극적으로

7월 판매 대행사가 미국 기업에 아리랑위성 5호 위성영상에

추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8

매출 발생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의 기술이

홍보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 4년 장기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항공우

년 개발한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KARI Technology And

전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내부 기술이전평가위원회의

ESA와 직접 아리랑위성 2호 직수신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

주연구원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Patent System, KARI TAPS)을 2019년 시범운영하며 향후

심의를 통해 정액기술료 징수를 지양하는 등 기술이전의 투

도로 우리 위성영상의 상업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명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사업화 의식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 기술이전 사례로는 단기간에 선진국 전문기업과

한편 2011년에는 아리랑위성 2호 상용화 계약이 완료됨
에 따라 신규 판매 대행사를 선정해야 했다. 당시는 전 세계적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위성개발 경험과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
발기술을 이전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 개발 기술’이 있다. 이
연도별 아리랑위성 상용판매금액
2호

(단위 : 백만 원, 다목적1호 제외, 2018년 9월 말 기준)
2018년 항공우주 우수기술설명회

2018년 우수기술설명회 기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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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건의 애로기술을 해결했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 항공우주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며 총 16건의 기술이전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는 수

홍보와 인적 교류를 통해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

혜기업의 매출이 증대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히 2018년 7월에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상용화기술 사업화와 해외진출에

카, 페루 등 주한 중남미 국가 6개국 대사를 초청해 항공우주

있어서는 맞춤형 지원 항목을 설정해 수출 강소·초보 기업별

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

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매년 국제우주대회에 전시 부스를 마련해 국내 우주
산업체의 성과물을 전시하고 해외 마케팅을 돕고 있다.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인력난 문제 해
소를 위한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공

IAC 산업체 수출 상담(인스페이스)

IAC 산업체 수출 상담(쎄트렉아이)

공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칠레 대통령 항우연-KAI IAC 부스 참관 2016
IAC 스페이스솔루션 수출 전시품

정규직 2명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지원을 진행했다. 또한

6. 중소기업 지원

2018년에는 ‘4차 인재양성사업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5년부

회를 통해 설립한 기업은 16개에 이른다. 이중 몇 기업은 글로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터 항공우주기술 대학생 창업캠프와 창업경진대회(STAR

벌 진출과 M&A, IPO 상장을 추진하는 등 조만간 스타 기업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보유 성과를 활용해 항공우주산업

이외에도 시험·검사, 장비활용, 우수기술홍보 자료제작,

exploration)를 개최하며 국내에서도 우주 신산업이 창출될

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설명회·상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원내 연구자 창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스마트무인기 개발사업을

2014년도부터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 ‘중소기

실시해 국내 항공우주산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

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휴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6년으

통해 틸트로터 무인기의 비행제어 핵심기술을 성공적으로 개

업 지원 단계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업무체계 정립,

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로 확대하고 관련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발한 바 있다. 이 첨단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2018년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업무 고도화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항

창업기업에게 초기 3년은 죽음의 계곡으로 불릴 만큼 힘

공우주산업 활성화와 세계진출을 돕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추진을 위해

7. 창업·연구소기업 지원

2018년 기준 총 46개사와 패밀리기업을 체결하고 네트워크
구축, 사업화 및 상용화, 인력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패밀

항공우주산업은 우주경제(Space Economy)로 표현될 만큼

리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기업을 집중육성,

신산업과 고용창출 잠재력이 크고 타 산업으로의 기술적 파급

상시지원, 애로기술해결 기업으로 분류하고 매년 2회 이상 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우주개발 선진국들

담회를 개최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은 뉴스페이스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홈페이지를 운영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수기술을 소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지원을

개하고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양방향 통

통해 성장하는 벤처창업회사들은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가

로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격 경쟁을 촉발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SpaceX는 기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와 중소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애로기

중남미 대사 연합 감사서한

코스타리카 대사 감사서한

존 대비 1/2에서 1/4 비용으로 발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항공우주기술 벤처창업은 절대적으로 미

중소기업 소통교류 활성화 어울림마당

10월 기관 1호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도 했다.

든 기간이다. 이에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성공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항공우

록 두드림(Dodream), 중소기업 상용화지원 사업, 마케팅 지

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한다. 2019년 1월 현재 한

은 앞으로도 연구소기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기술협

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 창업 기업은 7개이며 창업경진대

력과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16년 STAR 창업커뮤니터 최종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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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창의성과
감성 함양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를 장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교육훈련 수요 분석, 피

단체교육은 직원의 경영능력과 조직융화능력 등을 높이

드백,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훈

기 위해 신규직원과정, 직급별 과정, 보직자 과정 등을 실시하

련체계를 강화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임무를 성공적으

고 있다. 신규직원 양성과정에서는 실무 집중교육과 듀얼 멘

로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토링 제도를 통해 신규직원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과의 연계 교육을 통
해 과학기술인에게 요구되는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있다.

2. 항공우주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

직무교육은 전문 인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개인의 교육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직무교육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우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어, 프레젠테이션 작성, 문서작성 능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 프로그램들은 전공

력 등 찾아가는 원내교육 과정을 개설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학생뿐 아니라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진 누구나

대응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해 상시적인 학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적으로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연가 및 창의교육

문가들이 직접 경연 참여자들을 지도하는 방식을 도입해 미

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게 재교육과 자기계

래 항공우주 공학자들이 더욱 값진 경험을 하며 미래를 설계

교육훈련 방향

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남대·국방대 등 외부 기관을 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해 직원들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원내 구성원 역량 강화

새로운 가치의 실현’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글로벌 핵심인재를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출연연 최초로 직원 스스로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

유치하고 내부 구성원들을 세계적 수준의 항공우주 전문가로

인문·사회·과학 등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개인자질향상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인재를 육성하고 항공기술에 대

양성해왔다. 특히 ‘배움의 인재’, ‘도전의 인재’, ‘신뢰의 인재’,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동아리, 취미동호회, 세

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계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항

‘혁신형 인재’ 등 네 가지 인재상을 정립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나 및 학회 활동 지원을 통해 구성원의 자율적인 학습 문화

공기를 만드는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Human Powered

를 선도할 인재양성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교육훈련 목표는 조직의 핵심가
치를 공유해 개인이 조직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
하며, 궁극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항공우주 전문가를 양성하

교육훈련 체계

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급변하는 환경에

KARI 역량강화

대응하기 위해 조직에 필요한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개인별
맞춤교육과 국제협력 교육 등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

구분

공통역량

전문역량(연구)

전문역량(지원)

리더십역량

교육훈련은 크게 기본교육, 직무교육, 단체교육, 기타교

- 기획, 예산관리
- 연구관리 실무
- 보고자료 디자인
- 프리젠테이션 스킬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교육은 국가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녀야 할 자질과 공직가치 함양을 목표로 청렴교육,
윤리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문학, 예

선임자
~
고경력

신입직원 역량강화 교육, 신규직원 멘토링
고경력자 경력개발 교육

전직원 워크숍

원급

)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연구계획서 작성
- 연구데이터 분석
- 연구보안/윤리
- 영어논문 작성

신진연구관리자

선임승진자 교육

교육생 피드백과 현업적용도 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신진연구자

사내강사 양성교육

석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과정별 교육에 대한

- 차세대 R&D 리더
- 조직 퍼실리데이션
- 전략적 사고방식
- 조직 커뮤니케이션

최고위 과정 보· 직자 과정

선임급

- 기술사업화
- 프로젝트 관리
- R&D 전주기 관리
- 융합적 사고

리더급 연구관리자
개인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

고, 매년 경영목표, 중장기 계획, 전년도 수요 및 성과 등을 분

전문가 초청 강연

해 KARI 3대역량(공통역량, 전문역량, 리더십역량)을 정의하

개인자질향상교육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인재개발을 위

리더급 연구자
개인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

교육훈련 체계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 청· 렴 등

책임급

책임승진자 교육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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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인재양성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

변화관리자 역량강화과정(2006)

영된다. 인재양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팀 선발과 교육에

큐브위성 경연대회는 우주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6개월, 초소형위성 제작에 1년, 우주환경시험과 발사 및 운용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약 600명의 학생이 위성설계 교육

에 6개월 등 총 2년에 걸쳐 진행된다.

에 참석하고 이 가운데 45팀이 경연에 참가하는 성과가 이어

2012년부터 총 4번의 대회를 통해 총 9기의 위성을 제작,

졌다. 큐브위성 제작팀은 개발 과정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학

발사했으며, 2019년 현재에도 2017년 대회에서 선정된 2기

술대회에 발표하거나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당시의 경험을

의 큐브위성이 개발 중이다.

바탕으로 창업 기업을 배출하는 성과도 있었다.

역대 인간동력항공기 참가팀 현황

연도

참가팀

2012(시범대회)

11개팀(서울대, KAIST, 항공대, 세종대, 일반인 등)
우수설계상(울산대 UOU-ARG), 우수제작상(충남대 Light Bros, 세종대 한바람)등 수상

2013

11개팀 (서울대, 항공대, 건국대, 한국과학영재고, 건국대 등)
최우수설계상(울산대 UOU-ARG), 최우수제작상(항공대 항공우주구조설계연구실)
감투상(한국과학영재고) 등 수상

2014

14개팀 (서울대, KAIST, 항공대, 교통대, 강원대, 순천대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울산대 UOU-ARG),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상(세종대 한바람) 등 수상

2015

10개팀(서울대, KAIST, 건국대, 성균관대, 일반인 등)
최우수설계상(KAIST ICARUS), 최우수제작상(세종대 한바람), 혁신아이디어상(달구벌이글스) 등 수상

셀프리더십 과정(2008)

역대 큐브위성 경연대회 선정팀

Aircraft Competition)’를 개최했다.

큐브위성 경연대회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통한 학문적 성과

사업명칭

선정팀

2012 큐브위성 경연대회 시범사업

2팀 (KAIST ASTRIS팀, 연세대 Cubesat Yonsei팀)

정보통신부는 위성개발 주체의 다양화와 연구인력 양성, 위

2013 큐브위성 경연대회

3팀 (경희대 SIGMA팀, 조선대 STEP Cube Lab.팀, 충남대 Papillon팀)

경비를 지급하고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대회 자체가 참

성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2015 큐브위성 경연대회

3팀 (서울대 SNUGLITE팀, 서울대 SNUSAT팀, 항공대 VisionCube팀)

가자들의 지식 발전 계기가 되도록 했다.

있다.

2017 큐브위성 경연대회

2팀(연세대 Cubesat Yonsei팀, 연세대/조선대 KMSL팀)

대회는 참가 희망자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제작 설계도면

누구나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초소형위성이 최근 위성 개발

을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심사해 참여 팀을 확정하는 방식으

의 한 흐름으로 떠오르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과학기술

로 진행됐다. 선정된 팀에는 기체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

대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가팀이 제출

년간 개최되었으며 중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매회 약 600여

한 위성의 과학·기술 임무, 시스템 설계, 팀 구성, 기술적 구현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가능성을 평가해 최종 3팀에게 제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

해외

18

국내

81

해외

5

국내

26

학회 발표

논문 게재
특허

4

창업

1
(1,2회 대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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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노동조합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미래와 공동의 비전을 만
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노동조합 창립 기념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1994년 8월 30일 설립됐으
며, 1996년 2월 2일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2018년 11월 7일
공공운수노조 대산별로의 조직전환을 총회를 통해 결의했다.
2019년 현재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함께하는 열린 노
동조합이라는 가치 아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일터의 건설,
정당한 비판과 성실한 협력, 사회진보와 참과학기술의 실현
을 위한 연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내적으로는 조합원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
고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처지를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
으며,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는 지를 감시
하고,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과 갈등을 공정
하게 조율하며, 연구원 전체의 발전과 공동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 조직적/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직장 내 민주주의와 노동 가치를 지키는 버팀
목이자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화해서 외부로 전달하는

역대 지부장

구분

성명

임기

1, 2대

한상호

1994.8~1998.8

3, 4대

이우필

1998.9~2002.8

5대

김준규

2003.6~2005.5

6, 7대

김길병

2006.2~2010.2

8, 9대

김준규

2010.3~2013.12

10대

조태환

2014.2~2016.2

11, 12대

신명호

2016.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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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항공우주 기관의 정초를 다지다(1989~1999)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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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산

정부출연금

30년간 기관 예산 현황

자체수입

(단위 : 백만원)

700,000

648,900

600,000

636,566

594,000
572,818

519,573
500,000

400,000

392,356
363,000

399,762

365,500

348,000
325,000

317,959
300,000

295,708
274,837

220,300
200,000
174,200
153,700
121,424
100,000

85,828

89,530
78,272

72,562

69,758

1998

1999

2000

59,644
32,125
9,095

10,363

9,206

10,091

1990

1991

1992

1993

40,592

0

1994

1995

1996

199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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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인원

임원

30년간 기관 인력 현황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무기계약직

(단위 : 명)

1,000

800

600

400

200

0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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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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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원장

역대 원장

1대

2,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황보한

홍재학

장근호

최동환

채연석

백홍열

이주진

김승조

조광래

임철호

1989.11.15

1991.01.16

1996.02.21

1999.12.01

2002.12.01

2005.12.09

2008.12.09

2011.06.21

2014.10.15

2018.01.24

1990.11.16

1996.02.20

1999.11.18

2002.11.30

2005.12.08

2008.12.08

2011.02.22

2014.06.20

2017.10.14

현재

재임기간
1989

1대

황보한

2,3대

홍재학

4대

장근호

5대

최동환

6대

채연석

7대

백홍열

8대

이주진

9대

김승조

10대

조광래

11대

임철호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989.11.15 ~ 1990.11.16

1991.01.16 ~ 1996.02.20

1996.02.21 ~ 1999.11.18

1999.12.01 ~ 2002.11.30

2002.12.01 ~ 2005.12.08

2005.12.09 ~ 2008.12.08

2008.12.09 ~ 2011.02.22

2011.06.21 ~ 2014.06.20

2014.10.15 ~ 2017.10.14

2018.01.24 ~ 현재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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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감사

역대 감사

1,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유창영

김종헌

박수훈

최광웅

김진경

정동훈

문택곤

김무겸

1996.12.07

2001.08.01

2004.08.01

2007.10.15

2009.01.21

2012.01.25

2015.02.02

2018.06.18

2001.06.30

2004.07.31

2007.10.14

2008.11.26

2012.01.20

2015.01.24

2018.02.01

현재

재임기간
1996

1,2대

유창영

3대

김종헌

4대

박수훈

5대

최광웅

6대

김진경

7대

정동훈

8대

문택곤

9대

김무겸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996.12.07 ~ 2001.06.30

2001.08.01 ~ 2004.07.31

2004.08.01 ~ 2007.10.14

2007.10.15 ~ 2008.11.26

2009.01.21 ~ 2012.01.20

2012.01.25 ~ 2015.01.24

2015.02.02 ~ 2018.02.01

2018.06.18 ~ 현재

302

APPENDIX

30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람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람들
강광호

강동혁

김광수

김광수

김광해

김구혁

김규동

김규선

김근배

강민

강병윤

강상욱

강선일

강성덕

강수연

강신재

김근택

김기찬

김길병

김남중

김대관

김대영

김대영

강영석

강영신

강우용

강은수

강의철

강충신

강치광

김대오

김덕관

김도윤

김도형

김동교

김동민

김동오

강치호

강평구

강희원

강희정

고정환

고주용

고현석

김동현

김동현

김두호

김명묵

김명재

김명집

김명환

공종필

공철원

공현철

곽일념

곽준영

곽현덕

구본준

김무겸

김문기

김민기

김민석

김민아

김민아

김민우

구삼옥

구인회

구자춘

구철회

구현모

국봉재

권경진

김민준

김민현

김방엽

김병교

김병훈

김보람

김상구

권기호

권병문

권병찬

권순호

권오성

권우혁

권희석

김상헌

김상현

김상호

김서원

김석권

김선광

김선욱

기영중

기예호

김   준

김경근

김경석

김경석

김경원

김선원

김선훈

김성겸

김성구

김성완

김성욱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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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김성혁

김성훈

김성희

김소윤

김슬기

김승태

김종윤

김주년

김주완

김주현

김주현

김준규

김준엽

김승호

김양원

김연규

김연실

김영록

김영목

김영선

김준호

김중욱

김중표

김지은

김지훈

김지훈

김직수

김영욱

김영윤

김영일

김영준

김영택

김영훈

김예슬

김진석

김진선

김진원

김진철

김진한

김진혁

김진형

김옥구

김완재

김용복

김용승

김용우

김용욱

김용호

김진희

김창균

김창호

김채형

김철웅

김철하

김춘원

김용훈

김유광

김유신

김윤수

김은규

김은선

김은정

김춘택

김태식

김태욱

김태주

김태형

김태형

김필수

김은혁

김응태

김응현

김의근

김인선

김인성

김일영

김학정

김한돌

김해동

김현경

김현기

김현순

김현옥

김일태

김자문

김재무

김재은

김재호

김재환

김정도

김현우

김현준

김현희

김형모

김형완

김혜원

김호락

김정아

김정한

김정훈

김종규

김종민

김종범

김종우

김홍갑

김홍일

김희경

김희섭

김희성

김희숙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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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남기욱

남기원

남문경

남중원

남창주

남창호

박상욱

박상준

박상현

박선주

박성욱

박세훈

박수현

노성민

노영환

노웅래

노준구

노형일

도재우

도준택

박순영

박순홍

박열

박영민

박영웅

박용규

박은빈

라승호

류동영

류은진

류장수

류정주

마근수

마진아

박응식

박인숙

박일경

박재성

박재영

박재익

박재훈

맹민림

명환춘

문경록

문경희

문남진

문병진

문상만

박정언

박정주

박정호

박종립

박종만

박종범

박종석

문성태

문신행

문윤완

문일윤

문지윤

문지현

문홍열

박종억

박종연

박종오

박종찬

박종혁

박주호

박준우

민병주

민병희

민성기

민승용

박광근

박균상

박근주

박중용

박진형

박창수

박철완

박충희

박태춘

박편구

박근표

박노명

박대순

박동수

박두진

박무혁

박문수

박현종

박홍원

박희성

박희원

반주연

방상휘

방수완

박민수

박민순

박민주

박병문

박봉규

박부민

박상엽

방태관

배석

배신환

배영조

배종진

배준환

배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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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열

백명진

백승길

백승환

백종석

백현철

복준영

신재현

신정우

신주현

신한섭

신현규

신희민

심명보

서견수

서광식

서대반

서두천

서만수

서상현

서석배

심은섭

심재열

심형석

안건형

안상일

안석민

안성찬

서우석

서유경

서장원

서정원

서지환

서진호

서현호

안영수

안오성

안이기

안재모

안재철

안정희

안한웅

서희준

석병석

선병찬

설우석

성기정

성봉주

소윤석

안효정

양군호

양도철

양성필

양수석

양승은

양정호

손민혁

손은성

손태근

송근웅

송병철

송새한

송영주

양정환

양지모

양현덕

양형모

엄영식

연정흠

염찬홍

송윤호

송재훈

송정헌

송하룡

신갑수

신광수

신근웅

오경륜

오관영

오길룡

오범석

오상관

오수훈

오승협

신동영

신동훈

신명호

신미리

신민철

신바울

신백우

오시환

오요한

오은미

오준석

오창열

오충석

오한

신상우

신안태

신용설

신우석

신윤섭

신재민

신재성

오해순

오화영

옥수현

옥호남

왕승원

용기력

용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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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희

우성필

우성현

우승수

원대희

원수희

원영진

이동헌

이동호

이동효

이명규

이명신

이무근

이민규

원유진

원주호

위성용

유명종

유미진

유범수

유병일

이바름

이백준

이병석

이병용

이보화

이상곤

이상규

유상범

유승우

유일상

유재석

유재한

유종필

유준태

이상근

이상래

이상록

이상률

이상빈

이상수

이상욱

유창선

유철성

윤병일

윤석영

윤석택

윤석환

윤성환

이상종

이상철

이상훈

이상훈

이서림

이서윤

이성구

윤세현

윤영선

윤영수

윤용식

윤원주

윤재철

윤종훈

이성민

이성보

이성세

이성희

이수용

이수진

이승규

윤지연

윤철용

윤형주

은세원

은연주

은희광

이강이

이승리

이승우

이승윤

이승재

이승재

이승준

이승헌

이경원

이경재

이경철

이광재

이규수

이균호

이금오

이승훈

이승훈

이시우

이양지

이영무

이영호

이옥규

이기주

이나영

이나영

이대성

이돈구

이동건

이동재

이우민

이우필

이원석

이원중

이윤신

이융교

이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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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이은희

이응우

이인교

이인택

이일섭

이장연

이효근

이효영

이훈희

이희중

임덕원

임문갑

임병균

이장준

이장호

이장환

이재득

이재석

이재열

이재은

임병기

임병옥

임병준

임병직

임석희

임성빈

임성혁

이정석

이정원

이정진

이정진

이정호

이정호

이정호

임승호

임원규

임유철

임은숙

임정흠

임조령

임종민

이종웅

이종원

이종원

이종인

이종태

이종희

이주진

임종빈

임주섭

임지혁

임지현

임찬경

임창영

임창호

이주훈

이주희

이준

이준범

이준호

이중엽

이지성

임철호

임하영

임현수

임효숙

장경덕

장민호

장병관

이진우

이진호

이창배

이창은

이창주

이창호

이창호

장병희

장성수

장성호

장영순

장윤정

장재영

장재웅

이철종

이철형

이청우

이춘우

이태진

이한주

이항기

장재원

장제선

장종태

장준혁

장태진

장현진

전갑호

이해창

이현철

이혜진

이호범

이호성

이호형

이홍탁

전대근

전문진

전상욱

전성민

전영두

전용민

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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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남

전종협

전종훈

전준수

전찬민

정다운

정덕영

조영민

조영석

조영제

조영준

조원국

조이규

조인현

정동호

정보람

정봉구

정상준

정서영

정연희

정영석

조정남

조창권

조창래

조태환

조혁진

조현명

조형곤

정영진

정옥철

정용갑

정유연

정은환

정의승

정의천

주광혁

주성민

주정민

주진

지기만

지석원

진경욱

정일형

정재엽

정재용

정재헌

정주원

정진경

정진덕

진승보

진영권

진익민

차명진

차봉준

채동석

채동철

정진평

정찬걸

정태검

정태규

정현정

정혜승

정호경

채연석

채종원

채태병

천민혁

천세범

천용식

천이진

정호락

정호령

정호중

정호진

정훈

제원주

조광래

최광식

최규성

최기혁

최남미

최동환

최무열

최보라

조규식

조기원

조기주

조남경

조동현

조동현

조동현

최상언

최상현

최석

최석원

최선우

최성봉

최성욱

조상범

조상연

조성룡

조성문

조수장

조승원

조암

최성재

최연주

최영인

최영택

최완우

최용태

최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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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항공우주기술 발전 우리가 이끌어 갑니다.
최원섭

최은주

최은호

최익현

최인호

최재동

최재훈

최정수

최종국

최종연

최종욱

최종휘

최주원

최준민

홍문근

홍순삼

홍승범

홍일희

황귀철

황기룡

황도순

최지영

최지원

최지환

최창호

최철희

최해진

최헌호

황보신

황수설

황수정

황승재

황승현

황인성

황인희

최현경

최현진

최형돈

최형식

최홍택

최환석

추교윤

황진영

황창전

황창환

황태경

하대인

하성업

하승헌

하신재

하종성

한동기

한상엽

한상혁

한상훈

한영민

한유수

한재웅

한정우

한조영

한창헌

한창환

한화미

허건의

허문범

허성식

허성재

허성찬

허윤구

허행팔

현대환

현범석

현정훈

홍단비

편찬후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하늘과 우주를 향한 30년의 도전
비록 항공우주 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척 짧은 역사이지만 우리는 세계의 항공
우주 연구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성공의 이야기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싶
었던 기술적인 난관들이 있었고, 가슴 아픈 절망과 좌절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전과 좌절 앞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오늘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 냈습니다.
때문에 편찬위원회는 30년 간 쌓아 온 우리의 발자취를 정리하면서 연구개발의 과정과
결과만 정리하기보다 연구원 역사 곳곳에 점철된 도전과 성공, 땀과 눈물, 실패와 극복,
좌절과 환희, 도전과 희생의 이야기들도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연구원의 지난 30년 역사를 짧은 시간 동안 한 권의 책으로 엮는다는 것
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사 편찬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쓰고, 편집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
만 각 부서의 편찬위원들께서는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의 과거를 집대성해 냈습니다.
지난 30년을 자양분 삼아 새로운 30년을 준비해 나가는데 있어 이 책이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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