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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달 탐사선 다누리

다누리는 국내 독자 개발한 궤도선 본체 및 탑재체(5종), 美 NASA 개발 탑

재체(1종)으로 구성되며, ‘22년 8월 발사 후 약 4.5개월에 걸쳐 달 궤도에 도

착, 12월에 임무궤도 안착 후 1년 간 임무 수행.

다누리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확보한 우주탐사 기술은 향후 달 착륙선 개발 

등에 활용되며, 달 표면 등 관측 정보는 향후 유·무인 달 착륙 임무는 물론 

달에 대한 지식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주요내용

ㅇ (사업목표) 달 궤도선(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을 개발하고 

해외발사체로 발사, 달 궤도에서 1년 임무를 수행하여 우주탐사 기반 

기술을 확보‧검증

ㅇ (사업 기간/예산) ’16.1월～’22.12월(7년) / 약 2,367억원

ㅇ (주요내용) 달 궤도선 본체‧탑재체 개발, NASA와 국제협력

- 다누리에 NASA 탑재체(ShadowCam)를 탑재하고, NASA는 심우주 항행

기술, 심우주네트워크 무상 사용 등을 지원

ㅇ (공식명칭) ‘22년 대국민 명칭공모전을 통해 ’다누리‘를 명칭으로 선정

- ’달‘과 누리다의 ’누리‘를 더해 달을 남김없이 누리고 오라는 의미 

ㅇ (발사) 2022년 8월 3일(한국기준) 미국 케이프커내버럴 미 우주군 기지

(플로리다)에서 스페이스X Falcon-9 발사체로 발사 예정

ㅇ (궤도진입) 저에너지 전이궤적을 따라 약 4.5개월 동안 비행, 22.12.16.

달 궤도에 진입 후 22.12.31. 달 고도 100km의 임무 궤도 진입

ㅇ (임무수행) 궤도 안착 후 1년 간 6종의 과학 장비를 통해 달 표면 전체 

편광 지도 제작, 달-지구 간 우주인터넷 통신 시험 등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임무를 비롯해 향후 대한민국 달 착륙 후보지 탐색, 자기장

측정, 달 자원 조사 등 여러 과학 임무 수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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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사 개요

□ 개요

ㅇ (발사예정일) 발사장 현지 ‘22.8.2.(화) 19:20경(한국기준 ’22.8.3. 8:20경)

- 발사일 유동에 대비한 달 전이 궤적 설계로 ‘22.7.31∼9.9 기간 중 발사 시 

달 궤도 진입은 ’22.12.16., 임무 궤도 진입은 ‘22.12.31로 동일

*발사 목표일은 8월 2일이며, 최종 발사일은 7.23 이후 발사 주간(8.2∼8.8)내에서 최종 확정

ㅇ (발사장소)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미 우주군 기지(40번 발사대)

- 위치 : 북위 28.29도, 서경 80.34도

□ 발사체

ㅇ (Falcon-9) 다누리(KPLO) 단독 발사

- 발사체 1단은 6번째 재사용 예정(‘22.1.31 발사한 COSMO-SkyMEd의 1단 발사체)

발사체 형상 주요 스펙

• 중량 : 549ton

• 총 길이 : 70m

• 외부 직경 : 3.7m

• 1, 2단 액체 추진

• 발사능력

- 22,800 kg(지구 저궤도)

- 8,300 kg(지구 정지천이궤도)

- 4,020 kg(화성 전이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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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장

ㅇ (Space Launch Complex-40) 2007년 부터 SpaceX가 Falcon-9 발사용으로 임대하여

사용 중이며, 카시니-호이겐스(Cassini-Huygens) 토성 탐사선이 발사된 바 있음

- 발사장 이상 등 변수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 발사장으로 미 우주군 기지 

내 39A 발사장 지정. 39A 발사장은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바 있음

ㅇ (위치) 미국 플로리다 주 북위 28.29도, 서경 80.34도

- 미국 내에서 지구 적도와 가장 가까운 위치로, 지구 자전 속도를 이용해 

발사체 연료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케네디 우주센터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1950년부터 총 47개의 발사 시설이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6개의 발사 시설만 사용 중

ㅇ (주요시설)

- (PPF) 위성체 최종 점검, 추진제 충진, 발사체 어댑터 결합 등 수행 시설

※ 최대 3개의 위성을 동시에 최종 점검할 수 있으며, East Bay와 West Bay로 나뉘어 있음.

- (Hangar) 위성체 탑재 페어링과 발사체 결합 작업을 수행하는 시설

- (발사대) LC-39A/40 두 개의 발사대를 운영하며 Hangar에서 발사준비를 

마친 발사체는 이곳 발사대로 이동하여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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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사 준비 및 발사 단계

□ 발사 준비 절차

날짜
(미 현지기준) 구분 주요 내용

7/6∼7/8 L-27d∼-25d 발사장 도착 및 발사 준비 작업장 이동, 시스템 점검 준비

7/9∼7/11 L-24d∼-22d 시스템 점검

7/12∼7/13 L-21d∼-20d 추진시스템 극성시험, S-Band 통신시험

7/14∼7/18 L-19d∼-15d 추진제 충전실 이동 및 누유시험

7/19∼7/22 L-14d∼-11d 연료 충전 및 충전 후 마무리 작업

7/23∼7/25 L-10d∼-8d ① 최종 발사 형상 확인 및 점검

7/26∼7/28 L-7d∼-5d ② 페어링 모듈에 탑재 및 페어링 모듈과 발사체 결합

7/29∼7/31 L-4d∼-2d ③ 발사대 이동 및 점검

8/1 L-1d ④ 발사대 기립 및 발사대기

8/2 L-day ⑤ 발사

① L-10d∼-8d ② L-7d∼-5d ④ L-1d ⑤ L

③ L-4d∼L-2d



- 5 -

4 지구 – 달 궤도 전이

□ 개요

ㅇ 발사 후 NASA와의 협력 하에 BLT*(Ballistic Lunar Transfer)궤적을 따라 달 

탐사선 항행 및 통신 관제를 통해 달 궤도 진입 예정(’22.8~‘22.12)

* 탄도형 달 전이방식으로, 다른 궤적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지만 연료를 상당량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발사 후 달까지 약 4.5개월 소요)

ㅇ (발사 → 달 전이궤적 진입 절차)

순서 시간 이벤트

1 L+0초 발사(기준시각)

2 L+152초 (2분 32초) 발사체 1단 엔진 정지(MECO)

3 L+154초 (2분 34초) 발사체 1단/2단 분리

4 L+163초 (2분 43초) 발사체 2단 엔진 1차 점화

5 L+194초 (3분 14초) 페어링 분리

6 L+476초 (7분 56초) 발사체 2단 엔진 1차 정지(SECO-1)

7 L+2,036초 (33분 56초) 발사체 2단 엔진 2차 점화(SES-2)

8 L+2,094초 (34분 54초) 발사체 2단 엔진 2차 정지(SECO-2)

9 L+2,423초 (40분 23초) 달 탐사선 분리

10 L+2,693초 (44분 53초) 달 전이궤적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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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달 전이궤적 → 달 임무 궤도 진입 절차)

단계 시간 이벤트 내용

1단계
L+40～
L+45분

발사체분리및
달전이궤적진입

· 발사 후 약 40분경 다누리와 발사체 분리, 약 45분경
달 전이 궤적 진입

· 달 궤도선 분리 위치는 지구로부터 1,655km 지점

2단계 L+45분
태양전지판
전개

· 발사체 분리 후 탑재 컴퓨터의 자동프로그램이 작동,
초기 자동절차에 따라 태양전지판 전개

· 발사 후 약 51분경 위성체 자세를 태양 지향 자세로
변경해 태양전지판을 통한 전력생성 시작

· 발사 후 약 60분경 지구 지상국과 S-Band를 이용한
최초 교신 및 달 궤도선 초기 점검 시작

3단계 L+24시간
고이득안테나
지구지상국지향

· 초기 점검을 통해 자세 결정, 궤도 결정, 고이득 안테나
전개, 각종 장치 활성화가 완료되면 정상 운용 모드로
전환

· 고이득안테나의지구지상국지향으로 X-band 통신 시작

4단계
L+2일～
달 궤도
진입 전

궤적수정기동
· 발사 후 약 4개월 동안 BLT 궤적을 따라 항행할 수
있도록 궤적 오차 보정을 위한 궤적 보정 기동* 수차례
수행 * TCM(Trajectory Correction Maneuver)

5단계 L+4.5개월 달궤도진입
· 다누리가 달에 접근한 후 달 궤도에 포획되고 100km
고도의 원 궤도인 임무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 수차례의
달 궤도 진입 기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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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무 운영 및 관제

□ 임무 운영

 ㅇ (운용궤도) 달 상공 100km에서 달 극지방을 지나는 원 궤도

 ㅇ (궤도진입 후 시운전 운영) ’23.1월

- 달 궤도 진입 후, 탑재체 초기동작 점검 및 본체 기능 시험 진행

- 광학탑재체(고해상도카메라, 섀도우캠, 광시야편광카메라) 검보정* 수행

* 최상의위성영상품질을확보하기위해위성영상의오차, 왜곡현상을조정하는작업

 ㅇ (정상운영) ‘23.2월~’23.12월

- 달 상공 100km의 임무 궤도를 하루 12회 공전하며 달 관측 및 

과학기술 임무*수행 및 안테나를 통해 관측 데이터 수신

*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 과학연구(자기장, 방사선 관측 등),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 달 탐사선의 안정적인 궤도 유지를 위한 궤도 기동을 수행하고, 태양

에 따른 열 조건 유지를 위한 회전 기동 수행

□  달 궤도선 임무운영센터

다누리임무운영관제실 심우주지상안테나(경기여주) 미국골드스톤심우주지상안테나

 ㅇ (주요임무) 달 궤도선 관제운영을 위한 심우주지상안테나 및 NASA 심우주 

네트워크 연동, 명령전송과 상태정보 수신, 임무계획 수립과 궤도결정 및 

기동계획 수립, 탑재체데이터 수신 및 배포 기능 수행

- 달 궤도선은 여주 심우주지상안테나(NASA의 호주 캔버라 안테나를 비상 시 

백업으로 활용) 및 스페인 마드리드와 LA 골드스톤의 심우주지상안테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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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로 통신하게 되며, 임무운영센터는 각 안테나를 통해 달 궤도선 관제 

및 데이터를 수신

 ㅇ (운용주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ㅇ (주요 기능)

관제·운영 임무 성과 관리·확산 NASA 협력

․KDSA, NASA DSN 연동
․명령 생성 및 전송
․상태정보수신 및 모니터링
․상태정보분석, 후처리
․교신계획 수립
․추적데이터 처리
․궤도결정 및 궤도예측
․천이궤적/달궤도진입기동계획

․탑재체 임무 요구 수집
․임무타임라인 생성· 분배
․탑재체 데이터 수신, 검토
․수신데이터 자동/수동처리
․탑재체 획득 과학자료의
국내외 과학계 공개
․과학자료 유지관리
․LUTI 촬영계획 수립

․DSN 안테나 10개 지원
․초기운영 및 정상운영 지원
․지연허용네트워크노드운영
․궤도결정/궤도예측결과비교
․기동계획 결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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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누리 개발 사업 소개II. 다누리 개발 사업 소개II. 다누리 개발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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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체계 및 경과

□ 추진체계

ㅇ (총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주관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시스템, 본체, 지상국, 고해상도 카메라 등 개발)

ㅇ (탑재체) ETRI, 천문연, 지자연, 경희대, NASA

ㅇ (국제협력) NASA와의 달 궤도선 추적, 통신 및 심우주항법 지원

ㅇ (2단계 선행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로버),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전지)

□ 추진경과

ㅇ (‘13년) 달 탐사선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ㅇ (’13∼14년) 예비타당성조사

ㅇ (’16년) ‘달 탐사 1단계 개발 계획(안)’ 국가우주위 의결, 1차년도 사업 착수

ㅇ (’16년) 한-미(항우연-NASA) 간 협력 이행약정 체결 및 기술 협력 착수

ㅇ (’17년)

- 달 탐사 1단계 개발기간 연장*(국가우주위) : 당초 3년(‘16∼18년)→5년(‘16∼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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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발 위험 부담 완화와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핵심부품

개발(12개월), 부품 기능점검(3개월), 총조립‧시험 검증(9개월) 연장

- 발사체 발사용역 계약 체결(SpaceX, Falcon 9)

ㅇ (’19년) 달 탐사 사업 주요 계획 변경(우주개발진흥실무위)

 

① 중량목표 변경(550kg → 678kg) : 현 설계 유지 및 중량 목표 완화

② 임무궤도 조정 : 원궤도(100x100km) → 원궤도(3개월), 타원궤도(100×300km, 9개월) 병용

※ 실제 운용궤도는 NASA와 협의결과 및 발사 후 제반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③ 사업기간 조정 : 19개월 연장(’16.1∼‘20.12(60개월) → ’16.1∼’22.7(79개월))

④ 투자규모 확대 : 연구재단 정밀산정 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⑤ 사업관리 강화 : 항우연 기관 차원 지원 확대 및 점검평가단 컨설팅 기능 강화

ㅇ (’20년) 임무 목표 달성을 위한 달 전이궤도 방식 변경, 임무궤도 원궤도

(100x100km)로 재조정

- 기존 궤도(3.5 위상전이방식) → 탄도형 달 전이방식(BLT)

ㅇ (’21.11) 심우주지상안테나 개발 완료

ㅇ (’22.03) 달 전이궤적 상세설계 완료

ㅇ (’22.5) 달 궤도선 대국민 명칭공모전을 통해 공식명칭으로 ‘다누리’ 선정

ㅇ (’22.6.) 다누리 조립 및 시험 완료

ㅇ (’22.7.) 다누리 발사장 이송

ㅇ (’22.8.) 다누리 발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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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및 제원

다누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궤도선 본체와 국내 출연연·국내 

대학이 개발한 임무 탑재체 5종, 美 NASA가 개발한 탑재체 1종으로 구성 

□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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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원 및 구성

ㅇ (제원)

Ÿ (총 중량) 약 678kg

Ÿ (크기) 발사형상 : W2.14×L1.82×H2.29(m)

궤도형상 : W3.18×L6.3×H2.67(m)

Ÿ (탑재체) 6기, 총 34.2kg

Ÿ (전력) 760W(26.4 to 32.8Vdc)

Ÿ (전이궤적) BLT(탄도형 달 전이방식)

ㅇ (구성) 달 궤도선은 크게 본체와 탑재체 두 부분으로 구성

- 본체 : 탑재체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파트 

- 탑재체 : 궤도선에 부여된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 장비

ㅇ (본체)

구분 제원 목표 개발

내용

- 탑재컴퓨터
- 30N급 대용량추력기(4개)
- 4.45N급 자세제어용 추력기(8개)
- S밴드 상향 : 0.5Kbps, 1.0Kbps
- S밴드 하향 : 1.024Kbps, ,16.384Kbps
- X밴드 하향 : 8.5Mbps @ HGA

- 달 운영궤도에서 1년간 임무를 수

행할 수 있는 본체 제작
항우연

주요

이미지

ㅇ (탑재체)

탑재체 제원 목표 개발

고해상도카메라 - 해상도 2.5m

- 관측폭 약 10Km

- 무게<12kg

- 전력<20W

- 위치(좌표) 오차 225 m 이하, 최대해상도
2.5m, 관측폭 10km 이상의달 표면 관측영상
산출

- 달 착륙선 착륙 후보지 탐색을 위해 달 표

면 주요 지역 정밀지형 관측

항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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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체 제원 목표 개발

광시야편광

카메라

- 지상표본거리<100m

- 관측폭 약35Km

- 무게<3kg

- 전력<10W

- 달 전역에 대한 다파장 편광영상* 및 티타늄**

지도 작성

* 편광영상으로부터 추출된 달 표토 입자크기 분
포지도를 통해 대기가 없는 달 표면에서의 우주
풍화(미소운석충돌, 태양풍, 고에너지 우주선 등에
의한 표면특성 변화)에 대한 이해 확대
** 티타늄은 헬륨-3 및 월면 마그마 분출과 관련이
있어, 우주자원 분포 및 월면의 마그마 고체화
과정을 이해 하는데 기여

천문연

자기장측정기 - 해상도 < 0.2 nT (10

Hz sampling rate)

- 무게 <3.5kg

- 전력 < 4.6Watt

- ±1000 nT* 범위내의달우주공간자기장측정
* nT : 나노테슬라, 자기력선속의 밀도 단위
- 달 진화 및 우주환경 연구를 위해 달의 자기

장 세기 측정

경희대

감마선분광기 - 범위∼30keVto 12MeV

- 해상도 < 5 %

@662keV

- 무게 < 7kg

- 전력 < 8.5Watt

- 감마선 측정자료 수집(최소 6개월 이상)을

통해 달 원소지도 5종 이상 제작

- 달 표면의 자원탐사를 위해 감마선 분광

측정

지자연

우주인터넷

- 프로세서 32bit LEON3

- OS : RTEMS

- Memory
∙64Mbits for Booting andProgram

∙2.5 Gbits for Code Execution

∙4GB(NonVolatile) forMissionData

- 무게 < 1kg

- 전력 < 6W

- 지구와 달 궤도선 간 우주인터넷 통신기술
을 이용하여 메세지, 파일전송, 실시간 동
영상 전송

- 심우주탐사용우주인터넷(DTN)* 시험
* DTN: Delay/Disruption Tolerant Network

ETRI

섀도우캠 - 측정파장 가시광선

- 해상도 약1.7m

- 무게 약 10 kg

- 전력 약 10 Watt

- 해상도 약 1.7m급의 달 영구음영지역 관
측영상 산출

- 영구음영지역 정밀 지형도 작성
- 휘발성 물질의 부존량 확인

- 달의 휘발성 물질 연구
- 차세대 유인탐사임무(아르테미스) 지원
- 달 기반 우주탐사 임무의 전진기지 개발/
활용에 대한 기본 자료 확보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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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특징 

□ 독자 기술을 통한 본체 개발 및 임무 설계 

ㅇ 다누리는 발사 시각 선정, 지구-달 진입궤도 투입, 달 전이경로 수정,

달 궤도 진입, 달 궤도 안정화, 임무운용 해석 등 새로운 임무 설계와 

임무운용을 고려하여 국내 독자 개발

ㅇ (추력시스템) 달 궤도 진입에 필요한 대용량 고추력 추진시스템 국산

화(5N→30N급)를 통해 궤도 전이가 가능한 압력조절방식 단일추진제 

추진시스템 개발 및 자체 시험 검증 능력 확보

ㅇ (본체개발) 차세대중형위성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국내 산학연 

협력을 통해 구조계/열제어계/전력계/탑재소프트웨어/탑재컴퓨터/

자세제어계 등 국내 주도 개발

ㅇ (임무설계) 연료 절감을 통한 임무 기간 1년 달성을 위하여 저에너지 

전이 방식인 WSB/BLT 방식을 적용해 국내 자체 기술로 전이궤적 및 

임무궤도 설계를 완료하고 NASA 등 해외전문기관과 공동 확인

ㅇ (조립/시험) 항우연의 위성 개발 시설 및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독자 

조립, 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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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독자 개발한 세계 최초 임무 탑재체 

  - (고해상도카메라) 두 대로 구성된 최대해상도 2.5m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관측 폭 10km 촬영 가능. 광검출기(CCD)를 제외한 반사경, 렌즈 등 

주요부품 및 조립/정렬 등 모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

  - (광시야편광카메라) 광학부와 전자부로 구성된 국내 독자 개발 편광카메라를 

이용하여 달 우주풍화, 표토표면의 미세구조 등 달 과학연구 및 

고해상도(100m) 티타늄 지도 및 세계 최초 달 표면 전체 편광지도 제작, 

헬륨-3 함량 연구 등에 활용. 관측위도범위는 +70°∼ -70°이며, 달의 

낮에서만 9개월 연속 관측

  - (자기장측정기) 플럭스게이트 자기장센서, 액츄에이터, 붐 등으로 구성된 국내 

독자개발 자기장측정기를 이용하여 달 표면 자기이상 관측, 달 우주환경 

조사, 달 구조 연구 등에 활용

  - (감마선분광기) 센서부(해외구매)와 전자부(국내개발)로 구성된 초경량 감마선 

분광기로 세계 최초 단일 센서 디지털 신호처리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저에너지인 30 keV에서 고에너지영역인 12 MeV까지의 달 표면에서 

나오는 감마선 스펙트럼 측정 가능.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달의 지질·진화 

추적 및 달 자원조사 등을 위한 감마선 원소 지도 제작

  - (우주인터넷) 세계 최초로 달 궤도에서 지구와 우주인터넷 통신시험 수행.

지구상에 있는 우주인터넷 노드로는 KDSA에 연결된 항우연 관제센터,

ETRI 우주인터넷 통신센터, 착륙선 통신모듈, 로버 통신모듈, 그리고 미국 

NASA의 심우주통신망 노드가 있음. 달 궤도와 지구 상에 있는 

우주인터넷 노드 간 메시지, 파일 전송 및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시험 

수행 예정. 우주인터넷은 CCSDS 국제표준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향후 

국제적인 우주탐사에 있어서 궤도선, 착륙선, 로버 간 통신에 직접 적용 

예정

  - (섀도우캠) 해상도 약 1.7m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달의 남북극 지역의 영구 

음영지역의 고정밀 촬영함으로서 향후 미국의 달 극지역 착륙 

임무(아르테미스 미션)의 착륙 후보지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동시에 물을 

포함 다양한 물질 존재 여부 확인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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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우주지상시스템(KDGS, KPLO Deep space Ground System) 개발

□ 심우주지상시스템

심우주안테나 및 실시간 운영 시스템

 ㅇ (시스템 개요) 다목적 실용위성 및 통신해양기상위성의 지상국 개발경험과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개발

   - 심우주지상안테나, 실시간 위성운영, 임무계획, 탑재체 데이터수신, LUTI 

영상처리, 탑재체데이터배포관리, NASA 심우주네트워크 연동 기능 구축

   - 궤도결정, 예측 등 심우주 항법시스템은 기존 위성관제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주도 개발

   - NASA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개발 항법 시스템의 검증 및 보완 

 ㅇ (주요내용)

- 달 궤도선 운용을 위한 국내 최초 심우주 통신용 지상 시스템

- 달 궤도선과의 통신, 상태 확인, 동작 제어, 데이터 수신 등 임무 수행

- 심우주지상안테나(KDSA, Korea Deep Space Antenna) 및 달 궤도선 임무운영센터 

(KMOC, KPLO Mission Operation Center)로 구성

 ㅇ (개발기간) ‘16.01~‘22.05

 ㅇ (개발기관)

   - 심우주지상안테나 : SK브로드밴드

   - 지상운영시스템 : KCIE, 세트렉아이, 한컴인스페이스, 비욘디솔루션, 솔탑 등

 ㅇ (사업예산) 248억원(심우주지상안테나 174억원, 지상운영시스템 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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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의미

 ㅇ (국내 최초 심우주 통신 지상안테나 개발)

- S-/X- 대역 통신 링크를 통해 궤도선의 상태점검 및 원격명령 전송, 탑재체 

데이터 수신 등의 궤도선 운영 지원 담당

 ㅇ (우주탐사 국제협력 활용 가능)

- 달 궤도선 운용 종료 후 해외기관(NASA, ESA 등)과의 우주탐사 협력을 

위한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

- 구조물 변경 없이 X-대역 고출력증폭기 탑재 및 Ka-대역 통신 확장 가능

- 심우주지상국(대전)과 국제 표준 접속규격인 CCSDS SLE(Space Link 

Extension) 서비스를 제공하며 Web기반 스케줄 예약에 의한 운영도 가능

 ㅇ (기술달성 수준)

- 해외 심우주통신망인 미국 NASA의 DSN(Deep Space Network), 유럽 ESA

ESOC(European Space Operation Centre)의 ESTRACK(European Space

Tracking) 등 34m급 안테나와 비교할 때 동등한 데이터 송수신 성능 수준 도달

 ㅇ (기대성과)

- 달 궤도선 운영 지원 및 2단계 사업 연구 진행 시 우주통신 및 지상접속 

분야 활용 가능

- 국내외 심우주 탐사 프로그램 지원 및 국제협력 추진 가능

□ 심우주지상안테나(KDSA)

 ㅇ (주요임무) 달 궤도선과의 심우주 통신 및 관제

 ㅇ (위치/운용주체) 경기 SK브로드밴드 여주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심우주지상안테나 개발 용역 공개입찰 결과, SK브로드밴드와 계약 체결 

(SK브로드밴드는 안테나 설치 부지로 여주위성센터 제안)

 ㅇ (세부제원)

- 주 반사판 크기 : 직경 35미터(국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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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높이 : 709.55톤 / 42.7m

- 안테나 구동범위 : 방위각 ±270◦ 이상, 고각 5∼90◦

- 구동속도 : 초당 0.8◦

 ㅇ (주요 기능)

- 궤도선 정밀 지향 및 자동 추적(지향 오차 0.004도 이하)

- 극저온 상태에서의 저잡음 증폭 기능

- 10kw급 고출력 증폭 기능

- 국제 표준 접속 규격과 100% 호환

- 원격 상태 감시 및 웹 기반 스케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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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ASA와의 협력

□ 개요

ㅇ (협력내용)

- 항우연-NASA 간 협력이행약정(‘16.12) 체결

- 항우연은 KPLO 설계·제작·조립·시험·발사 및 운영, KPLO에 NASA 임무

장비 탑재

- NASA는 KPLO를 24시간 지속 추적할 수 있도록 필요시 70m급 안테나를 

포함한 NASA의 심우주통신망 DSN(Deep Space Network)을 이용한 서비스 무상 

제공 등 심우주 항행기술 및 비행 항행 지원

ㅇ (추진경과)

- NASA 새도우캠 국내 입고(’21.8) 및 KPLO 탑재 및 시험 완료(‘22.4)

- NASA JPL(美 LA)과 공동으로 심우주통신 호환성시험* 수행(‘21.5)

* 심우주통신망(DSN)은 골드스톤(미국 LA) 및 마드리드(스페인)에 위치한 심우주 지상

안테나로 구성. 비상 시 캔버라(호주) 소재 안테나 백업 지원 예정

- 향후 심우주 통신망(DSN) 운영 접속 지원문서(OICD) 확정 등 달 궤도선 

발사 – 달 궤도 도착 – 운영에 걸쳐 상호 협력을 지속할 예정

ㅇ (아르테미스 임무 지원) NASA는 섀도우캠을 통해 아르테미스 유인 미션 성공을 

위한 주요 자료 생산을 기대

- 섀도우캠은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임무 실행 시 착륙 대상 지역의 지형학적 

특성, 물·자원 발견 확률 등의 정보를 확인* 예정

 

* 섀도우캠 주요 관측 임무

- 고고도에서 물과 수산기(OH)의 시공간적 분포 조사

- 영구음영지역 내에 휘발성 물질 존재여부 확인

- 물이 존재할만한 장소(Cold trap)의 지형, 접근성, 지질학적 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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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산학연 참여 현황

□ 참여개요

ㅇ (주요 산학연 수) 59개

- 산업계 40개 업체(대기업 6, 중소기업 34개), 대학교 13개, 출연연 6개

ㅇ (투입예산) 산학연으로 집행된 예산은 총사업비(2,367억원)의 36%인 약 852억원

ㅇ (산업체 역할)

- 달 궤도선 본체 및 시스템 설계지원(도면제작, 설계모델 분석 등)

- 본체 구성품 설계, 제작(추진시스템, 구조체, 통합전장품 등)

- 시험장비 설계, 제작(지상전기/기계시험장비)

- 달 궤도선 최종조립 및 시험평가 수행 지원(지상전기시험, 우주환경시험)

- 심우주지상국 안테나 및 운영시스템 설계, 제작

- 탑재체 주요 구성품 제작(탑재체별 전자부, 구조부, 센서부 등)

ㅇ (참여 산업체 현황)

구분 산업체명 주요역할

본체

한화 추진시스템 제작

큐니온 통신분배장치 제작

아이원스 궤도선 상태정보 인터페이스 장치 제작 등

링스컴퓨터시스템즈 시험용 장비(전기시험용 자세제어 시뮬레이터) 개발

KAI 구조체 시제작, 조립시험 지원 등

에이엠시스템 설계지원(도면제작) 등

티오엠에스 설계지원(설계모델 분석) 등

캠틱종합기술원 기계조립/검사용 장비 제작 등

AP위성 전장품(탑재컴퓨터 등) 개발, 시험장비 제작 등

JIT 전기시험 지원

솔탑 전기시험장비 제작 등

MTG 전기지상지원 장비 설계 및 제작

이이엠티 지상전기시험장비 제작

웨이브온 주파수 국제등록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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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업체명 주요역할

비앤씨텍 배터리 유지보수 장치 제작

모루기술 열제어부 온도센서 제작

본체/
탑재체

이엘엠 고해상도카메라 열제어부, 정전기방지 스크린 제작 등

탑재체

i3Systems 고해상도카메라 전자모듈 개발

한화시스템 고해상도카메라 전원공급유닛 개발

데크항공 고해상도카메라 고안정구조체 개발

그린광학 고해상도카메라 렌즈모듈 제작

루미르 우주인터넷 탑재체 전자부 제작

㈜샛별 광시야월면편광카메라 광학계 제작

미래기술 광시야월면편광카메라 열해석

인공위성연구소 광시야월면편광카메라 전자부 제작

센서피아 자기장측정기 센서 제작

라컴텍 자기장측정기 CFRP 붐 제작

뉴케어 감마선분광기 전자부 제작

심우주
지상
시스템

SK브로드밴드 심우주지상안테나 제작

케이씨이아이 비행항법시스템 HW 개발

쎄트렉아이 비행항법시스템 SW 개발

한컴인스페이스 지상국운영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비온디솔루션 해외와 연동가능한 통신지연 극복 장비 개발

제이아이티솔루션 달 궤도선 탑재 모듈 모사 SW 개발

2단계선
행
(로버/
원자력
전지)

스페이스솔루션 고성능 티타늄 연소관 개발을 위한 성형 및 용접공정개발

현대로템 로버 구조 구동부 설계/제작

나노퓨어웍스 방사성동위원소 열원원료합성 공정설계

SE&T 저궤도시험용원자력전지시제품제작등

씨에스엔지니어링 ETG 구조체 및 복사열 차폐체 제작

에이스시스템즈 원자력전지 성능평가용 진공챔버 제작



III. 참고자료III. 참고자료III.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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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누리가 검은색 옷을 입은 이유

ㅇ 정지궤도 및 심우주 탐사에서는 우주 방사선 등의 강한 영향으로 

정전기 충전/방전 현상에 민감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궤도선을 보호하는 설계가 필요

ㅇ 정전기로 인해 궤도선 표면에서 발생되는 전하를 궤도선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다층으로 

구성된 다층 박막 단열재(Multi Layer Insulation)의 가장 바깥층에 전기 

전도성 성질이 우수한 재질인 Black Kapton(폴리이미드 재질로 

고온/극저온에서 사용이 가능) 층 추가

※ 다층 박막 단열재는 궤도선 표면에 장착하여 우주의 급격한 열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함

ㅇ 다층 단열재에 추가된 Black Kapton으로 인해 KPLO의 전체적인 색상이 

검은색임

다누리 외형 2021년 발사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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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무를 끝낸 다누리는?

 ㅇ 달 궤도선 임무운영 결과 연료에 여유가 있는 경우 임무 운영 연장

   - 정상운영 종료 6개월 전인 `23.7월 확정 예정이며, 이때 임무종료 방안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

   - 가능한 임무종료 방안

∙달 표면과 충돌, 충돌 직전까지의 영상 확보

∙달 동결궤도(Frozen Orbit, 주기적인 궤도 유지기동 없이 고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궤도)로 전환

* NASA LRO 미션의 경우 2009년 발사 후 3년 임무를 계획함. 이후 동결궤도에

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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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달 착륙선 개발 계획

 ㅇ ‘달 착륙선’은 달 궤도선 개발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2030년대 초까지 

1.5톤급 이상의 달 착륙선을 개발하여 달 표면에 착륙, 다양한 

과학임무(자원탐사, 현지자원활용 등)을 수행할 예정

 ㅇ 특히 독자적 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로 우리나라 차세대 

한국형발사체*를 통해 자력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누리호’ 후속으로 개발 예정인 액체산소-케로신 기반의 2단형 차세대 발사체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통과할 경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달 착륙선 개발사업에 착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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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주 탐사 궤도 및 항행 방법

 ㅇ 달 전이궤도의 종류와 특성

전이궤도 종류 그림

1) 직접 전이(아폴로 미션, 미국의 LRO미션): 약 5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지구 발사 후
직접 달에 도착. 우주 환경은 인간에게
유해하기에 직접 천이법은 유인 탐사에 적합하며
아폴로 미션에서 활용되었음

2) 위상전이(일본의 셀레네 미션, 인도의 찬드라얀 1,
2 호 미션). 지구 근처를 굉장히 긴 타원궤도로
몇 차례 공전 한 후에 달 궤도에 진입하는 방법.
달 궤도 진입까지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사이에 위성체의 주요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
일부 비정상 작동이 확인되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처음 달탐사를 수행한
일본과 인도에서도 위상전이를 이용

3) WSB/BLT 전이(1990년 일본의 히텐, 2011년 미국의
그레일 미션) 지구-태양 간의 L1 라그랑지점(약 150만
km)까지 비행하여 TLI 기동(발사체가 제공)이
일반적으로 크지만 궤도에너지를 증가하여 달에 포획될
때의 속도 증분(ΔV)을 약 25%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궤적으로 탐사선의 연료 소모량을 최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 전이기간은 3.5 위상전이 방법에
비해 2～3개월 추가 소요. 다만, 1)과 2)에 비해
탐사선이 훨씬 먼 거리를 항행하므로 지구와 탐사선의
통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거리가 2배 멀어지면
통신량은 4배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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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호만전이궤도(Hohmans Transfer Orbit)

   - 지구의 공전궤도와 도달하려는 행성의 공전궤도를 타원으로 연결하는 

전이궤도

      

   - 행성의 공전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연료소모량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호만궤도를 이용해 화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초속 32.73km의 속도가 필요한데 이때

29.78km는 지구 공전속도에서 얻을 수 있음.

   - 지구와 도달하려는 행성의 위치가 서로 180도 되는 각각의 지점을 

타원궤도로 만들어야 하므로 행성이 정렬되는 동안 기다려야 하는 

제약이 있음.

* 호만궤도 이용시 금성 약 146일, 화성 약 259일, 목성 약 2.7년 소요됨. 1996.12.4.

발사되어 화성탐사에 성공한 패스파인더호가 호만궤도를 이용.

 ㅇ 스윙바이궤도(Swingby Orbit)

   - 목표로 하는 행성 또는 중도 행성의 중력장을 이용하여 진로나 궤도를 

제어하는 비행경로로 중력턴이라고도 함. 우주선 자체의 연료에 의하지 

않고 행성의 인력을 이용하는 방식

* 1974년 NASA에서 발사한 매리너 10호가 처음 시도했으며, 이후 보이저 2호가

스윙바이하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과 조우한 후 1988년 8월 다시

스윙바이하여 우주공간속으로 비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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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선이 행성과 같은 큰 천체의 옆을 통과하는 것을 플라이바이라고 

하며 이때 천체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인력에 의해 탐사선의 속도와 

방향이 변화하여 궤도가 바뀌고 이후 탐사선은 특정한 방향으로 비행을 

계속하게 됨.

[New Horizon Mission,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