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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 우주개발 경쟁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러시아(구소련)의

사회주의 간의 정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

한 기술력 과시의 표현으로 상징된다. 이러한

우주개발 경쟁은 1969년 미국의 아폴로

(Apollo) 11호가유인달착륙에성공하기전까

지정부주도로치열하게진행되었다. 

그 후 두 우주강국 간의 치열했던 우주개발

경쟁은 다소 시들해졌지만 미국은 태양계 탐

사위성, 우주 관측 망원경, 스페이스 셔틀 등

주요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여전히 계속 진행

했고, 러시아도 우주정거장 운 , 태양계 행성

탐사를 수행하면서 우주를 향한 인류의 호기

심탐구와개척정신을꾸준히이어나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 인도, 일본 등 아

시아 국가들이 가세해 우주개발 경쟁에 새롭

게 불이 붙었다. 미국의 탐사선 뉴호라이즌스

(New Horizons)호가 발사된 지 9년 반 만에

태양계의 가장 외곽에 위치한 명왕성을 근접

비행했고,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화성 정

찰위성은 화성에 흐르는 소금물을 발견했다.

유럽의 혜성탐사선 로제타(Rosetta)호의 탐사

로봇 필레(Philae)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혜

성착륙에성공해우주탐사의새역사를썼다.

중국은 창어(嫦娥) 3호의 탐사로봇인 옥토끼

(玉兎)가달착륙에성공했고, 인도는망갈리안

(Mangalyaan)호가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

으며, 일본은 아카츠키(あかつき)호가 금성 궤

도진입에성공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양강 구도에서 벗어난 새

로운 우주경쟁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상업화

라고 할 수 있다. 자력 발사 능력이 없는 우주



개발 후발 국가나 기업들도 발사 서비스를 이

용해인공위성을운용할수있게되었고, 인공

위성을통한방송, 통신, 내비게이션등일반인

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주개발의 혜택을 직

접누릴수있게되었다. 

또한 우주개발의 상업화 추세는 스페이스엑

스,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과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을 탄생시켰다. 스페이스엑스는 우주발

사 능력을 확보해 우주물자 수송 서비스를 시

작했고, 블루오리진과 버진갤럭틱은 민간 우

주 관광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발사체를 재사용하기 위한 연구

로경쟁중이며, 상용화에성공하면발사비용

절감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상업적 우주활동

규모가증가할것이다. 

스페이스 파운데이션(Space Foundation,

우주산업을 지원하는 비 리단체)의‘Space

Report 2015’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세계우주활동규모는2005년도 1,767억달러

에서 연평균 7.2%씩 성장했고, 2014년도는

3,300억달러(전년도3,025억달러대비9.1%

성장)를기록했다. 

우주활동 규모는 크게 정부 예산과 상업용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2014년도 정부 예산은

전체우주활동규모의 24%에해당하는 792억

달러이다. 이중 미국의 예산이 430억 달러(국

방부 225억 달러, NASA 176억 달러 등)로

54%의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이외 국가는

362억달러(유럽우주청 56억달러, 러시아 49

억 달러, 중국 43억 달러, 일본 30억 달러 등)

로써미국의우주예산이미국을제외한전세

계모든나라의합보다많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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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경우최근5년간정부우주예산

은2010년2,654억원에서 2015년도6,18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국내우주개발예산규모는미국의 1/60, 일

본의1/5에불과하다. 

2014년도상업용분야는2,508억달러로전

체 우주활동 규모의 76%를 차지한다. 이중 인

프라 및 지원 산업은 1,277억 달러로 지상국

및 관련 장비 1,200억 달러, 상업 인공위성 제

작48억달러, 상업발사체산업24억달러등

의 규모이다. 제품 및 서비스는 1,232억 달러

로위성방송텔레비전950억달러, 위성통신

217억달러등의규모이다. 제품및 서비스 통

계에포함되지는않았지만GPS와GLONASS

등의 위성군을 활용하는 PNT(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칩셋 관련 매출은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기기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2013년 756억 달러에서 2014년 913억

달러로성장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는인

공위성, 발사체와 같은 우주기기를 제작하는

분야가 비록 우주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

은적으나, 지상장비와위성을활용하는제품

및 서비스 수요를 견인함을 알 수 있다. 국내

산업체의 우주 분야 매출은 2013년도 기준 2

조 원 규모이며, 이 중 우주기기제작 분야는

1,330억 원, 위성활용 분야는 1조 9,405억 원

으로써 다른 나라와 같이 위성활용 분야 중심

으로산업화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나라는 우주 선진국에 비해 30여년 늦

게 우주개발을 시작했지만 정부 주도 아래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빠른 발전을 이

루었다. 

인공위성은 1999년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호를 시작으로 저궤도관측위성 5기, 과학기

술위성 3기, 정지궤도위성 1기를 개발했으며,

관측위성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하고있다. 하나의예로흑백 상해상도는다

목적실용위성 1호 6.6m에서 2006년 발사된

다목적실용위성 2호 1m, 2012년 발사된 다목

적실용위성 3호 0.7m를 거쳐 2015년 발사된

다목적실용위성 3A호 0.55m로 광학카메라의

성능이 발전했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야

간 촬 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도 탑재했다.

2013년 발사한 다목적실용위성 5호의 합성개

구레이더(SAR)와함께현재는광학/레이더/적

외선을 활용한 전천후 지구관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2010년에는통신, 해양, 기상관측을목

적으로 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 천리안을 개발

해적도35,786km 상공에서한반도주변해역

실시간 해양감시가 가능해졌으며, 천리안 개

발 이전에 일본에 의존하던 기상정보 수집 간

격을 30분에서 최대 8분으로 줄일 수 있게 되

었다.

위성 제작뿐만 아니라 상정보의 품질 개

선과 함께 활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일반적인 상 배포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가 운 하는 브이월드(www.vworld.kr)에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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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역 상을 제공했고,

위성 상 기반 UHD 방송

콘텐츠인“우주에서 바라

본 세상”개발 및“Art in

Space”와 같은 방송통신

용 위성 상도 기획/제작

했다.

발사체 분야에서도 짧은

역사에 비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 1993년 2회의 과

학관측로켓(KSR) 1호 발

사를 시작으로 1997년과 1998년 과학관측로

켓2호를발사하며고체연료로켓개발경험을

쌓았고, 2002년에는 액체연료 로켓인 과학관

측로켓 3호 발사에 성공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2002년부터 러시아와 협력

해100kg급인공위성을저궤도에진입시킬수

있는 나로호(KSLV-I) 개발을 시작했다. 우리

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개발사업은

액체엔진으로 구성된 1단은 러시아가 개발하

고 킥모터(고체엔진)로 구성된 2단은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동시에 전남

고흥외나로도에나로호시험및발사를할수

있는 나로우주센터를 건설했다. 나로호는

2009년과 2010년 두 번의 발사 실패 끝에

2013년 1월, 3차 발사에 마침내 성공했고, 발

사체 체계 기술, 발사체 상단 기술, 발사장 지

상시스템및운용기술등을확보해향후독자

발사체를개발할수있는기반이되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은 국내·외 환경변

화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새로운 우주개발 전

략 마련 필요성에 따라 2013년 11월 수립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기반으로「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우

주위험대비기본계획」등분야별로계획이수

립되었다. 「우주개발중장기계획」은독자적우

주개발 능력강화를 통해 국가위상 제고 및 국

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 아래 발사체,

위성, 위성활용, 우주탐사, 우주산업, 기반확

충 분야에 대한 2040년까지의 장기계획으로

이루어져있고, 매년초「우주개발시행계획」을

통해 당해 연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라 현재 우

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우주개발 사업은 다음

과같다.

먼저 인공위성은 2019년 발사 목표로 SAR

탑재체를 국내 주도로 개발하는 다목적실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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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6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500kg급 위

성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내수

요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을 갖을 수 있도록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을 2020년을 목표로 추

진하고있다. 또한, 천리안위성의임무종료를

대비해 기상감시와 해양/환경감시 기능을 분

리한 천리안 2A호와 2B호도 2018년과 2019

년발사를목표로개발중에있다. 

발사체 분야에서는 나로호 발사 성공의 경

험을 토대로 1.5톤급 실용위성을 저궤도에 발

사할 수 있는 한국형발사체(KSLV-II) 개발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3단계 개발 단계 중

2015년에 마무리한 1단계 사업에서는 각종 시

험설비 완공과 함께 7톤급, 75톤급 액체엔진

의 다양한 시험들을 수행했다. 2단계 사업 기

간에는 본격적인 액체엔진의 성능 개선 연구

와다수의시험을통한신뢰도확보에나서고,

개발된 엔진을 이용해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체를발사할계획이다.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달 탐사 사업을

진행할예정이다. NASA와의국제협력을통한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와 심우주지상국을 구

축하는 1단계사업, 그리고한국형발사체개발

시기에 맞춰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국내 독자

개발하여 로버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2단계

사업으로계획되어있다.

우주기술은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서 국가 과

학기술력을 대변하며, 우주산업이야말로 창조

경제시대의 핵심인 무한상상의 아이디어와 융

복합의 선도산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우주기술자립을국정과제로선정해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고려해, 무분별하게선진국을모방하는

것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실수요 중

심의 인공위성과 발사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

다. 또한, 국제 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달 탐사 등 우주탐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업체 참여를 통한 우주산업 역량 강화를 시

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계획대로 순조롭

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안정적으로사업을추

진할예산을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한과제라

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산·학·연·관이 협력

할 수 있는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략적이

고체계적인국제협력을병행해나가야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우주기술 활용 산

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위성을 활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하

고있다. 우주시장이미래기술혁신과경제성

장을 이끄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이다. 우리가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보유

하지 못한다면 이 블루오션에서 경쟁력을 갖

기는힘들것이다. 

앞으로 우주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는그동안축적시켜온기술과경험, 그리고시

설과 장비를 활용해 주도적인 국제협력을 추

진하고,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 그

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 국민의

공감대와성원이필요하다는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