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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우주로 뻗어나가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다가오는 천년을 살아내지 못할 것
이다.” 전 지구적 재난으로 인한 인류 생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스티븐 호킹
(Stephen Hawking)이 한 말입니다. 그의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주는 우리의 삶과는 다소 동떨어진 상상 속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오늘
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경쟁’ 시대
각국 정부와 민간 업체들이 우주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며,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우주여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국은 우주기술
을 접목해 기후ㆍ의료ㆍ전자ㆍ재료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개발과 관련된 기술이 국가의 미래 생존과 번영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각국은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우주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주개발의 역사에서 중요한 족적을 남긴 대표적 국가입니다. 러시
아는 1957년 10월에 인공위성을 발사했으며, 1961년 4월에는 유인우주비행,
그리고 1965년 3월에 우주 유영을 성공한 바 있는데, 모두 세계 최초였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러시아의 우주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러시
아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160여 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성 개발
과 발사, 국제우주정거장 운영, 달 탐사 등 다양한 우주 관련 부문에서 국제 경쟁
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에서 선구적 위치에 있는 러시아와 한국의 우주협력은 2000년대 들
어 본격화되었습니다. 2003년 9월 한국의 과학기술위성 1호와 2006년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2호가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
었습니다. 이외에 한국 최초의 유인우주 프로그램 실행, 나로우주센터 준공, 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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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우주발사체 개발 및 발사 성공 등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중요
한 성과들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우주 시장의 잠재력과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면서 우주 전담 부서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전략 차원에
서 우주협력을 본격화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연구원은 한ㆍ러 간
미래 협력방안 중 하나로 우주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보고서를 기
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다음의 2가지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최근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전략과 현황, 그리고 러시아와 주요국과의 협력 사례 분
석을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우주협력의 새로운 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 연구가 한국 사회 내에서 희소성
을 지니는 우주 관련 연구성과물이라는 점에서 현지 동향 파악과 후속 연구 진행
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는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세르게이 발렌테이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
았으며, 5명의 러시아 전문 연구자들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의 연구기획과 러시아 연구진 섭외, 한글 번역 작업 등 연구 진행 전반에
걸쳐 관리 책임을 담당한 러시아ㆍ유라시아팀 박정호 선임연구위원과 민지영 전
문연구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연구 심의과정에서 유익하고 생
산적인 논평을 해주신 김석환 한국유라시아연구소 소장, 조영관 한국수출입은
행 선임연구원, 김영옥 법무법인 경연 변호사,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에
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연구를 차질 없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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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주신 러시아 연구진과 연구지원과 편집, 출판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의 노
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가 한ㆍ러 미래 협력의 내실화와 지평 확대에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
를 바랍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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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주산업의 발전은 국제무대에서 한 국가의 기술발전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
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민
간 기업이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가 우주개발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우주개발에 투입되는 투자규모도 ‘뉴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개발 투자비율이 0.24%에 달하는 러
시아가 이 부문 1위라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 외에 GDP의
0.2% 이상을 우주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러시아가 이렇게 과감하게 우주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우주기술이 있다.
오랜 세월 우주장비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은 러시아 우주산업의
경쟁력이다. 또한 과거 구소련 시절 폐쇄적인 국가체제로 인해 과학기술자들은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 없이 오로지 소련 내부의 우주산업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
하여 모든 우주장비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야만 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방대한 우
주장비 제품군을 보유하게 되었다.
수십 년간 다양한 우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 역시 러시아 우
주산업의 강점이다. 20세기 초 전 세계에서 우주로 발사된 로켓의 절반가량은 러
시아 로켓이었으며, 이러한 수준 높은 품질의 제품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세계 우
주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러시아 우주산업은 명백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약점 역시 너무나 명백하
다. 첫째, 업체 간 경쟁의 부재, 둘째, 기업의 노후화된 생산 기반, 셋째, 부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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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해외 의존도(특히 일부 통신위성용 부품 등)를 들 수 있다. 러시아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주개발에서 러시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는 또 있다.
가장 먼저 러시아의 우주 발사장을 포함하여 상업용 우주장치 발사 시장을 들
수 있다. 단 몇 년 사이 우주발사 시장을 재편하고 한층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
는 ‘스페이스X(SpaceX)’를 포함하여 미국의 신생 우주기업들이 공격적인 가
격경쟁을 펼치며 시장이 다원화되면서 러시아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기 시작
했다.
러시아는 이와 같은 여러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우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활발한 우주산업 기술 개발에 힘 쏟고 우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도 우주산업 분야의 재정
투자를 확보함으로써 우주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러시
아는 기존 우주 강국의 지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1950년대 말 인류에게 우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던 소련 우주비행
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전유물이
었던 우주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다. 이에 러시아는 우주 에너지 연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미래형 행성
간 예인선인 ‘제우스(Зевс)’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원자력 엔진 개발에 주력하
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나라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생각은 잘
못된 정책이다. 이젠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우주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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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한국이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우주협력은 양국 공히 국가 차원의 염원이며, 양국의 기술적ㆍ
경제적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러시아는 거의 모든 유형의 우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은 바로 이 분야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한국
항공우주연구원(KARI)에 할당된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상당
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위성통신 기술과 지구 원격탐사 분야에서 한국
이 이룬 성과는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또한 ‘뉴 스페이스’ 분야에서 한국의 잠재
력은 엄청나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우주개발 분야에 상당히 긍
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이제 러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다. 그 첫 번째 계
기는 한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훈련 및 우주비행을 위한 공동 협력이었다. 이후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여러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나로호는 위
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나로호 이후 한국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발사
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우주발사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ㆍ러 양국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제작했거나 한국 기업의 의뢰를 받아 제작되었거나 한국과 다른 국가
의 협력을 통해 제작된 우주장치를 궤도에 올리기 위한 우주발사가 2003년 이후
총 23건이나 이루어졌다.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발사 횟수가 가장 많았
으며, 그중에 실패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세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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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에는 한국의
한 해 발사 건수로는 기록적으로 많은 우주발사가 계획되어 있다. 그중에는 한국
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위성 모사체를 탑재한 누리호를 한
국 자체의 기술력으로 발사하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스타트업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Perigee Aerospace)’가 만든 과학 로켓 ‘블루 웨일 1
호(Blue Whale 1)’의 첫 발사도 예정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소유즈-2.1a’ 로켓
으로 5개의 한국 위성(CAS500-2 1개와 큐브위성 4개)을 발사할 계획도 예정되
어 있다. 또한 올해에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도 발사될 예정이다.
지구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키기 위한 발사체 개발 협력이 종료되면서 양국 간 협
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지만 경량 및 초경량 로켓 개발과 상업적 발사 분야, 위성통
신, 지구 원격탐사, 부품 공급, 기초 우주 연구 분야 등에서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
민간 기업을 공동 우주 프로젝트에 유치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잠재력을 끌어
올리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대규모 우주 프로젝트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비즈니스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한국의 경험을 통해 아시아 등 인구밀도
가 높은 지역에서 단기간에 해당 서비스의 상용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지궤
도 위성은 지상 통신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 없이도 백본망(Backbone
Network)1)을 통해 지상의 5G 서비스 영역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5G 상용화에
1) 기간망이라고도 불린다. 광대역통합망은 이동통신망, 인터넷, 전화망, DMB, 케이블 TV망 등의 서로 다
른 네트워크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데, 그 중추가 되는 모든 네트워크가 붙어 있는 최상위 네트워크
를 지칭한다(옮긴이주, 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48159&cid=584
69&categoryId=58469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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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줄 수 있다. 러시아는 광섬유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오지 등에 위성통신
기술을 이용한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제공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
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대역 위성통신 네트워크는 5G 표준으로
만 연결될 수 있는데 러시아의 5G 인프라는 아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5G 상용
화는 러시아에도 당면한 과제이다.
위성통신 개발사들은 대부분 저궤도 위성을 선호하고 있으며 수백 및 수천 개
의 위성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향후 이 분야의 위성과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수명이 짧은 저궤도 위성의 특성상 발사 서
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구궤도의 위성들은 최소 5
년에서 7년에 한 번은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우터와 위성 간 통신장비를 탑재한 군집 위성은 다수의 지상 중계기와 광섬
유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도 지구 전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레이저를 이용한 위성 간 광학통신이 유망 분야로 꼽히고 있다. 우주통신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는 상업적 관점에서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
는데, 각 단계는 완전히 독립적인 성격을 띤다.
한국과 러시아는 북극 개발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방대하게 매
장된 탄화수소 등의 자원 개발과 북극 항로로 대표된다. 한국정부의 수소 기반
에너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극의 탄화수소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최단 항로인 북극
항로는 화물 운송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열쇠이다. 이와 같은 분야의
협력 사업에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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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개발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지질 탐사나 빙하 탐사가 필요하
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 넓은 영역을 효율
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오랜 기간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지속되고 흐린 날씨가
잦은 극지방 탐사에는 위성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고 반사파를 수신해 물체의
형태를 파악하는 레이더 위성이 특히 선호되고 있다. 가시광선을 수신하는 카메
라를 이용한 광학 지구 원격탐사는 이러한 조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국이 보유한 레이더 위성들을 통합한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북극 지
역 협력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다.
발사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여기에
서 주요 과제는 발사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장치의 일부와 발사체를 재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우주궤도에서 지
상으로 무거운 물체를 귀환시키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한다면 향후 무중력
상태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쓰레기를 청소하고 지구궤
도상의 우주장치를 관리하는 분야 역시 유망하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펙트르-M
(Спектр-М)’ 천문대를 기반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천체 물리학 우주관측소 ‘밀
리메트론(Миллиметрон)’ 건설을 위한 장비 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국제달정거장 프로젝트에 한
국이 참여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는 다른 조건에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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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국제달정거장 프로젝트와 아르
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와 미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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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께

필자와 같은 세대의 러시아인들은 우주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
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 소련이 세계 최초로 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당시 러시아인들은 이 사건을 인류 역사에 남을 소련의 승리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섯 살배기 어린
아이였던 필자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인근 지하철역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어두운 밤하늘에서 움직이는 작은 별을 바라보던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
다. 당시 저는 그 별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늘에서 반짝이며 움직이던 별과
그 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사람들의 모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
게 기억합니다. 그 별이 바로 최초의 인공위성이었습니다.
이후 인류 최초의 유인우주비행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유인우주비행도 기
억납니다. 또한 소련은 세계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도 배출했고 최초의 우
주정거장 건설, 세계 최초의 달ㆍ금성ㆍ화성 착륙, 우주왕복선 ‘부란’의 최초
무인 우주비행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과들은 소련이 명
실공히 세계 최강의 우주 강대국임을 입증해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인들은 우주기술이 인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소련의 우주기술
이 발전을 거듭하던 시기에 우주군사 분야 인프라 건설, 우주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근우주 및 심우주 연구, 상업적 목적의 지구원격탐사, 생물권 연
구, 기상학과 기후학, 우주통신, 유인우주기술 등 다양한 기초과학 및 응용 과
학 분야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주의료, 재료공학, 전자기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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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기기의 제작, 무선공학 등의 분야에서도 평화적 목적의 우주기술이 발전
하면서 점차 지상 기술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새로운
경제시스템 형성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에 진출하는
이른바 ‘뉴 스페이스’의 등장과 함께 지금 우리 눈앞에는 우주ㆍ과학ㆍ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협력의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주
분야에 대한 전 방위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며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시
대적 요구와 관련한 우주개발과 국제협력 연구의 전반적인 개요와 분석을 제
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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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주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구상의 수많은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인자동차, 무인항공
시스템, 무인자율 항해, 효율적인 농작물 재배, 지질탐사, 유용광물 채굴, 재
생 바이오 자원의 활용, 광대역 통신, 기상학, 재난재해 예측 및 분석 시스템
등 우주기술이 기존의 산업기술에 융합된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만
약 이러한 분야에 우주과학기술을 접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작업의
속도나 결과물의 품질과 효율성이 몇 배는 떨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과
우주기술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주기술은 도
시, 농업, 어업, 산림 및 유용광물 채굴 분야의 인프라 등의 상태 변화를 관찰
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항법을 개발하는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재해 및 재난 상황의 예측과 예방을 위해서는 우주과학기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주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우주과학기술은 전략적 관점에 따라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우주 프로그
램을 추진하는 방법, 다른 나라가 추진하는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의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3가지 방식 모두 자율성이나 상황 관리 측면 등에서 장단
점이 있다.
먼저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우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식은 최
대한의 자율성과 해당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폭넓은 전략적 운영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그보다 더 큰 리스크를 수반한다. 설비 제작,
엔진 제조, 로켓 제조, 발사장치 인프라 건설 등에 수반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이 과정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추진할 경우 해당 국가는 프로그램 실현이라는 성과를 통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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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서적ㆍ심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다른 나라가 추진하는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만을 담당하여 참여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운용권리나 획득정보 취득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직접 담당한 부분
이 아니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의 부산물을 공유 또는 향유함에 있어 참여국에
게 부여되는 우선권을 갖는 잠재적 이점을 누릴 기회는 있다. 하지만 그에 대
한 일정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비용지출을 최적화하거나 추가적인 기회를 얻기
위하여 해당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국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비용 부담도 줄이고 각국이 축적해놓은 우주개발 연
구성과를 공동 프로그램에 활용함으로써 기술적 리스크는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협력 프로
젝트는 참여국들이 서로 해당 분야의 개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앞서 언급한 두 방안에 비해 이점이 훨씬 많을 수 있다.
러시아 역시 국제협력을 통한 우주기술 발전에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주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별 국가가 자체적
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
식이 형성되었다. 그러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미ㆍ소, 미ㆍ러 공동 우주 프
로젝트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여러 국가가 공동 우
주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제 우주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협력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으며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제
안한 한ㆍ러 우주 국제협력 전망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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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다음의 4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우주산업 발전 전략이다. 대부분의 과학교육이 비슷하지만 우주과학
교육도 실험ㆍ실습이 매우 중요한데 러시아는 수십 년간 축적해온 우주산업
기반 덕분에 각종 시설 및 실험장비들을 활용하여 더 우수한 우주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과학 인재양성 기반
은 이미 제정러시아 시절 구축되었으며 그 덕분에 수세대에 걸쳐 수많은 우주
개발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개발
투자비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것만 보더라도 우주산업 발전을 향
한 러시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둘째, 러시아의 우주산업 생산기반에 대한 평가이다. 러시아의 주요 우주
기업들은 로켓, 상단 로켓, 엔진, 근우주 및 심우주탐사를 위한 다양한 우주장
치와 부품을 생산한다.
셋째, 우주 서비스 시장에 대한 분석이다.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
된 이후 지난 60여 년간 우주공간에 대한 기초 연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
반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우주기술이 등장했
다. 우주개발 프로젝트는 점점 더 상업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프로젝트가 되
고 있으며 연구자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것이 가장 좋은 이론이다’라는 명백
한 진리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류는 우주기술을 통해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하고, 스마트 도시를 조성ㆍ운영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
나 원활하게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소비의 최대 효용을 추구하
는 경제시스템에서 기존의 산업기술에 우주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가 성공의 요건이 되고 있다.
넷째, 국제우주협력이다. 개별 국가가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수반되는 수많
은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생산적이다. 물론 단독으로
모든 것을 진행할 경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21

26 •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세기의 경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통합을 요구하고 있
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같은 정치적 이슈에도 주목하였으
며 이와 관련한 정치적 리스크 사례도 제시하였다.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우주개발 분야는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우주장치의 궤도 투입, 로켓발사체 제작, 우주 인프라 구축 분야의 협력은 경
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합리적이다. 물론 양국의 우주협력이 이 분야에
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양국이 모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위성
통신, 지구 관측, 항법, 천체물리 연구 등 다양하며 향후 재사용 우주장치 개
발과 달 연구 역시 생산적인 협력 가능한 분야이다.
본 연구보고서가 제안하는 다양한 우주협력방안에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
정부와 관련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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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전략

제1장
러시아의 우주산업 형성과
경제적 영향
1.1 러시아 우주산업의 형성
1.2 러시아 우주산업의 경제적 영향

1.1 러시아 우주산업의 형성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주공간의 개발과 사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분야에서 근거
리 우주탐사 초기에 확립된 우주학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인류는
1950년대 말 소련의 과학자와 엔지니어 덕분에 처음으로 우주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우주공간에 도달한 최초의 발사체와 우주선, 유인우주비행,
저궤도 우주정거장, 우주선의 비행과 달 착륙 및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
등은 바로 소련이 이룩해놓은 성과이다.
러시아의 우주산업은 1946년 모스크바 주 칼리닌그라드에 최초의 우주기
업인 88번 연구소와 ‘에네르기아’가 설립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러나 러시아 우주산업의 형성과 그 기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19
세기에서 1920년까지의 시기와 1920~46년까지의 시기에 있었던 주요 사건
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바로 이 두 시기가 있었기에 20세기 중반 러시아의 우
주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19세기에 이미 많은 과학자가 광활한 우주공간으로의 비행에 관
심을 가지고 있었다. 1814년 군사과학위원회 회원이었던 카르트마조프(И.
Картмазов)는 모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전투용 로켓 구조를 설계한
바 있다. 1817년에는 자샤드코(А. Засядко)가 최초의 고체 연료 로켓을 성공
적으로 테스트했으며 로켓이 달까지 비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체 연료의 양을
계산했다. 1826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러시아 군용 로켓을 대량으로 생
산하기 위한 최초의 기업이 설립되었다. 콘스탄티노프(К. Константинов)는 자
신이 저술한 군용 로켓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책2)에서 실험적인 로켓역학

2) Константинов(2009), О боевых ракетах. Москва. Библиотека мемориальных изданий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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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를 정립하였고, 이를 통해 고체 연료 로켓 제작과 관련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그의 제안에 따라 1866년 니콜라예프 시에 로
켓공장이 건설되었다.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에서 20개 이상의 제트 추진 비
행체 개발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로켓 과학 연구자들이 얼마
나 활발하게 활동했는지 보여준다. 그중에 트레츠키(И. Третеский), 소코브
닌(Н. Соковнин), 텔레쇼프(Н. Телешов), 게슈밴드(Ф. Гешвенд), 네즈다놉
스키(С. Неждановский)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과
학자의 연구 중 일부만 분석하더라도 당시 얼마나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졌
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메셰르스키(И. Мещерский)의 ‘가변질량점의 동역
학 공간’3)이라는 연구는 이 분야의 기초 연구로 삼기에 충분하다. 주콥스키
(Н. Жуковский)는 ‘유체의 흡입 및 배출 유동의 작용’4)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트엔진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했다. 로켓 역
학 원리에 기반한 장치를 활용하는 제트 추진 비행체 개발을 연구한 키발치치
(Н. Кибальчич)는 제트기 연소실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엔
진을 기울이는 방법으로 비행을 제어하는 장치를 제안하며 현격히 시대를 앞
서간 연구를 진행했다. 치올콥스키(К. Циолковский)는 ‘자유공간’5)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반작용 원리를 기반으로 한 우주비행을 제안했으며 인간이 우주
공간에 머물 수 있는 항공기를 설계하여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치올콥스키
는 1895년 지구와 하늘에 대한 백일몽과 만유인력의 효과

6)라는

자신의 공

상과학소설에서 지구를 이탈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위성의 제작 가능성을
3) Мещерский(1897), Динамика точки переменной массы. СПБ(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4).
4) Жуковскiй(1886), О реакции вытекающей и втекающей жидкости, Матем. сб(온라인 자
료, 검색일: 2021. 7. 24).
5) Циолковский, К. Свобод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4).
6) Циолковский, К. Грезы о Земле и небе и эффекты всемирного тяготения(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4).

제1장 러시아의 우주산업 형성과 경제적 영향 • 31

입증했다. 동시에 표도로프(А. Фёдоров)가 ｢공기를 기준 매질로 하는 항공
유영의 새로운 원리｣7)라는 자신의 연구에서 반작용 원리를 기반으로 한 비행
체 설계를 제안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치올콥스키는 이러한 연구에 대한 비
판적인 이해를 통해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다단계 추진
우주로켓을 사용하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공식화할 수 있었다. 치올콥스키의
｢반작용 장치를 통한 우주공간 연구｣8)는 질량이 변하는 물체의 운동 법칙을
알아내고 로켓의 효율9)을 결정하였으며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행성 간 로켓
설계를 제안했으며, 그의 이러한 연구는 행성 간 교류의 기반을 만드는 데 중
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콘드라추크(Ю. Кондратюк)는 치올콥스키와는 다른 독창적인 방법을 활
용하여 로켓운동의 기본 방정식을 도출해냈고 다단 로켓의 우주비행에 있어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궤도를 정립하여 우주비행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를 해
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콘드라추크는 행성 간 중간 급유기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우주선 착륙 시 제동을 위해 행성의 대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
는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콘드라추크는 인공위성이
달의 궤도로 먼저 진입한 다음 이착륙선을 분리하여 달에 착륙시키는 탐사 비
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 방법은 실제로 소련과 미국의 달 탐사 우주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태양계 내 우주선의 가속과 감속을 위해 천체의 중
력장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의 제안은 지금도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창기 러시아 우주비행학 연구자들의 아이디어가 널리 알려지면서 찬데르
(Ф. Цандер)는 1921년에 행성 간 우주선 프로젝트를 개발하였고 1924년에
는 ｢다른 행성으로의 비행｣10)이라는 연구를 발표했으며, 1930년에는 러시
7) Фёдоров(1896), Новый принцип воздухоплавания, использующий атмосферу как
опорную среду. СПБ(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4).
8) Циолковский, К. Исследование мировых пространств реактивными приборами(온라
인 자료, 검색일: 2021. 7. 24).
9) 자동차도 효율(연비)이 있듯이 로켓도 효율(연비)이 있다. 정의하는 방식도 비슷하지만 로켓에 대해서는
‘연비’가 아니라 ‘효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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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최초의 로켓엔진을 제작하고 1933년에는 액체 추진체 로켓인 GIRD-X의
엔진을 개발하는 등 주목할 만한 연구를 수행했다.
1920년 이후 러시아 우주산업의 특징은 로켓 과학자들의 열정적인 연구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법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 내 다양한 연
구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자가 모여 연구단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중
에 기체역학실험실과 반작용추진연구소를 가장 중요한 단체로 꼽을 수 있다.
기체역학실험실은 티호미로프(Тихомиров), 아르테미예프(Артемьев), 쿨라긴
(Кулагин), 벤트첼(Вентцель), 보고류보프(Боголюбов), 란게마크(Лангемак)
가 설립하였다. 극저온 및 상온 추진제로 작동하는 액체 추진 로켓엔진(추력
6kgf ~ 300kgf)을 개발한 연구팀을 이끌었던 글루슈코(Глушко)가 연구소장으
로 임명되면서 기체역학실험실의 연구 활동이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서 모스크바 반작용추진연구소와 레닌그
라드 반작용추진연구소가 조직되었으며, 이후 가까운 미래에 소련을 대표
하게 될 찬데르(Цандер), 포베도노스체프(Победоносцев), 티호느라노프
(Тихонравов), 코롤료프(Королёв) 등 다수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러한 연
구 그룹에 속해 있었다. 포베도노스체프가 최초의 램제트엔진을 만든 곳이
바로 반작용추진연구소이며 램제트엔진을 테스트하기 위해 음속의 3배에 해
당하는 유속의 풍동이 제작되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러시아에 축적된 우주
항공 과학 분야의 지적 자산은 러시아 정부가 1993년에 기체역학실험실과
반작용추진연구소를 통합하여 최초의 러시아 로켓과학연구소를 설립하게 되
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러시아 로켓과학연구소는 군사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카츄사(Катюша)’ 로켓과 순항로켓에 사용되는 액체 로
켓 외에 야코블레프(Яковлев), 수호이(Сухой), 라보츠킨(Лавочкин)과 같은
10) Цандер(1924), сс.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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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에 장착되는 로켓 부스터 등을 개발했다. 글루슈코가 개발한 실험용
액체 로켓엔진-65는 당시로서는 대단한 성과였다. 이 엔진은 질산과 등유를
사용하여 몇 시간 동안 작동하며 물을 분사하여 깨끗한 중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었다. 러시아 로켓과학연구소는 램제트엔진도 설계했다. 러시아 과학자
들은 독일의 로켓 과학자인 브라운(Брауна)이 고안한 로켓 구조를 연구하여
로켓 공학 발전에 실질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소련의 로켓 과학자들은
기존의 연구자료를 빠르게 습득하여 독일의 ‘V’ 시리즈 로켓을 제작할 수 있
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안 가 모든 면에서 ‘V’의 성능을 능가하는 자체 로켓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 있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소련정부는 미국과의 핵 균형을 갖
추기 위해 원자폭탄의 운송 수단을 제작하는 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
는 발사체 개발이 필수적이었으며, 바로 1946년에 88번 연구소가 설립되었
다. 그 이후 10년 동안 소련에 여러 로켓 개발과 관련한 연구소와 설계국 및
제조공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로켓산업 구조가 체계적으로 형성되었
으며, 소련의 모든 기업은 국가에서 설정한 전략 과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88번 연구소는 소련 로켓산업의 선두 기업이었
으며 이후 모스크바(Москва)와 드네프로페트롭스크(Днепропетровск), 퀴비
세프(Куйбышев), 크라스노야르스크(Красноярск), 미아스(Миас) 등 여러 도
시와 지역에 새로운 설계국과 연구소, 제조공장들이 설립되었다. 소련에서는
1956년까지 로켓산업 기업들이 이루어낸 성과로 다양한 방법으로 탄두를 운
반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발사체가 생산되었다.
5톤 이상의 탄두를 지구 어느 지점에든 실어나를 수 있는 2단형 탄도로켓
인 ‘R-7’은 인류 앞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다. 소련에서 이러한 대
량살상무기 운반체가 만들어지면서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어느 편이든 모두
가 완전히 파멸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세계 주요 강대국 간의 군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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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1957년 10월 4일 최초의 인공위성
을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며 사실상 인류의 우주시대를 열어준 것도 바로 탄도
로켓 ‘R-7’이다.
소련은 실험용 개 라이카를 스푸트니크 2호에 태워 1957년 11월 3일 발사
했다. 이 비행을 통해 우주공간에서의 지구 생물 생존 가능성 실험에 대한 중
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 무게가 1,327kg에 달하는 세 번째 위성에
는 지구의 대기, 자기장, 전기장을 연구하기 위한 장비들이 탑재되었다.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소련은 이미 달 탐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
으며, 1959년 1월 2일에 달 탐사선 ‘루나(Луна) 1호’가 발사되어 달 근방
6,000km까지 접근하였다. ‘루나 2호’는 1959년 9월 12일 발사되어 최초로
달 표면에 도착했고, ‘루나 3호’는 달 주위 궤도를 돌며 최초로 달의 뒷면을
촬영하는 데 성공하였다.
1961년 2월에 무게 643.5kg의 금성 탐사선 ‘베네라(Венера) 1호’가 금성
으로 발사된 바 있다. 이후 1965년 11월에 ‘베네라 2호’와 1966년 ‘베네라 3호’
두 탐사선이 금성으로 발사되었다. 1966년 3월 1일 발사된 ‘베네라 3호’는
인간이 만든 물체 중 최초로 금성 표면에 도달한 물체가 되었다.
인류 최초의 우주선은 지구궤도를 108분간 비행했고, 우주비행사 유리 가
가린(Ю. Гагарин)은 55분 동안 무중력 상태를 경험했다. 이 비행은 인간이
실제로 우주비행을 살아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유인우주비행학
이라는 새로운 우주시대를 열었다. 이후 1961년 8월에는 우주비행사 티토프
(Титов)가 우주선을 타고 24시간 동안 지구궤도를 비행했다. 이 비행에서 처
음으로 인간이 관찰 임무를 수행했고 우주선을 조종했다. 인간이 우주로 진
입할 때마다 새로운 과제들을 하나씩 수행한 것이다. 1962년에는 두 우주선
이 근접하여 비행하는 과제가 설정되었다. 1964년 10월에는 우주선 ‘보스호
드(Восход)’가 세 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발사되었으며 최초의 다인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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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우주비행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 비행을 실질적인 우주탐사
의 기반을 닦은 계기로 간주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보스호드 2호’의 비행
이 이루어졌다. ‘보스호드 2호’는 최초로 인간의 우주유영을 수행했으며 이
를 위한 격실 출입구와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소련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된 이후 보스호드 2호의 비행까지 10년 동안은 다양한 활동과 놀라운 속
도의 우주과학 지식이 축적되면서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화성 탐사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화성 탐사선 ‘마스(Марс)
1호’는 1962년 10월에 발사되어 계획된 궤적으로 화성에 접근하였으며 태
양계의 네 번째 행성인 화성으로 가는 우주탐사의 시작을 알렸다. 우주선 ‘존
드(Зонд)’ 시리즈가 태양계 행성 탐사에 기여했다. 1964년 11월 30일 발사
된 우주선 ‘존드 2호’는 행성 간 공간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진행했다. 1971
년 5월에는 ‘마스 2호’와 ‘마스 3호’가 각각 화성으로 발사되었다. ‘마스 2호’
에서 캡슐이 분리되어 화성 표면에 도달했고 ‘마스 3호’는 하강장치가 분리되
어 화성에 연착륙했다.
1966년 1월에 발사된 ‘루나 9호’는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연착륙하는 데
성공한 우주선이며, 태양이 여러 고도에 있을 때 달 표면을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했다. 그리고 1966년 12월 ‘루나 13호’는 달 표면의 물리적ㆍ기계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한 스탬프 그라운드 게이지와 암석의 밀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사선 밀도계 등의 특수 장비를 장착하고 달 토양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달 표면에 착륙했다.
소련의 우주산업은 첨단기술의 상징이 되었으며 소비에트 정권은 우주개
발 성과를 통해 소련식 정치체제와 생활양식이 이념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생각했다. 미국 역시 우주개발 경쟁에서 후발주자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소련의 우주 프로그램은 대부분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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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유리 가가린의 우주비행 이후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미국은 ‘유인 달 탐사’라는 국가 우선 과제를 발표한다. 미국은 소련이 우주
분야에서 거둔 성공에 대응할 만한 강력하고 인상적인 방안이 필요했다. 미국
은 강력한 위력의 발사체인 ‘사투른(Сатурн) 5호’와 우주선 ‘아폴로(Аполло)’
를 포함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으며,
미국의 달 탐사계획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다양한 특수 무기로 무장한 우주선을 이용해 ‘스타워즈’
가 가능할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가상
의 전쟁에서 미국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재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우
주 시스템, 즉 무게가 70t에 달하는 재사용 가능 궤도선으로 화물칸에 최대
30t의 위성을 싣고 궤도로 진입한 다음 귀환 시 최대 15t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우주왕복선(Space Shuttle)’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우주
왕복선은 공기역학적으로 대기권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활강해 착륙할 수 있
었다. 우주왕복선은 1단계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고체 연료 부스터를 사용했
고 2단계에서는 궤도선 꼬리 부분에 설치된 재사용 가능한 산소와 수소 엔진
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잠재적인 적의 야심찬 계획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소련은 여러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에네
르기아(Энергия)’를 설립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소련의 일반기계공업부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щег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산하 기업들과 다른 분야의 기업
들도 참여했으며 글루슈코가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우주왕복선보다 기술적으로 장점이 많은 소련의 재사용 가능 우
주왕복선이 제작되어 1987년 5월 15일 궤도선 대신 ‘폴류스(Полюс)’와 형
태 및 무게가 같은 위성을 싣고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으며 1988년 11월
15일에는 궤도선을 장착하고 무인 자율 비행을 수행했다. 재사용 우주왕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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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되었던 시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련의 우주ㆍ로켓 산업이 성숙해
질 수 있었던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다양한 분야의 수백 개에 달하는 기업의 협력 메커니즘이 국가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고 정비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추
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관련 제품들의 사양과 품질기준 등을 규정하는 통합 시
스템이 개발되었다.
대규모 연구, 설계,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수많은 연구소가 형성
되었고, 그중에 반은 코롤료프, 얀겔(Янгель), 글루슈코, 첼로메이(Челомей)
와 같이 우주산업을 개척한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이끌었고, 나머지 절반은
모스크바 항공대학, 바우만 모스크바 국립공과대학, 우크라이나 하리콥 항공
대학(現 우크라이나 국립항공대학), 쿠이비셰프 항공대학(現 사마라 국립항
공대학), 카잔 항공대학(現 카잔 국립연구기술대학) 등 대학의 우주ㆍ로켓 학
과가 맡았다.
재사용 가능한 우주왕복선 ‘에네르기아-부란(Энергия-Буран)’은 제작 당
시 지상 테스트를 반드시, 그리고 최대한 많이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
다. 이러한 테스트를 위해 수많은 시험장이 러시아에 건설되었다. 뿐만 아니
라 1980년대 말에 왕복선 제작을 위한 연구 개발, 설계, 시공 및 기술 등을 확
충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우주왕복선과 관련한 지상시험 시스템 구
축 및 원칙과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근지구 및 심우주탐사, 달, 화성,
금성 탐사, 태양계의 경계 탐사 등을 포함하여 당시 소련 우주비행학이 직면
하고 있던 여러 다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 소련이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우주 강
대국을 열망한 배경에는 경쟁국을 이겨야 하고 군사력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소련 시절 우주개발 전문가들은 당시 우주개발의 목표를 첫째, 국가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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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강화하고, 둘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셋째, 소련의 우위를 확보하
고, 넷째,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마지막으로 경쟁국에 자국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흥미롭게도 1980년대 말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쏟아부은 투자비용이 국가
경제에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다. 즉 통신위성, 지구 원격탐
사선, 기상위성 및 기타 다양한 궤도 위성을 활용함으로써 지질 탐사와 항해,
건설 및 기타 분야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지구 인근과 태양계 행성들을 탐사하며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를 활용하기
위해 이루어진 최초의 시도들은 일종의 순수한 과학실험과 비슷했다. 그러나
평화로운 우주공간은 선진국 산업에 있어 군사기술 분야 존재의 부가적인 산
물이다. 탄도로켓과 정찰 위성, 군 통신장비 등을 위한 기술과 우주기술을 개
발하는 전문가들은 우주의 평화로운 활용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우주는 처음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싹을 틔웠고
발전을 거듭해왔다. 군사장비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조하는 과정은
기술적ㆍ경제적ㆍ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군
사적 목적에 요구되는 기술적ㆍ기능적 사양은 평화적 용도로 요구되는 것에
비해 너무 높다. 우주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활용하는 내용들은 기밀이었
다. 이 때문에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기밀 장벽도 높아지고, 기존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사실상 군사적 목적이 과학
과 평화로운 우주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분명 이러한 접근법은 평화로운
우주개발이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했다. 반면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주기술 개발은 기능적ㆍ비용적 측면에서 최고로 효율
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거시경제를 포함해 국가경제 전반에 성과를 가져왔
으며, 여러 국가가 우주개발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명
백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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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련의 통치체제를 강타한 이데올로기적 위기와 계획경제가 맞이
한 경제위기, 1980년대 후반 경제개혁에 대한 계획의 부재, 민족 갈등으로
소련은 붕괴되어 15개 독립국가로 해체되었다. 그 결과 소련 시절 균형 개발
을 통해 어느 한 공화국이나 지역이 산업을 독점하지 않도록 배분되어 있던
우주생산 설비들이 구소련의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
한 ‘연계의 단절’은 이미 착수된 우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
용했으며 결과적으로 러시아 우주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90년대 초 러시아 우주산업은 전성기였던 소련 시절에 비해 그 위상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소련 시절에는 우주산업이 국가의 최우선과제
였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들이 최대한 충족되었지만 소련이 붕괴되면서 상황
이 바뀐 것이다. 우주산업을 비롯하여 당장 먹고사는 데 필요하지 않은 분야
에 과도하게 재정을 지출하여 나라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비판이 끊
이지 않았다. 1990년대 러시아의 우주산업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정부로
부터 최소한의 재정 지원만 받으며 생존을 위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990년대 초 활동했던 우주산업 전문가들은 당시 러시아 우주산업의 여러
문제점 중에 다음의 사항을 가장 심각한 실수로 지적했다.
1) 우주산업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
2) 우주산업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전략의 부재
3) 소련의 우주개발 전반을 주도했던 일반기계공업부의 해체
4) 주요 우주 프로그램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체제로
전환
5) 구소련 해체 후 독립한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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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러시아의 우주산업 역량은 1970년대 중반 수준으로 후퇴하게 되
었다.
1990년대 말이 되어서야 국민들 사이에 그동안 이루어온 우주개발 성과가
없었다면 러시아는 그저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아직 구소련 시절 개발된 로
켓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세계 발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가 적
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또한 해외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우주개발 프
로그램을 추진하려는 방안도 모색하기 시작했다.

1.2 러시아 우주산업의 경제적 영향
우주산업이 경제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2가지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
1) 직접적인 영향: 우주 제품의 특수 기능을 다른 산업 분야에 활용
2) 간접적인 영향: 우주 제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의 산업 발전

현재까지 평화적 목적으로 로켓 및 우주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
음과 같다.
 지구 주위 및 행성 간 우주공간 탐사
 태양계 내 행성 탐사
 지구대기 연구
 지구 자원 연구
 기상관측
 측지학 및 지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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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 인터넷 포함 우주통신시스템
 우주에서의 천문관측
 우주항해
 지구의 대기, 해양, 삼림 및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 프로그램

이러한 영역에서 이미 해결된 과제들과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들은
매우 광범위하며 각 영역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특수 목적의 우주장치 역시
상당히 많다. 우주를 비행하며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거에는 몰랐던
지구와 지구 주위의 우주공간, 심우주 및 다른 천체들의 특성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초창기 인공위성을 통해 방사선대가 발
견되었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태양에서 방출되는 하전입자 흐름과 지구
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게 되었다. 다른 행성으로 날아간 우주장치들의 비행을
통해 태양풍과 태양폭풍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형
태와 중력 및 자기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달의 질량과 형태 및 궤도에 대
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천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우주망원경과 X선 분광기가 개
발되어 현재 우주에서 활용되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과 은하에 대한 정보를 지구대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주에서 유용 광물 매장지를 찾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지질학자들은 엄
청난 기회를 얻었다. 특수 목적을 갖춘 우주장치를 사용하여 통신, 항법, 기상
예측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인공위성 중에 가장 많이 발사된 것은 ‘코스모스(Космос)’이며, 이 위성을
활용해 여러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과학실험을 수행하였다. 보다 특수한 분
야에 활용할 목적으로 ‘프로톤(Протон)’, ‘일렉트론(Электрон)’, ‘프로그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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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огноз)’, ‘오레올(Ореол)’, ‘메테오르(Метеор)’, ‘에크란(Экран)’, ‘몰니야
(Молния)’, ‘고리존트(Горизонт)’, ‘라두가(Радуга)’와 같은 인공위성이 제작
되었다. 1965년에 ‘몰니야-1’ 위성을 발사하여 ‘오르비타(Орбита)’라는 우
주통신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몰니야-1’은 다채널 전화, 전보 및 TV
신호 재전송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여러 위성에는 각기 목적에 맞는 특수 과
학 장비들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구대
기 현상을 조사해야 한다. 태양의 영향으로 인해 지구의 전리층이 형성되는
데 이는 대기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기상위성은 다양한 관측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 결과 기상위성 ‘메테오르’는 수많은 태풍과 수천 개의 기상
전선을 관측했다. 이외에 우주 측지학은 지구의 특정 지점으로부터 상공의
인공위성을 관측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측정장비를 사용하
여 위성의 위치와 움직임의 변화를 조사한다.
항법 분야도 지난 30년간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발전을 거듭해왔다. 우주
항법은 움직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담은 신호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위성
을 이용한다. 자원 탐사는 특수 목적의 우주기기와 원격탐사 장비를 다방면
으로 활용하여 지하자원을 찾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원격탐사 위
성을 이용하면 한꺼번에 넓은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날씨와 상관없이
높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정한 간격으로 꾸준히 정보를 얻을 수 있
어 자원 탐사에 효율적이다.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하는 관측 위성은 댐이나 발전소 건설, 고속도로 및
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질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주에서 촬영된 영
상은 자연의 경관과 식생 및 수자원 등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영상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질구조를 파악할 수 있
게 되었다. 위성을 활용한 관측 방법을 통해 고산지대와 해저, 만년설 지역과
같이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을 연구할 수 있다. 또한 지도 제작에 관측

제1장 러시아의 우주산업 형성과 경제적 영향 • 43

위성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첫째,
지도 제작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둘째, 결과물의 품질과 정확도가 향상된
다. 우주장치에 사용되는 관측기기가 발전되면서 농업, 임업, 강과 호수, 바
다와 해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
아지고 있다.
탐사 위성은 기상 조건, 적설량, 홍수, 산불, 하천 결빙, 목초지 상태, 농경
지 작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그래픽 지도를
통해 산림 지역과 삼림이 없는 지역, 새로 생긴 벌목, 늪지대 인근 삼림의 규
모 등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열 감지 센서를 활용하여
언제든지 산불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어 산불대응시
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또한 인공위성을 통해 수준 높은 수자원 관
리도 가능하다. 수자원 관리에서 중요한 과제는 정확한 수위를 측정하는 것
이다. 수문학적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수자원 사용에 대
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홍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인공위성을 빙하학
에 활용하는 방안도 매우 유망하다. 특히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지역의 빙
하 연구에 유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분야로 해양학이 있다. 즉 해양 탐사에 인
공위성을 활용하여 조류의 변화, 수위 변화, 온도의 분포, 빙하의 상태와 움직
임, 물의 화학적 성분과 염도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해양광물 분포 및 자원
분석, 해양생물 자원 측정 및 어류의 이동과 플랑크톤 분포 등을 관측할 수 있
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인공위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대기나 하천으로 버려지는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도시와
숲, 해양, 만년설 지역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자연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극한의 환경에서 최고의 품질과 안정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제품을 생

44 •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산해야 하는 우주산업은 다른 분야의 산업발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주산업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분야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을 발전시키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했
다. 우주비행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
면서 우주과학은 수학과 해석역학, 천체역학과 같은 고전 과학이 집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컴퓨터에 새로운 수학적 방법과 데이터 처리 방
법을 폭넓게 적용하여 우주궤도를 설계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
고, 이는 우주비행역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의 탄생을 가져왔다. 로켓 발
사체와 그 엔진을 개발하면서 열역학, 기체역학, 유체역학, 열전달 이론, 강
도 이론, 고강도 내열 합금 재료공학, 연료화학, 진공 및 플라스마 기술, 측정
시스템 등도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우주 의학과 생명유지 시스템 연구
를 통해 우주비행 과정의 인간과 살아 있는 유기체를 연구하는 또 하나의 학
문 분야가 탄생했다. 그리고 우주비행에서 얻은 연구 결과는 다른 환경의 생
명유지 시스템 분야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로켓-우주기기를 개발 및 작동시키기 위해 수많은 과학적ㆍ건축공학적ㆍ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다른 분야의 산업
에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한 기술 중에는 기체역학, 열역학, 고강도 금속 및
비금속 개발, 극한 환경에서 재료의 저항성, 단열, 유체역학 및 생물학 분야
등의 성과가 있다. 또한 민간용 항공기 제작도 로켓 및 우주기기 제작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분야로 현재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터보제트 엔진용 얇은 터
빈 블레이드 냉각 기술은 터보 펌프 장치의 얇은 벽 블레이드와 액체 로켓엔
진 연소실 외피 냉각에도 사용된다. 또한 러시아가 개발한 MS-21여객기의
최신형 경량 날개는 로켓 및 우주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특수 합금 소재 기술
을 적용하여 제작되었다.
우주항법기술은 글로벌 항법 시스템이 형성되는 여건을 제공했으며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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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상의 수많은 위성군을 포괄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 개발되어 글로벌 IT
네트워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었다. 에너지 분야와 새
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개발 분야에도 로켓 및 우주기기 기술을 활용할 수 있
다. 특히 지구 여러 지역에서 태양전지를 활용하여 높은 효율을 얻었다. 그리
고 널리 사용되는 로켓용 수소연료를 다른 분야의 연료로 활용하면 수소는 연
소 과정에서 유해 화합물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용하다. 소련은 액체
로켓의 엔진 56, 57, 122를 설계하면서 액체 수소를 사용한 경험이 많으며
이와 같은 폭발성 연료를 안전하게 사용해온 경험은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 유
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3. 우주비행 기술은 우주비행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
히 미세중력(무중력) 기술은 화학, 생물학, 재료과학, 제약 등 많은 분야에 새
로운 기술적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실제 미세중력장치를 활용하면 지구상에
서는 중력 때문에 불가능한 순도 100%의 결정체나 독특한 반도체 화합물 결
정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반도체 화합물 결정체는 새로운 전자공학 분야
에 적용되고 있다. 신소재 금속재료공학 역시 우주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유
망 분야이다. 무중력 상태에서 자유롭게 떠 있는 금속이나 기타 재료들은 약
한 자기장에도 모양이 쉽게 변한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금속을 어떤 모양이
든 만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금속은 내부 응력이 없고 순도가 높다. 고순도
의 의약품을 생산할 때도 이러한 무중력 환경이 필요하다.
4. 우주산업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을 생산한다. 때문에 금속 및 비
철금속 재료공학, 화학 및 석유화학, 기계 제작, 건설, 중공업, 운송업, 전기공
학, 무선전자,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이 우주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활동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다음과 같이 우주산업체와는 다른 분야의 작업
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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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금 형태의 강철 합금
 견고성을 높인 특수 소재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구리, 텅스텐, 베릴륨 등 소재 합금
 내열 구조의 외피 및 하중 지지 요소
 화학섬유, 플라스틱, 화학 코팅으로 제작된 특수 섬유 제작
 특수 단열재 및 기밀재
 석유 및 가스 제품, 탄화수소 화합물, 하이드라진, 수소, 산소, 질소, 질
산, 사산화질소, 암모니아, 아닐린, 헬륨, 염화테트라비닐 등. 우주산업
이 발주하는 제품은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기
존 제품이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특수 조립 및 설계 제작(항공, 철도,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
 로켓 발사체, 우주장치, 발사장의 무선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한 무선 제품
 지상 및 공중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제품

사실상 러시아 경제에서 주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문이 우주산
업 제품의 제작과 테스트 및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관련 업체들은 우주산업 제품이 요구하는 엄격한 품질과 안정성에 대
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해당 업계의 기술 발전과 생산 프로세스 개선
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로켓 및 우주기기 제작 기술과 프로세스 설계, 구성, 개발 방법은 매우
보편적이며 다른 복잡한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주산업 제품이 요구하
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중량, 치수 및 다양한 변수에 대해 가장
엄격한 제한 사항을 충족하는 장비들을 설계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Microelectronics)의 발전과 신소재 개발을 수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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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주산업용 제품을 제작하면서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 설비, 새로
운 건설적ㆍ기술적 솔루션을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저온(극저온) 연료의 사용과 고출력 온보드 발전기 개발로 인해
저온 물리학에 대한 심층 연구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저온 유지 방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초전도 물리학과 액화 헬륨을 만든 저온 물
리학 발전에 촉매제가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전기산업과 전자산업의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고 식품산업과 어업용 냉동장치 개발에도 활용되었다.
7. 다양한 우주장치용 동력장치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 장치가 크게 개선되었다. 우주 시스템에 사용되는 배터리와 태양전지
는 녹색 에너지를 추구하는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우주장치에 사용되는
소형 저전력 전자기기는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트
랜지스터 및 직접회로에 활용되고 있다. 우주산업 제품에 다양한 건축자재들
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다른 산업에서도 반향을 일으켰다. 비금속 재료,
보강재, 결합재, 적층재, 유해 환경이나 물리적 힘과 열에 대한 높은 내성을
가진 재료들이 가장 폭넓게 사용되었다.
우주산업에서 개발된 제품들은 보건 및 의료산업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우주비행사 훈련에 사용되는 특수 장비들은 이제 일반 병원에서도 널
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신소재 섬유와 식품을 방부 처리하고 저장하는 새로
운 기법이 경공업과 식품산업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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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전략

제2장
러시아의 우주활동전략
2.1 러시아 우주정책 주요 방향
2.2 러시아 정부의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
2.3 국가 우주산업 인프라 개발

2.1 러시아 우주정책 주요 방향
러시아 푸틴(В. Путин) 대통령은 로켓 및 우주산업의 발전은 러시아가 독
립적으로 우주개발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를 통해 세계 우주 시장에
서 러시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러시아 정부는 우주산업 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11) 이에 따라
2007년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본격적인 우주 서비스 시장 형성
2) 우주 서비스 사업자 기관 설립
3) 우주활동 및 그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러시아의 우주활동을 규정하는 기본 문건은 1993년 8월 20일자 ｢우주활동
에 관한 연방법｣ 제5663-1호(이하 ｢우주활동법｣)이다. 이 법에 따라 러시아
우주활동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및 관할 기관과 우주활동의 주요 방향
이 규정되었다. 또한 ｢우주활동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민간 우주항공 분야
를 제시하고 있다.12)
 기초 연구 및 응용 개발 분야(우주과학 연구, 우주공간에서의 물체 및 현
상 관찰, 우주 환경에서의 기술 실험 등 포함)
 통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통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위해
우주기기를 활용하는 분야 포함)
 우주로부터의 지구원격탐사(환경 모니터링 및 기상학 등)

11)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о заседании Президиум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О
развитии ракетно-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повышени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кос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оссии» от 27 марта
200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1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Ф № 5663-1 от 20.08.1993 «О кос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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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항법 및 측지시스템
 유인우주비행

다른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우주활동법｣도 국가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기간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립을 주도하고 승인하는 권한은 러시아 연방 대통
령에게 있다. 따라서 러시아 대통령령을 보면 러시아 우주기술의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13) 현재는 러시아 연방우주청인 ‘로스코스모스(Роскосмос)’가
대통령령의 해당 내용을 마련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 우주산업 전략 계획을 담은 주요 문건 중에는 2014년 1월 14일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령 제 Pr-51호 ｢2030년까지 러시아 경제 현대화와 지역
발전에 우주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 국가정책｣(이하 ｢기본 정책｣)이 있다.
이 ｢기본 정책｣은 2030년까지 러시아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기본 정
책 내용과 평화적 목적의 우주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향후 방안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한다. ｢기본 정책｣에는 2030년까지 러시아 지역 발전과 경제 현대화
를 위해 우주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원칙과 목표, 우선 과제, 정책
실행 단계 등을 밝히고 있다.14)
｢기본 정책｣에 따르면 국가정책의 목표는 러시아 전 지역의 균형 발전과
러시아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주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다른 기관의 활동을 조율하는 것
이다.15)
1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Ф № 5663-1 от 20.08.1993 «О кос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14)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 Пр-51 от 14.01.2014 «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обла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кос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интересах
модернизации э коном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азвития ее регионов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15) Основные положения Ос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ласти кос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и дальн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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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책｣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우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보장
 우주 제품 및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ㆍ제도
적 기반 개선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나 국가사업 차원에 우주기
술을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활용할 경우 통일된 기술정책
추진
 경쟁력 있는 러시아 우주 제품ㆍ서비스 시장 발전
 러시아 우주 제품ㆍ서비스 수출 확대
 우주활동 성과를 활용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역량을 제
고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16)

특히 교육 분야의 우선 과제는 러시아 과학기술 발전전략에서도 일부 다루
고 있다. 러시아 전체 과학 연구 분야를 아우르는 러시아 과학기술 발전전략
은 우주 분야의 과학기술 진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
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우선 과제는 설정하고 있
다. 또한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하여 아동 및 청년의 과학기술 창의력을 발전시
키고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며, 경쟁력 있는 연구자, 개발자 및 사업자 단체
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7)
우주활동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국가정책 과제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16)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РФ вебсайт, “О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 путях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области кос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 7).
17)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 642 от 1.12.2016 «О стратеги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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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년까지의 목표
 우주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통합 시스템 구축
 우주기술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러시아 우주 제품ㆍ서비스 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 기관의 업무와 각 경제 주체의 생산활동에 우주기술
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한 환경 조성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우주기술을 활용한 러시
아 지리 정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기술 플랫폼을 기본 시스템으로 도입
 우주기술 활용 분야에 민관 협력 메커니즘 개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주기술을 활용한
러시아 자체 소프트웨어 및 기술 플랫폼 구축
 러시아 교통 시스템에 글로나스(ГЛОНАСС) 시스템(글로벌 위성항법시
스템)을 이용한 러시아 자체 위성항법 기술 및 서비스 도입
 국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우주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시범
사업 추진 및 대량생산 체제 구축
 러시아 전 지역에서 우주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특별 지역 프로그램의 채
택 및 실행
 중등, 고등 및 특별 교육기관에서 우주기술 활용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하고 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센터 구축
 세계 우주 서비스 시장에서 러시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및 우주 성과를 활용하는 서비스 업계의 해외 파트너들과 협력 강화

b) 2025년까지의 목표
 우주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완료
 러시아의 소프트웨어 기술 독립과 국제협력에서 러시아의 이해가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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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합을 이룰 때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주기
술을 활용
 우주장비를 이용하여 형성된 글로벌 정보 필드의 통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우주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

с) 2030년까지의 목표
 러시아 국가 발전과 세계 우주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
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주기술을 활용한 국가 인프라 개발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항법정보 지원을 위한 신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우주 제품 생산 및 우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유형 및 방식 개발
 사용자 요구에 맞춰 우주기술을 활용한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조성18)

「러시아 우주활동(2013-2020)」 국가프로그램은 최근까지 우주활동 분야
의 국가정책을 구현하는 기본 수단이었으며, 러시아 연방우주청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 ‘로스코스모스’를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의 책임 이행기관으로
정하고, 러시아 국방부를 공동 이행 기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
에 러시아 비상사태부,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2018년까지의 명칭은 러시아
교육과학부), 러시아 산업통상부, 러시아 지역개발부, 러시아 재정부, 러시아
내무부, 로스스탄다르트(Росстандарт, 러시아 연방기술표준청), 로스기드로
메트(Росгидромет, 러시아 기상청), 로스리예스트르(Росреестр, 러시아 지도
제작등록청), 러시아 의료생물청, 로사톰(Росатом, 러시아 원자력공사)이 참
여하고 있다.
18)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 Пр-51 от 14.01.2014 «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обла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кос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интересах
модернизации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азвития ее регионов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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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주활동」 국가프로그램의 목표는 유인비행 분야에서 러시아의
선도적 입지를 견지하고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여 과학 및 사
회경제발전에 러시아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
러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의 요구를 충족하고, 세계
우주 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며
러시아가 첨단기술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러시아 우주활동」 국가프로그램은 다음의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러시아의 우주 접근성 보장,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우주 제품을 비롯해
기술과 서비스 개발 및 이용, 로켓 우주산업 발전 및 국제적 의무 이행
 학계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우주 수단 개발
 유인비행 실현

2011년 전 세계 로켓-우주기기 생산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였다. 러시아는 「러시아 우주활동」 국가프로그램에 따라 러시아의 시
장 점유율을 2015년에는 14%로, 2020년에는 16%까지 올릴 계획이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의 점유율이 떨어졌으며,
미국과 중국 등 러시아의 경쟁국들의 점유율은 최근 10년 사이 증가했다.19)
「러시아 우주활동」 국가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 프
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FKP-2015)
 「글로나스 시스템 개발, 유지 및 이용(2012-2020)」 연방특별프로그램
(FCPG-2020)
 「러시아 우주기지 개발(2006-2015)」 연방특별프로그램(FCPG-2015)
19) “Космическую стратегию опускают поближе к Земле”(17 апреля 2019),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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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2016년 3월 23일자 러시아 정부령 제230호에 따라 새로이 승인
된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
표20)는 여러 인공위성 등 우주장치들을 그룹화하여 지구궤도(orbit)상에 구
축하고 유지함으로써 사회경제, 과학, 국제협력 분야에서 이익을 얻고, 재해ㆍ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며, 유인우주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기술
장비를 우주로 보내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며, 미래 우주복합체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과학기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2016~20년)에서는 궤도상의 과학용, 사회경제용 인공위성 그룹화를
확대하고, 우주 제품의 생산과 실험을 담당하는 기반을 최소한 꼭 필요한 선
에서 현대화하고 재정비한다. 두 번째 단계(2021~25년)에서는 지구궤도상
의 인공위성군을 꼭 필요한 규모만 유지하고 그중 일부는 차세대 위성으로 교
환 배치하며, 2025년 이후에 개발될 예정인 우주복합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
과 기기 등을 선도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은 또한 달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우주장치를 개발하고 국제 우주정거장의 러시아 모듈 3개를
기반으로 하는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국제 우주정
거장을 2024년까지 운용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7월 현
재 상황으로 볼 때 국제우주정거장(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смической станции)21)
은 최소 2028년까지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0) Роскосмос вебсайт, “Основные полож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й 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2016-2025”(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3).
21) 국제우주정거장(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은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16개국
이 참여하여 건설하였으며 국제우주정거장은 축구장만 한 크기의 구조물을 고도 300~400km의 지구
궤도에 조립한 것으로, 조립을 위해 우주왕복선 소유즈, 프로그레스와 같은 유인 및 무인화물선 등이
수십 차례에 걸쳐 우주궤도를 왕복했다(옮긴이주, 자료: 물리산책, 과학창의재단, 장영근, https://
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1396&cid=58941&categoryId=58960, 검색일: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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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주활동」 국가프로그램이 계획한 2020년까지의 목표와 목표 달
성 결과에 대한 평가는 [표 2.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1.1 「러시아 우주활동」 국가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현황 평가
2020년까지의 계획

수정 계획

2020년 이행 상황

-‘앙가라-A5(Ангара-А5)’ 로켓 및 -‘앙가라-A5’ 로켓 및 발사 기반 -현재 ‘플레세츠크’ 우주기지
에서 ‘앙가라’ 로켓 발사 가능
시설 건설과 운용
발사 기반 시설 건설과 운용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발사
-‘플레세츠크’와
‘보스토치니’
우주
-‘플레세츠크(Плесецк)’ 및 ‘바이코
기지 시설 현대화 및 효율적 운용 2023년까지 연기
누르(Байконур)’ 우주기지의 효과
-2011~20년 동안 ‘앙가라’ 로켓 92 -2011~20년간 ‘앙가라’ 로켓
적인 운용 및 시설 현대화
회 발사 계획
2회 시험 발사
-2023년까지 ‘앙가라’ 로켓 발사대
준비
-러시아 신규 우주기지 ‘보스토치니 -1단계 시설 완공 기한 2018년으로 -1단계 시설 중 일부 미완
-‘소유즈(Союз)’ 발사대(1단계
(Восточный)’ 시설 1단계(2015년), 변경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완공 2023년 시설) 준비 완료
2단계(2018년) 건설
으로 연기
-국가기관의 수요를 위한 인공위성
의 궤도상 그룹화 확대: 2015년 95
개, 2020년 113개로 확대. 국제우
주정거장 러시아 구역 확대: 2015년
모듈 6개 추가, 2018년 7개 추가

-국가기관 수요를 위한 인공위성의 -2019년 12월 31일 궤도에
궤도상 그룹화 확대: 2020년 69개 러시아 인공위성 162개 그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 룹화: 이 중 69개는 과학 및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 인공위성 사회경제 용도, 28개는 ‘글
의 궤도상 그룹화를 올해 초 49 로나스-K’ 2개 포함 위성
항법장치
개에서 2025년 73개까지 확충
-국제우주정거장 러시아 구역에 모듈
을 총 7개까지 확충하는 계획을
2024년으로 연기

-기능이 확장된 위성 ‘글로나스-K’ -프로그램 기한이 끝날 때까지 글 -일반 사용자용 위치 정확도
로 교체된 글로나스 시스템의 궤도 로나스의 정확도 8.5m 반드시 달 는 2012년이후 9.6m에서
9.5m로 10cm만 개선됨.
상 그룹화를 위한 필수 구성 확보 성
정부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
-글로나스 시스템의 위치 정보 정확
정확도는 8년 안에 8.5m
도를 2015년까지 약 1.4m, 2020
까지 개선되어야 함
년까지 약 0.6m까지 확보
-차세대 로켓-우주기기 시제 개발을 -관련 수정 사항 없음
위한 과학기술 경험 축적, 2018년
차세대 추진시스템을 갖춘 수송발전용 모듈의 비행-설계 및 테스
트 준비 완료

-수송-발전 모듈용 핵 추진
시스템 설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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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계속
2020년까지의 계획

수정 계획

-경쟁력 있는 신기술, 위성통신 기 -관련 수정 사항 없음
술, 지구원격탐사기술, 항법 기술,
조난자 수색 구조 기술, 비상사태
모니터링 기술, 우주자동인식시스템
과 개인 위치 탐지기를 이용한 이
동 물체 추적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2020년 이행 상황
-설계 개발 단계

-유인비행 및 국제 재난구조 위성통 -유인비행 및 국제 재난구조 위성 -2015~2020년간 ‘로스코스
신 시스템(Cospas-Sarsat) 지원 통신 시스템(Cospas-Sarsat) 지 모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 이행
원 의무 이행
관련 국제 의무 충실히 이
행 중
-로켓 우주산업의 현대화와 장비 교 -관련 수정 사항 없음
체를 통해 생산량을 2011년 대비
2배 이상 증대

-현대화 사업 지속적으로 추
진 중

-천체 물리 연구를 위해 다양한 대 -‘스펙트르-UF’ 개발 기한 2021년 -자금 부족으로 ‘스펙트르역의 전자기파와 고에너지 감마선을 까지 연장
UF’, ‘스펙트르-M’과 ‘감마
관측할 수 있는 3개의 우주망원경 -‘스펙트르-M’과 ‘감마(GAMMA)- (GAMMA)-400’ 사업이 연
‘스펙트르(Спектр)-UF’, ‘스펙트르- 400’은 프로그램 기간안에 건설 장 또는 연기됨
M’(‘밀리메트론’), ‘감마(GAMMA)- 예정
400’ 건설
-달 심화 연구 프로그램 개발

-‘루나-글로브’는 2021년, ‘루나- -사업개발 과정에서, ‘루나리수르스’는 2024~25년으로 연기
25’, ‘루나-26’ 사업으로 전
환됨
와 착륙선 ‘루나-리수르스(Луна-Ресу

-궤도선 ‘루나-글로브(Луна-Глоб)’
рс)’의 임무 및 달 토양 샘플 채취
후 지구 복귀 임무 수행

-행성 간 비행기술, 인간의 행성활 -관련 수정사항 없음
동에 관한 기술 등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 설계 개발 중

-달까지 비행 가능한 유인수송시스 -프로그램 기간 내에 성과 도출 예정 -설계 개발 중
템 개발
-다목적 우주 중계시스템 구축을 통
해 저궤도 지구원격탐사 위성과 국
제 우주정거장 러시아 구역의 발사
수단 효율성 향상

-비행 인증을 통과한 플랫폼과 임무 -일부 수행됨
장치를 기반으로 러시아 위성통신
시스템과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통
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우주정보 중계시스템 용량 초당
2.4Gb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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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계속
2020년까지의 계획

수정 계획

2020년 이행 상황

-고정형 통신, 최상급 이동통신 등
39개의 차세대 통신위성을 이용하
여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을 구현
할 위성 그룹을 궤도상에 구축하여
북극을 포함한 러시아 전역에 해당
통신 서비스를 제공

-개인 위성통신 시스템 용량 하루 -‘고네츠(Гонец)’22) 신호 중
62Gb 달성 목표
계 시스템의 글로벌 커버리
-북극과 러시아 전역에 개인 위성 지 100% 달성
통신 가입자 20만 명 확보
-2020년 해당 위성의 수를 38개로
수정

-24개의 인공위성을 궤도상에 그룹
으로 추가 배치하여 지도제작, 자
연환경 관리, 비상사태 모니터링,
지하자원 탐사, 농업 및 어업 활동
조정, 북극 지역 모니터링 등을 수
행할 새로운 우주 시스템 전개

-2020년까지 지하자원 탐사, 비상 -러시아 지구 관측용 민간 궤
사태 모니터링, 기상관측 등 지구 도 위성군은 총 12개로 ‘리
원격탐사 과제 해결을 위한 인공 수르스-P’ 1개, ‘카노푸스-V
(Канопус-В)’ 5개, ‘메테오
위성 28개 배치
르-M(Метеор-М)’ 3개, ‘엘
렉트로-L(Электро-Л)’ 2개,
‘아르티카-M(Арктика-М)’
1개 등

자료: данным Госпрограмм «Косми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6) и ФКП-2025(온라
인 자료, 검색일: 2021. 9. 6)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러시아 우주활동의 최우선 과제이자 전통적인 분야는 유인우주기술이며,
이는 「러시아 우주활동」 국가프로그램과 그 하위 프로그램인 「러시아 우주
(2016-2025)」 연방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되고 있다.
인간이 우주공간으로 비행하는 유인우주비행 프로그램이 추진되면서 다음
과 같은 분야의 기술 개발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는 다용도 우주
장치의 개발ㆍ생산ㆍ발사ㆍ가동 및 우주기지 개발,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 우
주산업체의 활동 조정, 우주개발 및 우주장치 발사 분야의 국제협력과 우주
기술의 활용 등이 있다. 러시아 유인우주비행 프로그램의 책임이행 기관은
‘로스코스모스’이다.
유인우주비행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는 유인우주기술 구현을 통해 얻은
우주기술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고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
22) 러시아에서 구축한 다목적 이동형 위성통신 시스템. 개인 간 이동통신, 지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모니터
링 등을 수행한다(옮긴이주, 자료: https://gonets.ru/ru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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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세계 우주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고 첨단기술 국가로 자리
매김하고자 한다.
유인우주기술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유인비행 분야에서 러시아의 선도적
입지를 견지하고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과학과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러시아
의 우주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유인우주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다음
과 같다.
 목표 과제 해결에 필요한 국제우주정거장 러시아 구역의 구성요소 설치
및 지원: 국제 우주정거장의 러시아 구역은 2021년 완성될 예정이며,
2021년 7월 29일 국제 우주정거장에 새로운 다목적 실험 모듈 ‘나우
카(Наука)’가 도킹되고, 2021년 11월에는 또 다른 러시아 모듈인 ‘프리
찰(Причал)’이 도킹될 예정
 아무르 주에 위치한 새 우주기지 ‘보스토치니’의 단계별 개발
 ‘앙가라-5P’, ‘소유즈-5’ 등 로켓발사체 등 새로운 장비의 제작 및 기존
장비의 현대화
 새로운 유인우주선 ‘오룔(Орел)’ 개발 등 새로운 로켓-우주기기 시제 개
발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조성
 국제 우주정거장 프로그램 및 새로운 중ㆍ러 공동 달 연구 프로그램 이
행 등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러시아 전 지역 개발을 위해 우주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
장하도록 여건 조성

유인우주 프로그램의 이행은 향후 근지구 우주공간 개발뿐만 아니라 지구
밖 우주공간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잠재력과 관련이
있다. 유인우주 프로그램 이행 시 고중량의 페이로드를 저궤도로 발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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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양한 수준의 로켓발사체가 개발되고 있다.
유인우주기술의 발전은 장기간 유인비행을 위한 새로운 지식과 실용기술
습득 및 달과 금성의 표면과 주변 궤도비행을 준비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으며, 나아가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세계 유인우주기술 분야에서 꾸준히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국제 우주정거장의 러시아 구역이 20년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의 유인우주기술은 국가와 국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이 높아지
고 있어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
인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다양한 우주기술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유인우주기술과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는 러시아 로켓 및 우주
주식회사 ‘에네르기아’가 인접 분야의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행해왔으
며, 그 과정에 ‘에네르기아’와 그 협력 업체들의 엄청난 과학기술과 생산 잠재
력이 투입된다. 사실 ‘에네르기아’는 이미 1940~50년대부터 유인우주 프로
그램 분야의 독점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뛰어난 협력 업체들을 보유
한 대표 기업이 있다면 국가의 투자 리스크는 줄이고 책임은 높이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유인우주선 ‘크루 드래곤(Crew Dragon)’(2020년 11월 국제 우주정
거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동 시작)과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Starliner)’
(2021년 말~2022년 초 가동될 예정)를 보유한 미국 업체들과 유인우주선
‘선저우(Shenzhou)’(2021년 5월 이후 가동 중)를 보유한 중국이 세계 우주
시장의 유인비행 분야로 진출함에 따라 러시아는 향후 세계 우주시장의 유인
비행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유인우주선 ‘오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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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 우주정거장은 전 세계 유인우주기술의 주요 거점이자 국제 우주
항구이며, 현재로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국제 유인 프로그램이다.
발사체 1단이나 지상으로 귀환하는 장치 등과 같이 주된 구성품의 재사용
을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새로운 로켓 우주복합체를 개발하고 가동
하는 문제는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유인우주기술의 차기
과제이다.
유인우주기술은 근지구 공간의 산업적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교두보를 만
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7월 30~31일 ‘로스코스모
스’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러시아 우주정거장(ROSS) 프로젝
트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주관 기관은 ‘에네르기아’
이다.
현재 2030년까지 추진될 차기 「러시아 우주활동」 국가프로그램 사업이 준
비 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전의 「러시아 우주활동(2013-2020)」 국가프
로그램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그 틀 속에서 2030년까지의 산업 발전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 또한 하위 프로그램인 「글로나스 시스템 개발, 유지 및 이용」
연방특별프로그램,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 「러시아 우주
활동 보장을 위한 우주기지 개발(2017-2025)」 연방특별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주활동을 위한 자금이 조달되고 있다.
드미트리 로고진(Д. Рогозин) ‘로스코스모스’ 사장에 따르면, 새로운 우주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주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의
상황을 아무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러시아 군수 프로그램 원칙
에 따라 5년마다 수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행될 예정
이다. 또한 로고진 사장23)은 이 국가 프로그램에 투입될 최종 투자규모는 러
23) “«Роскосмос» поэтапно переходит с множества ФЦП на единую госпрограмму”(4
июля 2021),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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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대통령만이 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24)

2.2 러시아 정부의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
소련이 붕괴되자 러시아의 우주산업은 위기에 빠졌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 우주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감소했고 과거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고 있
던 나라들이 해체되면서 서로 간의 협력관계가 무너져 1990년대 러시아 우
주산업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우주 서비스 수출 증대와 우주산
업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은 일부 회복되었
다. 러시아 우주산업은 높은 품질 대비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이 낮은 비교우위를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우주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은 체계도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산업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려웠다. 새로운 자금 지원처를
찾아야 할 때 러시아 국가 전체의 재정난과 여러 상황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 초인플레이션도 러시아 우주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에는 무엇보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우주산업 기업들이 시
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될 때까지 과거 축적해온 소련의 우주산업 자산
과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2000년 이후 러시아의 재정 상황이 안정되면서 우주산업에 국가의 예산
지원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우주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
방 조달 절차에 따라 국가 연방 예산에서 수요 기관에 할당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지며 국가 계약에 따라 이행 기관에 분배된다.

24) “Роскосмос” подсчитал, что “Морской старт” не окупится без господдержки”(23
июн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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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국가별 우주개발 예산
국가

2019년(10억 달러)

인구 1인당(USD)

GDP 대비 비중(%)

러시아

3.978

27.6

0.23

미국

47.169

143.3

0.22

중국

9.596

6.8

0.07

인도

1.906

1.4

0.07

일본

3.005

23.7

0.06

프랑스

1.563

23.9

0.06

독일

1.636

19.9

0.04

한국

0.476

9.3

0.03

이탈리아

0.398

6.7

0.02

스페인

0.220

4.7

0.02

캐나다

0.251

6.7

0.01

영국

0.210

3.1

0.01

브라질

0.026

0.1

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2020), ｢우주산업실태조사｣(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에 따라 작성.

현재 국가의 경제규모 대비 우주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에서 러시아는
미국을 조금 앞서는 세계 1위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세계 주요 우주 강국들의 우주개발 예산 규모와 GDP 대비
비중은 [표 2.2.1]에 제시되어 있다.
러시아 우주산업에 있어 21세기는 「러시아 우주(2001-2005)」 연방프로
그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예산 규모가 한 해 51억
9,000만 루블에서 197억 5,600만 루블로 4배 늘었다. 이후 우주사업에 대
한 예산 지원은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을 포함한 국가 기
본 프로그램인 「러시아 우주활동」 국가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 예산은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그림 2.2.1
참고). 그러나 2014년부터는 예산집행률이 100%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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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러시아 우주(2006-2015)」 연방프로그램에 대한 정부투자 동향
(단위: 십억 루블)

자료: данным портала Федераль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7)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표 2.2.2 「러시아 우주(2006-2015)」 연방프로그램 예산집행률
(단위: 백만 루블)

연도

프로그램 예산

연방예산

2006

22,963.00

22,963.01

2007

24,400.00

2008

프로그램 예산 대비

집행된 예산

예산집행률

100%

22,963.01

100%

24,400.00

100%

24,399.94

100%

30,674.80

30,674.79

100%

30,673.85

100%

2009

58,230.00

58,230.00

100%

58,217.81

100%

2010

67,036.00

67,036.00

100%

67,030.61

100%

2011

75,861.95

75,861.95

100%

75,290.10

99%

2012

104,520.10

104,520.10

100%

104,477.40

100%

2013

128,330.25

126,023.72

98%

125,805.90

100%

2014

120,813.26

103,279.79

85%

97,513.00

94%

2015

113,756.70

97,174.54

85%

95,877.80

99%

269.60

88%

702,518.90

99%

2016
총계

연방예산비율

306.53
746,586.06

710,470.43

95%

자료: данным портала Федераль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7)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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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부족 문제는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완수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몇 가지 사업은 계획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전 프로그
램에서 이행되지 못한 많은 사업25)이 새롭게 추진될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에 반영되었다. 처음에 ‘로스코스모스’는 2016년부터
10년간 2조 8,500억 루블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
나 러시아 재정부와 계획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2조 루블까지 축
소되었다. 2021년 7월 기준 총 예산 규모가 1조 2,500억 루블로 줄어들어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은 시행 초기부터 자금 조달 문제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림 2.2.2 참고).

그림 2.2.2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 예산 동향
(단위: 십억 루블)

자료: данным портала Федераль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7)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프로그램 예산 계획에 대한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와 예산집행률이
[표 2.2.3]에 제시되어 있다.

25) “До звезды”(5 ноября 20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2. 7).

66 •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표 2.2.3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 예산집행률
(단위: 백만 루블)

프로그램 예산 대비

연도

프로그램 예산

연방예산

집행된 예산

예산집행률

2016

104,549.0

104,548.99

100%

103,847.22

99%

2017

92,460.0

93,103.39

101%

92,015.14

99%

2018

81,644.5

82,144.76

101%

73,059.14

89%

2019

99,309.5

107,765.96

109%

88,884.97

82%

2020

109,166.7

126,624.49

116%

103,432.03

82%

2021*

118,803.8

130,108.40

110%

2022

118,803.6

106,141.55

89%

2023

167,226.2

105,942.87

63%

2024

173,900.0

2025

179,653.0

연방예산비율

40,228.54*

31%*

미정

승인 대기 중

주: * 2021년 연구 준비 단계 미흡.
자료: данным портала Федераль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19년 이후 프로그램의 예산 계획 대비 책정된 연방 예산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러시아의 쉽지 않은 경제 상황 때
문이다. 일단 러시아 루블화의 평가절하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외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애초에 계획했던 프로그램 자금 계획에 따
라 승인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예산조달률이 악화된 것이다.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을 위해 2016~21년 초까지
5,000억 루블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각 분야별 할당된 예산과 현재 지출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 [표 2.2.4]를 보
면 러시아 우주산업의 재정 지원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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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러시아 첨단 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2020년)
(단위: 십억 루블)

프로그램

정부
예산

현재 지출
연구
개발

기타

총
투자액

첨단기술 발전 (총)

55.65 129.35 39.17 224.17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

6.27

「러시아 우주활동
보장을 위한 우주기지
개발(2017-2025)」
연방특별프로그램

95.97 24.39 126.62

45.72 12.61

「글로나스 시스템 개발,
유지 및
0.63
이용(2012-2020)」
연방특별프로그램

16.24

1.40

9.89

정부계약기관

‘로스코스모스’

59.73

관할기관 - ‘로스코스모스’,
러시아 건설부, 국방부, 보건청

26.76

주관기관 – ‘로스코스모스’
러시아 산업통상부, 교통부, 교통부 산하
감독기관, 연방항공청, 연방해운청,
연방기술표준청, 바상사태부, 국방부,
외무부, 지도제작등록청

자료: данным портала Федераль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2. 8)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0년 주요 기간시설 건설에 투입된 전체 예산은 557억 루블이었으며,
이 중 82%는 러시아 자국 우주기지 건설과 개발에 투입되었다. 올해 우주산
업 예산 중 연구개발 분야에 전체의 76%에 달하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할
당되었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보면 2020년 전체 러시아
첨단기술 개발 프로그램에 예산의 95%가 책정되었으며, 이는 우주산업의 첨
단기술 개발이 현대 러시아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러시아 우
주활동」 국가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예산 책정 방향을 정하는 2020년 세부 목
표 지출항목이 [표 2.2.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예산 규모가 2,614억 루블에 달하는 6개의 목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젝트는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으로, 전체
예산의 48%를 차지하는 1,266억 루블이 책정되었으며, 「러시아 우주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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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위한 우주기지 개발(2017-2025)」 연방특별프로그램에는 전체 예산
의 23%인 597억 루블이 책정되었다.

표 2.2.5 「러시아의 우주활동」 국가프로그램 항목별 예산 및 집행률(2020년)
(단위: 백만 루블)

№

항목

2020년
예산

1.

우주로부터의 지구원격탐사 데이터 수집,
처리, 보관, 확산을 위한 국내 디지털
플랫폼 구축

1,891.00

2.

「러시아 우주활동」 국가프로그램 이행을
25,177.11
위한 하위 프로그램

수정
예산

집행된
예산

수정 예산
집행율

1,891.00
(변동 없음)

1,891.00

100.00

46,341.49
(+21,164.38)

36,964.01

79.76

2.1

주요 행사 ‘담당 기관의 장비 가동’

0.00

4.99
(+4.99)

4.99

100.00

2.2

‘우주비행사 선발 및 양성’

2,247.28

2,247.28
(변동 없음)

2,247.28

100.00

2.3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활동 유지’

6,190.97

5,689.17
(-501.8)

5,688.35

99.99

2.4

‘국제 의무 이행’

7,555.50

8,249.39
(+693.89)

8,198.08

99.38

2.5

‘우주장치 발사, 비행시험 시 위험 및
책임 보험’

735.73

4,679.65
(+3,943.92)

4,679.65

100.00

2.6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건설 관련 우선
계획 이행’

3,255.18

3,153.55
(-101.63)

3,146.09

99.76

2.7

‘우주산업 생산기술 활동 이행’

5,192.44

22,317.46
(+17,125.02)

12,999.57

58.25

3.

「글로나스 시스템 개발, 유지 및
이용(2012-2020)」 연방특별프로그램

28,526.66

26,756.19
(-1,770.47)

26,107.27

97.57

4.

「러시아 우주기지 개발(2006-2015)」
연방특별프로그램(「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인프라 건설」 하위프로그램)

0.00

14.60
(+14.6)

14.60

100.00

5.

「러시아 우주활동 보장을 위한 우주기지
31,207.20
개발(2017-2025)」 연방특별프로그램

59,727.31
(+28,520.11)

45,840.68

76.75

111,393.80

126,624.49
103,432.03
(+15,230.69)

81.68

198,195.77

261,355.07
(+63,159.3)

81.98

6.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

「러시아의 우주활동」 국가프로그램 총액

214,249.59

자료: данным портала Федераль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제2장 러시아의 우주활동전략 • 69

「러시아 우주활동」 국가프로그램에는 463억 루블이 책정되었으며, 이 중
‘우주산업 생산기술 활동 이행’에 223억 루블, ‘국제 의무 이행’에 83억 루
블, ‘우주장치 발사, 비행시험 시 위험 및 책임 보험’에 47억 루블이 배정되었
다. ｢연방 예산법｣에 의거하여 승인된 예산과 최종 집행된 금액이 서로 일치
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실제 예산집행률은 항목별로 58.3%에서 100%까
지 편차가 크다.
우주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추세를 분석해보면 러시아가 2013년부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에 예산 지원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국가의 재정투자가
글로나스 시스템에서 다른 2개의 연방특별프로그램 쪽으로 재분배되는 양상
이 두드러지고 있다(그림 2.2.3 참고).

그림 2.2.3 「러시아 우주활동」 국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투자 동향
(단위: 십억 루블)

자료: данным портала Федераль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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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산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주산업 기업
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졌고, 그 결
과 관련 자금이 균등하지 않게 배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14년 대부분의 보조금이 기업들의 창업자금으로 투입되었는데, 최근 몇
년은 이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데이터가 없다. 2019년에는 기업들이[특히
러시아 흐루니체프 우주항공연구생산센터(ГКНПЦ Хруничева)] 전체 보조
금의 80% 이상을 러시아 국영개발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
자를 갚는 데 썼다(표 2.2.6 참고).
자료에 따르면 2014~20년간 전체 국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대출 기관
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국가 과제를 이행하는 데 쓰였다. 보조금 중 예산 투자
와 기반시설 건설에 들어간 금액은 전체의 10% 미만이다. 보조금 정책은 전

표 2.2.6 우주항공 기업에 대한 보조금 용도(2014~20년)
(단위: 백만 루블)

주요 보조금 용도

금액

국정과제 이행

27,221

대출 상환 및 이자 납부

23,782

자본금 투입

15,613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유지 관리

13,567

보험료 납부

12,751

생산활동에 대한 지출

7,400

｢연방 예산법｣에 규정된 회계연도와 계획기간에 대한 예산 투자

7,056

지상 인프라 유지 관리

5,058

기반시설 건설

4,039

부동산 취득

1,767

국가기관 조달비용 잔액 지급

1,164

격납고

867

국가기관 조달 비용 지급

659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유지 관리

41

자료: ‘Spending.gov.ru’(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의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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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으로 중요한 국영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용도로 활용
하는 것으로 개별 기업들의 재정 문제도 예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해결
할 수 있다.

2.3 국가 우주산업 인프라 개발
국가 인프라 시설은 우주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러시아
는 우주기지, 우주장치 발사장과 글로나스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주선을 가장 많이 발사한 우주기지는 소련 시절 건설되었지만
소련 해체 후 카자흐스탄 영토에 위치하게 된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이다. 러
시아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우주기지를 장기 임대하고 있다. 러시아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우주기지는 러시아 아르한겔스크에 위치한 ‘플레세츠크’
기지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우주기지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일부 가동
중인 아무르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이다. 이외에 아르한겔스크에 있
는 ‘카푸스틴 야르(Капустин Яр)’ 기지와 오렌부르크에 있는 ‘야스니(Ясный)’
기지에서도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우주발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미 프랑
스령 기아나에 위치한 ‘쿠루(Куру)’ 우주기지에서도 러시아의 ‘소유즈-ST’
로켓의 상업적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러시아의 해상 우주
로켓발사대인 ‘씨런치(Sea Launch)’에서는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2.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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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러시아 우주기지별 로켓발사 실적
(누계, 단위: 대)

자료: данным ГК «Роскосмо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2.3.2 「러시아 우주기지 개발(2006-2016)」 연방특별프로그램 예산 동향
(단위: 십억 루블)

자료: данным портала Федераль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8)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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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연방특별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3.2]에는 2006~16년까지 우주기지에 대한 실제 자금 지원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그래프를 보면 건설 비용 규모가 몇 배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1]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2011년부터 지상 우주발사 인프라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 이행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2011년 9월 ‘보스토
치니’ 우주기지 건설이 착수된 시점과 일치한다.
2021~25년 우주기지 개발에 매년 300억~500억 루블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림 2.3.3 참고).

표 2.3.1 「러시아 우주기지 개발(2006-2016)」 연방특별프로그램 예산집행률
(단위: 백만 루블)

연도

프로그램 예산

2006

1,500.00

연방예산

프로그램 예산 대비
연방예산비율

1,500.00

100%

집행된 예산

예산집행률

1,500.00

100%
100%

2007

1,836.80

1,836.80

100%

1,836.79

2008

4,359.86

4,368.06

100%

4,313.06

99%

2009

2,605.50

2,605.50

100%

1,876.15

72%

2010

6,385.61

6,385.61

100%

6,370.90

100%

2011

9,890.45

9,890.46

100%

9,715.82

98%

2012

14,385.61

13,405.79

93%

12,545.54

94%

2013

18,883.54

20,783.51

110%

19,381.45

93%

2014

15,135.94

28,695.13

190%

11,556.17

40%

2015

18,911.09

23,252.00

123%

12,417.24

53%

2016

7,016.51

7,603.78

108%

3,553.57

47%

총계

100,910.91

120,326.64

119%

85,066.69

71%

자료: данным портала Федераль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8)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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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러시아 우주활동 보장을 위한 우주기지 개발(2017-2025)」 연방특별프로그램
예산 동향
(단위: 십억 루블)

자료: данным портала Федераль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7)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표 2.3.2 「러시아 우주활동 보장을 위한 우주기지 개발(2017-2025)」 연방특별프로그램
예산집행률
(단위: 백만 루블)

연도

프로그램 예산

연방예산

총 프로그램 예산
대비 연방예산비율

집행된 예산

예산집행률

2017

7,080.33

29,109.45

411%

7,080.33

24%

2018

17,194.79

41,166.38

239%

17,166.51

42%

2019

39,111.42

63,540.13

162%

23,132.76

36%

2020

45,205.52

59,727.31

132%

45,840.68

77%

2021

32,728.27

48,626.27

149%

3,832.17

8%

2022

39,110.00

35,055.35

90%

0%

2023

51,574.20

35,061.27

68%

0%

2024

49,545.41
312,286.16

98%

2025

37,398.44

총계

318,948.38

97,052.45

31%

자료: данным портала Федераль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7)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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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글로나스 시스템 개발, 유지 및 이용」 연방특별프로그램에 대한 정부투자 동향
(단위: 십억 루블)

자료: данным портала Федераль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7)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새로운 연방특별프로그램이 채택된 이후에도 계획된 지출과 실제 지출 내
역이 계속 바뀌고 있다(표 2.3.2 참고). 2019년 우주기지 개발 프로그램의 경
우 실행률이 너무 낮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실
행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예산집행률이 높아졌다.
2020년 총 결산내역을 보면 과거의 다른 프로그램보다 우주기지 개발 프로
그램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나스는 우주활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글로나스 시
스템 개발 및 운용」 연방특별프로그램에 따라 2001~11년간 위성항법시스템
을 유지하는 데 874억 루블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
자규모는 급격한 변동을 거듭해왔다. 2001년부터 글로나스 시스템에 대한
자금 투자는 10억 7,900만 루블에서 85억 4,400만 루블로 증가했고 2008
년에는 투자규모가 2배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인공위성군 배치를 늘리
는 계획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11년에는 글

76 •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로나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2011년에는 148억
8,000만 루블까지 감소했다.26)
이후 2012년 이 프로그램은 「글로나스 시스템 개발, 유지 및 이용(2012-

표 2.3.3 「글로나스 시스템 개발, 유지 및 이용」 연방특별프로그램 예산집행률

연도

프로그램 예산

연방예산

프로그램 예산 대비
연방예산비율

집행된 예산

연방 예산집행률

2002

1,645.00

2003

1,563.00

1,563.00

100%

2004

2,227.50

2,227.50

100%

2005

3,466.50

3,466.36

100%

2006

0%

4,723.89

100%

2007

23,390.47

9,880.00

4,725.38
42%

9,811.02

99%

2008

14,778.88

14,775.20

100%

14,657.38

99%

2009

31,443.65

31,526.65

100%

31,198.85

99%

2010

27,939.22

27,939.22

100%

27,648.18

99%

2011

19,293.57

19,293.57

100%

18,492.50

96%

2012

20,546.05

20,546.05

100%

20,318.06

99%

2013

21,425.57

21,300.57

99%

20,962.21

98%

2014

21,890.44

21,845.89

100%

20,749.79

95%

2015

41,640.92

41,640.91

100%

40,248.38

97%

2016

47,773.38

47,282.83

99%

46,938.94

99%

2017

38,153.24

38,257.80

100%

32,926.66

86%

2018

34,083.88

39,166.71

115%

32,779.09

84%

2019

27,963.45

28,274.92

101%

27,216.88

96%

2020

25,929.26

26,756.19

103%

26,107.27

98%

49.88

8%

2021
총계

643.71
396,251.98

389,130.22

98%

370,105.09

자료: данным портала Федераль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7)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6) “Путин утроил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ГЛОНАСС”(15 сентября 200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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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이후 2016년까지 글로나스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사업 기간 이 프로그램에 3,701억 루블이 투자되었다.
이후 정부는 위성시스템을 현대화할 계획이었으나 2016년 루블화 평가절하
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등 새로운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자금 지원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위성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는 완수
되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수입 부품의 가격이 상승한 까
닭도 있었다. 사실 러시아는 기존 시스템의 경우 부품의 75~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27)
글로나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자금 지원은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감
소하고 있다(표 2.3.3 참고).

27) “ГЛОНАСС спускается на землю”(25 июня 20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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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러시아의 우주탐사 및 개발 분야 국제협력 동향
러시아는 양자 및 다자 협정 차원에서 국가 간 우주탐사 협력을 발전시키
고 있다. 다자 협력은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
(CIS)이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기타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
른 국가 연합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러시아의 첫 번째 전략적 협력관계 대상은 유라시아 지역이다. 2020년까
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 이루어진 협력은 ‘2020 경제발전전략’에 의
거한다.28) 이 전략에 따르면 CIS 국가들과의 협력은 우주비행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우주활동과 자원을 통합하는 기업 설립을 목표로 한다.
참고로 과거 소련 시절 원활했던 우주산업 협력관계는 소련 해체 이후 현격하
게 약화되었으며 이는 우주산업에서 러시아와 다른 구소련 국가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보다 집중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대상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있
다. 러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은 2000년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29) 유라
시아정부간위원회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간 지구원격탐사 데이터
기반 우주 및 지리정보통합시스템」이라는 정부 간 프로그램이 승인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위해 러시아는 172억 루블, 벨라루스는 54억 루블, 카자흐스
탄은 64억 루블을 2025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협정 문건에 각국의
예산정책이 국가 간 협정 사항에 우선한다는 언급이 있어 추후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각국의 투자 이행 의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30)
28) Роскосмос вебсайт,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соглашения и комисс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29)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Договора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и Еди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от 26 февраля 1999 года о совместном
освоении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мирных целях(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7).
30) Электронный фонд правовых и нормативно-техн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решение
Евразийского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от 17 июля 2020 года № 4 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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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우주 분야에서 특별한 국가이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주
요 우주협력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이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가 우주기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정부 간 17개 협력 협
정이 체결되었다. 이들 협정에는 러시아로 이전된 우주기지 시설, 우주기지
에 사용될 물품의 국경 이동 절차, 기본적인 우주기지 이용 원칙, 임대계약,
우주기지 안전 확보를 위한 러시아 군부대 주둔 규정, 바이코누르의 행정구
역상 지위, 사고 발생 시 양국간 협력 절차, 환경문제 및 기타 우주기지 이용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양국 정부 간에는 우주항공 기기 사용과 우주기술 및
원격탐사 분야에 대한 협력 협정도 체결되었다.31) 양국은 공동으로 카자흐스
탄의 통신위성 ‘카즈샛(Kаzsat)’과 ‘카즈샛-2’를 개발하기도 했다.
구소련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도 소련 해체 이후 상당한 규모의 우주 로켓
산업 설비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3개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양국 간 갈등 상황으로 러시아는 중기적 전망
에서 당분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우주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여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국 사이에는 우주 기초과학 연구 분야에서
미미한 수준의 협력만 이루이지고 있으며 2014년까지 이루어졌던 우주발사
시장에서의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러시아와 서방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그 잠재력이 매우 크다. 서방
국가들 중에 러시아의 국제협력 대상으로 유럽연합(EU)과 북미 국가(미국ㆍ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Интегрированная система государств - член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космических и гео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продуктов и услуг на основе национальных
источников данных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зондирования Земл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9).
31)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
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осмической и ав
иационной техники, технологий и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зондирования Земл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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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대표적이다. EU와의 협력은 러시아 로스코스모스와 유럽우주국
(ESA)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측 사이에 3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중 기본 문건은 ｢러ㆍEU 우주협력협정｣이며 이 협정에 따라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내는 연구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32) 칼리니첸코
(Калиниченко)와 미트로히나(Митрохина)(2018)는 논문 183페이지에서
‘러시아와 서방 간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유럽우주국의 관계는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의 관계에는 보다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 미국은 무기거래 및
이중용도 물품ㆍ기술거래 금지 등을 포함한 대러 경제제재를 채택하면서 러
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일부 우주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33) 미국은 로켓엔진을 러시아산 엔진으로 대체하여 품질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비용은 현저히 줄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 역시 미국
등으로부터 인공위성 부품을 수입하고 있었기에 드미트리 로고진(Д. Рогозин)
로스코스모스 사장은 이러한 제재 조치에 “미국이 우주 프로젝트 진행을 방
해하여 러시아 우주장치의 발사 시기를 지연시켰다”라며 분노했다.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는 4개의 양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중 2개는
기술 보호 관련 협정이다. 러시아와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 협정은 국제
위성추적구조시스템인 ‘코스파스-살새트(Косм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Поиска
Аварийных Судов - Search And Rescue Satellite-Aided Tracking,
COPAS-SARSAT)’ 시행 및 카자흐스탄 영토에서 미국이 개발한 우주장치
발사 시 기술 보호,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ISS) 관련 협력에 대한 협정이다.34)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는 협력ㆍ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중 하나이다.
32) “Роскосмос и ЕКА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космоса”
(14 марта 20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4).
33) “Санкции США на микроэлектронику затронули десятки российских спутников”
(15 июн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2).
34) Роскосмос вебсайт,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соглашения и комисс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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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우주협력 대상은 아시아이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지구궤도에
배치된 우주장치 수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쿨레쇼프(Кулешов)와
랸(Лян)(2021)은 논문 209페이지에서 중국의 우주지식과 기술 수준은 이미
위성관측 및 대규모 심우주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는 수준이며 선진국에 뒤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대부분의 우주 프로그
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자체적인 우주 프로젝트 추진이 중
국 우주정책의 특징이 되었다. 또한 중국의 우주기술은 상당 부분 러시아 모
델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도 덧붙일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이 달에 우
주정거장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의 우주협력은 1992년 12월 18일에 체결된 양국 간 협정과
1994년 3월 25일 체결된 부처 간 협정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양국이 본격
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한 것은 우주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처 간 프로젝트
가 채택된 2001년부터이다.35)
2014년까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93건의 협정이 체결되었으며,36) 2014년
1월에는 ‘위성항법 영역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
했다. 이 위원회는 러시아와 중국 양국에서 순차적으로 연간 1~2회씩 정기적
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37) 2020년 마지막으로 개최된 7차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우주협력계획과 방향 명확화와 2021~25년 중ㆍ러 위성항
법 분야 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사실상 중요한 문건은 러ㆍ중 우주기술보호
협정으로38) 해당 협정은 2016년 6월 25일 양국 간 체결되어, 2017년 11월
35) Главкосмос вебсайт, “Программ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30).
36) Ракурс вебсайт,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косм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30).
37) ГЛОНАСС вебсайт,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й Комитет проектов по важному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области спутниковой навигаци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30).
38) Роскосмос вебсайт,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соглашения и комисс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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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러시아 하원에서 비준되었다.
2017년 9월 중국과 러시아는 ｢2018-2022 러ㆍ중 우주협력계획｣을 채택
했다. 이는 1992년 양국 정부 간 협정이 효력을 발휘한 이래 추진된 여섯 번
째 5개년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6개의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에
는 달과 심우주 연구, 우주과학 및 관련 기술, 위성 및 위성 활용, 요소기술 및
소재, 지구원격탐사 데이터 분야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
행하기 위해 각 분야별 업무추진팀이 구성되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과학기
관 및 기업들이 심우주 연구 분야 협력, 공동 데이터 처리 센터 구축, 양측 우
주기술의 구매에 관해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우주협력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 우주복과 로켓엔진 RD-180을 구매하였고 러
시아는 중국의 우주비행사를 교육하고 중국의 위성을 발사했으며 우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산 초소형 전자기기를 구매하였다.39) 2019년 제
6차 러ㆍ중 엔지니어링 및 기술 포럼에서는 80억 위안 규모의 우주항공 프로
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15개 협정이 체결되었다. 현재 러ㆍ중 우주협력 프로
그램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양국 부처 간에 직접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국제지구관측항공우주시스템
(IGMASS)40)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우주 및 지구
에서 인공적ㆍ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
측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항공우주 관측 잠재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상
및 항공우주 시설을 통해 확보되는 관측 데이터를 일반화하고 종합적으로 처
리하여 시스템에서 해석ㆍ반영ㆍ보존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39) Институ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Фудань,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и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ий диалог: модель 2020 год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30).
40) ООН(2011), “IGMA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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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은 또한 우주 데이터 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을 수립하는 우
주데이터시스템자문위원회(CCSDS)에도 가입해 있다.41)
러시아와 중국은 연구소 차원에서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일례로 러시아
태양-지구 물리학 연구소와 중국 국가 우주과학센터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러ㆍ중 우주기상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42)
중국은 몇몇 러시아 우주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는 달 탐
사선 ‘루나-25’ 개발과 ‘울트라피올레트(Ультрафиолет)’, ‘라디오아스트론
(Радиоастрон)’, ‘밀리메트론(Миллиметрон)’과 같은 우주 망원경 구축이 있
다. 통신 및 항법에 필요한 모든 지상장치를 위한 통합 전자부품 기지 구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2018년 11월 7일 체결된 평화적 목적
의 러시아와 중국의 위성항법시스템 활용을 위한 정부 간 협정(2019년 8월 2일
｢연방법｣ No.276-FZ에 의거하여 비준되고 2019년 9월 8일 공표)43)에 의
거하여 러시아의 위성항법시스템 글로나스와 ‘베이더우(北斗)’의 공동 운영
및 통합 표준화와 관련한 협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성항법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중국 간 국경 이동 시 항법정보
제공, 항법 표준 개발, 글로나스ㆍ베이더우 칩 개발을 위한 공동 센터 구축,
위성항법 분야 전문가 양성, 글로나스ㆍ베이더우를 통한 효율적인 농작물 경
작과 같은 공동 협력 프로젝트들이 개발되고 있다.44)
41) The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CCSDS), “About CCSD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30).
42) РАН Сиби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вебсайт, Институт солнечно-земной физики. “Объединенный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й научный центр по космической погоде”(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30).
43)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применения глобальных
навигационных спутниковых систем ГЛОНАСС и Бэйдоу в мирных целях(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30).
44) “Россия и Китай расширя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 спутниковой навигации”(20 декабр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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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본은 우주활동 분야 6대 선도국 중 하나이다. 일본의 우주개
발은 재정적인 면에서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분야의 우주개발 활동 경험을 보
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은 독자적인 우주발사장과 궤도 위성군, 국
제우주정거장의 모듈 ‘키보(Kibo)’와 국제우주정거장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화물 우주선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인도와 2004년부터 위성항법장치 글로나스(GLONASS) 개발 및
발사에 관한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는 구소련 국가들을 제외하고 러시
아의 가장 오랜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 러시아와 인도는 우주기술 및 경험을
상호 교류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우주 열강을 제외하고 구소련 국가들 외의 다른 국가들
(한국, 베트남,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이집트, 앙골라, 아랍에미리
트 등)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 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추고 있
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은 대규모 우주 프로젝트에 투자를 추진하거나 미
국, EU 또는 중국과 같은 우주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우주 역량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전략적 파트너 국가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1. 전자부품 기반 기술의 대체 도입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2. 대규모 우주 프로젝트 실현의 복합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도상국과
의 협력관계 구축
3. 러시아 우주산업 제품의 진출
4. 평화적 목적의 우주공간 지배 질서 확립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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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러시아 우주산업 발전과 국제협력전략
러시아의 우주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공식 문건에는 러시아 우주기술개발
의 당면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분석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내용
이 없다.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및 국내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서는 국가안보 전략이나 과학기술 발전전략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
한 우주활동 분야 특유의 문제나 당면과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러시아 과학기술 발전전략에는 비효율적인 조직 구성, 개발ㆍ지원 수단에
대한 국가ㆍ지역ㆍ분야ㆍ기업 간 이견, 우주 연구ㆍ개발ㆍ제조 등으로 이어
지는 우주산업 가치 사슬의 불완전성, 두뇌 유출, 혁신에 대한 둔감한 경제 등
과학 및 기술 산업의 일반적인 문제들만 제시되어 있다.45) 글로벌 경쟁 심화
에 대해서 언급하고는 있지만 러시아 우주활동 잠재력 개발에 있어 무엇이 본
질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국제협력 전략에는 모든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만, 협력관계 확대는 유인우주선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부문에서
해외 파트너들과의 유망한 협력 방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로스코스모스와 협력하고 있는 전문가 및 학자들은 로스코스모스의 장기
계획의 부정적 요소들을 언급하며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0년 로스코스모스 측의 청구 때문에 파산한 러시아 민간 우주회사 ‘다우
리아 에어로스페이스(Даурия Аэроспей)’의 미하일 코코리치(М. Кокорич)
회장은 러시아 우주활동 전략을 윤곽이 없는 얼굴 같다며 명확히 제시된 목표
가 없다고 비판한다.46) 그는 러시아 우주활동 계획에 채택된 제도적 접근 방

45)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 642 от 1.12.2016 «О стратеги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46) “««Роскосмос» довел до банкротства российскую частную космическую ИКТкомпанию»”(4 феврал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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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통일성이 없으며, 이 계획 실현을 통해 국가와 경제, 사회 및 로스코스모
스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답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
렸다.
중국처럼 우주기술 발전에서 자국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는 카
자흐스탄에 위치한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매년 수많은 로켓을 발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 발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바이코누르, 플레세츠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세 곳은 러시아 영토에서
우주로 안정적으로 진출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바이코누르와 플레세츠크
두 우주기지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는 새로운 앙가라 로켓용 로켓발사대
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고 거의 유사하다. 반면 보스토치니 우
주기지는 처음부터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에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보
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대형 및 중형 발사체, 재사용이 가능한 상단 및 수소ㆍ
산소 추진체를 사용하는 궤도 간 수송기와 우주 예인선 등을 발사한다는 과제
가 부여되어 있다.47)
사회경제 분야의 과제는 모니터링 기기 완성, 운항, 우주 제품이 일반소비
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자동 우주장치 및 서비스용 우주장치 개발 여건 조
성, 지구궤도 위성군의 현대화, 모듈 형태의 우주장치 도입 및 일원화ㆍ플랫
폼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주 기초연구 분야의 목표는 라디오파부터 감마선에 이르는 우주방사선
연구, 미래형 연구수행을 위한 소형 우주장치 개발, 우주공간이 생물학적 과
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주 망원경 설치, 국제 태양계 연구 참여, 달 연구,
화성과 화성의 위성 포보스의 토양 수집, 달에 각종 장비 설치, 태양 및 타 행
성의 입체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한 궤도 위성군 구축 등이 있다.
유인우주선 개발을 위한 국가 우주정책 목표에는 향후 2030년까지 달에
47)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 642 от 1.12.2016 «О стратеги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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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우주선을 착륙하는 것이 포함된다. 달에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것을 목표
로 하는 미국의 ‘아르테미스(Артемида)’ 계획과 달리 국제달정거장 건설은
원격 조종이 가능한 로봇을 활용해 달을 탐사한다.
러시아의 우주활동 전략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상되는 결과는
규정하고 있으나 결과 달성을 위한 형식과 방법은 정하지 않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우주계획의 전형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실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현재 러시아 우주산업 발전 단계에서 정부 및 관계 기관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기초기술 연구를 위한 유
망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로스코스모스의 국제협력 과제는 부문별로 진행된다. 그중에는 국제우주
법 개발 참여, 기술 교류, 공동 개발 및 대규모 프로젝트 이행 시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우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 ‘주문자-공급
자’로서의 협력, 평화적 목적의 우주지배 원칙 유지, 우주쓰레기 문제 해결에
참여, 러시아 우주과학 성과 및 가능성 홍보 활동 등이 해당된다.
미국은 특히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하여 우주탐사에서 세계적 우주 선도
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다. 달은 사실상 태양계로 들어서는
관문이자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이웃 행성으로서 새로운 과학적 성과와 경제성
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구의 유일한 위성인
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아르테미스 계획의 목표이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연구와 2000년대 유인우
주비행계획의 핵심이며 그동안 정기적으로 지속해온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우
주인들을 보내는 유인비행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아르테미스’ 계획의 임무
는 여러 단계로 나뉜다. 첫번째 ‘아르테미스 1호’는 미국 NASA가 202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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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할 무인 달 탐사선으로 오리온 우주선과 차세대 우주발사체인 SLS 로켓
을 테스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아르테미스 2호’의 임무는
오리온 우주선에 우주비행사가 탑승하여 달 궤도 주변을 비행하는 시험을 진
행하는 것이다. NASA는 또한 소프트웨어 및 작동 하드웨어들도 테스트할 계
획이다. 이어 ‘아르테미스 3호’의 임무는 유인 달 착륙과 달 표면에서 탐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우주실험과 비행 능력을 입증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 계획은 추후 화성 유인 탐사를 추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NASA와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들이 유럽, 룩셈부르크,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영국,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브라질, 한
국 및 뉴질랜드의 우주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이다.
각 국가들은 2020년 10월부터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달은 인류가 화성에서 첫 탐사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심우주
에서 시스템 작동 및 탐사 작전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장이다. NASA의 아
르테미스 계획에 대한 러시아 측의 대응책은 국제달정거장 개발로 이를 위해
여러 단계의 세부 임무가 추진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2036년 이후 본격적
인 기초연구 및 인간 착륙을 위한 달 거주지를 구축하여 활용하게 된다. 국제
달정거장 건설에 앞장서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이며 양국은 달 탐사 프로그
램과 그 안에 제시된 구상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
집필진의 관점에서 이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에도 적합한 방향이며 ‘아르
테미스’ 계획에 대한 경쟁 심리는 양국 과학자들이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하도
록 자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국가 우주 프로그램을 이행
하는 데 있어 ‘아르테미스’ 계획과 국제달정거장 간에 더 나은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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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글로벌 시장에서의 러시아 우주산업 경쟁력 분석
러시아 우주산업의 경쟁력은 자국 기업의 제품 생산을 발전시키고 지원하
는 요인을 분석하고 조직화된 메커니즘과 국제 우주 서비스 시장 진출 가능성
을 살펴봄으로써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랜 세월 우주장비를 개발하고 관리 및 운영해온 경험은 러시아 우주산업
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소련 과학기술자들은 폐쇄적이었던 국가 체제로 인
해 모든 우주장비를 해외 파트너의 협력 없이 오로지 소련의 우주산업 기업들
과 협력하려 자체적으로 제작해야만 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방대한 우주장
비의 제품군을 보유하게 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제4장 참고).
수십 년간 수많은 우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현해온 경험 역시 러시아
우주산업의 강점을 말해준다. 러시아 우주제품의 높은 품질 수준은 러시아
제품이 세계 우주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실제로 20세기
초 세계에서 발사된 모든 우주로켓이 러시아 로켓이었다는 점만 보아도 충분
히 알 수 있다.
표 3.3.1 러시아 우주산업의 SWOT 분석

강점

약점

우주산업의 오랜 전통과 발전 경험

민간 부문의 낮은 점유율

폭넓은 우주장치와 기기 제품군

노후한 생산 기반

성공적으로 우주계획을 이행해온 경험

기본 부품의 높은 수입 의존도

각 부문별 제품의 높은 품질

국가안보와 혁신 간의 모호한 경계

기회

위협

신제품 개발과 생산 분야의 국제협력

전통적으로 성공해온 부문에서의 가격 경쟁

새로운 협력대상국 등장

경쟁 상대 증가(특히 상업용 발사 시장에서)

세계 우주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국제 상업용 발사시장 내 경쟁우위 상실 위험

혁신적인 원자력 엔진 우주선 개발

추진 중인 프로그램 대비 전문 인력 부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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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러시아 우주산업의 SWOT 분석은 [표 3.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과거 우주산업 전문가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 기업의 생
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상업 기반 국제협력을 꼽았으며 두 번째로는 첨단과
학 및 엔지니어링 교육기관을 꼽았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는 우주산업 투자 방향 효율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에 따라 오늘날 러시아에게 가장 유망한 우주사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1) 러시아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립
2) 저궤도 통신위성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국제협력
3) 기초 우주 연구용 장치 준비를 위한 국제협력
4)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우주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협력
5) 지구원격탐사 프로젝트 국제협력
6) 나노 인공위성 개발
7) 우주발사체 발사 서비스
8) 우주관광 개발

러시아 우주산업은 자국산 제품의 명백한 우위에도 불구하고 약점도 지니
고 있다. 그 첫째는 생산업체 간 경쟁의 부재이다. 둘째는 기업들의 노후화된
생산 기반이다.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는 일부 통신위성을 중심으로 기본 부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도이다. 넷째는 평화적인 목적과 군사적 목적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프로젝트의 존재이다. 이로 인해 개방적 혁신 도입과 국가안보 확
보 간에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알렉산드르 볼로셴코를 비롯한 우
주산업 최고 경영층도 주목하고 있다.48)
48) Блошенко(21 июля 2020),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о перспективным программам
и науке ГК «Роскосмос», “Роскосмос прямой эфир - Россия 2020 и будущее Росс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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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있다. 그중에는 우주 프로그램
을 추진할 때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우주기술을 개발하는 노력과 우
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회요인을 잘 살린다
면 러시아가 뒤처지지 않도록 기여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 역시 우주개발을
지속하길 희망하기 때문에 우주 분야를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 방치하지는 않
을 것이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우주 에너지 추진 시스템 분야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행성 간 우주 예인선인 ‘제우스(Зевс)’의 핵심인 원자력 추진장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세중력 및 고진공 상황에서 우주
장치의 액적 분사 냉각기에 적용될 단일 분산 액적 유동의 열 전달 및 유체역
학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준비 중이다. 러시아 과학자들
이 진공 상태에서 원자력 장치 냉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현재
존재하는 에너지 방안 대비 기능이 한층 개선된 행성 간 탐사 추진 기관을 개
발하는 실질적인 동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회를 실현하는 과정에 러시아가
2000년대 이후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분야에서 이제는 그 지위를 상
실할 수 있는 위험과 한계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러시아 국내 우주발사 기지
를 포함한 상업용 우주장치 발사 시장에서 그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그
림 3.3.1 참고).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된 것은 미국 우주 신생기업들의 공격적인 가격경쟁으
로 인한 시장 재분배와 관련이 있다. 그러한 기업 중에 러시아가 오랜 세월 선
도해온 기존의 우주발사 시장을 단 몇 년 만에 재편한 ‘스페이스X(Space X)’
가 있다. 스페이스X는 재사용이 가능한 1단과 페어링을 보유한 로켓발사 기술
을 개발하여 발사 비용을 크게 절감시켰고 발사 시장에 대한 접근이 훨씬 용이
Технологии прорыва и МК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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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전 세계 우주발사 중 러시아 우주 기지에서 발사된 우주장치비율
(단위: %)

자료: данным ГК «Роскосмос», NASA, ESA, CNSA, JAXA, ISRO(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해졌다. 드미트리 로고진 ‘로스코스모스’ 사장은 ‘스페이스X’가 우주발사 시
장에서 가격 덤핑을 남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미국 국방부나 국가기관 발주
자를 통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경쟁사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49)
러시아 우주산업의 위기요인 중에 국가의 과도한 영향력이 있다. ‘로스코
스모스’ 산하 기업이 아니거나 우주개발 스타트업(Start Up) 창업자들이 제
안하는 프로젝트는 정부 승인 과정과 관료주의적 행정 절차로 인해 애초 첫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정부 등 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는 정
부 고위 관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필요한 추진력을 얻는다. 따라서 우주정
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고위 관리가 주최하는 경제 포럼이나 박람회 등에서
협의를 하는 경험은 잠재적 파트너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49) Рогозин, Выступл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Госкорпорации «Роскосмос» Дм
итрия Рогозина на 7-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еж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
нференции «Орбита молодеж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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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에서 조달되는 기본 부품들이 들어가는 우주제품을 생산할 때 선
택의 폭이 좁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방국의 제재가 확대되고
있는 기술 분야에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주 관련 기업들의 인력 세대교체가 늦춰지고 있다는
점도 위기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당시 우주산업이 저평가되면서 젊은 인재
들이 이 분야로 진출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러시아 회사로는 우주선을 제작하는 ‘에네르
기아’, 러시아로켓엔진 제작사 ‘에네르고마쉬(Энергомаш)’, 중ㆍ대형급 로
켓발사체를 생산하는 러시아 흐루니체프 우주항공연구생산센터와 로켓우주
센터 ‘프로그레스(Прогресс)’를 들 수 있다.
‘에네르기아’는 2020년까지 유인우주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였다. ‘에네르기아’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비행사 운송과 귀환을 지원
하고 있으며, 2011년 우주왕복선 ‘스페이스 셔틀(Space Shuttle)’ 프로그램
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비행사를 실어 나르는
유일한 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2021년 ‘스페이스-X’가 개발한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보잉사가 우주선 ‘스타라이너’를 개발하면서
유인우주선 시장의 주도권이 점차 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2020년 이전까지는 ‘에네르기아’가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유인우주선 발사
를 1년에 4회 발사했다면 지금은 2회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다(표 3.3.2 참고).

표 3.3.2 유인우주선 발사 현황(2018~21년)

우주선

2018

2019

2020

2021(상반기)

소유즈 MS

4

4(무인 1)

2

1

0

2
(시범1, 운영 1)

1

크루드래곤

0

자료: ГК «Роскосмо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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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유인우주선 스펙 비교

CST-100 중국 차세대
스타라이너 유인우주선

명칭

오룔

오리온

크루 드래곤

제조사

러시아
(에네르기아)

미국
(록히드
마틴)

미국
(스페이스X)

미국
(보잉)

첫 무인
궤도
발사년도

2023
(앙가라-A5),
2024
(앙가라-A5M)

2014
(델타 IV
헤비)

2019
(팔콘 9)

2019
(아틀라스
-5)

2020
(창정 5B)

2022

첫 유인비행
년도

2025
(앙가라-A5M)

—

2020

2021

자료 없음

2022

우주비행사,
인원수

4명

—

4명

4명

최대
6~7명

3명

14.4

—

12

14

14

자료 없음

2

—

6

—

—

—

ISS 결합
후 비행시간

최대 365일
(LEO)

—

최대 720일 최대 210일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율
비행시간

최대 30일

—

최대 1주일 최대 60시간 자료 없음

로켓발사체

앙가라-A5M

델타 IV

팔콘 9

아틀라스-5

창정 5B
또는 창정 7

마크 3
(GSLV
Mk.III)

첫 무인
궤도
발사년도

미정

2022
(SLS)

—

—

—

—

미정

2023
(SLS)

—

—

—

—

4명

4명

—

—

3~4명

—

이륙 중량,
t

20.0

25.0

—

—

자료 없음

—

로켓발사체

미정

SLS

—

—

창정 9

—

특성

지구
이륙 중량,
저궤도로
t
비행 시
화물 유효
탑재량, t

첫 유인비행
년도
우주비행사,
인원수

달로
비행 시

가가니얀

중국
인도
(중국항공우주
(인도
과학기술그룹) 우주연구소)

7일

자료: данным ГК «Роскосмо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6); L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 SpaceX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6); Boeing(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를 바탕으로 작성.

96 •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유인우주 시스템은 에네르기아의 주요 분야인데 에네르기아는 국제우주정
거장 우주비행사 운송 및 귀환을 지원하는 시장에서 점차 주도권을 상실해 가
고 있다.50) 여기에는 1978년 첫 비행을 했던 우주선 소유즈의 현대화가 여러
차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이 있다.
현재 미국의 경쟁사들과 중국은 조종석 배치 등이 훨씬 편하고 재사용 캡
슐을 사용한 차세대 우주선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러시아는 경쟁사들보다 몇 년이나 뒤늦게 차세대 우주선 ‘오룔’의 첫 시범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우주선의 특징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즉 귀환 캡슐의 경우 단열재를 복원하면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다.
지구 저궤도 우주비행사 운송을 위한 유인우주선 제작 외에도 현재 미국의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은 국제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라 달 탐사를 위한 유인우주선 ‘오리온’을 개발하고 있다.
[표 3.3.3]에는 차세대 우주선들의 스펙이 제시되어 있다.
러시아의 ‘프로그레스’, 일본의 HTV와 미국의 ‘카고 드래곤(Cargo Dragon)’
및 ‘시그너스(Cygnus)’와 같은 화물우주선이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화물
을 운송하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 화물운송 시장에서 ‘에네르기아’의 비중
은 2020년 29%로 줄어들었다(표 3.3.4 참고).
각 화물우주선의 스펙은 [표 3.3.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화물우주선 ‘카고 드래곤’은 운송기술 서비스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을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
다. 지구 저궤도에 우주선을 발사하는 경우 재사용 2단형 발사체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이때 사용되는 발사체는 달성 가능한 최종
특성 속도가 12km/s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무게 효율이 매우 높아야 한다.

50) Годовой отчет РКК «Энергия» за 2020 го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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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화물우주선 발사 현황

우주선

2018

2019

2020

2021(상반기)

프로그레스 MS

3

3

2

2

카고 드래곤

3

3

2

0

시그너스

2

2

2

1

HTV

1

1

1

0

자료: данным ГК «Роскосмо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를 바탕으로 작성.

중국 또한 우주선 생산에 있어 러시아의 주요 경쟁자이다. 중국은 저궤도
모듈식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있다. 우주정거장 운송 서비스에 유인우주선
‘선저우(Shenzhou)’와 화물우주선 ‘톈저우(Tianzhou)’가 이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달과 심우주로의 비행을 위한 차세대 유인우주선 개발도 진행될 예
정이다.
우주정거장 운송 및 유지 보수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 단계는 부분
적 재사용 발사체를 반드시 사용함과 동시에 캡슐형 화물우주선(총 비행 수
명에 제한적임)을 항공 겸용으로 대체하거나 날개형 화물우주선(총 비행 수
명이 몇 배 더 높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새로운 화물우주선 생산이 매우 활발해졌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자사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 부문에서 러시아는
이미 1978년에 처음으로 발사된 모델 ‘프로그레스’를 내놓고 있다. 운송 가
능한 유효 탑재량의 무게값으로 보면 다른 경쟁사의 우주선이 러시아의 ‘프
로그레스’보다 앞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로켓엔진 제작사 ‘에네르고마쉬’는 로켓엔진 시장에서 미국 측으로
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고 있는 미국
발사체용 엔진 RD-180과 RD-181와 관련된 것으로 2014년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가하면서 정치적 대립이 첨예하게 된 후 계약 파기 요구와 미국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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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화물우주선 스펙 비교
명칭

프로그레스

ATV

제조사

러시아
에네르기아

유럽우주국

첫 비행

최근 비행

1978년

2008년

HTV
일본
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
2009년

1월 20일
2021년

3월 9일

9월 10일

6월 30일
(프로그레스MS)

총 비행
(로켓발사체
발사 실패)

2014년
7월 29일
(비행 중단)

카고 드래곤

중국국가
우주국

2020년

시그너스
미국
오르비탈
(Orbital)
2013년

12월 6일

9월 18일

4월 20일

미국
스페이스X

톈저우

2017년

2020년

2021년

2021년

2021년

5월 20일

6월 3일

2월 20일

5월 29일

168

5

9

2

16

2

(3)

(-)

(-)

(-)

(1)

(-)

18.9-27м³

15м³

불가
1,500kg
(건조)
1,800kg
(건조, 개량형)
2,0003,500kg
(개량형)

불가

부피

7.6м³

48м³

14м³

재사용 여부

불가

불가

중량, kg

7,150kg
(이륙)

20,700kg
(이륙)

불가
10,500кг
(건조)
16,500kg
(이륙)

9.3м³
(밀봉)
37м³
(비밀봉)
일부 가능
6,400kg
(건조)
12,000kg
(이륙)

유효 탑재량,
kg

2,500kg

7,670kg

6,200kg

6,000kg

재활용

재활용

최대
3,300kg

재활용

재활용

최대 190일

최대 30일

최대 720일

최대 720일

—

—

최대 4.5일

최대 2일

최대 2일

—

아리안-5ES

H-IIB

팔콘 9

ISS 공급

ISS 공급

귀환 화물,
재활용
kg
ISS 결합 후
최대 180일
비행시간
ISS
결합까지
최대 4일
소요시간
로켓발사체 소유즈-2.1a

목표

ISS 공급

13,500kg
(이륙)

6,500kg

애틀라스 5
창정 7
상업궤도
수송
상업궤도 수송
서비스
서비스
톈궁 2 및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모듈식
따른
따른
우주정거장으
우주복합체
우주복합체
로의 화물
공급, 유효
공급,
운송
화물운송 및 국제우주정거
반송
장 공급

자료: данным ГК «Роскосмо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 NAS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6); JAXA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6); CNS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6)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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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엔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블루 오리
진(Blue Origin)’이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발사체 엔진 BE-4가 러시아의
RD-180과 비교했을 때 성능 면에서 동등하거나 더 우월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경쟁사들은 또한 차세대 메탄ㆍ산소와 수소ㆍ산소 엔진 개발에서 러
시아 기업을 능가할 수 있다. 만약 러시아에서 이와 같은 엔진이 연구소나 실
험실에서 테스트되고 있다면 미국에서는 이미 시범 비행 또는 운용 비행이 이
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가 로켓 1단의 귀환을 통해 엔진을 재사용하면서
우주장치 발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발사비용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준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을 가져왔다.
만약 중형급 로켓인 소유즈 시리즈가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
사 횟수도 유지하게 된다면, 대형급 로켓의 활동은 둔화될 것이다. 바로 ‘프로
톤-M’에 대한 이야기이다. 2010년 중반 프로톤 시리즈의 연이은 발사 실패
이후 그 수요가 감소했으며, 이는 다음 시리즈인 ‘앙가라’ 로켓으로 전환 과정
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세계 발사체 시장에서 ‘프로톤-M’을 퇴위시
키기 위해 차세대 로켓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보다 콤팩트한 우주장치에 적합하도록 궤도투입 탑재물의 구조를 바꾸는
최근의 흐름은 한번에 수십 개의 우주장치를 궤도로 운반할 수 있는 경량급
혹은 중량급의 로켓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발사 서
비스 시장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안을 조합하면서 잠재적 발주자와 활발하게
작업해야만 한다. 또한 러시아 발사체로 발사되는 우주장치에 미국산 부품이
사용된다면 해당 유효 탑재물은 서방의 대러 제재 조치와 관련한 문제가 추가
된다. 이 경우 당연히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 러시아의 기회를 제한하고 협상
과정을 어렵게 하며, 미국의 ‘스페이스X’가 재사용 1단 팔콘 로켓 시리즈를
통해 자유로운 가격 조정을 누리는 상황에서 러시아 기업과 그 잠재적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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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들에게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경량급 로켓발사 시장에서 러시아의 경쟁 상대로 ‘아리안 스페이스’가 기
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한 신형 로켓 ‘베가(Вега)’가 있다. 이는 기아나 우주
센터에서 발사된 러시아 로켓 ‘소유즈-ST’의 직접적인 경쟁자이다. 그러나
연구팀이 보기에 ‘아리안 스페이스’의 발사체에 총 18번의 발사 중 사고가 2번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베가’의 안정성은 러시아 제품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
다. 즉 아랍에미리트의 인공위성 ‘팔콘 아이(Falcon Eye)’는 2019년 7월에
소실되었으며, 2020년 11월에 발사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인공위성 2개도
소실되었다.
이러한 발사 실패가 있은 지 15개월 뒤에 아랍에미리트는 동일한 위성을
러시아 로켓 소유즈 ST-A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2011년 이후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러시아 로켓이 20번 발사되었지만 사고는 단 한번도 없었다.
상업용 발사 서비스 시장은 이 분야의 두 선두업체인 미국의 ‘스페이스X’
와 중국의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CASC)이 주도하고 있다(표 3.3.6 참고).

표 3.3.6 2021년 상반기 글로벌 로켓발사 현황
기간
2021년

2021년

2021년

1/4사분기

2/4사분기

상반기

스페이스X(미국)

9

11

20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중국)

7

11

18

발사 제공 주체

로스코스모스(러시아)

4

3

7

로켓랩(Rocket Lab)(미국-뉴질랜드)

2

1

3

아리안 스페이스(유럽연합)

1

3

4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mman)(미국)

1

2

3

버진 오빗(Virgin Orbit)(미국)

1

1

2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ULA)(미국)

-

2

2
1

인도 우주연구소(인도)

1

-

아이스페이스(Ispace)(중국)

1

-

1

이란우주국(이란)

-

1

1

자료: BryceTech вебсайт. Bryce Briefing 2021 Q2(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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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로 발사된 유효 탑재장치 수에서 ‘스페이스-X’가 다른 발사 서비스 제
공자들을 모두 앞선다. 2021년 상반기 ‘스페이스-X’는 총 240톤에 달하는
1,014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이는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스타
링크(Starlink)’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수치
는 아니다. 중국의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이 발사한 우주장치는 무게가 총 80톤
가량이며, ‘로스코스모스’는 40톤 미만이었다. 이외에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
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미국-뉴질랜드의 ‘로켓랩(Rocket Lab)’과
인도의 우주연구소(ISRO)를 꼽을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발사한 모든 우주장치 중 약 75%는 통신위성이며, 12%
는 원격탐사 위성, 10%는 기초연구용 위성, 3%는 기타이다. 최근에는 점점
더 가벼운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추세이다(표 3.3.7 참고).

표 3.3.7 2021년 2/4분기에 발사된 인공위성 개수와 중량

무게 특성에 따른 인공위성 분류

위성 등급

위성 개수 비율

0.01-0.09kg (펨토)

0.3%

0.1-1.0kg (피코)

5%

1.0-10kg (나노)
11-200kg (마이크로)

소형급 위성

7%

위성 중량 비율
1% 이하
1%

22%

6%

201-600kg (미니)

62%

41%

601-1,200kg (소형)

1%

2%

1,201-2,500kg (중형)

1%

31%

1%

3%

2,501-4,200kg (차세대 중형)

중형급 위성

4,201-5,400kg (중대형)
5,401-7,000kg (대형)
7,000kg 초과 (초대형)

1% 이하
대형급 위성

-

4%
12%
-

자료: BryceTech(2021), St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0).

러시아는 ‘리쇼트네프’ 정보위성제조회사(ISS-Reshetnev), 항공우주기업
‘라보츠킨’, ‘에네르기아’, 러시아전자공학연구소 ‘브니엠’의 4곳에서 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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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주로 중대형급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있다. ‘리
쇼트네프’는 유효 탑재량을 위한 인공위성 플랫폼 생산에 특화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인공위성을 생산하는 선두기업 중 하나인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
스(Thales Alenia Space)’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 외 기타 다른 기
업과 연구소들은 소형급 인공위성 중에서도 특히 초소형 인공위성인 큐브샛
을 조립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스푸트닉스’사의 위성도 포함된다. ‘스푸트닉
스’사는 10년간 5개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고 위성 플랫폼인 ‘올비크
래프트 프로(OrbiCraft Pro)’를 출시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인공위
성을 조립할 수 있었으며 그중 2개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발사되었다. 이외
에 ‘아스트로노미콘(Астрономикон)’사는 큐브샛 형태의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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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러시아 우주산업 생산기지와 기업

제4장
러시아 우주산업 생산기지
4.1 로켓
4.2 로켓엔진과 궤도투입단
4.3 우주선과 우주장치
4.4 심우주탐사기

4.1 로켓
현재 러시아의 우주산업은 각종 우주기기 및 장치를 해당 궤도에 진입시키
기 위해 사용되는 발사체인 로켓, 로켓엔진과 궤도투입단, 우주선과 인공위
성 및 탑재체, 우주탐사선, 우주망원경과 같은 우주장치 생산에 집중되어 있
다. 러시아의 주요 우주기술 생산업체는 다음 [표 4.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1 러시아의 주요 우주산업 생산업체

발사체

‘프로그레스’

엔진
러시아 로켓엔진 제작사
‘에네르고마쉬’
‘쿠즈네초프’

궤도

우주선

투입단

인공위성 및 탑재체

‘에네르기아’ ‘에네르기아’

‘에네르기아’

‘흐루니체프’

‘리쇼트네프’

우주탐사선

러시아 엔진 및 중장비
제조사 ‘보로네즈스키
‘흐루니체프’

‘프로그레스’

(Воронежский)’
화학설계국

‘프로그레스’

‘라보츠킨’

‘프로그레스’
러시아전자공학연구소

(CADB)

(이하 ‘브니엠’)

파켈 기계설계국

‘라보츠킨’

자료: 저자 작성.

[표 4.1.1]에 소개된 기업들은 모두 30여 년 전 소련 시절에 설립되었다.
이 기업들이 소련 해체 직후 1990년대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
구하고 시장경제 체재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
에 새로운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수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1990년대의 당면과제가 소련 시절 성과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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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면 21세기에는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주장비 생산 분야에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 우주 분
야 기업의 종사자 수는 20만 명 이상이며 현재 러시아에서는 모든 궤도에 탑
재체 운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등급의 로켓이 상당한 규모로 생산되
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러시아 주요 로켓발사체의 등급, 모델
및 생산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1.2]에 소개되어 있다.

표 4.1.2 모델 및 등급별 러시아 발사체 생산라인

러시아 ‘흐루니체프’ 우주항공연구생산센터
구분

소형

대형

초대형

발사체

로콧

앙가라-1.2

프로톤-M

앙가라-A5

앙가라-A5V

(최초 발사)

(1990)

(계획 2021)

(2001)

(2014)

(개발 중)

31/1

-

99/9

2/-

없음

2.2/-

3.5/-

22/3.2

24/7.5

37.5/13

2000년 이후
발사/사고(횟수)
탑재 중량
저궤도/정지궤도

로켓우주센터 ‘프로그레스’
구분
발사체
(최초 발사)
2000년 이후
발사/사고(횟수)
탑재중량 저궤도/
정지궤도

소형

중형

대형

소유즈-2.1v 소유즈-2.1a 소유즈-2.1b 소유즈-ST-A 소유즈-ST-V

소유즈-5

(2013)

(2006)

(2006)

(2011

(2014)

(개발 중)

6/-

34/1

19/1

8/-

12/1

-

2.8/-

6.6/-

8.3/0.9

4.3/1.2

-/1.5

17

자료: данные предприятий ГКНПЦ Хруничев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6); РКЦ «Прогрес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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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러시아의 로켓 생산라인은 소형급부터 대형
급까지 그 폭이 넓다. 최근 로켓우주센터 ‘프로그레스’에서 생산된 ‘소유즈’
로켓 시리즈의 현재 모델의 발사 횟수는 79번이었으며, 대형급 로켓발사체인
‘프로톤-M’의 발사 횟수는 99번이었다. 러시아 로켓발사체의 2000년 이후
누적 발사 횟수는 [그림 4.1.1]과 같다.

그림 4.1.1 2000년 이후 러시아 로켓 발사 횟수(2021년, 누적 합계)

자료: данным ГК «Роскосмо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를 바탕으로 작성.

2016년 이후 ‘소유즈’ 로켓에 비해 ‘프로톤’의 발사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
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했다. 마침내 사고는 멈췄지만 준비절차가 느려지고 발사 횟수
가 줄었다. 둘째, 현재 차세대 고중량급 로켓인 ‘앙가라-A5’의 개발 및 시험
이 진행 중이다. 사실 ‘흐루니체프’는 ‘프로톤’에서 신형 로켓인 ‘앙가라’ 시
리즈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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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로켓엔진과 궤도투입단
러시아 로켓발사체의 엔진을 생산하는 선두기업은 러시아 로켓엔진 제작
사 ‘에네르고마쉬(НПО «Энергомаш»)’이며, 이는 ‘에네르고마쉬’의 엔진을
장착한 로켓이 24회 발사되었고 ‘소유즈-2’ 로켓발사 13회, ‘프로톤-M’ 1
회, ‘앙가라-A5’ 1회로 러시아에서 발사된 발사체의 엔진 100%가 ‘에네르고
마쉬’가 제작한 엔진이라는 점에서 증명된 바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일어
난 모든 발사에 ‘에네르고마쉬’가 개발한 액체 로켓엔진이 사용되었다. 그 전
해인 2019년 한 해 동안에는51) ‘에네르고마쉬’의 엔진을 장착한 발사체가
25회 발사(전 세계 발사의 24.5%)되었다. 즉 러시아에서 18회, 프랑스 기아
나 우주센터에서 3회, 미국의 우주발사체인 ‘안타레스(Antares)’와 ‘아틀라
스-5(Atlas-5)’ 로켓이 각각 2회 발사되었다.52)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는 [표 4.2.1]에 제시되어 있다.
각 제품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D-170-171. RD-170/171은 폐쇄형 다단연소(연소실이 4개) 사이클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액체산소-케로신을 연료로 작동하는 엔진으로 로켓
‘에네르기아’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엔진은 10회 비행용으로 인증
되었으며 RD-170 외에 RD-171, RD-171MV, RD-175와 같은 파생형 모
델이 있다. 이 엔진의 특징은 강한 출력과 높은 연비이다. RD-170은 지상 추
력이 약 740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액체 연료 엔진이며, 연소실이 압
력이 높고 폐쇄 사이클 방식으로 제작되어 연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소비한
다. 현재 ‘에네르고마쉬’는 새로운 중량급 로켓을 위해 ‘RD-170’의 파생형인
‘RD-171’을 제작하고 있다.
51) “Ежегодное собрание коллектива прошло в НПО Энергомаш”(25 февра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5).
52) “Энергомаш подвел итоги 2019 года”(25 феврал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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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180. ‘에네르고마쉬’가 생산하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엔진이다. RD-180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발사체인 ‘아틀라스’ 로켓 1단에
사용할 엔진 개발 및 공급 경쟁에서 우승한 제품이다. RD-180은 RD-170

표 4.2.1 러시아 주요 로켓엔진 생산 현황
러시아 로켓엔진 제작사 ‘에네르고마쉬’
제품

로켓발사체

발사체 생산업체

발사 횟수

발사 연도

RD-180

아틀라스-5

군용기 제조사 록히드 마틴(미국)

88

2000년부터

RD-181

안타레스-230

우주항공기업 오비탈사이언스(미국)

7

2016년부터

RD-276

프로톤-M

‘흐루니체프’(러시아)

108

2007년부터

소유즈-2 시리즈

‘프로그레스’(러시아)

55

2011년부터

앙가라-5

‘흐루니체프’(러시아)

2

2014년부터

30

2006년부터

34

2005년부터

RD-0124
RD-171M

제니트 3SL

RD-120

제니트 3SL

로켓엔진 제조업체
유즈마쉬(우크라이나)
로켓엔진 제조업체
유즈마쉬(우크라이나)
로켓우주센터 ‘프로그레스’

제품
RD-108

로켓발사체
소유즈

발사체 생산업체

발사 연도
1957년부터 여러

로켓우주센터 ‘프로그레스’

파생형 모델 포함

러시아 로켓엔진 제작사 ‘에네르고마쉬’
제품

로켓발사체

발사체 생산업체

발사 횟수

발사 연도

RD-180

아틀라스-5

군용기 제조사 록히드 마틴(미국)

88

2000년부터

RD-181

안타레스-230

우주항공기업 오비탈사이언스(미국)

7

2016년부터

RD-276

프로톤-M

‘흐루니체프’(러시아)

108

2007년부터

소유즈-2 시리즈

‘프로그레스’(러시아)

55

2011년부터

앙가라-5

‘흐루니체프’(러시아)

2

2014년부터

30

2006년부터

34

2005년부터

RD-0124

로켓엔진 제조업체

RD-171M

제니트 3SL

RD-120

제니트 3SL

제품

로켓발사체

발사체 생산업체

RD-108

소유즈

로켓우주센터 ‘프로그레스’(러시아)

유즈마쉬(우크라이나)
로켓엔진 제조업체
유즈마쉬(우크라이나)
로켓우주센터 ‘프로그레스’

발사 연도
1975년부터
여러 파생형 모델 포함

자료: данным ГК «Роскосмос», РКЦ «Прогресс» и НПО «Энергимаш», http://engine.space/dejateln
ost/engin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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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친환경 연료인 액체산소-케로신을 사용하며
산화가스를 후연소시킨다. 비행 시 높은 추력 감쇄 능력을 가진 엔진이다. 현
재까지 미국의 우주발사체 ‘아틀라스-3’과 ‘아틀라스-5’가 RD-180 엔진을
장착하고 85회 발사되었다. RD-180은 1999년 1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장착
되었다. ‘에네르고마쉬’는 2021년까지 총 116기에 달하는 RD-180 엔진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에서 RD-180 사용을 금지하는 다양한
제재 방안이 논의되었고, RD-180를 대체할 유사체를 개발하기 위해 ‘블루
오리진’과 같은 민간 우주로켓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에서는 RD180를 대체할 로켓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로스코
스모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앞으로도 미국에 엔진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과거
처럼 대량 공급은 하진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RD-180은 ‘에네르고마쉬’
의 주요 수출 품목이기에53) RD-180과 유사한 엔진 생산에 따르는 제재 리
스크와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에네르고마
쉬’는 앞으로 인도, 일본 및 우주개발에 관심이 있는 여러 국가와 같은 새로운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RD-191. 러시아 ‘앙가라’ 로켓 시리즈의 1단용 엔진으로 개발되었으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다. ‘흐루니체프’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RD-191 이전
에 개발된 동급의 모든 액체 로켓엔진을 능가하는 기술 사양을 소개했다.54)
RD-181. ‘수출용 엔진’이라고 한다. RD-181은 판매용이며 미국 오비탈
사이언스(Orbital Sciences Corporation)사의 ‘안타레스’ 발사체 1단에 장
착되고 있다.55) 러시아는 17기의 RD-181 엔진을 2015년 6월부터 미국에
53) “Шесть двигателей РД-180 отправятся в США”(16 апре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8).
54) ГКНЦ Хруничева вебсайт, “Жидкостный ракетный двигатель РД-19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0).
55) Солнцев(8 апреля 2013), Президент РКК «Энергия» им. С.П. Королева, “Российский
космос: новые двигатели, новые системы”(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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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했으며 그중 10개는 ‘안타레스’ 로켓에 장착되어 5회 발사되었다고
2018년 12월 ‘에네르고마쉬’가 발표했다.
RD-120. ‘제니트’ 시리즈 발사체에 사용된다. 소련 붕괴 이후 2019년까
지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었다(소련 시절 30년 이상 우크라이나 엔진 제조
업체 ‘유즈마쉬(Production Union Southern Machine-Building Plant
named after O.M. Makarov)’에서 생산되었다). 2019년 5월 ‘에네르고마
쉬’는 러시아에서 RD-120를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RD-276. ‘프로톤’ 로켓 시리즈의 1단에 사용된 RD-253 엔진의 후속 제
품이다. RD-253은 역사상 최초의 폐쇄형 사이클을 이용하는 비극저온 엔진
이다. ‘에네르고마쉬’에 따르면 RD-276은 상온 추진제에 의해 작동하는 가
장 강력한 폐쇄형 사이클 엔진이다. RD-276은 ‘루나(Луна)’, ‘베네라(Венера)’,
‘마르스(Марс)’ 시리즈의 우주탐사선과 궤도 우주정거장 ‘살류트(Салют)’와
‘미르(Мир)’에 사용되었다.
RD-0120.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로 구동되는 액체 로켓엔진이다. RD0120은 터빈 후방 가스를 재연소시키는 폐쇄형 사이클 엔진이다. ‘에네르기아’
발사체의 2단 엔진으로 사용되었으며, RD-0120 엔진을 장착하여 1987년
과 1988년에 총 2번의 발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RD-0146/0146D. 러시아 최초의 가스 발생기가 없는 엔진이다. 세계 최
초로 터빈에 순차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독립적인 2축 방식의 추진제 공급
장치를 가진 액체 로켓엔진이다. 현재 RD-0146D 버전이 개발 중이며56)
RD-0146은 지상 테스트를 통과했다.
RD-0124/0124A. 다단식 연소 사이클, 고효율 시스템, 연소실 냉각, 발사
안정성 면에서 차별화되는 성능을 갖는 엔진이다. ‘소유즈-2’ 발사체와 ‘앙가
라’ 발사체의 상단용 엔진으로 제작된다.
56) НПО «Энергомаш» вебсайт, “РД-0146/0146Д”(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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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107/108. 모든 ‘소유즈’ 시리즈 발사체의 1단 각 측면(보조) 블록에
사용된다. 러시아 로켓엔진 제작사 ‘쿠즈네초프(Публичн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объединенной двигателестроительной корпорации «Кузнецов»)’
에서 일괄 생산하고 있다.
궤도투입단은 우주선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중요한
단으로 탑재체를 기준 궤도에서 목표 궤도로 이동시키거나 탈출 궤적 및 행성
간 궤적으로 향하도록 설계되었다.

표 4.2.2 러시아 궤도투입단 생산 현황
러시아 항공우주기업 ‘라보츠킨’
궤도투입단

발사체

로켓발사체

생산업체

소유즈 시리즈

프레가트

발사 횟수

‘프로그레스’

94

(러시아)

2000년부터

‘유즈노예’

제니트 3SL

4

(우크라이나)

앙가라-A3

개발 중

‘흐루니체프’

앙가라-A5

개발 중

2

(러시아)

앙가라-A3

발사 연도

개발 중

러시아 ‘흐루니체프’ 우주항공연구생산센터
브리즈-M

‘흐루니체프’

프로톤-M

(러시아)

99

1999년부터

5

2010년부터

7

2000년부터

‘에네르기아’
‘흐루니체프’

Block DM -03

프로톤-M

Block DM -SL

제니트-2S

볼가

소유즈-2.1a

‘프로그레스’

1

2016년부터

(Volga)

소유즈-2.1b

(러시아)

5

2013년부터

(러시아)
‘유즈노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로켓우주센터 ‘프로그레스’

자료: данным ГК «Роскосмо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 ГКНПЦ Хруничев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 НПО Лавочкин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 РКК «Энергия» и РКЦ «Прогрес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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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투입단을 생산하는 업체는 총 4개이며, 그중 러시아 항공우주기업인
‘라보츠킨’이 생산하는 궤도투입단 ‘프레가트(Фрегат)’는 제작사가 서로 다
른 3개의 발사체에 사용되고 있으며 ‘흐루니체프’가 생산하는 궤도투입단은
자체 생산 발사체인 ‘프로톤-M’ 로켓에 사용되며 ‘에네르기아’가 생산하는
궤도투입단은 ‘프로톤-M’과 ‘제니트-2S’ 로켓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로켓우주센터 ‘프로그레스’가 생산하는 궤도투입단은 ‘소유즈’ 로켓 시리즈
에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의 궤도투입단 생산과 관련한 자료는 [표 4.2.2]에 제시된 바와 같다.

4.3 우주선과 우주장치
러시아의 주요 우주선 제조사는 ‘에네르기아’이다. ‘에네르기아’는 국제우
주정거장의 러시아 측 세그먼트의 소프트웨어 및 기술 통합을 책임지고 있다.
‘에네르기아’는 유인우주선 ‘소유즈-MS’와 화물우주선 ‘프로그레스-MS’의
생산과 발사를 담당한다. ‘에네르기아’는 또한 국제우주정거장의 러시아 측
세그먼트에 대한 실험과 응용과학 연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국제우주정거
장 프로젝트 참여국들은 국제우주정거장의 운영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운영 연장을 위한 핵심 요소는 철저하게 정상 및 비상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를 준비하고 또한 우주정거장의 안전한 궤도 이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한 비행기술이 개발되고 있
다. ‘에네르기아’는 달 탐사에 유인우주선을 사용할 계획이다. 소형 유인우주
선으로 달 주변을 비행하거나 달에 착륙할 수 있는 유인비행 프로젝트가 연구
되고 있다.
‘에네르기아’는 달 전용 위성항법 및 통신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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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아’는 이 사업을 유망한 개발 분야로 보고 있다. 해당 위성 시스템은 달에
착륙하거나 달 주변을 비행하는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음성, 영상 및 명령을
전달하는 네트워크로 우주항법 데이터를 제공한다. 달 위성 시스템은 달 중
심에서 반경 6만 km 이내에 있는 이용자들의 통신 및 우주항해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목표를 둔다.
리쇼트네프 정보위성제조회사(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спутниковые системы»
имени академика М. Ф. Решетнева, 이하 ‘리쇼트네프’)는 러시아 최대 통신
위성, 방송, 우주항법 및 측지학 관련 위성을 개발 및 생산한다. ‘리쇼트네프’
사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고네츠(Гонец)’와 ‘고네츠-M(Гонец-M)’과 같
은 개인통신위성 개발 및 생산이다. 둘째, 위성 플랫폼 ‘엑스프레스-1000
(Экспресс-1000)’와 ‘엑스프레스2000(Экспресс-2000)’ 같은 통신위성 생
산이다. 셋째, ‘루치-5A(Луч-5А)’, ‘루치-5B(Луч-5Б)’, ‘루치-5V(Луч-5В)’
등의 중계위성 생산이다. 넷째, 러시아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 ‘글로나스’
(GLONASS)에 사용되는 항행위성과 측지위성 개발과 생산이다. ‘리쇼트네
프’는 지구의 정확한 형태, 중력의 분포, 표면의 위치결정 등을 측정하는 우주
측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공위성 ‘게오IK-2(ГЕО-ИК-2)’의 개발 및 생
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 위성통신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가 수행된다.
 우주선 및 화물 상태 및 위치 모니터링
 환경적ㆍ산업적ㆍ과학적 모니터링
 인프라가 낙후된 오지의 통신
 비상 사태 및 재난 상황의 통신
 글로벌 부처 및 기업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조직
 페이징 시스템 제작57)
57) ИСС Решетнева вебсайт, “Раздел проекты”(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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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성통신시스템의 주요 시스템은 ‘고네츠-M’ 위성이다. 이 위성은 무
선 가시 영역 내에서 이용자에게 전화와 팩스 통신을 제공하고 GPS/글로나
스를 통해 이용자의 단말기 위치 정보를 전송한다. 한편 ‘고네츠-D1M’은 다
른 위성시스템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다.
‘엑스프레스(Экспресс)’ 시리즈 위성은 정지궤도에서 작동한다. ‘엑스프레
스’를 활용하여 초소형 지구국(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기
술 기반 통신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중 서비스(전화, 데이
터 전송, 인터넷 접속)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 러시아 내 ‘엑스프레스’의 주
요 운영자는 국영 기업인 ‘러시아 위성통신회사(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Космическая связь’)’이다.
‘리쇼트네프’는 ‘가스프롬 우주 시스템(GSS: Газпром космические системы)’
에서 사용하는 위성인 ‘야말-300K(Ямал-300К)’뿐만 아니라 ‘야말-401’과
‘아모스-5(AMOS-5)’, ‘카즈샛-3(KazSat-3)’, ‘리비드(Lybid)’, ‘엑스프레스
아무-1(Экспресс АМУ-1)’와 같은 수출용 위성도 생산했다. 이 위성들은 각
각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및 유럽연합을 위해 생산된 것이다.
오늘날 ‘리쇼트네프’의 중계위성인 ‘루치-5A’, ‘루치-5B’, ‘루치-5V’는 우
주선 ‘소유즈-MS’과 수송화물선 ‘프로그레스-MS’가 발사, 비행, 국제우주정
거장 러시아 세그먼트와의 도킹, 도킹 해제 및 지구 착륙 시 통신이 끊기지 않
도록 하는 유지 역할을 한다. 또한 중계위성 ‘루치’는 영상 전송과 화상 회의
기능을 제공한다.58)
글로나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장치들은 ‘리쇼트네프’가 제작한 위성들
이다. 이 위성들은 세 개의 지구궤도면에 분포해 있으며, 궤도상에 있는 어느
위성이 고장 날 것을 대비하여 예비위성을 궤도에도 이미 올려 놓았고 모자라
면 지상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곧바로 쏘아올릴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58) ИСС Решетнева вебсайт, “Раздел проекты”(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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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러시아 인공위성 및 우주선 생산 현황

‘에네르기아’
제품

로켓발사체

발사체 생산업체

발사 횟수

발사 연도

‘소유즈’ 시리즈

‘프로그레스’(러시아)

143

1967년부터

‘프로그레스’ 화물우주선

‘소유즈’ 시리즈

‘프로그레스’(러시아)

168

1967년부터

‘글로나스’

프로톤-M

‘흐루니체프’(러시아)

위성 시리즈

소유즈-2.1b

‘프로그레스’(러시아)

24

1982년부터

‘엑스프레스’ 위성 시리즈

프로톤-M

‘흐루니체프’(러시아)

12

1994년부터

로콧

‘흐루니체프’(러시아)

12

1996년부터

프로톤-M

‘흐루니체프’(러시아)

3

2011년부터

‘소유즈’ 우주선 시리즈 및
파생형

‘리쇼트네프’

‘고네츠’
위성 시리즈
‘루치’
위성 시리즈

러시아전자공학연구소 ‘브니엠’
‘카노푸스-V’ 위성 시리즈

소유즈-2.1v

‘프로그레스’(러시아)

5

2017년부터

‘메테오르-M’ 위성 시리즈

소유즈-2.1b

‘프로그레스’(러시아)

2

2014년부터

‘엘렉트로–L’ 위성시리즈

소유즈-2.1v

‘프로그레스’(러시아)

5

2017년부터

소유즈-2.1b

‘프로그레스’(러시아)

2

2014년부터

3

2013년부터

러시아 항공우주기업 ‘라보츠킨’

‘아르티카-M’
위성 시리즈

‘프로그레스’(러시아)
‘리수르스-P’ 위성 시리즈

소유즈-2.1b

‘프로그레스’(러시아)

자료: ГК «Роскосмо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 РКК «Энергия», ИСС Решетнева, ВНИИЭМ, НПО
Лавочкина, РКЦ «Прогресс»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지구의 정확한 형태, 중력 분포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지위성을 이용해
지구 모델과 지구물리학 매개변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현재는 통합
측지시스템인 ‘게오-IK-2(ГЕО-ИК-2)’ 위성이 제작 중이다.
무인우주 탐사선(АМС: Автоматическая межпланетная станция)을 이용
한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우수한 연구
인력과 우주기기 생산 능력,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투자이다.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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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요소는 특히 1960년대 우주 경쟁 시절 미국과 소련이 다른 국가들보다 앞
설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인류의 우주탐사 역사에서 총 185차례의 우주비행과 부분비행에 성공했
다. 2030년까지 인류는 4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으며,
실패한 탐사 횟수를 감안하면 2030년까지 총 330개의 탐사 프로젝트가 이루
어질 예정이다(표 4.3.2 참고).
현대의 러시아는 태양계 물체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동안 상실했던 지위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러시아의 무인우주탐사선 제조업체는 항공우주기업
‘라보츠킨’이다. ‘라보츠킨’이 수행했던 가장 성공적인 사업들은 아직도 소련
시절에 머물러 있다(특히 달과 금성 프로젝트). 이는 1984년 발사된 ‘베가’의

표 4.3.2 탈지구 중력권 우주 프로젝트 현황(1960~2030년)

국가

달

화성 금성 소행성 태양 혜성 목성 토성 수성 천왕성 해왕성

합계

미국

63

25

13

152

소련

58

17

29

유럽

1

5

4

3

4

2

일본

4

2

1

5

1

2

15

중국

6

2

1

11

인도

4

2

1

러시아

4

2

1

14

16

4

4

2

1

1

2

2

106
1

1

21

1

8
7

미국, 유럽

1

유럽, 러시아

9

1

1

3

2

2

유럽, 일본

1

1

이스라엘

1

1

한국

1

1

아랍에미레트

1

미국, 유럽, 일본

1

총합

143

1
1

58

49

24

22

13

11

5

3

1

1

330

자료: основе дан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смических агентств NASA, ESA, SpaceNew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 ГК «Роскосмо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6)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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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 탐사 프로젝트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착륙선이 금성 대기권에 성공적
으로 진입했고 풍선 에어로봇도 잘 발사되어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았다.
1년 후 베가 1, 2 본체는 추가로 비행을 해서 헬리혜성 핵에 각각 9,000km
가까이 근접하여 지나갔다. 이 탐사 프로젝트 성공 이후 금성은 소련의 행성
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라보츠킨’의 행성 탐사선은 그 품질에 대해 높은 명성
을 얻었다.
그러나 이후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실패가 잇따랐다. 지구에서 발사된 2개
의 탐사선 모두 관제센터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 러시아의 무인탐사선
‘포보스-2’가 화성의 위성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1990년대 이후 가장 야심 차게 시작한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탐사선 ‘마르
스-96’은 발사 단계에서 궤도투입단 사고로 인해 2차 우주 속도를 얻지 못
했다. 당시 ‘마르스-96’는 무게가 6,825kg, 이중 과학탐사 장비 무게만
550kg로 인류가 발사한 것 중 가장 거대한 탐사선이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핀란드, 미국, 이탈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참가했다.
‘마르스-96’의 주요 목표는 화성의 표면과 대기 및 기후의 진화 과정을 밝
히고 화성의 자기장을 연구하는 것이다.
소형 자율 관측기와 탐사장치(페네트레이터, Penetrator)가 화성의 여러
지역에 착륙하여 탐사를 통해 수집한 과학정보를 화성 궤도를 돌고 있는 궤도
선의 기억 장치에 저장한 다음 궤도선 자체에 설치된 계측기의 데이터와 함께
지구로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화성 연구가 이루어질 계획이었다.
화성의 기후 특징이나 지진을 밝히고 외부와 토양 지하층에서 일어나는 현
상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특정하기 위하여 화성 표면에 착륙시킬 수 있는 탐사
선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새로운 탐사 장비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하여 최적의 장비 설계, 우주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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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과정이나 탐사선이 화성의 여러 대기층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동작 연구
등 여러 까다로운 문제 요소와 목표 침투 깊이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을 밝히
는 등 탐사선의 목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59) 포괄적 지상 실험이 선행되었다.
실현되지 못한 ‘마르스-96’ 프로젝트는 이후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전망을 어둡게 하는 등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
다. 1996년 이후 러시아의 행성 탐사 프로젝트는 2011년이 되어서야 재개되
었다. ‘포보스 그룬트(Фобос-Грунт)’는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지구로 회수함으로써 포보스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포보스의 기원 및 대기와 표면의 상호작용, 태양 소천체와 태양풍의 상호작
용을 연구하기 위한 탐사계획이었다. 탐사선이 2011년 11월 9일 발사되었
다. 그러나 비행 모듈의 순항시스템이 계산한 대로 운용되지 않는 비상 사태
가 발생해 결국 탐사선은 지구 부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 저궤도에 머무르
다 몇 개월 후 고밀도의 지구대기 속에서 소실되었다.
결국 러시아에게 화성 탐사 프로젝트는 발사단계에서 일련의 문제들이 발
생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선을 계산된 궤도로 발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화성 프로젝트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은 몇몇
탐사에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유럽우주국(ESA)과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인 ‘엑소마스(ExoMars)-2022’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까지 제작된 우주선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
 ‘지구-화성’ 간 비행 단계에서 궤도를 조정할 수 있는 비행 모듈은
착륙 모듈이 대기 진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궤도 조절을 마친 다음
착륙 모듈을 분리시킨 후 화성 대기로 진입해야 하고 화성의 대기 마
찰열에 의해 해체되어야 한다.
59) НПО Лавочкина вебсайт, “Марс-96. Описание мисси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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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우주국이 개발한 화성 탐사 로버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우주연
구소(IKI RAS)가 개발한 착륙 플랫폼 ‘카자촉(Казачок)’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착륙 모듈은 비행 모듈에서 분리된 다음 30분 동안 비
행한 후에 화성 대기에 진입하고 지표면 연착륙을 수행한다.
 착륙 모듈을 비행 모듈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어댑터가
있다.

‘엑소마스-2022’는 ‘프로톤-M’ 로켓을 사용하여 2022년 8~9월에 발사
될 예정이며, 달 전이궤도 투입은 궤도투입단 ‘브리즈-M(Бриз-М)’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하강 과정에서는 착륙 모듈의 구성체인 착륙 플랫폼의 장비를 이용하여 몇
가지 과학 측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착륙 후에는 착륙 플랫폼 요소들을 배치하고 플랫폼에 들어 있던 화성 탐
사 로버가 배치될 계획이다. 화성 탐사 로버가 착륙하고 나면 착륙 모듈에 설
치되어 있던 장비로 나머지 주요 연구를 수행한다.
‘엑소마스-2016’ 프로젝트 1단계에서 화성 궤도로 발사된 적이 있는 가스
추적궤도선(TGO: Trace Gas Orbiter)이 자율 운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격 측정과 탐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지구로 전송해야 한다.
‘라보츠킨’은 ‘엑소마스’ 프로젝트가 독창성을 갖기 위하여 착륙 플랫폼에
탑재된 로버와 과학장비들이 착륙과 작동을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화
성의 대기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저항이나 열하중을 받는 영역을
통과할 때60) 극초음속 속도에서 착륙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착륙
모듈을 생산해야 한다.
기초 우주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60) НПО Лавочкина вебсайт, “Экзомарс-2022. Описание мисси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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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 프로그램인 「루나-25(Луна-25)」에 집중되어 있다. 러시아는 ‘루나-25’
를 통해 달 착륙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무게 1,750kg에 달하는 이 탐사
선은 ‘라보츠킨’이 제조했다. 제품 상단부는 기밀이 되지 않는 장비 공간이
며, 착륙장치에는 연착륙을 위해 충격 흡수 다리가 달려 있다. 탐사선의 엔진
은 착륙장치에 고정되어 있어 달 비행 경로가 수정되거나 궤도 이탈 시 감속
과 연착륙이 가능하다. 하단부에는 연료탱크, 센서, 안테나, 토양 샘플을 채
취할 로봇팔 등이 장착된다.
대부분 우주선의 장비는 러시아에서 생산했다. 유럽우주국은 2021년 4월
유럽의 미래 고정밀 안전 착륙 시스템의 광학 채널을 테스트하기 위해 낮은
궤도에서 달 표면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루나-25’는 ‘소유즈-2.1b’
에 실려 2022년 여름 발사될 계획이다.
러시아는 달과 화성 탐사 프로젝트 외에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거대 기체
행성(Планеты газовых гигантов) 탐사 프로젝트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최초로 태양계의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소행성대 너머의
영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플라스-P(Лаплас-П)’ 탐사는 목성을 향해 궤도선과 착륙선을 별개로
발사하여 목성의 행성계를 연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라플라스-P’의 장
비 중 하나인 ‘라플라스-P1’은 궤도선으로 목성의 행성계를 원격으로 연구하
기 위한 궤도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탐사 대상은 목성과 목성의 위성인 가니
메데(Ганимед)이다. 궤도선은 가니메데 주위를 돌면서 가니메데의 표면 지
도를 제작하고 과학 탐사를 진행하여 가니메데 표면 이미지와 원격으로 측정
한 정보를 지구로 전송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라플라스-P’ 탐사의 또다른 장비는 ‘라플라스-P2’로 목성의 위성 가니메
데에 직접 착륙하여 연구하기 위한 착륙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라플라스P2’
의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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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메데 표면에 대한 직접 연구 수행
 과학 탐사, 가니메데 표면 이미지 및 원격 측정 데이터(메인 채널) 결
과를 궤도 모듈로 재전송
 과학 탐사 결과와 가니메데 표면 이미지 데이터 및 원격 측정 정보
(백업 통신 채널)61)를 지구로 재전송

그러나 러시아연방우주청 ‘로스코스모스’가 이 프로젝트를 2025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프로젝트의 중장기적 전망
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

4.4 심우주탐사기
신소재, 장비 제작, 측정 기기, 데이터 분석 및 처리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천체물리학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기
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세계 우주과학의 발전에 대한 러시아의 기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러시아 과학자들이 추진 중인 최신 프로젝트
중에는 심우주탐사 과학위성 ‘스펙트르(Спектр)’ 시리즈가 있다. 그중 첫 번
째 장치인 ‘스펙트르-R’은 모듈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서비스 모듈 ‘내비게
이터’와 전파망원경(SRT)을 갖추고 있고 무게는 3,660kg이다. 2011년에 고
타원궤도로 발사된 ‘스펙트르-R’은 보증 작동 연한 5년을 넘기고 2019년에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였다.
‘스펙트르-R’의 서비스 모듈인 ‘내비게이터(Навигатор)’는 ‘라보츠킨’이
개발한 차세대 장치로 지구원격탐사와 다양한 전자기 스펙트럼에 대한 천체
61) НПО Лавочкина вебсайт, “Лаплас-П. Описание мисси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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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 연구를 위해 정지궤도와 라그랑주 포인트를 포함한 다양한 궤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위한 플랫폼이다. ‘내비게이터’ 모듈은 팔면체 프
리즘 구조이며 내부에는 벌집 모양의 열제어 패널에 모든 장비가 설치되어 있
으며 외부 가장자리에는 추진 시스템과 태양전지 패널이 고정되어 있다. 모
듈의 하단 평면은 다양한 파생형 ‘프레가트’ 궤도투입단 모델에 ‘내비게이터’
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단 평면은 다목적 복합 과학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우주전파망원경(Космический радиотелескоп)은 과학정보를 증폭, 수신,
변환하고 지구로 전송하는 장비를 갖춘 포물면 형태의 파라볼라 위성안테나
이다. 구경이 10m인 전파망원경 안테나의 반사판은 비행 시 이륙 상태에서
작업 상태로 모양 변형이 가능하며 직경 3m의 중앙 반사거울과 27개의 날개
로 이루어져 있다. 전파망원경에는 지상으로 과학 데이터를 전송하고 안테나
와의 동기화를 위한 장치도 있다. 우주전파망원경과 지상의 전파망원경 동기
화는 X-band선 수소 주파수 표준62) 범위로부터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스펙트르’ 시리즈의 두 번째 우주장치는 ‘태양-지구’ 라그랑주 점-2(L2)
지점으로 발사된 ‘스펙트르-RG’였다. 태양-지구 L2 지점은 이 지점에 위치
한 물체는 항상 태양과 지구에 대해 동일한 방위를 유지한다는 특이성이 있
다. 러시아 측의 천문 뢴트겐 망원경인 X선 렌즈와 독일의 이미징 망원경을
갖춘 확장 뢴트겐 관측기(ART-XC)를 탑재한 ‘스펙트르 RG’는 6개월마다
우주의 천체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있으며 지금까지 뢴트겐 망원경으로 수집
한 모든 천체 지도보다 몇 배나 더 섬세하다.
‘스펙트르-RG’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의 우주과학연구소와 독일 막
스플랑크 외계행성물리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천체 관측을 위한 두 종류의 망
원경을 제작하고 설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작업은 실제로 천체
62) ИПМ им. Келдыша вебсайт, “Спектр-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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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를 관측 조건에서 망원경을 테스트하는 심층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마무
리되었다(망원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8장 4절 참고).
무게 2,712kg에 달하는 ‘스펙트르-RG’는 2019년 7월에 발사되어 그해
10월 라그랑주-2(L2) 지점에 도착했다. 러시아와 독일이 제작한 두 망원경은
아무런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스펙트르-RG’에 부여한 천체
스캔 임무는 2019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 ‘스펙트르’ 시리즈 중 세 번째로 계획되고 있는 것은 ‘스펙트르-UF’
으로, 2025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펙트르-UF’는 전자기 스펙트럼
의 자외선 및 가시광선 영역에서 고해상도로 천체물리 연구를 수행하고
10keV~10MeV 사이의 에너지 구간의 감마선을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다.
‘스펙트르-UF’ 우주전파망원경은 지상전파망원경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한
100~320nm의 전자기 스펙트럼의 자외선 영역에서 이미지와 스펙트럼 분
석정보를 수신하도록 설계되었다.
천체물리학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 분야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
는 것이다.
 태양계 행성의 대기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분 연구
 뜨거운 별의 대기에 대한 물리학적 분석, 차가운 별의 채층 활동, 별들의
강착 원반 현상, 별들에 의한 질량 감소, 별의 폭발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성간물질(가스 및 먼지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성간매질에서의 상전
이에 관한 연구
 활성 은하핵의 성질, 은하의 화학적 진화, 은하단 내부 매질의 물질 교환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우주론적 모델 선택에 매우 중요한 D/H, D+3He/4He, 3He/4He 원
소의 함량비 결정, 은하계 가스 구름의 특성 및 우주의 숨은 물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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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르-UF’는 새로운 외계행성을 발견하는 임무를 위한 ‘케플러 우주망
원경(Kepler space observatory, USA)’과 달리 이미 발견된 외계행성을
관찰하여 대기를 연구하고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수행한다.
무게 약 2,600kg의 ‘스펙트르-UF’는 최소 7년의 작업 연한으로 태양 동기
궤도로 발사될 예정이다.
‘스펙스트’ 시리즈의 마지막 계획은 ‘스펙트르-M’이다. ‘밀리메트론’이라
고 하는 이 천체관측소는 직경 10m의 반사경으로 이루어진 우주망원경을 갖
추고 스펙트럼의 밀리미터, 서브밀리미터 및 원적외선 구간에서 초고도로 정
밀하고(단일 망원경 모드) 간섭계 모드로는 최대 30나노초 아크의 초고도 해
상도로 다양한 우주 물체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망원경의 반사거울 시스템과 수신장치를 냉각할 수 있어 해상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천체관측장치가 라그랑주-2(L2) 지점에 있어서 초고해상도의
관측이 가능하다. ‘밀리메트론’이 수행해야 할 주요 과학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천체물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행성과 위성의 대기를 이루는 분자 구성과 물리적 조건 연구
 성간매질의 먼지입자 및 밴앨런대(Van Allen Belt)와 오르트 구름
(Oort Cloud) 속 물체에 관한 연구
 스펙트럼 편광 측정, 천체 지도 제작, 여러 유형의 별의 가변성, 은하수
에 있는 중성자별과 쿼크별에 관한 연구
 우주공간 생명의 흔적 탐색
 서브밀리미터 단위의 메이저(Maser) 연구
 은하수와 국부은하군 속 암흑물질 구분
 은하, 퀘이사, 폭발적 항성 생성 은하와 메가메서 속 가스층으로 이루어
진 성운의 구성, 변동 및 진화
 우주 최초 은하 발견과 그 은하의 진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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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천체 공학 활동 징후 탐색(SETI – Search for
Extra Terrestrial Intelligence, 외계 지능 탐색)
 먼 은하의 초신성에 관한 연구 및 우주 속 우주적 매개변수 결정
 은하의 화학적 진화에 관한 연구
 서브밀리미터 파장 범위에서의 허블 다이어그램에 관한 연구
 서브밀리미터 파장 범위에서 우주마이크로파의 각진동 결정
 재결합과 재이온화 단계 초기 우주에 관한 연구, 최초의 별과 은하의 탄
생, 블랙홀과 웜홀의 등장에 관한 연구
 초대질량 블랙홀의 중심부(사건지평선) 속 활동 은하핵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63)

전파간섭계 망원경으로 초고도 분해능(달에서 지구에 있는 사람의 머리카
락 정도의 작은 물체까지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높은 해상도로 수행해야 하는 주요 관측 임무는 ‘이벤트 호라이즌 망
원경(Event Horizon Telescope)’64)보다 더 높은 해상도로 은하핵을 연구
하는 것이다.
단일 접시 전파망원경은 간섭계 망원경만큼 최고의 해상도를 보이진 않지
만 대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도를 얻을 수 있다. 단일 접시 망원경으로
몇 각초 단위로 물체를 관측할 수 있으며, ‘밀리메트론’ 망원경 또한 몇 각초
단위로 천체의 미세한 부분까지 관측할 수 있다.
개발자들이 예상하는 이 망원경의 가격은 발사 비용을 제외하고 약 200억
루블이며, 장치의 무게는 약 6.6톤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
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러시아 천체물리학 프로젝트이다.
63) НПО Лавочкина вебсайт, “Астрофизическая обсерватория «Спектр-М»”(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
64) Телескоп горизонта событий вебсайт, “Описание”(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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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러시아의 우주산업 생산기지와 기업

제5장
러시아의 우주기업
5.1 우주로켓공사 ‘에네르기아’
5.2 러시아 ‘흐루니체프’ 우주항공연구생산센터
5.3 로켓우주센터 ‘프로그레스’
5.4 러시아 로켓엔진 제작사 ‘에네르고마쉬’
5.5 러시아 ‘리쇼트네프’ 정보위성제조회사
5.6 러시아 항공우주기업 ‘라보츠킨’
5.7 ‘러시아 위성통신회사’
5.8 ‘가스프롬 우주 시스템’
5.9 러시아 주요 우주기업 재정지표 비교 분석

5.1 우주로켓공사 ‘에네르기아’
러시아의 대표 우주기업인 ‘에네르기아’는 1946년 설립되어 75년간 소련
과 러시아의 우주개발을 지원해왔다. ‘에네르기아’의 재무제표 동향은 [표
5.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1.1 ‘에네르기아’ 재무제표 동향
(단위: 10억 루블)

연도
구분

2017

2018

I 고정자산

17.47

17.48

II 유동자산

97.52

95.75

2017~2020
2020

성장률

15.83

15.66

-10.4%

107.41

102.33

4.9%

2019

III 자본금 및 예비금

3.81

3.14

4.05

1.28

-66.4%

IV 장기 부채

53.43

36.49

66.73

75.12

40.6%

V 단기 부채

58.75

73.60

52.46

41.60

-29.2%

결산

115.00

113.23

123.24

117.99

2.6%

사업실적
매출

42.37

30.53

36.57

43.52

2.7%

판매원가

-38.72

-27.99

-32.58

-38.83

0.3%

3.66

2.55

3.99

4.69

28.1%

총이익(총손실)
미수이자

0.88

0.69

0.56

0.70

-20.5%

미지급이자

-1.06

-1.35

-1.34

-1.21

14.2%

기타 소득

1.58

12.36

0.61

1.14

-27.8%

기타 지출

-2.75

-15.00

10.46

-0.48

-82.7%

세전이익(세전손실)

2.21

-0.92

-0.37

-10.46

-573.3%

순이익(순손실)

1.23

- 2.18

0.05

-5.67

-561.0%

자료: финансовая отчетность РКК «Энергия» за 2017-2020 гг.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에네르기아’는 지난 몇 년간 총자산이 정체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금 출처의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눈에 띈다. 자본금 규모가 66.4%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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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하락하여 자본금이 12억 8,000만 루블인 반면 총부채는 4.1% 증가했
다. ‘에네르기아’는 단기 채무는 줄이고 장기 채무를 늘리는 방식으로 적극적
인 채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표 5.1.2]는 ‘에네르기아’의 재정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 주요 재정지
표 변동 상황을 보여준다.

표 5.1.2 ‘에네르기아’ 주요 재정지표

분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안정성
재정자립률
운전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투자보상비율

0.05

0.05

0.12

0.13

0.03

0.03

0.03

0.03

0.01

-0.23

-0.21

-0.14

-0.07

-0.17

-0.14

-0.15

-0.11

-0.14

0.07

0.10

0.28

0.41

0.52

0.49

0.35

0.57

0.65

유동성
유동비율

0.97

0.99

1.06

1.37

1.73

1.66

1.30

2.05

2.46

당좌비율

0.69

0.72

0.73

1.05

1.38

1.24

0.95

1.37

1.71

현금비율

0.14

0.23

0.16

0.29

0.56

0.43

0.22

0.31

0.26

판매수익

0.06

0.03

0.04

0.04

0.06

0.08

0.08

0.10

0.10

자산수익

0.01

0.01

-0.01

0.01

-0.08

0.01

-0.02

0.00

-0.05

수익성

자료: финансовая отчетность РКК «Энергия» за 2012-2020 гг.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표 5.1.2]를 보면 재정자립률과 운전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지속적
으로 하락해 외부에서 조달하는 차입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투
자보상비율은 2012~2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반면 유동성 관련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히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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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개선되어온 높은 판매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작년
순손실이 57억 루블에 달하는 등 재무 상태 전반에 문제가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에네르기아’의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개선되고 있
으며 현재로서는 완전히 정상 수준에 있다. 에네르기아의 총이익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재무제표상의 현금흐름은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영업활동상의 경상
계정 현금흐름은 악화되고 있다(그림 5.1.1 참고).

그림 5.1.1 ‘에네르기아’의 현금흐름 추이
(단위: 백만 루블)

자료: финансовая отчетность РКК «Энергия» за 2012-2020 гг.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2017년에는 455억 루블에 달했던 재화와 서비스 매출 수입이 2018년에
296억 루블에 그쳤으며 2020년에는 426억 루블 수준이었다. 2018년에 발
생한 매출 손실은 일부를 추가로 대출을 받아 메꿨다.
‘에네르기아’의 지출은 주로 원자재나 물품 및 인건비 등에 지급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이 지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비용지출 규모
가 377억 루블에 달했다(그림 5.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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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에네르기아’의 비용지출 현황
(단위: 백만 루블)

자료: финансовая отчетность РКК «Энергия» за 2012-2020 гг.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알트만의 기업부도 위험성 평가의 4가지 항목에 따르면 2020년 보고일 기
준 ‘에네르기아’의 Z-스코어는 2.8로, 파산 가능성은 낮다.
최근에는 주식을 추가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경우 러시아 항공우주청인 ‘로스코스모스’가 최대 주주로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인수할 예정이다. 본 연구진의 입장에서는 국제달정거장 계획을 추진
하면서 생산라인이 교체되거나 차세대 우주선 제작이나 우주정거장 건설 프
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부채를 늘리기보다는 이런 방식
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현 상황에서는 훨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에네르기아’는 러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된 유일한 우주산업 분야의 대기업
이다. [그림 5.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에네르기아’의 주식은 일정 기간 동
안 투기성 동향을 보이며 눈에 띄게 급락을 거듭했다. 이러한 변동성은 신용
등급이 낮은 저신용 채권에서 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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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에네르기아’의 주가변동 추이

자료: Данные Московской биржи(온라인 자료: 2021. 7. 22).

‘에네르기아’는 국제기준에 따라 가능한 상세하게 재무제표를 투자자에 공
개해야 하고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주요 내용을 공시
해야 한다. 이처럼 ‘에네르기아’는 러시아 우주산업의 대표 기업으로서 투자
자들에게 최대한 투명해야 하며 ‘에네르기아’의 재무지표가 해당 분야에 대
한 전반적인 투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벤치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통상 제한된 형식으로 재무 상황을 보고하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에네
르기아’의 재무 회계자료는 우주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5.2 러시아 ‘흐루니체프’ 우주항공연구생산센터
러시아 우주기업 중 또 하나의 대기업인 러시아 ‘흐루니체프’ 우주항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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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생산센터(ГКНПЦ Хруничева, 이하 ‘흐루니체프’)는 상장 기업인 ‘에네르
기아’와는 달리 재정지표를 일정에 맞추어 공시하지는 않는다. 우주로켓 개
발 및 발사 분야에서 2019년 매출액 340억 2,000만 루블을 기록하며 업계 2
위를 차지한 ‘흐루니체프’는 러시아 정부가 방위산업 기업체들에 허용한 방
침에 따라 재정 보고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표 5.2.1]은
2017~19년간 ‘흐루니체프’의 재정 보고를 기반으로 주요 재정지표를 제시
하고 있다.

표 5.2.1 ‘흐루니체프’ 주요 재정지표

분류

연도
2017

2018

2019

안정성
재정자립률

0.06

0.17

0.22

운전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0.72

-0.51

-0.29

투자보상비율

0.60

0.71

0.59

유동성
유동비율

1.37

1.89

1.47

당좌비율

0.34

0.40

0.62

0.10

0.15

0.21

현금비율

수익성
판매수익

-0.05

-0.13

-0.16

자산수익

-0.05

-0.03

0.04

자료: финансовая отчетность ГКНПЦ Хруничев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흐루니체프’의 재정 안정성 수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수치 자
체는 평균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정자립률과 운전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율은 증가하는 반면, 투자보상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일반적으로 ‘흐루니체프’의 유동성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유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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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에 대한 유동자산비율이 높아졌다.
‘흐루니체프’의 수익성 지표는 기업의 재정회복 과정에서 불안정한 재정흐
름을 보이면서 다양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드미트리 로고진 ‘로스코스모스’
사장은 “‘흐루니체프’의 재정 상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과도한 부채
와 경비 지출은 여러 군수 업체의 ‘고충 사항’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경제 위
기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
했다.65)
2019년 ‘흐루니체프’ 재무제표상 부채내역을 살펴보면 장기부채가 657억
9,000만 루블, 단기부채가 735억 1,000만 루블에 달해 우주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다.

5.3 로켓우주센터 ‘프로그레스’
러시아 로켓우주센터 ‘프로그레스’(РКЦ «Прогресс»)는 부채비율이 높음
에도 불구하고 재정 안정성은 지난 7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차입금에 대
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안정성 관련 지표
들의 수치 자체는 모두 수준 이하로 대출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레스’는 로켓 우주 분야 매출액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
로 유동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으며,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비율도 높아
졌다.
판매수익이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 수치 자체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65) Рогозин(28 мая 2019),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ГК «Роскосмос», “Рогозин назвал с
итуацию с долгами Центра Хруничева угрозой нацбезопасност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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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른 사업 수익성 지표는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레스’의 2020년 순이익은 464억 루블로 미미한 수준이다.

표 5.3.1 ‘프로그레스’ 주요 재정지표

분 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안정성
재정자립률

0.18

0.28

0.28

0.29

0.27

0.24

0.23

운전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0.13

-0.07

-0.04

-0.01

0.01

0.30

0.03

투자보상비율

0.42

0.63

0.67

0.58

0.53

0.51

0.52

유동비율

1.25

1.83

2.06

1.69

1.58

1.63

1.65

당좌비율

0.77

0.95

1.13

0.99

1.03

0.92

0.83

현금비율

0.06

0.17

0.21

0.36

0.23

0.28

0.23

유동성

수익성
판매수익

0.05

0.05

0.09

0.07

0.05

0.08

0.09

자산수익

0.003

0.01

0.02

0.01

0.01

0.01

0.0003

자료: финансовая отчетность РКЦ «Прогресс»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5.4 러시아 로켓엔진 제작사 ‘에네르고마쉬’
러시아 로켓엔진 제작사 ‘에네르고마쉬’(НПО «Энергомаш»)의 재정 안정
성 지표는 [표 5.4.1]에 제시된 바와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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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1 ‘에네르고마쉬’ 주요 재정지표

분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26

0.40

0.40

0.56

0.60

-0.81 -0.76 -1.13 -0.29 -0.08 -0.003 0.21

0.29

0.60

안정성
재정자립률
운전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투자보상비율

0.13

0.19

0.79

0.24

2.28

0.70

0.64

0.65

0.72

0.71

유동성
유동비율

1.19

2.21

1.38

1.89

1.88

1.69

1.99

1.95

당좌비율

0.47

1.07

0.39

0.88

1.09

0.92

0.96

0.87

현금비율

0.02

0.08

0.04

0.39

0.74

0.40

0.28

0.55

수익성
판매수익

0.05

0.11

0.22

0.38

0.43

0.40

0.44

0.32

자산수익

-0.11

0.01

-0.05

0.06

0.10

0.17

0.26

0.13

자료: финансовая отчетность НПО «Энергомаш»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지난 6년간 재정자립률과 운전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현재로
서는 사업에 자금 투입을 위한 자기자본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투자보
상비율은 2015년에 하락한 이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안정성은 대부분 제품 수출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유동성 지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마지막
2019년 수치를 보면 표에 제시된 조사대상 8년의 자료 중 가장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판매수익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했
다. 작년 회사의 순이익은 27만 6,000루블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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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러시아 ‘리쇼트네프’ 정보위성제조회사
러시아 ‘리쇼트네프’ 정보위성제조회사(ИСС Решетнева)의 재정안정성 관
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투자보상비율과 운전자본
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재정자립률은 2013년
부터 하락하고 있다. 모든 지표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외부에서 조달하
는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동성 지표들은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은 평균 이하의 수준으
로 부채를 변제하기에는 자산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표 5.5.1 참고).
2013~19년까지 7년간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수익 관련 지표도
마이너스이다. 조사기간 동안 순손실은 3억 6,900만 4,000루블을 기록했다.

표 5.5.1 ‘리쇼트네프’ 주요 재정지표

분류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안정성
0.24

0.27

0.21

0.21

0.22

0.20

0.19

운전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0.05

재정자립률

-0.03

-0.07

-0.01

0.03

0.01

0.01

0.51

0.41

0.24

0.78

0.60

0.42

투자보상비율

0.38

유동성
유동비율

1.17

1.44

1.26

1.03

3.72

2.02

1.40

당좌비율

0.56

0.74

0.83

0.71

2.63

1.31

0.89

현금비율

0.12

0.10

0.21

0.34

1.00

0.45

0.27

판매수익

0.04

0.02

0.04

0.03

N/A

0.03

-0.03

0.01

0.003

N/A

0.0002

-0.002

수익성

자산수익

0.00002 0.0001

자료: финансовая отчетность ИСС Решетнева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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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러시아 항공우주기업 ‘라보츠킨’
러시아 항공우주기업 ‘라보츠킨’(НПО Лавочкина)은 러시아 우주산업에
서 행성 간 우주장치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대표 기업이다. ‘라보츠킨’은
1937년에 설립되어 8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러시아 항공우주기업 ‘라보츠
킨’의 재무제표 동향은 [표 5.6.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6.1 ‘라보츠킨’ 재무제표 동향
(단위: 천 루블)

연도
2020

2017~20년
성장률

I 고정자산

9,250,807

10,758,535 12,806 273

14,041 178

51.8%

II 유동자산

41,031,278

46,189,929

45,949,634

58,405,326

42.3%

III 자본금 및 예비금

8,970,657

8,971,752

10,988,859

12,566,047

40.1%

IV 장기 부채

29,136,416

13,243,871

18,263,162

29,248,059

0.4%

V 단기 부채

12,175,012

34,732,841

29,503,886

30,632,398

151.6%

결산

50,282,085

56,948,464

58,755,907

72,446,504

44.1%

매출

11,107,827

11,959,482

15,823,975

16,249,680

46.3%

판매원가

-10,898,450 -11,882,503 -15,262,881 - 15,525,246

구분

2017

2018

2019

사업실적

총이익(총손실)

209,377

76,979

561,094

미수이자

174,990

96,160

-

-

미지급이자

42.5%

724,434

246.0%

41,123

2,583

-98.5%

-

- 6,533

기타 소득

642,134

161,962

721,984

948,082

47.6%

기타 지출

- 469,756

- 2,449,388

- 757,532

-1,092,957

132.7%

세전이익(세전손실)

556,745

- 2,114,287

566,669

575,609

3.4%

순이익(순손실)

425,377

- 1,730,533

424,348

422,577

-0.7%

자료: финансовая отчетность НПО Лавочкин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라보츠킨’의 자산은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4년간 44.1%
성장), 자기자본도 비슷하게 40.1% 증가했다.
순자산도 증가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다. 이 경우 대
출을 통해 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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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매출은 162억 5,000만 루블을 달성했으며. 2017~20년 4년 동
안 연매출이 51억 4,200만 루블 증가하여 46.3%나 성장했다. 또한 매출은
평균적인 선형 증가 추세를 보이며 분석기간 동안 지속해서 성장했다.
2020년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기간 이익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은
좋은 상황이다.
또한 아래에 제시되는 ‘라보츠킨’의 재정 상태는 특히 좋다고 할 수 있다.
① 순자산이 자본을 초과하고 조사 대상 기간 4년 동안 순자산이 증가함
② 당좌비율이 정상 수준에 해당됨
③ 현금비율이 정상 수준에 해당됨
④ 우수한 자산수익성
⑤ 판매수익성 증가
⑥ 기업의 자산 변화에 대한 자기자본의 플러스적 변화
⑦ 운전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증대에 따른 정상적인 자산 안정성

2017~20년 4년간 현금흐름 추이는 [그림 5.6.1]에서 볼 수 있다.
그림 5.6.1 ‘라보츠킨’의 현금흐름 추이
(단위: 백만 루블)

자료: 2017~20 финансовой отчетности НПО Лавочкин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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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계정이나 재무계정 모두 현금흐름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에게는 부채
부담이 없고 비용 구조(그림 5.6.2 참고)에도 특별히 우려되는 지출이 없어
전체적으로 재정 안정성이 좋은 편이다.

그림 5.6.2 ‘라보츠킨’의 비용지출 현황
(단위: 백만 루블)

자료: финансовая отчетность НПО Лавочкин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2020년 알트만(Altman) 모델에 따른 ‘라보츠킨’의 Z-스코어는 5.58로 이
회사의 파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사이풀리나-카디코바(СайфуллинаКадыков) 모델에 따른 지표 역시 3.82로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고 파
산 가능성이 낮음을 나타낸다.
러시아 항공우주기업 ‘라보츠킨’의 재정안정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
는 양상을 보여준다. 투자보상비율과 운전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감소
추세인 반면 재정자립률은 지난 5년간 70%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지표 자
체는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유동성 지표는 조금 악화되었으며, 특히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이 줄어들었다(표 5.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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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2 ‘라보츠킨’의 주요 재정지표

분류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안정성
재정자립률

0.10

0.17

0.16

0.19

0.17

운전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0.02

-0.01

-0.04

-0.04

-0.03

투자보상비율

1.64

3.29

2.55

0.50

0.58

유동비율

2.33

3.53

2.88

1.56

1.91

당좌비율

1.35

2.24

1.79

0.94

1.21

현금비율

0.77

1.50

0.91

0.35

0.57

유동성

수익성
판매수익

0.12

0.02

0.01

0.04

0.04

자산수익

0.01

0.01

-0.03

0.01

0.01

자료: финансовая отчетность НПО Лавочкин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5.7 ‘러시아 위성통신회사’
‘러시아 위성통신회사’(ФГУП ‘Космическая связь’, 이하 ‘러시아 위성통
신’)의 유동성 지표는 확연히 개선되었으며, 특히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이 증가했다. 비록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기업의 사업 효
율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작년 순이익은 11억 4,388만 2,000루블을
기록했다.
러시아에서 인공위성을 생산하는 대표 기업인 ‘러시아 위성통신’의 재정안
정성 지표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재정자립률과 투자보상비율이 꾸
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외부에서 조달하는 차입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
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2013~2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
했다(표 5.7.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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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1 ‘러시아 위성통신’ 주요 재정지표

분류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44

0.57

0.56

0.58

0.59

0.50

운전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0.23 -0.57 -1.00

-0.69

-0.59

-0.72 -0.73 -0.93

0.84

0.85

0.86

0.89

0.89

안정성
재정자립률

투자보상비율

0.29

0.53

0.29

0.64

0.76
유동성

유동비율

1.23

1.25

1.16

1.57

1.83

1.72

2.26

2.30

당좌비율

1.22

1.24

1.15

1.56

1.82

1.71

2.25

2.29

현금비율

0.23

0.63

0.86

1.15

1.34

1.35

1.91

1.99

수익성
판매수익

0.26

0.38

0.32

0.31

0.30

0.34

0.35

0.33

자산수익

0.01

0.14

-0.02

-0.03

0.25

0.31

0.06

0.01

자료: финансовая отчетность ФГУП “Космическая связь”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5.8 ‘가스프롬 우주 시스템’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사의 우주 부문이자 인공위성 생산 분야 2위
를 차지한 ‘가스프롬 우주 시스템(Газпром космические системы)’의 재정
안정성 지표는 2013~20년까지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이 회사의 외
부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유동성 지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단기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판매수익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수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재무상황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작년 순수익은 125억 루블로 최고
기록을 달성하여 비록 자산수익이 상당히 감소하긴 했지만 특별히 걱정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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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운영진의 비즈니스 전략이 애초부터 외부에
서 조달한 차입금으로 그룹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2021년 초 ‘가스프롬 우주
시스템’은 은행에 638억 루블에 상응하는 규모의 유로화 부채가 있었는데,
그중 1/3에 달하는 금액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부채 구조하
에서 누적 부채의 통화 재평가로 형성된 기타 소득과 지출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몇 배나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로화에 대한 루블이 약세일 경우 이
에 따른 환율 차이로 인한 기타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계상의 손
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반대로 루블이 강세일 경우 ‘회계상 이익’이 증가
한다. 이러한 외환 리스크를 관리하고 회계 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에는 ‘가
스프롬 우주 시스템’의 외화 소득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스프롬 우주 시스
템’의 재정 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모기업인 ‘가스프롬’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출 기관들은 ‘가스프롬 우주 시스템’의 불안정한 수익
성과 차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위험한 비즈니스 전략에도 불구하고 계
속해서 대출을 해주었다.

표 5.8.1 ‘가스프롬 우주 시스템’ 주요 재정지표

분류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01

0.01

0.005

0.01

0.001

안정성
재정자립률

0.02

-0.25

0.02

운전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9.84 -12.57 -13.56 -15.71 -12.91 -10.35 -9.46 -16.00
투자보상비율

0.91

0.86

0.92

0.92

0.66

0.82

0.64

0.73

유동성
유동비율

1.01

0.67

0.82

0.78

0.21

0.50

0.27

0.22

당좌비율

0.96

0.66

0.79

0.73

0.20

0.48

0.26

0.21

현금비율

0.70

0.34

0.54

0.26

0.15

0.37

0.20

0.14

수익성
판매수익

0.19

0.37

0.35

0.37

0.34

0.46

0.34

0.28

자산수익

0.00

-0.27 -0.14

0.13

-0.06 -0.10

0.10

-0.17

자료: финансовая отчетность АО «Газпром космические системы»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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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러시아 주요 우주기업 재정지표 비교 분석
러시아 우주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주요 기업들의 주요 재정지표를 살펴보
고자 한다. [표 5.9.1]에는 주요 기업별 매출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표 5.9.1 러시아 주요 우주기업 매출액
(단위: 천 루블)

연도 ‘에네르기아’ ‘프로그레스’ ‘리쇼트네프’ ‘라보츠킨’ ‘에네르고마쉬’

‘러시아

‘가스프롬

위성통신’

우주 시스템’

2011 20,538,538 22,851,311 18,735,699 9,527,038

6,161,496

6,379,982

157,278,

2012 22,131,127 24,886,054 29,336,334 8,982,951

6,314,080

6,277,119

354,889

2013 28,410,448 27,118,674 29,830,924 9,114,888

7,120,747

5,850,129

1,333,853

2014 25,025,382 21,332,641 34,147,016 9,586,332

4,376,338

7,591,148

2,698,526

2015 38,519,864 38,538,846 25,283,770 9,552,405

11,737,359 9,249,667

4,071,448

2016 33,828,215 44,673,761 17,439,324 13,512,264 12,217,837 11,445,151 4,744,106
2017 42,373,811 34,579,390

N/A

16,066,678 17,844,420 11,359,533 4,415,123

2018 30,534,578 28,465,077 23,750,256 11,959,482 20,056,853 12,432,865 4,936,070
2019 36,571,699 40,276,702 20,586,134 15,823,975 13,653,443 12,314,250 4,361,478
2020 43,516,833 28,911,190

N/A

16,249,680

N/A

12,326,830 4,054,314

자료: 러시아 주요 우주기업의 연간 재정 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5.9.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주장치 개발과 생산 및 유인우주탐사 사
업을 주도하는 ‘에네르기아’가 매출 규모에서 1위를 차지했다.
[표 5.9.2]와 [표 5.9.3]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연도별 부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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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2 주요 우주기업별 장기 부채 현황
(단위: 천 루블)

연도 ‘에네르기아’
2011 1,577,364

‘가스프롬
우주 시스템’
8,677,667

‘리쇼트네프’ ‘프로그레스’

‘러시아

‘라보츠킨’ ‘에네르고마쉬’

위성통신’

2,192,913 2,000,000 6,140,016

267,254

2012 1,178,035 22,291,397 6,247,403 1,841,879 7,677,481

5,722,175

329,969

7,759,644

2013 3,425,804 30,263,136 11,419,085 7,626,337 13,338,433 499,522

11,266,928

2014 2,836,737 45,033,493 20,313,766 16,760,838 23,528,319 692,139

10,716,506

2015 23,962,687 56,896,760 22,474,049 9,001,853 21,861,990 905,926

11,199,366

2016 50,926,219 47,058,921 4,090,709 32,264,032 17,670,866 22,499,201 11,776,541
2017 52,428,837 35,299,870 85,111,888 28,940,338 20,844,774 29,136,416

7,889,733

2018 36,486,361 51,153,469 64,909,914 28,903,120 19,911,433 31,941,707

5,172,821

2019 66,734,711 34,226,008 41,361,794 32,221,621 23,795,198 18,263,162

4,065,104

2020 75,116,544 53,266,047

N/A

39,264,105 35,505,615 30,632,398

N/A

자료: 러시아 우주산업 주요 기업의 연간 재정 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표 5.9.3 주요 우주기업별 단기 부채 현황
(단위: 천 루블)

연도 ‘리쇼트네프’ ‘프로그레스’ ‘에네르기아’ ‘라보츠킨’

‘가스프롬
우주 시스템’

‘에네르고마쉬’

‘러시아
위성통신’

2011 47,775,877 25,511,865 29,885,186 12,042,408 2,037,965

8,823,136

23,083,530

2012 53,076,016 32,267,655 44,630,982 13,875,747 5,713,210

6,685,592

22,886,442

2013 51,762,056 39,109,106 54,427,636 24,094,548 3,039,411

3,894,766

25,763,176

2014 41,980,972 40,360,886 72,323,490 28,948,931 5,539,396

7,122,973

24,124,065

2015 65,313,870 48,243,212 51,235,936 31,413,510 5,228,707

7,840,335

29,976,472

2016 110,483,021 28,123,787 49,240,918 16,362,527 3,929,755 11,327,572 10,682,794
2017 32,433,226 41,352,748 58,754,485 12,175,012 18,549,275 11,355,273 10,690,565
2018 65,435,829 51,032,313 73,600,651 16,035,005 10,936,261 8,909,222

10,127,642

2019 104,059,208 58,017,720 52,460,655 29,503,886 19,162,278 10,416,907

8,152,665

2020

10,365,075

N/A

65,682,948 41,596,583 29,248,059 20,006,483

N/A

자료: 러시아 주요 우주기업의 연간 재정 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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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년간 각 기업들의 수익 현황이 [표 5.9.4]에 정리되어 있다. 그중
에 ‘가스프롬 우주 시스템’의 순수익 동향이 특히 눈에 띄는데, 이 기업의 순
수익이 인공위성 판매가 아니라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의 루블 환율에 크게 좌
우되고 있으며, 매년 그 변동성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9.4 주요 우주기업별 순이익(순손실) 현황
(단위: 천 루블)

연도 ‘에네르고마쉬’
2011

‘라보츠킨’ ‘프로그레스’ ‘리쇼트네프’ ‘에네르기아’

‘가스프롬 우주
시스템’

1,498,565

96,252

108,401

634,952

1,245,824

(342,770)

2012 (1,866,918) 8,383,961

98,963

133,944

430,306

758,891

455,214

416,218

83,511

2013

(830,703)

‘러시아
위성통신’

11,229

78,117

442,596

2014 (1,167,637) 3,465,238

184,948

183,633

394,748

176,302

448,778 (1,034,275) (10,761,389)

2015

1,581,601

2,663,912

162,391

576,130

702,195

2016

3,217,773

6,671,295

361,407

1,560,477

2017

5,351,278

2,773,436

476,232

1,267,448

2018

8,383,638

3,189,413 (1,730,533) 1,601,730

2019

4,587,132

4,751,709

424,348

695,031

(369,359)

2020

N/A

1,143,882

422,577

46,410

N/A

590,324

393,289 (8,187,761)
N/A
36,296

1,232,438

(8,898,060)
6,872,253
(3,109,610)

(2,179,125) (6,432,275)
48,514

5,639,878

(5,366,836) (12,506,517)

자료: 러시아 주요 우주기업의 연간 재정 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러시아 우주산업 기업들 대부분의 재정 안정성과 수익성 높지 않은 상황이
었기 때문에 2014년부터 러시아 우주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 우주기기연구소(ОАО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иборостроения»)가 2014년에 ‘연방로켓우주공사(ОАО:
«Объединенная ракетно-космическая корпорация»)’로 재편되었으며, 2013년
12월 2일자 발효된 ｢우주로켓산업 운영 시스템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령｣ 제874조에 따라 모든 주식이 연방 자산에 편입되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2014년 2월 3일자 ｢연방 재산 사유화 계획 변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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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 연방 재산 사유화 방향 변경에 대한 러시아 연방 정부령｣ 114-r
에 따라 우주산업 주요 기업들의 지배 관계에 대한 개편 절차를 제시했다. 또
한 ｢연방 정부령｣ 114-r에는 국가에 의해 설립되어 국가가 지분 100%를 소
유하는 기업 중 주식회사로 전환된 업체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
며, ‘연방로켓우주공사’가 대부분의 우주산업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는 지
주회사가 되었다.
‘연방로켓우주공사’가 2014~18년까지 우선순위로 추진한 사업은 로켓 및
우주기기 개발, 생산, 실험, 공급, 현대화 및 프로젝트 이행, 기술 개발과 보장
및 유지 보수 서비스 등의 분야이다. 그러나 ‘연방로켓우주공사’가 설립되자
정부는 우주산업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우주산업 구조조정
2단계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로스코스모스’ 설립안에 서명하게 된다. 이로써
‘연방로켓우주공사’의 주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들의 주식까지
모두 ‘로스코스모스’가 소유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8년 이후 연방로켓우주
공사가 주도하던 각종 본질적 사업을 로스코스모스가 관장하여 진행하고 ‘연
방로켓우주공사’는 그 외 기타 사업 다각화 개발, 민간용 제품 생산, 비핵심
우주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주요 우주기업들의 지배 관계는
[그림 5.9.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기업 간 지배 관계는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로스코스
모스’ 산하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켓 및 우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합리화하고 생산기술 수준
을 향상하며 상응하는 국가와 업계의 대응 및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
한 새로운 접근방식 등이 필요하다.
｢러시아 연방법｣에서 ‘로스코스모스’는 우주산업 예산기금 책임자이자 예
산 수익자이며, 예산 수입과 국가 조달 관리자이자 조정자이며 우주개발 분
야의 국방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대통령 프로그램, 러시아 연방 우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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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정부 간 부처 간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국가조달계획 및 기관에 대
한 투자계획과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책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
고 있다.
‘로스코스모스’는 러시아의 국가 우주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자,
발주자, 공급자별 과제를 설정하고 러시아 자체적으로 또는 국제협력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주활동을 조율하는 등 러시아 우주과학사업과 항공우
주 연구 전반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

그림 5.9.1 러시아 주요 우주기업 지배 관계

자료: 러시아 주요 우주기업의 재정 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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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우주 서비스 시장의 발전

제6장
위성 서비스 시장의 발전
6.1 위성통신시장
6.2 원격탐사시장
6.3 위성항법 및 위치 서비스 시장
6.4 지구생물권 및 기후 연구를 위한
우주 서비스 시장
6.5 글로벌 우주 서비스 시장에서 러시아
기업의 지위

6.1 위성통신시장
위성통신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은 천체 동역학이나 전자기파 법칙과 같은
자연의 물리법칙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인류가 확립해온 궤도 및 주파수 이용
규칙 등에 따라서도 좌우된다. 특정한 위성궤도와 주파수 스펙트럼 등은 국제
연합(UN) 산하의 표준화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t)의 규제를 받는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세계 위성통신 시장 등 국제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
는 기관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국은 위성궤도 이용 규칙 및 주파수를
업무별로 분배, 조정, 통고 및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의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66)을 적용하고 필요시 개정을 하는 등 중
요한 안건67)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계전파통신회의에 참석한다.68)
회의 결과는 해당 기구의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69)
각 국가는 주파수 할당 신청부터 국제주파수등록원부(Master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에 등재하기까지 정해진 모든 절차를 마친 뒤 국제전
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에 따라 주파수 자원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는다.
이후 각 국가의 주파수 분배ㆍ할당 등 전파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사항을 보완한다. 예를 들면 국제주파수등록원부에
서 승인한 주파수 대역을 국가가 공공 및 상업용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러
시아의 경우 러시아 무선 서비스 간 주파수 대역은 러시아 연방 무선주파수위
원회의 승인을 거쳐 할당된다.70)
66) ITU вебсайт, “ITU-R: Managing the radio-frequency spectrum for the world”(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67) “Частоты для 5G и сроки для спутниковых систем”(27 ноября 20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68) Стрелец(2018), Регулировани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путниковых орбит и радиочастотного
спектра. Connect WIT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69) ITU вебсайт, ”Radio Regulation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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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을 위해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다(표 6.1.1 참고).

표 6.1.1 위성통신 주파수 범위
대역

주파수 대역

주 통신 서비스

L

1452~1550MHz 및 1610~1710MHz

이동 위성통신

S

1930~2700MHz

이동 위성통신

C

3400~5250MHz 및 5725~7075MHz

고정 위성통신

X

7250~8400MHz

고정 위성통신

Ku

10.70~12.75GHz 및 12.75~14.80GHz

고정 위성통신, 위성방송

Ka

15.40~26.50GHz 및 27.00~30.20GHz

고정 위성통신, 위성 간 통신

자료: 저자 작성.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에 따라 주요 위성 서비스는 고정 위성 서비
스(FSS: Fixed Satellite Service), 이동 위성 서비스(MSS: Mobile Satellite
Service), 방송위성 서비스(BSS: Broadcasting Satellite Service)의 3가지
로 나뉜다. 주파수 분배 시 전 세계는 3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뉜다. 각 지역별
로 주파수 할당 분야와 분배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러한 지역적 구분
은 오히려 개발 중인 글로벌 위성통신 시스템의 무선 주파수 지정을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위성통신 시스템의 주파수는 전 세계에 글로벌하게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위성통신 시스템은 물리학 측면에서 전파의 조건을 만
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전기통신연합 구분 지역에 해당하는 주파수 방
출 특성도 같이 준수해야 한다. 또한 많은 종류의 국가 표준들은 추가적인 문
제를 야기한다. 많은 국가들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국가적, 부처별, 심지어
지역단위 서비스에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위성통신시스템의
70)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8 сентября 2019 года.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Таблицы распределения полос радиочастот между радиослужб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некоторых постановл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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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와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현행 국제주파수등록원부의 주파수 구분은 정지궤도 위성통신의 발전사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위성 서비스 구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고정 위성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이동 시 계속해서 안테나 방향이 바뀌는 이동 위성 서비
스보다 위성 안테나 조정이 단순하다. 때문에 동일한 기술적 조건에서는 고
정 위성 서비스 위성장비가 이동 위성 서비스 장비보다 저렴하다. 또한 방송
위성 서비스는 위성-소비자 방향의 단순 정보 전송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
상 통신 단말기의 비용이 낮아진다.
지상(비위성) 통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초소형 위성통신 지구국(VSAT),
광대역 위성통신, 위성 인터넷 등과 같은 중첩 분야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
다.71) 사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위성통신을 통해 ‘지상’ 표준에 따라 ‘지상’
네트워크로 원격 접속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한다. 소형화를 통해 기존의 대형
고정 위성 서비스 지구국도 이동성을 확보해, 이동 위성 서비스와의 차이를
없앨 수 있다. 또한 TV,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국과 시청자 간 양방향 정보 전
달을 하는 상호작용과 인터넷 방송 등 디지털 플랫폼 전환을 통해 방송위성
서비스도 지상통신으로 통합된다. 통신을 구현하는 물리적 원리는 최종소비
자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성통신은 정보를 전송하는 지상 통신 옵션과
직접 경쟁하며 어떤 경우에는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동
위성통신이 기존 기술을 결합하는 가장 유망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72) 다
만 위성통신 주파수 대역의 분배 및 할당을 관할하는 기관의 관점에 볼 때 고
정 위성 서비스, 이동 위성 서비스, 방송위성 서비스와 ‘지상’ 서비스의 구분
이 여전히 유효하다.

71) Колюбакин(2011), сс. 30-32.
72) Garrity and Husar(2021), “Digital Connectivity and Low Earth Orbit Satellite Constellations
Opportunities for Asia and the Paсifiс,” Asian Development Bank(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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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 시스템은 다음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우주 부문(Space Segment)(위성 자체, 생산, 발사, 유지 보수 등 위성
관련 기술)
 지구 부문(Earth Segment)(안테나, 송신기, 수신기, 공유기 및 변복조
기로 구성된 지구국 제반 설비)
 이용자 부문(User Segment)(시스템 이용자 단말기)

위성통신 시스템이 기능할 때 기술 조건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궤도 지정이다. 따라서 위성통신 시스템을 비교할 때는 위성통신 시스템이
사용하는 궤도에 주목해야 한다. 통신위성은 지구의 적도, 극지방을 사선 방
향 등으로 회전하는 지구정지궤도(GEO: Geostationary Earth Orbit), 지
구중궤도(MEO: Medium Earth Orbit), 지구저궤도(LEO: Low Earth
Orbit)와 같은 원형 궤도73)가 이용된다. 고위도 서비스에는 준정지궤도인 고
타원궤도(HEO: High Elliptic Orbit)가 활용된다. 고타원궤도를 준정지궤
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위성이 원지점을 지나는 동안 지상 관측자에게는 위성
이 하늘에 오랫동안 떠 있는 것처럼 보여 마치 정지궤도와 비슷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위성의 공전주기가 지구 하루 자전주기와 같거나 그의 배수
이기 때문에 해당 궤도를 지구동기 타원궤도라고도 한다.
[표 6.1.2]는 다양한 통신위성의 궤도 특징을 나타내고 [표 6.1.3]은 각각
의 궤도에서 위성을 이용할 때의 장단점을 나타낸다.

73) Медиасат вебсайт, “Типы спутниковых орбит и их определения”(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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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통신위성궤도의 특징
구분
궤도 고도, km
궤도 경사각, 도(°)

정지궤도

중궤도

35,863 5,000-15,000
0

저궤도

고타원궤도

500-2,000

근점: 500-1,000

(주로 700-1,500) 원점: 7,840-71,000

45-55

0-90

63.4 또는 116.6

궤도 주기, 시

24

~6

1-2

3. 8. 12. 24

사용기간, 년

15+

10+

5-8

7+

글로벌 커버용 위성군 수

1-3

8-12

48-66

3-7*

34

25-28

3-7

30-33**

24시간

1.5-2시간

10-15분

8시간**

500

80-130

20-70

500-600**

600

250-400

170-300

600-900

-

50

8-10

60 미만

10-15

5-6

1.5-2.0

-

5

15-25

10-15

25-40**

한 위성의 커버리지 영역(무선
가시각 50도), 지구표면에서의 %
전파가시구역에서 위성
체류기간(하루 동안)
음성 전달 지연, 로컬 통신,
ms(1/1,000초)
음성 전달 지연, 글로벌 통신,
ms(1/1,000초)
한 위성에서 다른 위성으로
전환하는 시간, 분
한 전파에서 다른 전파로
전환하는 시간, 분
서비스 지역 경계에서 위성 무선
가시성 각도, 도

주: * 지구 극지방에서, ** 12시간의 공전주기 동안.
자료: Невдяев(199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2021년 3월 기준 130개 이상의 위성이 러시아 영토 내 무선통신을 제공했
다. 해당 위성들은 러시아와 해외의 30개 위성군에 속하는 위성들이다. 러시
아의 가장 큰 국영 위성통신 사업자는 ‘러시아 위성통신’과 ‘가스프롬 우주시
스템’이며, 해외의 글로벌 사업자는 홍콩 위성 사업자 ‘ABS’, 유텔샛(Eutelsat: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Organization), 인텔샛(Intelsa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ATellite organization), ‘SES’ 및
‘스카이 퍼펙트 JSAT’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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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통신위성궤도의 장단점
궤도

장점

종류

단점

하나의 위성으로 넒은 구역 커버

신호 감쇠(~200dB)

정지

전 세계를 커버하는 위성의 수 적음(3)

신호 지연(~200ms)

궤도

지속적인 위성 접근성

커버리지를 벗어난 극주변 지역(최대 위도

고정 서비스 안테나용 추적 시스템 불필요

65~75도 미만)75)

위성 한 개의 최고 커버리지 수: 99
지역을 커버하는 위성의 수가 적음(2~3)

고타원
궤도

커버리지 내 극지방

신호 감쇠

지구저궤도와 지구중궤도보다 높은 위성의 무선

신호 지연

가시성 시간

정교한 안테나 포인팅 시스템

지구정지궤도 대비:

도플러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위도에 대한 넓은 각도의 무선 가시성

밴 알렌 방사선 벨트 영향을 고려해야 함

주파수 범위와 궤도조건 선택 시 충돌이 적음
낮은 궤도 발사 비용(1.8배)
지구정지궤도 대비 모바일 가입자를 위한 더 나은 지구정지궤도와 고타원궤도 대비 많은
서비스 특성:
중궤도 큰 가시각

위성이 필요함
밴 알렌 방사선 벨트 영향을 고려해야 함

신호 감쇠가 적음

지구정지궤도와 고타원궤도보다 낮은

신호 지연이 적음

위성의 가시성 시간

신호 감쇠가 적음
저궤도 낮은 발사 비용
신호 지연시간이 가장 적음

많은 위성군이 필요
짧은 무선위성 가시성 시간
하나의 위성으로 적은 구역 커버
짧은 위성 서비스 시간

자료: 저자 작성.

직접 제공하기도 하고, 러시아와 동유럽 9개국이 설립한 위성통신기구 ‘인터
스푸트니크(Интерспутник)’와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74) 통
신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역에 러시아가 속해 있는 사업자와 위성군 목록은
[표 6.1.4]에 제시되어 있다.
고정 위성 서비스는 지상 통신 채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대량 데이
74) Comnews вебсайт, “Охват территории РФ спутниками связи и вещания”(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75) Новиков(20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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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전송하고 신속하게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적합하다(예: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고정 위성 서비스는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으로
주로 통합통신시스템의 메인 채널을 구성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사용자는
주로 정부나 국가기관, 오지를 개발하는 대기업 등이다.76)
 이동 위성 서비스 및 방송위성 시스템 시장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구의 외딴 지역이나 해운, 항공 분야에서는 경쟁하지 않
는다.

저궤도 통신 시스템은 제공 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형 지구저궤도 데이터
전송 시스템, 대형 지구저궤도 무선전화 시스템, 초대형 지구저궤도 광대역
통신 시스템(또는 슈퍼 지구저궤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77) 시스템이 어디
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국제용, 국가용, 기업용(기관용)으로 나눌 수도
있다. 국제 시스템은 적용 범위 측면에서 글로벌과 로컬용으로 나뉜다. 글로
벌용의 예는 ‘글로벌스타(Globalstar)’, UN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가
조직한 해양 위성통신인 ‘인말샛(Inmarsat: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이리듐(Iridium)’ 등이 있다. 이러한 위성통신
시스템은 지구 전체(또는 대부분)를 커버한다. 로컬용의 예는 ‘투라야(Thuraya)’
위성전화와 ‘유텔샛’ 등이 있다. 로컬용 시스템을 조성하는 비용은 글로벌 시
스템보다 일반적으로 2~5배 낮다.78) 로컬용을 구축하는 데 위성군이나 지상
분야가 글로벌 시스템보다 적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용과 기업용 시스템
은 일정 지역이나 역내 일부 구역에 위치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이용될 수 있다.
76) Garrity and Husar(2021), “Digital Connectivity and Low Earth Orbit Satellite Constellations
Opportunities for Asia and the Paсifiс,” Asian Development Bank(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77) Невдяев(199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78) Прохоров(2020), Спутниковая отрасль переходит к управляемым услугам.
Connect-WI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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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E

103° E

140° E

140° E

145° E

엑스프레스-AM5

엑스프레스-AT2

엑스프레스-AMU7**

80° E

96.5° E

엑스프레스-80

엑스프레스-103

엑스프레스-AM3

56° E

엑스프레스-AT1

엑스프레스-AMU3**

53° E

엑스프레스-AM6

96.5° E

리쇼트네프,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40° E

엑스프레스-AM7

엑스프레스-AM33

리쇼트네프,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36° E

엑스프레스-AMU1*

리쇼트네프,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리쇼트네프,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리쇼트네프,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리쇼트네프, NII 라디오, MDA

리쇼트네프, 알카텔 스페이스(Alcatel Space)

리쇼트네프,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리쇼트네프,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리쇼트네프,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리쇼트네프, NII 라디오, MDA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Airbus Defence and Space)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리쇼트네프,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14° W

11° W

엑스프레스-AM8

러시아 위성통신

제조사

궤도 위치

엑스프레스-AM44

위성명

8/11/2021

16/3/2014

26/12/2013

24/6/2005

8/11/2021

28/1/2008

31/7/2020

31/7/2020

16/3/2014

21/10/2014

19/3/2015

25/12/2015

11/2/2009

14/9/2015

(일/월/년)

발사일

표 6.1.4 러시아를 커버하는 정지궤도 위성통신

15

15

15

12

15

12

15

15

15

15

14+

15

10

15

기간

C, Ku, L

16 Ku

bandwidth - 6 Gb/s

30 C, 40 Ku, L, Ka-band: 10 beams,

16 C, 12 Ku, L

C, Ku, L

10 C, 16 Ku, L

18 C, 20 Ku, L

18 C, 20 Ku, L

32 Ku

12 C, 30 Ku

30 С, 48 Ku, L

11.6 Gb/s

61 Ku, Ka-band: 18 beams, bandwidth -

10 C, 16 Ku, L

24 C, 16 Ku, L

개수/범위

트랜스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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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위성 시스템(Boeing Satellite Systems)

스페이스 시스템스(Space Systems)/로럴(Loral)

163.5° E

183° E

3° W

75° E

야말-202

야말-300K

ABS-3A

8° W

5° W

3° E

유텔샛 5 West A

유텔샛 3B

ABS-6

유텔샛 8 West B

75° E

159° E

ABS-2A

ABS-2

에네르기아

90° E

야말-401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알카텔 스페이스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록히드 마틴

보잉 위성 시스템

리쇼트네프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유텔샛

ABS

리쇼트네프

55° E

야말-402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49° E

‘가스프롬 우주 시스템’

야말-601

제조사

궤도 위치

위성명

표 6.1.4 계속
발사일

26/5/2014

5/7/2002

20/8/2015

26/9/1999

15/6/2016

6/2/2014

1/3/2015

3/11/2012

24/11/2003

15/12/2014

8/12/2012

30/5/2019

(일/월/년)

15+

15+

15+

15

15

15+

15

14

12+

15

11.5

15

기간

12 C, 9 Ka, 30 Ku

10 C, 35 Ku

10 C, 40 Ku

28 C, 16 Ku

1548 Ku

32 С, 6 Ka, 51 Ku

24 C, 24 Ku

11 C, 18 Ku

18 C

17 C, 36 Ku

46 Ku

to 30 Gb/s

18 С, Ka-band: 32 beams, bandwidth - up

개수/범위

트랜스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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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

70.5° E

172° E

174° E

유텔샛 70B

유텔샛 172B

유텔샛 174A

36° E

유텔샛 36B

유텔샛 48D

33° E

유텔샛 33E

16° E

유텔샛 16A

21.5° E

13° E

유텔샛 Hotbird 13E

유텔샛 21B

13° E

유텔샛 Hotbird 13C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10° E

9° E

유텔샛 KA-SAT 9A

13° E

9° E

유텔샛 9B

유텔샛 10A

EADS 아스트리움(EADS Astrium)

7° E

유텔샛 Hotbird 13B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7° E

유텔샛 7B

유텔샛 7С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아스트리움

EADS 아스트리움, ISRO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EADS 아스트리움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알카텔 스페이스

EADS 아스트리움

EADS 아스트리움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맥사 테크놀로지(Maxar Technologies)

제조사

궤도 위치

위성명

표 6.1.4 계속
발사일

29/12/2005

1/6/2017

2/12/2012

20/12/2008

24/11/2009

12/2/2009

9/11/2012

7/10/2011

13/3/2006

20/12/2008

5/8/2006

3/4/2009

26/12/2010

30/1/2016

20/6/2019

14/5/2013

(일/월/년)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기간

20 Ku

10 С, 30 Ku

45 Ku

8 Ku

70 Ku

56 Ku

40 Ku

3 Ka, 57 Ku

38 Ku

58 Ku

58 Ku

10 C, 46 Ku

Ka-band: 82 beams, coverage on the
Russian territory - 12 beams

56 Ku

49 Ku

1 Ka, 41 Ku

개수/범위

트랜스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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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시스템스/로럴
보잉 위성 시스템

68.5° E

인텔샛 20

스페이스 시스템스/로럴

오비탈사이언스
스페이스 시스템스/로럴

85° E

166° E

169° E

180° E

인텔샛 15

인텔샛 19

Horizons 3е

인텔샛 18

오비탈사이언스

보잉 위성 시스템

오비탈사이언스

72° E

85° E

인텔샛 22

Horizons 2***

스페이스 시스템스/로럴

64° E

66° E

SSL

인텔샛 17

62° E

인텔샛 39

보잉 위성 시스템

EADS 아스트리움

보잉 위성 시스템

보잉 위성 시스템

제조사

인텔샛 906

1° W

60° E

18° W

인텔샛 37e

인텔샛 33e

34.5° W

인텔샛 35e

인텔샛 10-02

궤도 위치

위성명

표 6.1.4 계속

인텔샛

발사일

6/10/2011

25/9/2018

31/5/2012

30/11/2009

21/12/2007

25/3/2012

2/8/2012

26/11/2010

6/9/2002

6/8/2019

24/8/2016

16/6/2004

29/9/2017

5/7/2017

(일/월/년)

15+

15+

15

15

15+

15

15

18

20

15+

15+

13

15+

15+

기간

24 C, 12 Ku

86 C, 250 Ku

24 C, 34 Ku

22 Ku

20 Ku

24 C, 18 Ku

28 C, 1 Ka, 50 Ku

24 C, 25 Ku

44 C, 12 Ku

56 С, 72 Ku

24 C, 1 Ka, 47 Ku

70 C, 36 Ku

90 С, 37 Ka, 275 Ku

112 C, 39 Ku

개수/범위

트랜스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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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

SES-5

19.2° E

19.2° E

23.5° E

28.2° E

아스트라 1M

아스트라 1N

아스트라 3B

아스트라 2G

19.2° E

5° E

아스트라 4A

아스트라 1L

20° W

19.2° E

스페이스 시스템스/로럴

22° W

SES-4

NSS-7

아스트라 1KR

알카텔 스페이스

37.5° W

NSS-10

록히드 마틴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록히드 마틴

록히드 마틴

스페이스 시스템스/로럴

록히드 마틴

록히드 마틴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135° W

록히드 마틴

40.5° W

139° W

АМС-18

오비탈사이언스

SES-6

177° W

NSS-9

제조사

AMC-8

궤도 위치

위성명

표 6.1.4 계속

SES

발사일

27/12/2014

21/5/2010

6/8/2011

5/11/2008

4/5/2007

20/4/2006

10/7/2012

15/11/2007

16/4/2002

14/2/2012

3/2/2005

3/6/2013

19/12/2000

8/12/2006

12/2/2009

(일/월/년)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기간

70 Ku

4 Ka, 60 Ku

52 Ku

32 Ku

2 Ka, 29 Ku

32 Ku

28 C, 36 Ku

3 Ka, 54 Ku

50 C, 43 Ku

52 C, 72 Ku

49 C

43 C, 48 Ku

31 C

24 C

44 C

개수/범위

트랜스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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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

57° E

95° E

176° E

128° E

132° E

150° E

154° E

아스트라 5B

NSS-12

SES-12

NSS-11

JCSat-3A

JCSat-5A

JCSat-1C

JCSat-2B

스카이 퍼펙트 JSAT

스페이스 시스템스/로럴

보잉 위성 시스템

록히드 마틴

록히드 마틴

록히드 마틴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스페이스 시스템스/로럴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제조사

발사일

6/5/2016

17/12/2019

13/4/2006

12/8/2006

2/10/2000

4/6/2018

29/10/2009

22/3/2014

(일/월/년)

주: * 유텔샛에서 위성 용량 상업 운영 중.
** 발사 예정.
*** 인텔샛과 스카이 퍼펙트 JSAT가 공동 소유.
자료: Comnews вебсайт, ”Охват территории РФ спутниками связи и вещания”(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궤도 위치

위성명

표 6.1.4 계속

15+

15+

12

15

15

15

15

15

기간

26 C

Ku

20 C

12 C

28 Ku

54 Ku

40 C, 48 Ku

40 Ku

개수/범위

트랜스폰더

신호공유원칙에 따라 정보를 전송할 때 위성통신 시스템은 로컬 중계와 글
로벌 중계로 나뉜다. 로컬 중계는 한 개의 위성이 지원한다. 신호원과 수신기
(또는 지상 지구국)가 커버리지 영역 내에서 동시에 존재할 경우 위성이 실시
간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위성이 신호원에서 수신기로 직접 신호를 전달하거
나 지상 부문을 통해 전달한다. 로컬 직접 중계는 공해상이나 지구 외딴 곳에
위치한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계 지구국이 위성 커
버리지 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통신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글로벌스타’
의 통신 시스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반면 위성통신은 혹시 있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두 번 이상 주고받는데 비정지 위성궤도의 경우
이러한 통신의 이중성과 신속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위성이 이동하면서 교신
가능 상태가 되었을 때 내려받을 수 있는 우회적인 로컬 중계 기술이 있다. 이
동형 위성은 정보를 중간 저장하면서 교신을 중계한다. 위성 커버리지 구역
에 들어오거나 중계 지구국 구역을 지날 때 수신기에 교신한다. ‘고네츠’ 위성
통신 시스템이 이처럼 작동할 수 있다.
글로벌 중계는 위성과 지구국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며, 글로벌 중계를 위
해 위성에 여러 통신 채널이 구현된다. 회선은 사용자 링크(User Link), 피더
링크(Feeder Link), 위성 간 링크(ISL: InterSatellite Link) 등이 있다. 사용
자링크를 이용하면 최종사용자(End User)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전송할 수
있다. 피더 링크는 지구국에 신호를 중간 전달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후 신호
는 공유기를 통해 다른 그룹의 위성이나, 위성이 아닌 다른 통신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위성 간 링크를 이용하면 지구국이 참여하지 않고도 위성 간 정보
중계가 가능하다.
위성 간 링크는 위성에서 직접 작동하기 위해 복잡하고 비싼 공유장비가
필요하다. 위성 간 링크의 작동 환경은 급격한 온도 저하, 복사열 등으로 그리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장치와 기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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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안정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위성 간 링크를 위한 설비는 훨씬
더 비싸고 어렵다. 다만 위성 간 통신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위성통신 시스템
을 조성하면 지상 분야의 비용이 낮아지고 최적의 트래픽 라우팅이 구현된다.
지구저궤도 및 지구중궤도 위성의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경로가 더 짧아지
므로 신호 전송 지연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리듐’ 위성통신 시스템이 바로
위성 간 링크를 이용한다. 물론 위성 간 채널이 있는 위성통신 시스템에도 부
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해당 기술이 자국 영토 내 위치한 지구국을 통한 정보
전달을 요하는 여러 국가의 법률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79)
피더 채널 및 위성 간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통신라인이 하나의
메인 채널을 통해 동시에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의 전파로 여러 가입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전송 기술과 주력 주파수 선택과
상관없이 비슷한 방법이 적용된다. 위성중계기의 공통 경로에서 신호 분리
표시에 따라 주파수 분할(FDMA), 시분할(TDMA), 코드분할(CDMA) 등 3가
지 접속 방법으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때로는 이들 방법을 조합하기
도 한다.80)
최근에는 무선통신 채널 구성을 위해 다중 빔 안테나가 사용되고 있다. 사
용되는 빔은 수십 개에 달한다. 이러한 안테나가 달린 위성을 고속 통신위성
(HTS: High-Throughput Satellite)이라고 한다. 초고속 통신위성(VHTS:
Very High-Throughput Satellite)도 있는데 VHTS 위성 안테나는 100개
이상의 빔을 지원한다. 다중 빔 안테나를 통해 빔 하나의 커버리지 영역을 줄
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더 적은 수의 소비자가 더 작은 커버리지 영역에 들어
가게 되고 빔 각각의 통신 회선 수도 줄어든다. 또한 다른 빔에서 동일한 주파
수 대역을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이러한 안테나가 달린 위성
79) “OneWeb says regulatory concerns main reason it’s forgoing inter-satellite links”(2 июля
20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80) Аболиц(2004).

166 •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은 지표면의 여러 커버리지 영역을 만들고, 다중 빔 영역에 대해 공유기 역할
을 한다. 이는 빔 간의 전송 속도를 증가시킨다.
개발자들은 위성 간 고속통신 구현을 위한 물리적 조건으로 광학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노력한다.81) 이를 통해 무선 간섭, 전력 소비, 통신장비
의 무게와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 위성과 지구 간 주요 채널에 레이저 통신을
제공하는 보다 급진적인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자유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82)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글로벌 모바일 위성통신
사업자는 러시아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 2020년 러시아에서 이리듐의 매
출은 13.5% 증가했으며 ‘글로벌텔(GlobalTel, 이리듐의 글로벌 경쟁사 ‘글
로벌스타’의 통신서비스 전문업체)’은 1년 전보다 14.8% 높은 수익을 올렸
다. 또한 지티엔티(GTNT)는 적어도 ‘투라야’의 러시아 이동 위성 통신망 부
문에서 긍정적인 활동을 보였다. 러시아에서 ‘인말샛’과 ‘이리듐’의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르스뱌지스푸트니크(Морсвязьспутник)’도 2020년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8.3%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83)
최신 위성통신 경향은 사물인터넷(IoT)과 사물통신(M2M)을 위한 기술 지
원이다. 제이슨 앤 파트너스 컨설팅( J’son & Partners Consulting)에 따르
면 2019년 말까지 러시아에서 약 840만 대의 상업용, 비상업용 차량이 GPS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거나 일반 무선 이동통신(3G나 LTE) 등 통신 서비스에

81) “Межспутниковые каналы связи InterSatellite Links”(14 сентября 2020),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7. 17).
82) “В NASA завершили сборку станции лазерной космической связи на Гавайях”(22
августа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83) “Мобильная спутниковая связь подает надежды”(25 ма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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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994

15

1,500 미만

러시아 진출년도

그룹 내 위성 개수

궤도 고도, km

데이터 전송 속도,
Mbps

인말샛

이리듐

투라야

Uplink: 1626.5-1660.5 MHz –
Uplink: 1611-1621
Uplink: 1616-1626.5 Uplink: 1626.5-1660.5
L, 29.5-30 GHz - Ka,
MHz – L, Downlink:
MHz – L, Downlink:
MHz – L, Downlink:
Downlink: 1525.0-1559.0 MHz
2484-2499 MHz – S
1616-1626.5 MHz – L 1525-1559 MHz – L
– L, 19.7-20.2 GHz - Ka

Uplink: 313-315MHz – VHF;
Downlink: 387-390MHz – UHF

-

서비스 종류

채널 주파수

러시아 가입자 수
(전 세계)

- (более 700,000)
- (700,000 이상)

음성통신, 인터넷 접속, 사물통신,
화상회의, 긴급비상통신

자료: Comnews вебсайт, “Охват территории РФ спутниками связи и вещания”(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40,000(762,758)

음성통신, 인터넷 접속,
М2М

이동 및 위성통신: 사물통신 채널/
사물인터넷, 개인 및 정기 메세지,
이메일, 글로나스/GPS 정보 전달,
모니터링 서비스, 인공 영상모니터링

모스크바주:누돌
연해주: 나홋카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하바롭스크

운영 중: 모스크바, 크라스노야르스크,
젤레즈노고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건설 중: 아나디리, 무르만스크,
노릴스크, 로스토프나도누

- (1,476,000)

음성통신, 인터넷 접속,
М2М

이젭스크

20,000 (-)

음성통신, SMS, 인터넷
접속, М2М, 해상통신

모스크바주: 메드베지
오제라(Медвежьи
Озера)

0.44

러시아 내
게이트웨이
스테이션, 위치

1.4 미만

1.2까지/90까지(Ka)

0.0096 –1세대,
0.256 – 2세대

35,786

2

2012

지티엔티(GTNT)

0.0024-0.0768

780

66

2013

이리듐 커뮤니케이션즈

35,786

14

1979

모르스뱌지 스푸트니크

1,414

32

글로벌텔

고네츠 위성 시스템

글로벌 스타

‘고네츠’ 위성 시스템

위성통신 사업자

서비스 제공업체

표 6.1.5 러시아의 주요 위성통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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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엑스프레스-RV

84) New Glenn, Terran-1.

캐나다

러시아

스키프(Skif)

텔레샛라이트스피드
(Telesat Lightspeed)

러시아

마라톤 IoT

룩셈부르크

러시아

고네츠-2

레오샛(LeoSat)

사업자
국가

통신위성

뉴 글랜, 테란-184)

-

-

소유즈

-

소유즈

발사체

저궤도

저궤도

고타원궤도

중궤도

저궤도

지구저궤도

궤도

2023

2022

2024

2026-2029

2025

2025

시스템 가동
시작

leosat.com
www.telesat.com/
leo-satellites/

광대역
B2B
(MNO и ISP)

-

사물인터넷,
광대역, 방송

-

사물인터넷,
사물통신
-

www.gonets.ru

사물인터넷,
사물통신,
이메일, SMS

B2B(광대역)

공식 사이트

제공
서비스

표 6.1.6 위성통신 시스템 프로젝트

298-512

84-108

4

12

264

28

위성 수

30억~50억 달러

36억 달러

770억 루블

-

-

45억 달러

투자금

-

프로젝트 동결

-

-

-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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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룩셈부르크

중국

프로젝트
쿠이퍼(Project Kuiper)

O3b mPOWER
(SES S.A.)

홍윤(Hongyun)

85) Atlas, (New Glenn,Vulcan).

팔콘

США
미국

스타링크(StarLink)

창정(Long March)

팔콘(Falcon)

아틀라스
(뉴 글렌, 불칸)85)

소유즈

영국

원웹(OneWeb)

발사체

사업자
국가

통신위성

표 6.1.6 계속

저궤도

중궤도

저궤도

저궤도

저궤도

궤도

2022

2022

2026-2029

2021

2022

시스템 가동
시작

-

사물인터넷, 광대역

-

B2B, B2C, B2G o3bmpower.ses.com

-

www.starlink.com

oneweb.world

B2B(MNO,
ISP),
B2C(광대역)
B2C

공식 사이트

제공
서비스

50억~60억 달러

투자금

156

11

3236

-

-

> 100억 달러

1635-4408 > 100억 달러

600-882

위성 수

-

-

-

2020년부터
시 운영

2020년 일시
파산 상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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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홍윤

창정

발사체
저궤도

궤도
2023

시스템 가동
시작
-

제공
서비스
-

공식 사이트
320-864

위성 수
-

투자금

비고

주: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 간 전자상거래,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B2G(Business to Government): 기업과 정부 간 전자상거래.
* Guanwang(StarNet)이 기반해 개발할 실험 위성군.
자료: “В России анонсировали запуск спутниковой системы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29 сентябр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Скиф’ начинает путешествие”(26 марта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Первый спутник орбитальной группировки «Скиф» будет запущен в 2022 году”(8 апре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Локшин(2019),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ерспективных системных разработок ФГУП “Космическая связь”, “Экспресс-РВ” – перспективная система связи со спутниками
на высокоэллиптических орбитах”(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Систему связи “Экспресс-РВ” планируют запустить до 2024 года”(6 марта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Затраты на систему «Экспресс-РВ» составят 77 млрд рублей”(23 июл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LeoSat, при отсутствии инвесторов, закрывается”
(13 ноября 20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Telesat вебсайт. “Press Releas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Canada’s Telesat takes on Musk and Bezos in space
race to provide fast broadband”(11 апре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Проект Telesat LEO нашел разработчика и получил новое название”(10 марта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TAdviser вебсайт, “OneWeb LLC”(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С системой OneWeb в России не останется мест без широкополосного
интернета”(1 марта 20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OneWeb развернет спутниковую группировку к июню 2022 года”(2 ию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Starlink покрыл почти всю поверхность планеты Земля”(14 июн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Viasat потребовала прервать запуск спутников Starlink
из-за «неэкологичности»”(26 ма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Спутниковый интернет SpaceX Starlink в США работает медленнее, чем в Австралии и Европе”
(18 ию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Amazon Internet Program, Project Kuiper, to Launch Satellite”(20 апре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Facebook’s
satellite connectivity team switches over to Amazon’s Project Kuiper”(13 ию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Amazon unveils flat-panel customer terminal for Kuiper
constellation”(16 декабр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Спутниковая интернет система Hongyun”(8 июн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Chinese Long
March 11 launches with the first Hongyun satellite”(21 декабря 20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Long March 2D concludes 2018 campaign with Hongyan-1 launch”(29
декабря 20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Китай создаст спутниковую сеть Guo Wang для широкополосного интернета”(28 ма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Китай запустит свое мегасозвездие спутников для конкуренции с Маском”(22 апре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사업자
국가

통신위성

표 6.1.6 계속

연결되었고(전체 차량의 15~16%), 2025년까지 이 수치가 2,000만 대에 달
할 것으로 예측된다.86)
방송위성 서비스 시장은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에서 위성 TV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초 그 수는
4,490만 명이었다. 러시아의 유료 TV 서비스 보급률은 81% 수준으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고 가입자 한 명당 매월 195루블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87)
새로운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부문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있다(표
6.1.6 참고).

6.2 원격탐사시장
지구원격탐사란 전기광학, 레이더(Radar) 및 라이다(Lidar) 시스템 등의
관측센서를 탑재하여 관측을 수행하는 우주기술을 말하며, 이를 통해 지구
표면을 스캔하고, 지표면, 상부토양, 수층, 대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다. 원격탐사는 지리학, 측량, 수문학, 생태학, 해양학, 지질학, 기상학, 경제,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원격탐사를 통해 치수, 면적, 높이, 색, 투명도, 반사 스펙트럼 등 조사대상
영역에 있는 자연물과 인공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대기와
해류의 속도, 식생 유형, 빙하의 두께, 대상의 움직임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지구원격탐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재해ㆍ재난의 규모를 신속히 평가하
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지구원격탐사는 기상관측 및
농지88)와 삼림 환경,89) 대규모 시설물 모니터링 등 국토 관리를 위한 데이터
86) JSON.TV(2019),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M2M/IoT на транспорте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87) TAdviser(2020), Спутниковое (платное) ТВ рынок России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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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을 하는 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
하자원 채굴, 자원 관리 등을 위한 지질 탐사와 지상 시설물 모니터링90) 등
다양한 목적의 연구에 활용된다. 또한 대도시의 경제 상황 모니터링에도 매
우 용이하게 이용되어,91) 부동산 건설, 임대,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사람들
이 참고하는 빅데이터 역시 지구원격탐사로 수집된 자료이다.92)
원격탐사를 통해 취득된 영상 정보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건물이나 시설의 실제 건설일 확인이나, 부지의 경계 침범과 토지 사용
조건 위반 확인,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 보험 사고 조사 및 보험료의
적정성 평가, 건설이나 토지의 공사기간 모니터링, 환경 상황 분석, 불법 매립
지 식별 등에 지구원격탐사 위성이 제공하는 영상이 활용되며,93) 개인과 은
행, 보험사, 비영리조직 등 법인, 사법당국 등에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구원격탐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 지적 측량이나 도시개발
계획 수립도 가능하다.94) 또한 지구원격탐사는 지구 기후변화 조사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도 중요하다. 지구원격탐사가 지구의 기후와 생물권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6장 4절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지구원격탐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이미지 정보 형태로 제
공된다. 이 이미지 데이터는 센서로부터 취득된 원본, 1차 가공본, 의뢰 분야
에 맞게 다양한 정보 산출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가공된 분석본 등 최종 사용
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로 제공된다. 여기서 원본이란 위성탐사 장치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말하며, 1차 가공본이란 기술적인 왜곡이 수정되고 한
88) ESRI user conference(2015), Feeding the World: Precision Agriculture Simpliefed(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89) ArcGIS(2021), Corine Land Cover for Europ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90) Kentucky Geological Survey(2021), Kentucky Geological Map Servi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91) Urban Observatory вебсайт, “Сравнение городов”(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92) Кузнецов и Исаев(2015), сс. 122-127.
93) Докажи.рф вебсайт, “В каких случаях вы можете использовать космические снимки
в суде”(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94) “Сверху видно все”(21 марта 20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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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이미지에 몇 개의 원본 데이터를 매끄럽게 연결한 데이터를 말한다. 1차
가공 시에는 다양한 탐사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며, 이때 사용되는
탐사장치는 여러 위성에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공된 분석
본은 사용자가 가장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말하는 것으
로, 지구원격탐사 시장에서 모든 유형의 데이터가 유용할 수 있으며 가공 정
도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기도 한다.
지구원격탐사의 과제 측면에서 지구를 탐사하는 위성을 크게 2가지 등급
으로 나눌 수 있다. 지구탐사 위성은 넓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위성으로 특정 영역에 대한 고해상도 정보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장비이다.95) 그중에 1등급 위성은 정지궤도나 지구동기궤도로 발사
된다. 1등급 위성은 주어진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장점이 있으
나 모니터링 영역이 제한되고 수집되는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다는 점이 단점
이다. 한편 2등급 위성은 극궤도나 태양동기궤도에 위치한다. 극궤도에 위치
할 경우 탐사 시 지표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으며, 극궤도에 가까운 태양동기
궤도는 탐사 시 태양에 대하여 항상 일정한 각도를 유지해 위성 내의 온도 조
절이 간단하고 태양에너지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구의 여러 구역을
탐사할 때 고품질의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다. 극궤도와 태양동기궤도를 도
는 위성은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가 되는 약 100km 고도인 카르만선
(Karman Line)에 근접하는 가장 낮은 고도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에 가까워 최고의 해상도로 지표면 전체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해상도 이미지 수집용 위성 개발자들은 ‘궤도가 낮을수록 이미지의 해상도
는 높아지지만 공기역학적 저항력도 높아진다’는 두 개 조건 사이에서 균형
을 맞춰 궤도를 선택하게 된다. 공기역학적 저항력이 높으면 위성이 궤도에
서 빠르게 이탈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구원격탐사위성은
95) Достиярова и Ережепов(2014), сс. 120-126.

174 •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500~1,000km 고도에 위치한다.
현재 러시아의 지구원격탐사 궤도군에는 13개 위성이 있다. 지표면을 초
정밀 촬영하기 위한 ‘리수르스-P’(2개) 위성과 ‘카노푸스-V’(5개)의 하위 시
스템 위성, 기상관측용 ‘메테오르-M’ 시리즈 위성 3개와 ‘엘렉트로-L’ 위성
2개가 있다. 또한 2021년 2월 28일에는 새로운 기상관측 위성 ‘아르티카-M’
이 고타원궤도로 발사되어96) 2021년 3월 22일 첫 번째 이미지를 전송했다.
국가 프로그램에 따른 지구원격탐사 위성의 개수를 보면, 중국이 42개, 인
도가 20개, 유럽연합과 미국이 각각 1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초고해상도 및
고해상도 촬영장비가 탑재된 상업용 위성도 이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는 완전한 상업용 지구원격탐사 위성이 없다.97)
2021년에는 세계 주요 우주강국 외에 중국,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아
르헨티나, 한국, 인도, 대만, 이집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EU, 핀란
드, 카자흐스탄, 알제리, 터키, 페루, 이스라엘, 캐나다, 인도네시아, 독일, 필
리핀,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베네수엘라, 벨라
루스, 이란, 칠레,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태국이 지구원격탐
사 위성을 발사했다.
지구관측 및 원격탐사 부문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9년 9월 기준 15억 달
러이며, 우주시장조사 업체 유로컨설트(Euroconsult)의 자료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 ‘맥사(Maxar)’와 ‘에어버스(Airbus)’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67%
에 달한다. 지구원격탐사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시장
규모가 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유로컨설트는 내다보았다.98) 또한 이 분야
96) Роскосмос вебсайт, “Гидро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Арктика-М»”(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97) Заичко,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целевого применения косм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наблюдения
и комплексов приема информации Роскосмоса, 24.10.2020(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98) Иннотер вебсайт, “Рынок ДЗЗ в мире: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будущее”(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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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서비스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원격탐사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9년 9월 기준 34억 달러이며, 그중에 특히 농경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삼
림 환경 등에 대한 생태환경 모니터링 서비스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제공 서비스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거의 2배 성장하여 5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맥사’와 ‘에어버스’ 두 회사는 원격탐사 시장의 초고해상도 정보 부문에
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스카이샛(SkySat)’ 위성을 보유한 중국의 ‘스페
이스윌(Spacewill)’과 미국의 ‘플래닛(Planet)’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
다. 이외에 중국의 ‘21AT’, 한국의 인공위성 영상 전문기업 ‘SIIS(SI Imaging
Services)’, 이스라엘의 민간 위성업체 ‘이미지샛 인터내셔널(ImageSat
International)’도 있다.
고해상도 및 중간해상도 부문의 선두기업은 ‘SPOT’ 위성군과 수년간의 방
대한 탐사 데이터를 보유한 ‘에어버스’와 ‘도브(Dove)’ 위성군을 보유한 ‘플
래닛’이다. 최근 ‘에어버스’와 ‘플래닛’은 초고해상도 분야에 재집중하고 있
다. 신생 지구원격탐사 기업들이 이들의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코스모-스카이메드(Cosmo-SkyMed)’ 위성을 보유한 이탈리아의 ‘e-Geos’
의 데이터가 레이더 지구원격탐사 시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2020년에
는 8개의 위성 그룹이 정보를 전송했다. ‘맥사’는 3개의 레이더 위성으로 구
성된 ‘레이더샛 콘스텔레이션(Radarsat Constellation)’을 보유하고 있으
며 ‘e-Geos’와 경쟁하고 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국방 및 신규 상업 부문의 영향과 새로운 위성군 사업
자의 등장으로 2027년에 이미 상업용 지구원격탐사 시장 규모가 24억 달러
에 달할 수도 있다.99) 가장 가능성 높은 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구원격탐
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부가가치서비스(VAS) 시장 규모가 2027년 57억
99) “Рынок коммерческих данных ДЗЗ в 2027 году составит 2,4 млрд долл”(29 октября
2018),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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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넘어설 것이고, 높은 반복성으로 변화를 식별하는 부가가치서비스 시
장 규모는 9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대략 15개 기업이 저가형 소형 위성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저가형 소형 위성군의 개발은 무게는 더욱 가벼우면서도 성능은
더욱 강력한 위성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부품 소형화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가
능해졌다. 지구원격탐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게 50kg
미만의 소형 위성이 1,500개가량 발사될 예정이며, 2020~22년이 중요한 과
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위성군은 주로 광학위성이
지만, 현재는 레이더 위성과 영상촬영장비를 탑재한 초분광 위성군 위주로
조성되고 있다.
노던 스카이 리서치(Northern Sky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0억 달러를 약간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지구원격탐사 데이터 수집과 분석
시장이 2029년에는 무려 8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100) 이는 2019
년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당 부문의 성장
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소형 위성군으로 촬영을 하려하면
서 시장이 잠재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로 넘쳐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위성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형식과 가격 표준화가 부족한 실정이
며 데이터 접근 메커니즘도 부족하여 많은 회사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다른 가
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원격탐사 부문은 여전히
상업 부문보다는 정부기관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다음
성장 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의 지구원격탐사 시장도 정부나 대형 기관 고객의
지원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다.
100) “Рынок коммерческих данных ДЗЗ в 2029 году достигнет 8,1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15 октября 2020),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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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러시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레이더 위성 발사와 우주 레이
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러시아 시장에서 레이더 위성은 지반 이동 등
지표면 변화 관측 분야에서 매우 수요가 높다. 도로, 통신, 전력 공급, 파이프
라인 등 기업의 건설 인프라는 지반 이동으로 인해 문제를 겪기 때문이다. 레
이더 위성이 수집한 정보의 주 고객은 영구 동토층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이다.101)
두 번째 과제도 역시 중요한데, 이는 초고해상도 우주장치의 발사이다. 오
늘날 픽셀당 70cm의 해상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러시아 ‘리수르스-PM’ 시
리즈의 새로운 위성은 30~40cm의 해상도로 설계되었다.
세 번째 과제는 다양한 스펙트럼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다.
네 번째 과제는 고해상도와 와이드 캡처를 결합하는 것이다. 작물이나 숲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는 5~10m의 해상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카
노푸스-VO’ 위성을 통한 우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물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적외선 탐사장치를 탑재한 위성을 궤도
에 보유하고 이 위성이 하루에 최소 2~3회 이상 국가 전역을 모니터링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탐사위성 카노푸스-V-IK 시리즈를 발
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형 위성들을 소형화하고 다중위성군으로 조성하는 과제가
있다. 해당 과제는 국가 프로젝트인 「스페라(Сфера)」 차원에서 수행될 계획이다.
러시아 지구원격탐사 사업자 가운데 ‘로스코스모스’ 산하 ‘러시아 우주시
스템(Russia Space Systems)’의 자회사인 ‘테라 테크(Terra Tech)’는 기본
지리정보 제공 서비스, 영토 관리 지원, 영토 변화 추이 평가용 비즈니스 서비
스, 하층토 관리 부문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102)
101) Элердов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Терра Тех», “На планете нет мест,
скрытых от наблюдения из космос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102) Терра Тех вебсайт, “Сервисы”(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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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리정보 제공 서비스란 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기존의 위성 이미지를
상업적 활용, 관심 영역의 디지털 등고선 모형 제공, 고객의 요청에 따른 항공
사진 촬영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어떤 지역과 그 지역에 위치한 대상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재산,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자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해 법정에 제공하는 것도 기본 서비스에 해당한다.
영토 관리 지원은 재산세 정산 시 자동 오류 계산, 발전 속도 결정을 위한
요청 지역의 변경사항 식별, 대형 인프라 건설 모니터링, 고체형 생활 폐기물
처리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 환경 표준이나 법률 준수 여부 검토 등을 의미한다.
영토 변화 추이 평가용 비즈니스 서비스는 분석 지역의 주요 경제활동을
평가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출과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농업기업, 건설회사의 활동 분석 시스템, 투자매력도와 다목적 활
용 효율성 측면에서 다자간 지역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 보험사고 발
생 시 손해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이동통신사 대상 서비스가 있다. 특수 알
고리즘은 지구원격탐사를 기반으로 통신네트워크 개발 계획에 필요한 정보
를 처리한다.
국토활용 분야 서비스는 다음의 경제활동 유형에 있어 지역을 모니터링하
는 데 주력한다. 예를 들어 임업의 경우 벌채, 화재, 바람, 죽은 식물 등 산림
자원 변화에 대한 분석이 수행된다. 농업 부문의 경우 토지 목록화, 순환 가능
성 평가, 이상 현상 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석유가스 부문의
경우 부문별 생산과 운송 정보가 제공된다. 광업 부문은 광물의 노천채굴 정
보를 제공하고 부지 활용 상태를 평가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러시아 시장의 지구원격탐사 데이터 공급자로는 ‘스카넥스(Сканэкс)’ 그
룹, ‘소브존드(Совзонд)’, 지리정보청 ‘인노테르(Иннотер, innoter.com)’
등이 있으며, ‘테라링크(Терралинк)’는 우주 이미지 공급, 처리, 주제별 분석
등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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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위성항법 및 위치 서비스 시장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상에 있는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해
내는 위성항법시스템(NSS: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은 다른 우주기술
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목적을 위해 개발되었다.103) 실제로 냉전 시대에는 미
국이 개발한 위성항법시스템 GPS와 이에 대응하는 소련의 글로나스가 경쟁
했다. 그러나 20세기 말 위성항법시스템은 민간 영역으로 그 이용 범위를 급
속히 넓혀 항공기, 선박, 차량의 자동항법시스템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
다.104) 21세기 초 두 위성 시스템은 민간 사용을 위해 측위 정확도를 높였으
며 특별한 제한 없이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행동이나 훈련 시 지역적으로 GPS 사용을 제한하고 있
다.105)106) 한편 표준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세기가 바뀔 무렵 글로나스
에서도 발생했다.107) 다른 ‘스페이스 클럽’ 국가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
적 목적으로 설치한 GPS나 글로나스 위성 시스템을 유사시에 사용하지 못하
게 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ㆍ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중에 유럽의 갈릴레오(Galileo)와
중국의 콤파스(베이더우)가 있다.
글로나스 시스템은 3개의 궤도에 궤도마다 각각 8개씩 배치되어 있다. 위
성 21개와 예비위성 3개로 이루어진 전체 24개의 위성이 적도 방향으로

103) ППЦ ГЛОНАСС вебсайт, “История развития глобальных навигационных спутниковых
систем”(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104) Приказ о внедрении в практику гражданской авиации России бортовых приемников
спутниковой навиг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GPS. Федеральная ави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и(199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105) “Эксперт: США отключают свои спутники GPS над Украиной”(30 апреля 2014),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106) “Мешают самолетам: военные США глушат GPS”(24 январ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107) ППЦ ГЛОНАСС вебсайт, “История развития ГЛОНАС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180 •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64.8° 기울어져 궤도 고도 1만 9,100km 상공에서 주기 11시간 15분 44초
로 움직인다. 지정된 궤도의 위성군은 지표면의 단일 경로를 따라 8일마다
움직인다. 궤도 내 위성군의 높은 안정성이 보장되므로, 전체 활동 기간 동안
위성궤도를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글로나스 프로젝트에는 러시아 연방우주청 ‘로스코스모스’를 비롯하
여 러시아 국방부, 내무부, 환경산업 원전감독청, 수송부, 지도제작등록청,
산업통상부, 연방기술표준청, 연방항공청, 연방해운청, 교육과학부 등 여러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나스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러시아 우주시스
템(Российские космические системы)’이며, 글로나스의 위성체를 제작하는
곳은 러시아 ‘리쇼트네프’ 정보위성제조회사이다.
자동화 정보 시스템 ‘ERA-글로나스’의 사업자는 주식회사 글로나스이고,
항법활동 연방 네트워크 사업자는 ‘NP-글로나스’이다.
글로나스의 항법 상태를 확인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작업은 러시아 중
앙기계제작연구소(Центральны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이하 ‘츠니마쉬(ЦНИИМАШ)’)의 좌표시간 및 항법지원
정보분석센터가 수행한다.108)
위성항법시스템(특히 범지구용)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막
대한 비용이 드는 과제이다. 주로 정부의 정치적 잠재력을 확대시키는 일반
적으로 군사적 활용 분야와 관련된 전략적 과제를 수행한다. 민간과 상업분
야에서의 활용은 국가가 추가적인 경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너스이다. 일
부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국지적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면 정부지출을 줄
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인도의 위성항법시스템(NavIC: NAVigation with
Indian Constellation, 2016년 전까지 IRNSS: Indian Regional Navigation
108) Роскосмос вебсайт, “ГЛОНАСС — российская глобальная навига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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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System으로 불림)과 일본의 준천정위성시스템(QZSS: QuasiZenith Satellite System)이 그런 경우이다. 중국의 범지구용 항법시스템인
콤파스(베이더우)는 단계적으로 개발되었는데, 개발 첫 단계에서는 국지적
항법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109) 2021년 초 전 세계에 4개의 범지구 항법시
스템과 2개의 국지적 항법시스템이 있으며 100개 이상의 항법위성이 중궤도
에 위치해 있다.110)
한국도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 있다.111) 자체 위성항법시
스템(범지구용과 지역한정용 모두)을 개발하는 것은 위성항법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는 다른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국과 타국
이 보유한 여러 개의 위성항법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위치 정확도가 향상된
다는 추가적인 장점도 있다. 국지적 위성항법시스템의 경우 특정 지역만 커
버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다.112) 일본이 개발
한 QZSS는 미국이 운영하는 GPS와 함께 사용하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
아 태평양 지역에서 위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GPS가 작동하지 않
으면 QZSS도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QZSS를 개선하여 향후 2023년부터
는 GPS 없이도 QZSS 시스템이 해당 지역에서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113)
인도 개발자들도 국지적 항법시스템인 NavIC을 장기적으로 범지구용 시스
템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은 [표 6.3.1]에 제시되어 있다.
위성에서 수신기로 신호를 전송하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오류가 누적되
기 때문에 모든 위성항법시스템은 특정 정확도에서 한계가 있다.114) 이러한
109) ППЦ ГЛОНАСС вебсайт, “Глобальная навигационная спутниковая система БЭЙДОУ”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110) GSA(2020), GNSS User Technology Report. Issue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111) KARI вебсайт, “Satellite naviga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112) ППЦ ГЛОНАСС вебсайт, “Глобальны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спутниковые системы”(온라
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113) Official U.S. Government вебсайт, “Other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GNS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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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 2021년 초 운영 중인 위성항법시스템
위성 개수
위성항법시스템,
국가명

계획

운영 중
(예비위성)

글로나스, 러시아

2021년 초 지표

2021년 현재

지구궤도
궤도면

각도

궤도반경

24

24 (3)

3

64.8

19,140

중궤도

24

27 (4)

6

55

20,200

중궤도

27

27 (3)

3

56

23,222

중궤도

27

27

3

55

21,528

중궤도

3

3

3

55

35,787

5

5

1

0

35,787

3

3

3

1

1

1

0

35,787

정지궤도

NavIC(IRNSS),

4

4

2

29

35,787

경사지구동기궤도

인도

3

3

1

0

35,787

정지궤도

GPS(Navstar)
미국
갈릴레오, ЕU

베이더우(콤파스),
중국

QZSS, 일본

40°...47° 32,000/40,000*

경사지구동기궤도119)
(IGSO)
정지궤도
고타원궤도

주: * 근점/원점.
자료: ГНСС плюс вебсайт(2021), “Введение в ГНСС. Глава 3 - Спутниковые системы”(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Beidou”(31 июл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Вестник ГЛОНАСС(2020), Обзор
индийск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вигационной спутниковой системы IRN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오류는 지구 중력장의 불균일성(그 결과, 실제 궤도가 모델과 일치하지 않음),
대기의 불균일성(파동 방향이 모델과 일치하지 않음), 지상물의 신호 반사(신
호 경로가 증가됨), 신호의 감쇠(위성이 가시권에 없을 경우) 등의 이유로 나
타난다. 모든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자는 이런 오류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시스
템 정확도를 높인다. 향후 10년간 위성항법시스템 대부분의 정확도는 1115)~
10cm116) 사이에 있을 것이다.
114) ГНСС плюс вебсайт(2021), “Введение в ГНСС. Глава 4 – Источники ошибок ГНСС”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115) “США и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ы углубить кос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омощью
программы Артемида и спутниковой навиг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24 мая 2021),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116) “Точность системы ГЛОНАСС планируется улучшить до 10 сантиметров”(5 июн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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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무 종류에 따라 다양한 위치 정확도가 요구된다. 그중 일부 업무는
기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확도로도 수행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해상 및 민간
항공 애플리케이션에 있어 대부분의 기존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의 정확도
는 요구치에 가깝다. 해당 부문에 있어 중요한 운영 문제는 위성항법시스템
의 안전성과 보안성이다.117) 위성항법 신호는 침입자가 쉽게 차단하거나 거
짓신호로 대체할 수 있다.118) 바로 이 때문에 위성 신호와는 다른 항법시스템
이 이용된다. 다만 해당 솔루션은 너무 비싸고, 사용 영역이 지역적이며, 특수
성이 있어 다른 활동 부문의 위성항법을 대체할 수 없다. 글로벌 위성항법시
스템은 우주 자체의 항법과도 관련이 있다. 지구 가까이에 있는 위성이나 로
켓단, 상단로켓의 이동 조건은 위성항법시스템을 통해 쉽게 분석된다.120)
연구 프로젝트에 있어 태양계의 다른 행성 근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성
항법을 개발할 계획이다.121)
위성항법시스템의 보다 정확한 측위가 요구되는 분야에는 자동차, 무인항
공기,122) 모바일 로봇 등과 같은 무인장치 작동 분야가 있다. 또한 건설, 토지
측량 및 계산, 정밀 농업에서도 높은 수준의 측위 작업이 요구된다. 고정밀 측
위 기술은 송전선, 파이프, 분류탑 등 매우 주요한 시설을 모니터링하는 데도
필요하다. 측위를 통해 시설에 대한 변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
은 지역 및 기후 조건에 따라 연구 대상(건물, 파이프라인, 도로 등)의 형태와
크기가 현저히 변화하는 영구 동토층에서 매우 중요하다.123)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117) Рудницкий(2007), сс. 338-344.
118) “Ранее неизвестная атака на GPS создает «корабли-призраки»”(10 ноябр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119) IGSO: Inclined Geosynchronous Satellite Orbit.
120) Роскосмос вебсайт, “Применение технологий ГЛОНАС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121) Вестник ГЛОНАСС(2020), ЕКА: Три этапа создания лунной навиг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122) European GSA(2019), European Global Satellite Systems(EGNSS) for drones operation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123) “Высокоточная навигация и сервисы на ее основе”(9 октября 2017), 온라인 기사(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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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의 정확도가 부족해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적
관점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위성기반 오차보정시스템(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이다. 이 위성기반 오차보정시스템은 위치
가 이미 알려져 있는 고정 스테이션의 현재 항법 오차를 경험적 방법으로 계
산하고, 이후 이러한 오차값들이 중앙에서 처리되어 계산 결과가 특정 채널
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124) 위성통신을 통해 오차의 보정 내용을 전송
하는 옵션이 있다. 내비게이션 수신기는 위치를 결정할 때 수집한 보정 내용
을 사용해 위치 정확도를 높인다. 위성기반 오차보정시스템의 예로 글로벌
위성항법 오차보정시스템(GDGPS)을 들 수 있다. 정밀 오차 계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항법 정확도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지구국을 통해 지구 어느 곳에
서도 부정확성을 계산하고 보정할 수 있다.125)
위성항법시스템은 우주 부문, 지구 부문, 이용자 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
성되어 있다. 내비게이션 시장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용자 부문이다. 위성
항법시스템의 이용자 부문 과제는 내비게이션 시장 상용화 제품이라 할 수 있
는 특정 조건이나 장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2019년 위성항법서비스 시장의 수익과 2029년 전망은 유럽의 위성항법
시스템 담당 기관의 자료에 근거해 [표 6.3.2]에 정리되어 있다. UN이 발표
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내비게이션 기기는 60억 개 미만이며,
2025년에는 90억 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126)
1,500억 루블 규모의 러시아 내비게이션 시장은 다음과 같은 부문으로 구
성된다.
 교통 모니터링(800억 루블)
일: 2021. 7. 17).
124) ESA вебсайт, “SBAS System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125) NASA JPL вебсайт, “The Global Differential GPS Syste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126) ООН вебсайт, “Europea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and Copernicus: Suppor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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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 내비게이션(300억 루블)
 실내 내비게이션(300억 루블)
 측지 및 지도 제작(70억 루블)
 스마트 농업(30억 루블)127)

교통 모니터링 시장은 1년 만에 24% 성장했으며 2030년에는 16억 달러
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128)

표 6.3.2 2019년 지역별 내비게이션 시장 평가 및 2029년 전망
2019
지역

EU
러시아와 EU를 제외한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남미 및 카리브해
중동 및 아프리카
전 세계 총합

기기 개수,

수익,

×10억

×10억

개(%)

(%)

0.7

38.4

(11.0%)

(25.5%)

0.3

9.7

(4.0%)

(6.4%)

1.0

40.3

(15.9%)

(26.7%)

3.4

46.0

(53.2%)

(30.5%)

0.6

8.1

(9.7%)

(5.4%)

0.4

8.2

(6.3%)

(5.4%)

6.4

150.7

(100%)

(100%)

2029(전망)
인당 장치
개수, 개
1.4
1.1
2.0
0.8
1.2
0.2
0.8

기기 개수,

수익,

×10억

×10억

개(%)

(%)

1.0

65.3

(11.0%)

(20.1%)

0.3

16.3

(3.5%)

(5.0%)

1.5

92.2

(15.2%)

(28.4%)

5.1

106.0

(53.5%)

(32.7%)

0.9

13.2

(9.3%)

(4.1%)

8.2

31.4

(5.4%)

(9.7%)

9.5

324.4

(100%)

(100%)

인당 장치
개수, 개
2.1
1.5
2.7
1.1
1.6
0.4
1.1

자료: European GSA(2019), GSA GNSS Market Report 2019 Issue 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127) “Навигац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ынке: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и большие препятствия”
(10 июн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128) TAdviser(2020), Мониторинг транспорта и навигация(рынок России) (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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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는 모든 가능한 내비게이션 기술의 소비자 시장을 설명하고 있
다. 미래에 내비게이션 장치가 위성측위시스템에만 기반하는 건 사실이 아니
다. 다른 대체 방법도 존재한다. 특히 내비게이션 신호가 약한 도시나 건물 내
내비게이션 등이 이에 해당되며, 대체 기술로는 1m까지 최대 위치 정확도를
제공하는 5G 모바일 네트워크 내비게이션을 들 수 있다.129)
지상항법 기술과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위성항법에는 한 가지 중요
한 특징이 있다. 즉 추가적인 투자나 작업 없이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지역 범
위가 훨씬 더 넓다는 것이다. 사실상 위성항법시스템은 ‘즉시 사용 가능한’ 내
비게이션 시스템을 구현한다. 또한 완전히 다른 물리 운동 법칙에 기반한 위
성항법시스템이 아이디어도 있다.130) 하지만 이런 시스템의 구현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다.

6.4 지구생물권 및 기후 연구를 위한 우주 서비스 시장
지구 기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채널 스캐닝 장치 같은 특수장비가 탑재
된 지구원격탐사 위성을 활용해야 한다.131) 분석 스펙트럼의 영역에 따라 이
러한 장치를 대량 스펙트럼, 멀티스펙트럼, 슈퍼스펙트럼 광학 카메라라고
한다. 이들 카메라는 지구로부터 반사되거나 또는 방출되는 스펙트럼 정보를
수신한다. 기상위성과 지구 기후 관측 위성의 주요 장치는 다양한 대기층과
지표면(육지와 바다 모두)의 온도를 파악하는 적외선 복사계로 다양한 고도
의 대기상태, 세계 바다와 빙하 상태,132) 지층 밑 지표면 등을 원격으로 조사
129) EUSPA(2020), GNSS User Technology Report. Issue 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130) “Пульсар путеводный”(22 апре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131) Гектин(2018), Конструктор РКС, “Все бросить или делать свое”(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7).
132) Евразийска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платформа вебсайт, “Мониторинг ледовой обстановки

제6장 위성 서비스 시장의 발전 • 187

한다. 또한 구름 관련 지표와 기단의 이동과 속도를 파악하는 장치도 기상관
측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녹고 있는 빙하와 영구동토층 분석, 수위 추적, 지
표면의 기울기 계산 등에 레이더 장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레이더 장
비를 이용하여 구름과 안개가 많아 가시광선을 수신하는 카메라를 이용한 원
격탐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조건에서도 지표면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상관측용 수학 모델이 이용된다. 측정
되는 매개변수 간 상호관계의 관점에서 기상관측 과제는 글로벌 과제와 로컬
과제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지역 기후 형성은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프로세
스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 기후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글로
벌 기상관측 데이터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상관측 위성은 크게 고궤도에서 비행하는 위성과 고해상
도로 정확하게 지구 로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타원궤도 기상관측 위성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133)
고타원궤도 위성은 지구 특정 지역 위의 원지점에서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 등 극지방의 기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물론 기상
관측에 있어 이러한 데이터는 지역의 기후 현상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
다. 지구 극지방은 전 세계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빙하가 계절적ㆍ주
기적으로 녹으면서 다른 요인과 더불어 대규모 대기 해양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극을 ‘기후의 부엌(Кухня погоды)’이라고 한다.134)
기후를 모델링하는 또 다른 중요한 매개변수 중 하나는 태양의 활동이
다.135) 태양은 지구의 대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이는 자연스
в Арктическом регионе замерзающих морях Росси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7).
133) “Арктика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9 марта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7).
134) “Третий ингредиент на «кухне погоды»”(3 февраля 20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7).
135) “Новейшая российская разработка покажет все тайфуны и ураганы восточного
полушария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с высоты 36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30 ноября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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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날씨 변화를 동반한다. 최근 위성의 소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소형 위성
이 태양-지구물리학적 대기 지표값의 측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주 날씨’ 모
니터링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136)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상위성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정지궤도 기상위성
으로 EU의 ‘메테오샛(유럽기상위성기구)’, 미국의 ‘GOES(국립해양대기국)’,
일본의 ‘히마와리(Himawari, 일본 기상청)’, 한국의 ‘COMS’, ‘정지궤도 복합
위성-2A’, ‘정지궤도 복합위성-2B(한국 기상청)’, 중국의 ‘펑윈(Fengyun)2’, ‘펑윈-4(중국 기상청)’, 인도의 ‘인샛(Insat, 인도 우주연구소)’이 있다. 극
저궤도 위성에는 EU의 ‘메테오르(유럽기상위성기구)’와 ‘노아(NOAA)’, ‘수오
미(Suomi) NPP’가 있으며, 미국의 ‘JPSS(국립해양대기국)’와 ‘테라/이오에스
(Terra/EOS,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
국)’, 중국의 ‘펑윈-3(China Meteorologic Administartion, 중국)’이 있다.
우주에서 지구생물권을 연구하기 위한 주요 도구는 식물 및 미생물 반사파
스펙트럼 식별기가 있는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관측 위성이다. 초분광 카
메라를 사용하면 식물잎의 엽록소 양, 토양 상태(습기와 미량원소 구성), 식
물의 성숙도, 바다와 해양의 플랑크톤 포화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생물권 연
구를 위한 관측 위성은 고해상도로 지표면의 생물화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
는 저궤도 위성들이다.
2021년 초 러시아는 기상관측 과제 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구 기후 및 생물
권 연구 위성군을 확보했으며,137) 그 일환으로 2021년 2월 고타원궤도 기상
위성인 아르티카-M이 발사되었다.138)
이들 위성군은 다양한 스펙트럼 범위에서 지구원격탐사를 실시한다. 러시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7).
136) “Спутники НГУ станут частью системы мониторинга «космической погоды» для
Росгидромета”(22 июн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7).
137) Росгидромет вебсайт, “Спутниковые системы”(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7).
138) “При участии предприятия Росатома запущен первый метеоспутник серии «Арктика-М»”(1
марта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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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2025년까지 6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139)
현재 지구 기후 및 생물권 연구를 위한 러시아 관측 위성의 특성은 다음에
설명한 바와 같다.140)
먼저 ‘리수르스-P’ 하위 위성시스템에는 고도 475km의 원형 태양 동기
궤도에서 작동하는 2개의 위성이 포함된다. 이 위성의 용도는 가시광선과 근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지표면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 위성은 컬러모드에
서 0.7m의 해상도를, 폭 38km의 띠 영역141)을 한 번 통과할 때 5개의 스펙
트럼 범위에서 3~4m 이하의 해상도로 물체와 경로 및 영역을 스테레오 촬영
할 수 있다. 초분광 카메라는 잎의 엽록소 함량과 같은 정밀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양 상태나 곡물의 성숙도 등도 파악한다.
카노푸스-V 위성 시스템에는 512~516km 높이의 원형 태양 동기 궤도에
위치한 5개 위성(4개는 컬러 및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 1개는 광역 적외선 카
메라)이 포함된다. 해당 위성은 인위적 비상사태 또는 자연적 재해, 재난사태
분포지도 작성 및 통제 모니터링 임무를 수행한다. 컬러 촬영장치는 23km
폭의 띠 영역에서 2.1m의 해상도를, 다중 스펙트럼 촬영장치는 역시 같은
23km 폭의 띠 영역에서 10.5m의 해상도를 제공한다. 카노푸스-V-IK에는
폭 2,000km 띠 영역을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 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며,
5m×5m 크기의 화재 영역을 감지할 수 있다.
‘메테오르-M’의 하위 시스템에는 약 832km 고도의 태양 동기 궤도에 위
치하여 전 세계 대기와 지구 기본 표면을 모니터링하는 3개의 위성이 포함된
다. 이들 위성의 목표는 태양계 행성의 기상 및 태양 지구 물리 데이터를 수집
하는 것이다. 촬영 스펙트럼 범위에 따라 온보드 장비 시스템은 공간 해상도
139) “Россия запустит до 2025 года шесть метеоспутников серии «Метеор» и «Электро»”
(22 октябр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7).
140) Заичко(24 октября 2020),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целевого применения космических сре
дств наблюдения и комплексов приема информации Роскосмос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141) 위성 탑재 카메라가 훑고 지나가는 지표상 영역은 일정한 폭을 가진 띠 모양을 하고 있다(옯긴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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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 미만에서 폭 2,800km의 띠 영역을, 해상도 60~120m로는 폭 900km
의 띠 영역을 한 번 비행할 때 촬영할 수 있다.
‘엘렉트로-L’의 하위 시스템에는 약 3만 6,000km 고도의 정지궤도에서
24시간 지구를 모니터링하는 2개의 주요 위성이 포함된다. 이들 위성은 구름
과 지구의 표면을 다중 스펙트럼 이미지로 촬영하여 지구로 전송하며, 태양
지구 물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상의 자율 기상 플랫폼 신호를 중계하는 역
할을 한다. 온보드 장비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1,000m, 적외선 영역에서
4,000m의 해상도를 나타낸다.

6.5 글로벌 우주 서비스 시장에서 러시아 기업의 지위
세계 우주 서비스 시장에서 러시아 기업들은 매우 유명하며 각기 개별 부
문에서 상당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가 가장 발전해 있는 우주 서비
스 부문은 발사 서비스 부문이다. 2018년 전 세계 발사 서비스 수익은 62억
달러에 달했다. 2018년 러시아는 발사 횟수에서 18%의 점유율을 차지했으
며, 이듬해인 2020년에는 점유율이 24%까지 증가했다가 그해 다시 14%까
지 급격히 하락했다. 2021년 8월 초에는 16%까지 소폭 상승했다. 러시아의
발사 횟수가 감소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있다.
 해외에서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를 만들고 성공적으로 운영하여(스페이스
X가 이 부문의 선두업체) 발사 서비스 비용 절감
 저궤도 위성이 늘어나면서 우주발사 건수의 증가
 미국이 타국 또는 타국 조직이 제공하는 발사체를 이용하여 발사된 위성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금지하는 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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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발사 시장에서의 점유율 변화는 [표 6.5.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5.1 세계 각국의 우주발사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

2021년 7개월간

국가
발사

%

발사

%

발사

%

발사

%

발사

%

중국

39

34%

34

33%

39

35%

112

34%

25

34%

미국

31

27%

21

20%

36

32%

88

26%

27

37%

러시아

20

18%

25

24%

16

14%

61

19%

12

16%

EU

8

7%

6

6%

5

4%

19

6%

2

3%

뉴질랜드

3

3%

6

6%

7

6%

16

5%

4

5%

인도

7

6%

6

6%

2

2%

15

5%

1

1%

일본

6

5%

2

2%

4

4%

12

4%

-

-

이란

-

-

3

3%

2

2%

5

1%

2

3%

이스라엘

-

-

-

-

1

1%

1

0%

-

-

합계

114

112

100%

329

103

73

자료: BryceTech(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2)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현재 ‘로스코스모스’는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
고 있다.
 우주비행사 및 관광객의 국제우주정거장 수송 계약142)
 다른 프로그램으로 발사 시 발생한 화물 제거 계약
 액체 추진제 로켓엔진 수출
142) “Главкосмос пусковые услуги решила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рынку попутных запусков”
(7 августа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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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주문자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상업 발사 서비스
 타국을 위한 우주로켓 제품 개발, 제조 및 공급 계약

2019년 로스코스모스 경영진은 러시아 국영기업인 ‘글라브코스모스
(Главкосмос)’에 해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 우주 로켓산업 서비스와 제품을 정
부 주도의 중앙집중식으로 홍보하고 복잡한 국제 프로젝트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글라브코스모스’는 외국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 ‘소유즈-2’ 발사
체 시리즈에 기반한 발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예를 들어 기아나 우주센터
의 ‘소유즈’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글라브코스모스’는 프랑스 고객인 ‘아리
안스페이스(Arianespace)’와 단일 계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러시아 계
약 이행사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했다.
보수적인 전통의 러시아 산업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주로 외국과의
합작기업을 활용해왔다. 중량급 발사체 ‘프로톤’의 마케팅과 판매를 위해 러
시아는 미국과의 합작회사 ‘인터내셔널 런치 서비스(International Launch
Services)’를 설립하였고, 러시아의 경량급 우주발사체 ‘로콧(Рокот)’의 마케
팅을 위해 독일과의 합작회사인 ‘유로콧(Eurockot)’을 설립하였으며 중간급
로켓 ‘소유즈’의 마케팅을 위해 프랑스와의 합작회사 스타셈(Starsem)을 설
립했다. 이러한 합작기업은 투자를 유치하고 미국과 유럽의 복잡한 수출 규
제 법규와 시스템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여 러시아 우주 제품
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
오늘날 ‘로스코스모스’와 ‘글라브코스모스’는 전체 러시아 발사체 제품 라
인의 광범위한 기능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전문적이며 신속하게 다양한 발사
서비스 옵션을 제시해주는 통합 발사체 서비스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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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020년 7월 러시아 상원에서 우주활동의 상업화 문제와 전망에 대한 공청
회가 열렸다. 회의록에 따르면, 2018년 우주활동 부분의 전 세계 매출은
2,770억 달러이며 그중 1,260억 달러는 위성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1,250억
달러는 지상 장비 제조 분야에서 발생한 매출이었다. 발사산업은 발사와 관
련된 제조 및 용역 분야로 발사 용역 부문의 매출은 62억 달러, 발사체 생산
등 기기 생산 관련 매출은 195억 달러에 달했다.143)
우주 서비스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분야는 통신 서비스이며, 그중에서도
TV 방송 부문이 가장 규모가 크고 그다음은 고정 위성통신(179억 달러, 전체
시장의 14%), 위성방송(4.2%), 이동 위성통신(3.1%), 지구원격탐사(3.1%),
광대역 위성 인터넷(1.6%) 순이었다.
주요 위성 사업자들은 2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중에 위
성통신 서비스 시장의 3대 기업인 SES, ‘인텔샛’, 유텔샛의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러시아 위성통신’, ‘가스프롬 우주시스템’은 10위권 밖에 있다.
의회 공청회에서 “현재로서는 위성 사업자들의 자금만으로 경쟁력 있는 위
성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 프
로그램인 「러시아 우주활동」 국가프로그램 차원에서 하위프로그램인 「스페
라」 위성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공청회 참가자들은
우주산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예산 외에 별도로 유치하려
고 했던 자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일례로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에 따르면 2016년에 계획됐던 예산 외 자
금은 전체 계획의 30%만 유치되었고, 2017년에는 60%, 2018년에는 34%,
2019년에는 31% 수준에 그쳤다.
143) “Стенограмм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слушаний на тему “О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кос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2 июл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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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러시아가 강세를 보였던 발사체 부문은 물론이고 우주통신 서
비스 등 글로벌 우주 서비스 시장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지위
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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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업용 우주비행 시장의 발전
오늘날 우주로 사람을 보내는 일은 아직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우주관광 시장을 논하려면 그 전에 먼
저 유인우주비행이 대중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주관광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투자, 오랜 기간에 걸친 기술 검증, 우주 관련 규제당국
의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주관광이란 연구나 업무 목적이 아니라 즐거움과 흥미를 위해 우주로 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144) 우주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우주로 날
아가 별자리와 별을 보는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
만 우주여행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이루지 못할 꿈일 뿐이었다. 로
스코스모스 자료에 따르면 전문 우주비행사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우주로
비행했던 것과 달리 일반인의 관광을 위한 우주비행은 1990년대에 2번,
2000년대에 8번으로 전 역사를 통틀어 총 10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10회 중에 찰스 시모니(Charles Simonyi)가 2회 비행하여 총 9명의 일반인
이 궤도비행을 경험했다.
그런데 준궤도비행용 우주선의 시범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점차
우주관광 시장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준궤도비행이란 우
주선이 지구궤도에 진입하지 않고 우주경계선으로 불리는 고도 100km의 카
르만 선까지 올라간 뒤 탄도궤적을 따라 떨어지는 비행을 말한다. 따라서 제1
우주속도(7.9km/s)에 도달하지 않는 비행이다.
준궤도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 첫째는 지구의 대
기와 우주를 나누는 거리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제항공연맹
이 인정하는 준궤도비행 고도는 우주와 지구 대기의 경계인 해발 100km 이
144) Walter ed.(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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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145) 반면 NASA와 미 국방부는 이를 해발 80km 이상으로 정의한다.146)
NASA와 국제항공연맹의 준궤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동일한 비행이라도
한쪽에서는 이를 우주비행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준궤도비행으로
간주한다. 둘째, 최초의 준궤도비행은 1961년에 실시되었으며 관광 목적이
아니었다. 이후 준궤도비행이 7번 더 진행되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관광
목적의 비행이었다. 하지만 당시는 대중적인 우주관광 체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준궤도비행은 관광이라기보다는 시험비행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과거 준궤도비행은 30분 이상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의 상업적 준궤도 관광용 우주선이 생산되기 전까지는 다른 유형, 즉 궤도비
행에 의한 우주관광이 우선시되었다. 궤도비행이란 일반적으로 전문 우주비
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궤도에 진입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우주에 머무
는 전통적인 비행을 말한다.
관광 목적의 첫 궤도 우주비행은 2001년 4월 28일 이루어졌다. 미국인 기
업가 데니스 티토(Dennis Tito)가 우주선을 타고 궤도로 날아가 국제우주정
거장에서 4월 28일~5월 6일까지 총 9일을 보냈다. 그 후 우분투(Ubuntu) 운
영체제를 만든 남아프리카 기업가 마크 셔틀워스(Mark Shuttleworth), 미
국 기업가 그레고리 올슨(Gregory Olsen), 이란계 미국인 아뉴셰흐 안사리
(Anousheh Ansari), 인터내셔널 소프트웨어 창업자 찰스 시모니, 컴퓨터 게
임 개발자이자 프로그래머 리처드 개리엇(Richard Garriott), 캐나다 기업
가 기 랄리베르테(Guy Laliberté)가 각각 2,000만~3,500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우주관광을 체험했다.
이후 우주관광객의 궤도 우주비행은 2009년 중단되었지만 소유즈-MS 우
주선에 빈 자리가 생기고 차세대 미국 우주선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조만간
145) “X-15 Space Pioneers Now Honored as Astronauts”(23 августа 2005), 온라인 보도자료(검
색일: 2021. 10. 8).
146)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стронавтическая федерация(2004), 100 km Altitude Boundary for
Astronautic(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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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될 전망이다.
준궤도 관광은 안전성과 더불어 가격 대비 우주체험의 편의성 측면에서 상
당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주관광 연구를 중심으로 우주관광 프로세
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베버의 논문 ｢우주관광, 그 역사, 미래 및 중요성(2013)｣147)에 따르면 상
업용 궤도 및 준궤도비행 시장의 주요 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로켓 항공기가 발전하면서 준궤도비행을 구상하는 단계이다. 막스
발리어(Max Valier)와 프리츠 폰 오펠(Fritz von Opel)은 1929년에 세계
최초의 로켓 항공기를 설계하고 시험했으며, 최초로 준궤도비행을 했던 Me
163 코메트 전투기(Messerschmitt Me 163 Komet)는 제2차 세계대전 당
시 사용된 로켓 전투기였다. 이후 1947년 벨 X-1(Bell X-1)은 세계 최초로
수평 비행으로 음속을 돌파한 로켓 기체였다. 벨 X-1은 비행 경계를 점점 더
빠르고 높게 넓혀 성층권(11~50km)을 넘어 더 높은 중간권(50~80km)까지
상승할 수 있었으며 무려 마하 6.7(8273.1km/h)까지 가속할 수 있어서 당
시 어떤 비행기보다 높고 빠르게 비행했다. 바로 이 X-15 조종사 중 한 명이
닐 암스트롱이었다. 미국 공군은 벨 X-1을 기반으로 최초의 민간 유인우주선
스페이스십원(SpaceShipOne)을 개발했다. 스페이스십원(SS1)은 이후 2004년
9월 일주일 동안 두 번 연속 재발사와 우주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비
행능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스페이스십원은 콜롬비아주 워싱턴 소재 스미스
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메인홀에 전시되어 있다. 바로 벨 X-1을 기반으
로 한 스페이스십원 덕분에 우주관광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준궤도 관광의 발전 단계이다. 베버는 2013년에 준궤도비행이 본격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외의 사건’으로 묘사했다. 왜냐하면 궤도 관
광보다 준궤도 관광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3년은 준궤도 관광
147) Webber(2013), pp. 1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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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전하는 분기점이 되는 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미국이 준궤도 우주비행
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미연방 항공청을 감독기관
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셋째, 준궤도비행을 위한 우주선을 테스트하는 단계이다. [표 7.1.1]에는
준궤도비행을 위해 개발 중인 운송수단과 시험비행에 대한 정보가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표 7.1.1 준궤도비행 시스템
기업

운송수단

시험비행 시기

아르마딜로 에어로스페이스(Armadillo Aerospace)

하이페리온(Hyperion)

2014년

블루 오리진(Blue Origin)

뉴 셰퍼드(New Shepard)

2021년

마스튼 스페이스 시스템(Masten Space Systems)

자에로(Xaero)

2011년

유피 에어로스페이스(UP Aerospace)

스페이스로프트(SpaceLoft)

2006년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

스페이스십2(SpaceShipTwo)

2010년

엑스코 에어로스페이스(XCOR Aerospace)

링스(Lynx)

2012년

자료: U. 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The U.S. Commercial Suborbital
Industry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마지막으로 베버는 우주관광이 발전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모든 우주비
행이 좀 더 안전해지고 훨씬 저렴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
로 시장의 잠재 규모를 들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공공 및 상업용 모든 발사
체를 합쳐 페이로드 발사 총 횟수는 연간 60~80발이다. 이 수치는 지난 수십
년간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우주관광이 시작되면 승객이 연간 수천 명에 달
할 수 있는데 승객도 페이로드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주관광은 우주비행의 경
제성 기반을 변화시킬 것이며, 규모의 경제는 그 장점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
이다. 또한 우주관광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송수단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운송수단이 개발되고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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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렇게 해야 우주선의 재사용 가능성이 향상되고 우주선을 항공기와
유사하게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주관광객뿐만 아니라 우주시장
의 모든 공공 또는 민간 참여자들은 우주관광을 조성하고 운영한 성과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우주로 페이로드를 운반하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해질
것이다.
우주경제를 연구하는 또 다른 방향은 궤도 및 준궤도비행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주관광 고객 선택 행위 모델링(Modelling
consumer choice behaviour in space tourism)’148)이라는 2009년 연
구는 우주 서비스 시장 소비자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연
구를 통해 고고도 제트기 비행, 대기 무중력 비행, 짧은 준궤도비행, 우주 장
거리 비행 등 4가지 유형의 우주관광 중에서 소비자가 하나를 선택할 때의 행
동패턴이 분석되었고, 각 유형의 우주관광은 이 시장에서 잠재 고객의 인식
과 태도,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특징에 따라 제시되었다.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는 온라인 설문에 선택 실험이 포함되었으며 실험 중 선
택된 데이터는 개별 함수(항목)별로 선호도(효과)를 연속적으로 분포시킬 수
있는 랜덤계수모형인 혼합로짓모형(смешанная логит-модель)을 이용해 분
석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 가격에 매우 민감할 수 있는 잠재적 우주관광 고객
의 선호도가 평가되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우주관광 중에 하
나를 선택할 때 가격요인에 반응할 것인가, 아닌가의 측면에서 응답자들 사
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는 또한 가격 외에 우주관
광 수요를 결정하는 다른 잠재적 요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
다. 즉 우주관광 상품의 특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란 운영사의 국적(품
질, 리스크 관리, 편의성과 관련된 요소에 간접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승객
의 물리적 요구사항, 승객 공간 및 혼잡 수준, 비행 전 필수 훈련의 수준 등이
148) Crouch et al.(2009), pp. 4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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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잠재 고객의 특성 중에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위험 행동의 정도
가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고객의 관광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업적 형태의 우주관광 분
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주관광은 여러 대
안적인 형태로 가능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유형별로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분야의 신산업들도 발전 초기 고객 행동
과 선호도, 기술적 토대, 기업의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 모색 등 비용 역학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발전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나타났다. 다만 어
느 시점에서 이런 신산업 분야가 흔들리기도 하며, 초기 진입자 중 다수가 떠
난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었
기 때문이다. 우주관광 산업에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란 고객이 가장
원하는 상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 사이에서 올바
른 절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
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수요-공급 모델링 부문에서 또 다른 연구로 ‘아스트리움 준궤도 우주선 프
로젝트: 준궤도 우주관광 수요 분석(Astrium suborbital spaceplane project:
Demand analysis of suborbital space tourism)’149)이 있다. 연구자 르
고프(Le Goff)와 모로(A. Moreau)도 이 연구에서 잠재 소비자와 유형화된
고객의 선호도를 분석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준궤도 관광시장에 대한 수
요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국가의 경우 2006년 우주관광 시장
이 등장한 첫 해에는 약 600명가량의 고객이 있을 수 있으며, 16년 후에는 여
행 비용에 따라 연간 4만 3,000명에서 8만 5,500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
으로 내다봤다.
149) Le Goff and Moreau(2013), pp. 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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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 성장전략을 보면 2009년까지의 시장 점유율 수준이 잠재 관광
객의 국적별로 분류하든 관광상품의 가격대별로 분류하든 시장 점유율은 매
우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에 600명이 16년 후에 6만 4,000명(4만
3,000과 8만 5,000의 평균)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4.3%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야 하는데 조사된 2009년까지의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6년 후에 6만 4,000명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 맞다는 전제하에 향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인과 중국인들이 준궤도 관광에 매우 열성적이다. 특히 슈퍼리치 미국
인들은 더욱 그렇다. 연구자들은 순자산 2,500만~5,000만 달러의 미국인 중
에 20% 이상이, 순자산 5,000만 달러 이상의 미국인 중에 50% 이상이 준궤
도 우주비행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추정했다.
안전성과 환경문제가 일부 유럽인의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만, 미국인이나 중국인은 아니다.
그동안 살펴본 우주관광 발전 전망에 대한 주요 연구들을 참고하여 중간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궤도 및 준궤도 관광시장은 비교적 최근에 발
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최초의 상업용 준궤도비행 미션을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향후 준궤도 관광에 대한 보다 대중적인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
라 우주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2 우주관광 서비스 시장 분석
우주관광 서비스는 민간 기업과 국가가 모두 제공하고 있다.
우주관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스페이스 어드벤처(Space Adventures)’
사가 제공하는 러시아의 우주관광 프로그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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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3가지 우주관광 프로그램 중 첫 번째로 지상 훈련부터 살펴보
자. ‘스페이스 어드벤처’의 지상 훈련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우주교
육이다. ‘스페이스 어드벤처’는 전문 우주비행사와 고객 우주비행사에게 동
일한 트레이닝을 제공할 수 있다. ‘소유즈’ 우주선 조종 훈련부터 우주 유영에
필요한 기술까지 훈련으로 습득이 가능하다.
우주 훈련에는 ‘소유즈’ 우주선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것과 3명이 한 팀
을 이루어 우주선을 제어하는 것이 포함된다.
원심 가속기 훈련은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으로 발사 및 재진입하
는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이때 고객은 중력의 4배에 달하는 가속도를 경험하
게 되는데 이는 로켓을 지구 저궤도(LEO)나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발사할 때
발생하는 가속도 수준이다.
우주에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 때문에
‘지상 기반 우주 유영’ 프로그램을 통해 수중 부양 훈련을 진행한다. 이 과정
에서 고객은 국제우주정거장 외부 움직임을 똑같이 경험하기 위해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 외부로 유영할 때 사용하는 우주복인 ‘오를란(Орлан)’
우주복을 입고 로프에 매달려 작업하는 방법을 배운다.
모든 훈련은 모스크바주에 위치한 스타시티(Star City)에서 진행된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우주선 발사 참관이다. ‘스페이스 어드벤처’는 고객이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소유즈-2 로켓발사장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활
동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스페이스 어드벤처’ 전세기를 타고 모스크바에서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로 이동
 100m 이내에서 발사대에 있는 로켓 구경
 공식 탑승자 준비 보고 등 탑승자 출발 전 배웅 행사 참관
 발사대에서 약 1.6km 떨어져 있는 VIP 전망대에서 발사 장면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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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프로그램은 무중력 비행이다. 보잉 727을 개조해 제작한 ‘지포스
원(G-Force One)’ 항공기로 포물선 비행을 하며 마치 우주에 있는 것처럼
떠다니고 뒹굴 수 있는 무중력 환경을 조성한다.
이처럼 ‘스페이스 어드벤처’는 우주관광 시장의 최대 기업 중 하나로 3가
지 유형의 우주비행 모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메일을
남기면, ‘스페이스 어드벤처’팀에서 해당 고객에게 설명서를 첨부한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실제 우주비행과 관련하여 ‘스페이스 어드벤처’는 4가지 유형의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궤도 우주비행이다. ‘스페이스 어드벤처’는
지금까지 모든 일반인의 궤도 우주비행을 진행해왔다. 이 회사의 고객들은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서 전문 우주비행사들
과 함께 10일 이상 생활하고 업무를 수행했다. 궤도 관광이라는 엄청난 경험
은 고객이 이 비행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궤도 관
광에 드는 비용은 2000년대에 2,000만~3,500만 달러였으나 현재는 약
5,000만 달러 수준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달 탐사이다. ‘스페이스 어드벤처’는 관광객을 달 표면
에서 불과 수백 km 떨어진 지점까지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객들은 햇빛이 비치는 달의 뒷면과 지구가 달 표면 위로 떠오르는 장관을
보게 된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준궤도비행이다. ‘스페이스 어드벤처’는 2020년 2월
18일 우주선 ‘스페이스 X’와 ‘크루 드래곤’에 민간인을 태우는 계약을 체결했
다. 고객들은 팔콘 9(Falcon 9) 로켓에 실려 완전한 자율비행 우주선인 크루
드래곤을 타고 비행한다. ‘스페이스X’가 NASA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
으로 수송하기 위해 2020년부터 사용한 발사체 및 우주선과 동일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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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네 번째 프로그램은 우주 유영이다. 2023년 국제우주정거장
궤도비행 참가자 중 한 명은 우주 유영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고객의
우주 체류는 우주 유영 준비 및 우주 유영을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약 2주 동
안 진행된다.
향후 기본 구성의 궤도비행 상품 비용은 약 5,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고
객들에게는 엄격한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요구되는데, 모든 이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객들에게 있어 오랜 준비과정과 훈련소 생활
이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보다 새로운 대중 우주관광 분야에서는 버진 갤럭틱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티켓 1장당 비용이 1,800만 루블로 약 25만 달러이다. 판매는 러시아
의 버진 갤럭틱 대행업체인 엘레강트 리조트(Elegant Resorts)가 담당한다.
버진 갤럭틱의 우주관광 상품 티켓은 현재까지 약 600장가량 판매됐다.150)
우주로 관광객을 보내는 프로그램은 안전성 문제와 위기 발생으로 인해 12년
간 지연되어왔다. 2021년에 있었던 리처드 브랜슨의 우주비행은 2009년에
이미 발표된 것이었으며 훨씬 더 일찍 실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다.151) 중기적
으로 보면 다양한 민간 및 국영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다양한 우주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향후 우주관광 수요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블루 오리진은 2021년 7월 13일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일반인
의 우주여행을 승인하는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152) 블루 오리진의 첫 비행
은 2021년 7월 20일 해당 기업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가 뉴
셰퍼드(New Shepard)호를 타고 수행했다. 미래에 진행될 대중 관광 비행
비용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뉴세퍼드호로 우주를 비행하는 비용은 15만 달
150) “Маск покидает Землю”(13 ию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5).
151)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за мечту”(2 октября 200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5. 8).
152) “За 10 дней до первого пилотируемого запуска Blue Origin и Джефф Безос получи
ли лицензию на космические путешествия людей”(13 ию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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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서 25만 달러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쨌든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준
궤도비행에서 이 두 미국 회사의 경쟁으로 해당 관광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전망이다. 미국의 준궤도비행에 대한 규제는 연방항공청이 담당하
기 때문에 NASA와의 계약은 없다. 블루 오리진은 준궤도비행을 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받아서 NASA의 관여 없이 우주관광 서비스 가격을 정하고 프로
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반면 궤도 관광 비행 시장의 선두 기업들은 비슷한 가격대로 서비스를 제
공한다. 기업들이 비행 승무원 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이 계약은 NASA에서 체결한다. 궤도비행 상품의 비용은 회사의 비용이
아니라 NASA와의 계약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NASA는 계약 가격을 낮
추기보다, 오히려 가격을 인상하려고 노력한다. NASA는 2021년 4월 29일 궤
도비행에 대한 새로운 가격 리스트를 발표하며, 비용을 인상했다.153)
‘스페이스X’는 2021년 9월 민간인 4명을 태우고 우주로 발사되어 3일간
의 지구 근접 궤도비행을 하고 지구로 귀환한 ‘인스피레이션 4(Inspiration
4)’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우주선은 발사체 ‘팔콘 9’에 실려 플로리다의 케이
프커내버럴에서 발사되었으며, 첫 우주선 탑승자들은 전문 우주인이 아니라
그리 오랫동안 비행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7.3 우주관광 프로젝트 및 발전 전망
우주관광 발전 전망에 관해서는 코헨과 스펙터(2019)의 ｢우주관광-과거
와 현재(Space tourism-past to future: a perspective article)｣라는 연

153) “NASA increases prices for ISS private astronaut missions”(7 мая.2021),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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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54) 코헨과 스펙터(2019)는 2000년대 초 우주관
광 발전이 러시아 우주산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에 주목했다.
당시 러시아는 우주비행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국제우
주정거장으로 가는 우주선에 민간인 관광객 좌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우주관광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해당 부문의 추가적인
발전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우주관광은 관광 개발이 경제 차원으로 이동
하면서 기회가 확대되었다.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의 ‘버진 갤럭
틱’,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페이스X’, 로버트 비글로(Robert Bigelow)
의 ‘비글로 에어로스페이스(Bigelow Aerospace)’,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초재벌 기업가들이 이끄는 민간 기업이 상업용 우주비행과 우주
탐사를 위해 기술, 인프라,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다. 이 기업들은 가까운 시
일 안에 관광객에게 궤도 및 준궤도비행을 제공할 계획이며, 보다 장기적으
로는 달과 화성 주위를 도는 비행도 계획 중이다.
우주관광이 기술적ㆍ재정적 문제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어서 본격적인 데
뷔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시기상조처럼 여겨지기는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사
업가들은 분명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술과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핵심적인 문제는 우주관광 규모의 불확실성
이다. 우주관광이 부유한 승객의 전유물에서 대중적인 상품으로, 지구 근접
여행에서 다른 천체로의 여행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불확실한
문제이다. 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열정적인 기업가들은 아폴로 달 탐사 프
로그램 시대에 성장했지만 새로운 세대들이 이들 세대처럼 인간의 우주여행
에 대한 흥미를 느낄지는 분명하지 않다.155)
우주관광은 여행산업의 범위를 크게 확장해 고객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
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주관광이 발전함에 따라
154) Cohen and Spector(2019).
155) Vedda(2008), pp.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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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한 새로운 한계도 대두될 수 있다.156) 우주관광의 감각적인 매력은 주
로 시각과 무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정 감각에 제한된다. 청각과 촉각 같
은 다른 감각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우주비행은 매우 긴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무중력으로 인한 골중량 및 근밀도 감소, 방사선으로 인
한 암 발생157)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가상현실에
서의 우주비행을 선호하는 일반 대중에게는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158) 또
한 우주관광 산업은 아직 안전성과 신뢰성 획득에 필요한 공통의 표준과 규정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리스크가 매우 높다.159)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주여행과 우주관광은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
로 향후 장기적인 발전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우주관광 서비스의 확
장 전망은 우주관광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된
다. 현재로서는 우주관광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나 실현 가능성조차 의문스럽
게 만드는 심각한 경제적ㆍ과학적ㆍ기술적ㆍ윤리적 어려움과 문제들이 공존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주관광 산업의 발전 전망에 대해 여러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기적으로 우주관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기업들이 추가 자금을 조달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비행 가격이 낮아지
고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우주관광 비행의 대중화가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기업들이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은 분명하다.
 우주관광이 성장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아직 확실하게
연구되지 않은 우주관광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
156) Cohen(2019).
157) Dickens(2019).
158) Damjanov and Crouch(2019).
159) Von der Dunk and Tronchetti ed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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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관광 기업들 중 상장된 회사가 없어 기술연구를 위한 자금조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주관광 산업은 환경이나 관광객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요
소를 내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주관광의 대중화 전망은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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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우주개발 및 상업화 분야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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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러시아 국제우주협력의 목표
UN 총회는 1996년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모든 국가를 위
하여 우주탐사와 이용에서 국제협력에 관한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발도상국이란 국가의 경제적 발전 정도에 상관없이 우
주개발 역량과 우주 프로그램 분야의 성취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제협
력은 ‘기술 지원과 기술 및 금융 자원의 합리적 분배’에 있어 국가들간에 이루
어지는 필수적인 협력을 말하며, 상기 선언에 따르면 국제협력의 목적은 이
해관계국에 적절한 우주 역량 발전을 조성하고, 국가 간 우주활동에 대한 전
문지식과 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160)
해당 선언은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러시아 우주개발 대외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규범 문건인 2013년 4월 19일자 러시아 대통령령
906호 ｢2030년까지와 그 이후의 러시아 우주활동 국가정책 기본 규정｣에도
반영되었다.
러시아는 우주개발 지식과 기술의 공여국인 동시에 수혜국이라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전자부품을 제조할 산업 기반이 부족하
기 때문에 위성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은 전자산업이 고도로 발전한 국가와
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달 정거장이나 화성 유인비행과 같은 대규모 우
주 프로젝트는 러시아 우주산업에 투입되고 있는 러시아 예산만으로는 감당
하기 어렵다. 따라서 러시아 대통령령 906호 ｢2030년까지와 그 이후의 러시
아 우주활동 국가정책 기본 규정｣에는 ‘달, 화성 및 기타 태양계 천체를 포함
한 우주공간의 탐사, 개발 및 사용에 관한 국제사회 프로젝트에 완전한 참여

160) Роскосмос вебсайт, “Декларация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на благо и в интересах всех госуда
рств, с особым учетом потребностей развивающихся стран”(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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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보장’하는 문제를 국익 수호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해당 규정을 보면
러시아 정부가 우주활동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 우주활동에서 러시아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 ‘기본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
이다.161) 러시아의 국익 수호라는 맥락에서 국제활동의 목표 역시 러시아의
국익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 우주법과 관련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국제협력을 통해 기술적 측면에서 다음의 2가지 목표를 지향한
다. 첫째,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기술 교류 및 대규모 우주개발 프
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외국의 기술혁
신 성과를 차용하고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우주비행 역량이 낮
은 국가들과의 협력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기본 규정’에 ‘우
주활동 참여를 지향하는’ 국가로 명시되어 있다. 이 국가들과의 협력은 ‘발주
자-도급자’ 구도에 기반한다. 이 구도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협력의 목표는 ‘효
율적인 협력 형태’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본 규정’에는 ‘효율적 협력 형태’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다만 추측하자면 러
시아의 우주산업 재화, 용역 혹은 서비스의 효용성과 발주자가 부담할 가격
간의 높은 관계 지표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국제협력을 통해 정치적 측면에서 우주공간 탐사와 이용에서 평
화적 노선을 견지하고 군사화를 전적으로 배제할 것을 목표로 한다. 러시아
는 현재 20개국 이상의 개발도상국들과 우주에 무기를 선배치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체결했다.162) 그러나 이들 국가는 대부분 아직 우주활동에 착수조차
161) Основные положения Ос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ласти кос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и дальн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0).
162) “Россия договорилась со Сьерра-Леоне о неразмещении косм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Зачем?”(2 марта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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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나라들이다.163) 오늘날 우주의 비군사화 관련 협정에 반대하는 주요 국
가는 미국인데, 미국은 우주공간에서164)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
을 이미 진행 중이며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제재 관련 항목이 누락되었다며
이 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165)
국제협력 차원에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또 다른 목표는 지구 저궤도상의 인
공적인 우주쓰레기 처리라는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2019년 1월부터 러시아는 ‘지구 저궤도 인공쓰레기를 제한하는 우
주장비 관련 공통 요건’이라는 규정을 발효시킨 바 있다.166)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러시아산 우주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자 한다. 이 목표는 러시아가 그동안 이루어온 우주활동
업적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는 국가의 정책과제에서 비
롯되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여러 문건에 기반하여 러시아가 지향하는 국제협력의 목
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규모 국제 우주개발 프로젝트 사업 참여(달, 화성 및 태양계 등 탐사
프로젝트)
 우주 국제법 입법 과정에서 러시아의 국익 수호
 우주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에 앞서 있는 국가와
기타 우주활동 참여국들과 우주활동에 대한 선진지식 및 기술의 호혜적
교류

163) “Чтобы повлиять на США: с кем Россия подписывает договоры о космосе”(26
февра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2).
164) “Вашингтон пояснил создание космических войск США”(21 декабря 20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165) “Чтобы повлиять на США»: с кем Россия подписывает договоры о космосе”(26
февра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2).
166) Общие требования к космическим средствам по ограничению техногенного
засорения околоземного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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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외국)-도급자(러시아)’ 구도에 따라 우주비행 분야의 개발도상
국가들과 효율적인 협력 추진
 평화적인 우주개발 노선 견지 및 우주공간의 완전한 비군사화
 활동 궤도 내 우주쓰레기 제거 및 쓰레기 발생 예방이라는 글로벌 과제
해결에 참여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의 우주활동 성과 홍보

8.2 유인우주비행 국제협력 방향
유인우주비행이 시작된 이후 지난 60년간 소련/러시아, 미국, 중국 세 나
라만 유인비행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러시아는 자체 우주선을 사용
하여 국제 유인비행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유일한 국가이다.
국가별 유인우주비행 프로그램 외에도 러시아는 다른 사회주의 진영의 국
가, 인도, 프랑스,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과 정부 간 또는 부처
간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공동
작업을 수행해왔다.
1967년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주협력에 관한 프로그램을 채택하였으며,
1970년에는 이 프로그램에 ‘인터코스모스(Интеркосмос)’라는 명칭을 부여
했다.
소련을 비롯하여 불가리아, 헝가리, 독일, 쿠바, 몽골,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총 9개국이 이 ‘인터코스모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된
공동 작업과 개별 프로젝트 및 관련 주제에 대한 양자 및 다자 간 협정을 이행
할 국가조정기구를 설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소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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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탐사를 위하여 우주장치와 로켓 등 자신들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
으며, 여기에는 참가국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이 개발한 연구장치들이 장착되
기도 하였다.
유인비행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은 1970년대 「아폴로-소유즈(Аполлон –
Союз)」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으며 ‘살류트’, ‘미르’와 같은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로 이어졌고 현재는 국제우주정거장 차원에서 본격 구현되고 있다.
1976년 소련은 자국의 우주선과 우주정거장을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 참
가국 국민이 소련 우주비행사들과 함께 유인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코스모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자고 제안하였다.
데레친(Деречин)과 자로바(Жарова) 외(2017)의 연구는 외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추진한 유인비행 프로그램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
구에 따르면 유인비행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우주비행사 8명이 우주정거
장 ‘살류트 6’을 방문했고, 프랑스와 인도 우주비행사 2명은 ‘살류트 7’을 방
문하였다. 우주정거장 ‘미르’는 1987년부터 폐기되기 전까지 총 13개국에서
62명의 외국 우주비행사들이 찾아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했다.
1990년에는 일본인 아키야마 도요히로(秋山豊寬)가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우주정거장 ‘미르’를 방문했다. 그는 TBS의 창사 4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
로 TBS사가 후원한 소련-일본 간 민간인 우주비행사로 선발되었으며, 이는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한 최초의 우주비행이었다.
1994년 2월에는 러시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크리칼료프(С.К. Крикалев)
가 우주왕복선 STS-60 ‘디스커버리(Discovery)’호에 탑승하여 자동비행 미
션에 최초로 참여했다. 그러자 미국 측에서는 1995년 3월에 우주비행사 노먼
태거드(Norman Thagard)가 러시아 우주비행선 ‘소유즈 TM-21’를 타고 국
제우주정거장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를 이용한
STS-63 탐험 과정에서는 우주정거장 ‘미르’에 11m의 거리를 두고 랑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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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후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Atlantis)’가 7번, ‘인데버(Endeavour)’
가 1번, ‘디스커버리’가 1번으로 총 9번이나 우주정거장과 도킹하는 후속 비
행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우주비행사들의 총 비행시간은 925일로 애
초 계획했던 비행시간보다 25%나 길어졌다.167)
다른 나라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정거장 ‘미르’에서 체류한 기간은 8일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하다. 프랑스 우주비행사 장 루프 크레티앵(Jean-Loup
Chrétien)은 우주정거장 ‘미르’에서 23일을 체류했고, 그 이후 외국 우주비
행사로는 유일하게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살류트-7’과 ‘미르’ 두 곳을 모두
방문했다. 유럽우주국(ESA) 소속 우주비행사 울프 메볼드(Ulf Merbold)는
우주에서 30일간 체류하였는데, 그중에 28일을 우주정거장 ‘미르’에서 보냈다.
이외에도 외국 우주비행사들을 주요탐사(Main Expedition) 승무원의 일
원으로 참여시켜 수개월간 궤도에 머무르게 한 경험이 있다. 우주정거장 ‘미
르’에서 수행된 장기 우주탐사 임무를 수행한 우주인은 총 44명으로, 미국 우
주비행사 7명, 유럽우주국과 프랑스 우주비행사 각 1명, 러시아 우주비행사
35명이 있다. 외국인 우주비행사 중에 ‘미르’ 프로그램 일환으로 가장 장기간
우주정거장에 체류한 사람은 프랑스의 에뉴레(J-P. Haigneré, 188일), 미국
의 루시드(S. Lucid, 188일), 유럽우주국 소속 독일인 우주비행사 라이터(T.
Reiter, 179일)가 있다.
1996년 이후 우주정거장 ‘미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는 예산외 자금
을 유치한 덕에 가능할 수 있었다. 러시아 정부의 예산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
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상업적인 우주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자금을 유
치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했다. 데레친과 자로바 외(2017)에 따르면 우
주정거장 ‘미르’의 프로젝트에 들어간 총비용은 43억 달러인데, 그중에
1994~2000년 외국인 투자를 통해 조달한 비용이 전체의 약 25%에 달한다.
167) Деречин et al.(2017), сс.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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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정거장 ‘미르’에서 이루어진 국제협력 경험을 통해 여러 국가와 기관
의 전문가들 사이에 신뢰 관계가 구축되었고,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역량을
가진 파트너들로 팀을 구성할 수 있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미르’ 프로
젝트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미국 우
주비행사들이 우주정거장 ‘미르’에서 보낸 시간은 총 919일로 1981년 시작
된 ‘스페이스 셔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통해 91차례 비행하여 누적된 총
체류시간보다도 5개월 정도가 더 많았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국제
우주정거장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성
을 높여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가 1993년 6월 미국 의회 비준 과
정에서 무산될 뻔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 국회의원 중 216명이 찬성하였고
215명이 반대한 것이다. 이후 1993년 9월 미국 앨 고어 부통령과 러시아의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가 공동 우주정거장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우주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또한 우주정거장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 연
방우주청과 NASA가 1993년 11월 1일 ‘국제우주정거장 개발에 관한 세부
계획’을 체결했다. 이로써 1994년 6월 NASA와 러시아 연방우주청이 ‘우주
정거장 ‘미르’ 및 국제우주정거장 공급 및 서비스에 관한’ 계약에 서명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운영, 통합 및 발전을 위하여 매년 45개 이상의 기술 그
룹과 35개의 협의회 및 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수석 설계자 협의회에서 ‘소유즈’ 발사 준비 과정, 국제우주정거장 비행 결
과, 주 제어실 및 발사대 준비 상태, 지상 제어 인프라 및 수색ㆍ구조 장치 준
비 상태, 발사체 발사 준비 상태, 국제우주정거장 세그먼트 상태 및 세그먼트
의 다음 단계 비행 준비 상태, 당면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국제우주정거장 승
무원의 준비 상태 등이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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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참가국들 간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업무 식별 및 업무 분장에
대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서로 연결된 러시아와 미국 세그먼트들로 구성된다.
 우주정거장은 모듈을 우주궤도로 수송하여 단계적으로 조립해야 한다.
 우주정거장 건설에는 미국, 러시아와 유럽우주국 소속 유럽 국가들이
참여한다.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미국 측에서 ‘보잉’이, 러시아
측에서는 ‘에네르기아’가 지정되었고, 세그먼트를 통합하는 과정은 미국 측
이 주도했다. 특별 규약에 상호 서비스, 투자 비용 내역, 러시아와 미국의 의
무 등에 관한 기본적 규정이 담겼다.168)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참여하는
데 정치적 성격의 장애요인이 여럿 발생했다. 그러나 러시아를 제외할 경우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으며, 장기 우주탐사 및 유인
비행 분야에서 축적한 고유한 경험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참여할
경우 국제우주정거장의 역량이 현저히 증대되기에 참가국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데레친과 자로바 외(2017)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 운영, 통합 및 발전을
위하여 매년 45개 이상의 기술 그룹과 35개의 협의회 및 조정위원회가 운영
되고, 이에 대한 지원이 보장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국제우주정거장 프로
그램의 운영 모델이 당시 국제 우주협력 모델 중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러시아 측 서비스 모듈인 ‘즈베즈다(Звезда)’와 도킹 구
역(DC-1)인 ‘피어스(Пирс)’, 소형 연구 모듈(MRM-1, 2)인 ‘라스베트(Рассвет)’
168) NASA(1996), Russian Federation(96-611) – Protocol Regarding the Balance of Their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0).

제8장 러시아의 우주개발 및 상업화 분야 국제협력 경험과 전망 • 221

와 ‘포이스크(Поиск)’, 과학전력 모듈(NEM) 및 노드 모듈(NM)은 러시아가
제작하고, 러시아가 전적으로 소유 및 이용하고 있다.169)170) 또한 다목적 연
구 모듈인 ‘나우카’는 2021년 7월부터 국제우주정거장에 추가된다.
우주정거장 전체 구조물을 구성하는 모듈 중에 화물칸 기능을 수행하는
‘자랴(Заря)’ 모듈은 미국 소유이지만 국제우주정거장의 러시아 측 세그먼트
에 결합되어 있다. 이 모듈의 제작비용은 미국이 전부 부담하였으며, 러시아
가 ‘자랴’ 모듈을 발사체 ‘프로톤’에 탑재해 우주궤도로 발사하였다. 이 모듈
을 궤도로 진입시키는 비용은 러시아 측이 투자하였으며, 이 투자에 대한 보
상으로 러시아는 해당 모듈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 구조물에 대한 권리는 캐나다 우주국, 일본 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 유럽 우주국이 자원 제공 등 각자 기여한 바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
로 제공되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 사용에 대한 권리는 참여국의 기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NASA는 자체 사용 목적으로 자국 실험실 모듈의 97.7%와 외부 페이로
드 배치를 위한 사용자 공간의 97.7%를 유지하며, 유럽우주기구의 ‘콜
럼버스(Columbus)’ 연구실 모듈의 46.7%와 일본의 실험실 모듈 ‘키보
(Kibo)’의 46.7%를 사용한다.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는 자체 사용 목적으로 자국 실험실 모듈
100%와 외부 페이로드 배치를 위한 자국 공간 100%를 유지한다.
 유럽우주국은 자체 사용 목적으로 콜럼버스 연구실 모듈의 51%를 유지
한다.
 일본정부는 자체 사용 목적으로 ‘키보’ 모듈의 51%를 유지한다.
 캐나다 우주국에는 NASA, 유럽우주국 및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가 제공한 우주정거장 공간의 2.3%가 할당된다.
169) Легостаев, Марков и Сорокин(2013), сс. 3-18.
170) Микрин(2017), сс.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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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국제우주정거장 참가국별 연구 현황
(단위: 건수)

캐나다

유럽

우주국

우주국

생물학 및 생명공학

3

56

지구과학 및 우주과학

1

교육 및 문화행사
인간 연구

일본

미국항공우주국

러시아

(NASA)

‘로스코스모스’

62

313

168

602

15

12

44

53

125

11

33

26

250

23

343

17

56

20

116

75

284

물리 연구

2

68

31

156

53

310

기술 발전

5

47

77

339

60

528

총계

39

275

228

1,218

443

2,192

연구 분야

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

총계

자료: NAS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8).

국제우주정거장을 이용함으로써 우주에서 응용과학 연구를 진행하여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향후 이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안정
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그동안 2,000건이 넘는 연
구가 수행되었으며(표 8.2.1 참고), 그 성과는 널리 인정받고 높이 평가되었다.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는 시스템 운용 및 자국 엘리먼트(Elements)를
이용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승무원 3명이 일정 시간 동안 궤도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유럽우주국 및
캐나다 우주국은 시스템 운용 및 자국 엘리먼트들을 이용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주정거장에 할당된 체류 인원 4명 대비 참가국 숫자가 많고 각국의
기여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주비행사 인원 및 작업시간 등을 기여한 정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우주정거장을 가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근무시간은 NASA, 일본 우주항
공연구개발기구, 유럽우주국 및 캐나다 우주국이 다자 간 협상에 따라
결정하며, 우주정거장 엘리먼트들을 사용하기 위한 승무원들의 모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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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간은 NASA 76.6%,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12.8%, 유럽우주
국 8.3%, 캐나다 우주국 2.3%의 비율로 할당된다.
 국제우주정거장의 러시아 승무원 3명은 러시아 세그먼트에서 작업하
며, 미국 세그먼트의 경우 미국 승무원 76.6%, 일본 12.8%, 유럽우주국
8.3%, 캐나다 2.3%으로, 각국 승무원의 사용시간이 배분된다.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는 우주 국제협력 규모나 성과로 보았을 때 단연
돋보인다. 2021년 중국이 자체 우주정거장으로 우주비행사들을 보내기 전까
지 국제우주정거장은 유일한 우주실험실이었다. 그러나 향후 국제우주정거
장 프로젝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주요 당사국 간 정치적 갈등으로 러
시아는 우주정거장의 러시아 세그먼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국제우주정거장에 연결된 러시아 측 모듈들을
분리하여 온전히 러시아만의 새로운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검토하
고 있다.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그 지속성이 불투명
한 상황에서 우주의 상업적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금 국가 간 상호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가 맞아야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향후 민간과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우주정거장, 상업용 우주비행선,
안전에 대한 국제표준 마련 등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이 모든 사항은 새로
운 국제협력 개발사업, 특히 심우주탐사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8.3 태양계 행성 간 탐사 국제협력 전망
행성 간 무인정거장 제작 및 이용과 관련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는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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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문제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실
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반 요소의 비용이 너무 높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와 기관들의 다양한 열망을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공
동 프로젝트에서는 참여국 각각이 추구하는 목표가 상이하여 국가들 간 이견
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수시로 중간중간 수정을 해
가며 진행해야 한다. 그 일례로 미국과 유럽 간 화성탐사 공동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2012년 2월 7일 NASA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여러 사업을 한
꺼번에 추진하기 힘들다며 ‘엑소마스(ExoMars: Exobiology on Mars)’ 프
로젝트에서 공식 탈퇴하였으며 그로 인해 자국의 우주발사체 ‘아틀라스’를
유럽우주국에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결국 2012년 4월 6일 러시아 ‘로스코스
모스’가 유럽우주국과 ‘엑소마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12월 말 ‘로스코스모스’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천문우주연구소와
‘엑소마스’ 프로젝트를 위한 러시아 연구장비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3월 14일 파리에서 ‘로스코스모스’ 블라디미르 포포프킨 청장과 유
럽우주국의 장 자크 도르다인(Jean-Jacques Dordain) 사무국장이 지구-화
성 공동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계약에 서명했다. ‘엑소마스’ 프로젝트의 목적
은 화성에 생명이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다는 흔적을 탐색하고 화성 표면의
물과 지구의 물 간 화학 분포의 특성을 규명하며 화성의 표면과 환경을 탐사
하고 화성에 유인비행을 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식별하며 화성의 핵을 탐사하
여 화성의 진화와 화성 거주 가능성 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화성 표면에 대형 장치들을 착륙시키고 화성에서 태
양열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고 화성의 토양 표본을 채취하기 위한 굴
착기를 사용하며 탐사 로버를 이용해 탐사를 진행해야 한다.
화성탐사를 위한 장비는 참여국들이 [표 8.3.1]과 같이 나누어 맡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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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1 ‘엑소마스’ 프로젝트 참여국의 과제

참여국

러시아(‘로스코스모스’)

‘엑소마스-2016’ 미션 1단계

‘엑소마스-2022’ 미션 2단계

‘프로톤-M’ 발사체 발사

‘프로톤-M’ 발사체 발사

화성 궤도선

착륙선이 구비된 착륙장치

(TGO: Trace Gas Orbiter)용 장치 2개

탐사 로버용 연구장치

화성 궤도선

탐사 로버 ‘엑소마스’

유럽(유럽우주국)

자료: ‘엑소마스’ 임무 프로그램(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6)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미션 1단계는 부분적으로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착륙 모듈 ‘스키아파
렐리(Schiaparelli)’가 감속 엔진의 미작동으로 화성 표면에 예기치 않게 추
락했지만, 화성궤도선 TGO(Trace Gas Orbiter)는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션 2단계는 유럽이 제작한 탐사 로버를 태운 러시아 착륙선을 화성에 착
륙시키는 것이다.
유럽우주국이 개발한 비행 모듈은 화성까지의 비행을 책임진다. 착륙장치
는 대기권 진입 전에 비행모듈로부터 분리되며, 공기역학에 의한 제동과 낙
하산을 단계적으로 이용해 속도를 줄이며 하강한다. 완전한 감속과 연착륙은
추력조절용 착륙선에 장착된 로켓엔진에 의해 시행된다. 착륙 후 탐사 로버
는 발판을 타고 착륙선에서 내려와 6개월간의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미션 2단계에서 러시아는 착륙선 ‘카자초크’와 탐사 로버를 화성까지 운반
할 착륙장치를 맡는다. 탐사 로버가 화성 표면에 내려오면 착륙선은 자동 연
구기지로 작동하게 된다. 착륙선 선내에는 착륙 지점의 사진촬영과 화성 표
면의 성분 및 특성을 연구하고 기후 모니터링 및 대기를 연구하고, 착륙 지점
의 지하 물 분포와 토양과 대기 사이 휘발성 물질 순환을 연구하며, 방사선 환
경 모니터링 및 화성 내부구조 연구를 위한 일련의 연구장비가 탑재된다.
2019년 10월에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제재법을 수정하여 유럽-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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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화성기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공급을 허가했다. 관련
문서에는 위성 급유 및 발사장치에 필요한 자재를 러시아에 판매하고 공급하
는 것을 허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테스트를 받
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
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참여하는 행성 간 무인정거장 프로
그램이 ‘정치적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심우주 기초과학 연구에서는 정
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초기에 개발
된 낙하산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유럽우주국은 첫 번째 낙하산 시스
템 시험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낙하산이 펼쳐진 뒤에 방사 형태로 찢어진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낙하산은 정상적으로 펼쳐져 돔
모양을 만들긴 했다. 이후 거듭된 시험도 실패로 끝났다. 이로 인해 2년 동안
해당 프로그램 착수가 연기되었고, 결국 NASA의 제트추진연구소(JPL: Jet
Propulsion Laboratory) 전문가들과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NASA와 논의 후 착륙 시 마찰과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엑소마스-2020’
미션의 1차 및 2차 주 낙하산에 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정되었다.
2021년 7월 유럽우주국은 낙하산 임무시험을 재개했다. 낙하산이 화성 대
기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작동할 것인지 연구하기 위해 피실험체를 29km 높
이까지 들어올릴 고공장치가 사용되었다.
화성 탐사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착륙용으로 2개의 주 낙하산과 2개의 적
출 낙하산이 사용된다. 첫 번째 낙하산은 지름 15m 크기로 초음속대에서
아음속대까지 속력을 낮추는 데 쓰인다. 두 번째 낙하산은 지름 35m로 계
속해서 속력을 낮추는 데 쓰인다. 첫 번째 15m 낙하산 개발자는 미국의 ‘에
어본 시스템즈(Airborne Systems)’로, 앞서 NASA ‘퍼서비어런스 마스
(Perseverance Mars)’ 미션 당시에도 낙하산 관련 시스템을 제작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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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35m 낙하산은 이탈리아의 ‘ 아레스코스모(Arescosmo)’가 개발하고 있다.
‘엑소마스’ 프로젝트를 위한 장비 제작 협력 사례를 보면 국가 간의 정치적
이견은 잠시 접어두고 전 인류에게 유익한 기초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전적으
로 협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수차례 증명되었다.
‘엑소마스’처럼 유망한 프로젝트로 국제달정거장(ILRS) 사업을 들 수 있
다. 국제달정거장은 여러 국가와 기관 및 다양한 국제협력 파트너를 영입하
여 달 표면 그리고(혹은) 달 궤도에 건설될 실험-연구 장치 복합체이다. 국제
달정거장은 달 탐사 및 사용, 달 관측,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실험 및 기술 검
증 등 다분야 및 다목적 연구조사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에는 인간이 체류할 예정이다.171)
러시아와 중국은 달 연구에서 풍부한 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9년 9월
양국은 러시아 미션 ‘루나-리수르스(Луна-Ресурс)-1’과 2024년에 예정된
중국의 달 남극 탐사 계획인 ‘창어-7(嫦娥-7)’ 조정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미래의 러시아 달 궤도 정거장 ‘루나-26’과 중국의 우주탐사선의 달 남극 착
륙 가능 장소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포함하는 협력을 할 계획이다. 또한 러시
아와 중국의 우주장치 간 자료 재송신에 대한 공동 학술 실험 및 테스트 수행
과 탑재물의 상호 교환 배치도 예정되어 있다.172)
2019년 초 러시아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RTG: 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를 탑재한 중국의 ‘창어-4’가 달 뒷면에 나타났

다.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는 동위원소 붕괴를 통해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행성 간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선의 전기장치
에 전력을 공급하고 태양에서 멀어질 경우 저온 상태에서 장비를 가열한다.
이외에 러시아 달 궤도선 ‘루나-26’에는 중국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171) Роскосмос вебсай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екты ГК «Роскосмо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9).
172) “Россия и Китай углубля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косм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22 июн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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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달정거장으로부터 정보는 달 및 심우주탐사 합동 데이터 통신센터가
받아 처리한다. 통신센터 하나는 러시아에, 다른 하나는 중국에 설치될 예정
이며 센터 설립 기한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몇 년 안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와 중국
과학아카데미 산하 유관 연구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달정거장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되었다. 정거장 설립 로드맵은 탐사,
건설, 운영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에서는 2025년까지 러시아가 ‘루
나-25, 26, 27호’의 총 3개, 중국이 ‘창어-6, 7호’의 총 2개로 모두 5개의 우
주장치를 달에 발사할 예정이다. 탐사선은 달 남극 표면 탐사를 수행하고 기
지 건설을 위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며 고정밀 연착륙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2026~35년으로 예정된 두 번째 정거장 설립은 다시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착륙 모듈을 탑재한 러시아 탐사선 ‘루나-28’과 중국의 ‘창어-8’을
2030년까지 달에 보내는 것이다. 해당 탐사선들은 미래 정거장을 위한 기술
인프라를 달 표면까지 운반하고 얼음 샘플이 든 표토를 채취하여 지구로 귀환
하는 로켓에 실어보내야 한다. 탐사선은 달 궤도에 위치한 재송신장치를 통
해 비행제어센터 상호간의 통신을 유지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 중인 초중량 발사체에 국제달정거
장에 필요한 개별 부품을 실어보내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양국은 통신
시스템을 갖춘 사령선, 에너지 모듈, 이착륙 모듈, 달 자원 가공 장비, 위성 연
구용 과학장비, 우주 및 지구 관측장비(특히 광학 망원경), 달 토양에 대한 생
물학 실험과 채집 및 지구 송환을 위한 장비를 2035년까지 달로 보낼 예정이
다. 정거장의 모든 요소는 자동화 과학기지에 통합되어 달 개척 준비작업을
담당할 것이다.
세 번째는 2036년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러시아와 중국 우주비행사 외에
도 다른 국가의 대표들이 포함될 수 있는 국제승무원단이 달에 착륙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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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견된 비행사들은 정거장 시운전 작업을 담당하며 주변 자재를 이용해
거주용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인간형 로봇 안드로이드, 만능 로버 및 미니
로봇 군단이 작업을 보조할 것이다. ‘로스코스모스’의 영상 프레젠테이션에
서 확인할 수 있듯 먼 미래, 예상컨대 2050~2100년 사이에는 달 정거장 주
변에 정기적으로 우주선이 왕복하는 지구와 연결된 도시가 발전할 것이다.
‘로스코스모스’ 자료에 의하면 국제달정거장은 계획, 타당성 입증, 설계,
개발, 도입 및 운영, 학술연구 교류를 강화하고 전 인류를 위한 평화적 우주공
간 연구 및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제 파트너들에게 열
려 있다. 프로젝트 참여국들은 미션의 모든 측면과 단계에서 국제달정거장
건설에 각국 파트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러한 협
력이 모든 참여자에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유럽우주국은 ‘로
스코스모스’와 중국 국가우주국으로부터 달정거장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
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아직 이에 대해 답을 하고 있지 않다.

8.4 심우주 기초과학 분야 국제협력
심우주탐사를 위한 장기 협력 사례 중 하나로 러시아 장비 ‘코누스(Конус)’
를 미국 우주선 ‘윈드(Wind)’에 실어 수행한 미ㆍ러 우주 감마선 폭발 및 연감
마선 연속 방출원 연구실험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 10월 28일 로스코
스모스와 NASA 간에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일반적으로 심우주탐사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협력은 파트너국의 유효탑
재체를 자국 우주선에 장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단순히 자국에 없는 복합 시스템 부품을 주문하는 경우도 빈번하
다. 예를 들어 궤도면에 있는 천체물리 관측장비 ‘스펙트르-RG’에 탑재된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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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망원경 ‘ART-XC’용 X선 반사 시스템은 미국에서 제작된 것이다.
러시아 ‘라보츠킨’이 개발한 우주장치 ‘스펙트르-RG’는 다목적 서비스 모
듈 ‘내비게이터’ 기반의 서비스 시스템으로 베이스 모듈과 일체의 과학장치
및 어댑터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관측장비는 비스듬한 입사 X선 광학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러시아의
‘ART-XC’와 독일의 ‘eROSITA’이라는 독특한 X선 반사경 망원경 2개를 포
함하고 있다.
‘ART-XC’ 망원경은 ‘eROSITA’ 망원경보다 에너지 작동 범위가 더 높은
에너지 대역인 30keV까지 확장한다. 두 망원경의 에너지 범위는 중첩되어
있어 측정 오차 교정 및 연구결과 신뢰성 향상에 이점을 갖는다.
‘ART-XC’ 망원경은 러시아 우주연구소가 러시아 사로프시에 위치한 러
시아 핵센터와 합작하여 제작하였으며 그 과제는 다음과 같다.
 5~11keV 에너지 대역에서 모든 방향으로 천문 상세 ‘지도’ 및 5~
30keV 에너지 대역에서 극방향 천문 지도 제작. 해당 에너지 범위에서
성간물질에 의한 흡수는 낮은 대역 에너지와 비교하여 관측되는 우주방
사선 흐름에 영향을 더 적게 준다. 망원경의 우수한 광각 해상도까지 더
해져 전 방향 하늘의 강한 X선 발원체를 기록하고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음
 우리 은하 내 수많은 백색왜성의 표본을 확보하고 그 질량 및 여타 특징
을 측정
 새로운 유형의 물체로 밝혀질 수 있는 일시적 X선 발원체 등록

독일 ‘e-ROSITA’는 최초로 0.5~10keV 에너지 대역에서 전례 없는 스펙
트럼과 광각으로 전 방향 천문을 관측할 수 있게 하였다. 해당 장비의 제작을
주도한 기관은 막스플랑크외계물리연구소이다. 해당 장비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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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0keV 에너지 대역에서 전례 없는 스펙트럼과 광각으로 천문을
관측하여 연구자들이 새로운 암흑물질과 우주 물체 연구
 초거대 질량 블랙홀 탐지
 우주 구조의 진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5만~10만 개의 은하들이 군집한
뜨거운 은하 간 공간 및 뜨거운 가스 필라멘트(먼지 및 가스로 구성된 얇
고 조밀한 실과 같은 우주 물질) 연구
 백색왜성, 중성자성, 이원 블랙홀, 초신성 잔해, 원시성 등 은하 X선 발
원체의 물리 성질에 대한 상세 연구

4년에 걸친 우주망원경을 통해 얻은 8개의 독립적인 지도를 조합하여 기록
적인 관측 감도를 달성하고 약 300만 개의 활동 은하핵 및 퀘이사, 10만 개의
은하단 및 은하군, 약 50만 개의 별, 백색왜성, 펄사와 초신성 잔해, 중성자성
과 블랙홀을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천체물리학자들은 각각의 지도를 비교
하여 우주에 있는 수백만 개의 X선 발원체의 가변성을 추적할 수 있다.
우주 천문 관측의 주요 연구 과제는 우주의 구조를 조사하고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록적 관측 감도와 관측 과
정에서 발견될 다양한 X선 발원체에 대한 방대한 표본은 새로운 발견에 대한
큰 잠재력을 가지며 현대 고에너지 천체물리학 전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
게 할 것이다.
현재 장비 조립 및 개발 단계에 있는 ‘스펙트르’ 시리즈 프로젝트에는 외국
파트너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러시아와 서방의 일부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13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우주연구소 미하일 사츠콥 부연구원
장은 언론에 영국의 E2V사와 러시아가 제재 대상이 된 ‘스펙트르-UF’용 전
자제품 수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영국으로부터 비행 제품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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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인 방사선 수신용 전자 블록을 입수했다는 것이다. 현행 계약에 따르면 모
든 장비의 공급은 2022년에 완료되어야 한다.173)
‘스펙트르-UF’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국제 파트너는 다음과 같
다.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 스페인 산업기술개발센터(CDTI: The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독일 항공우
주센터(DLR: Deutsches Zentrum fur Luft- und Raumfahrt), 튀빙겐 천
체학 및 천체물리학 대학교, 우크라이나 국가우주청 등이다.
천문관측용 위성 ‘스펙트르-UF’의 주된 장비는 러시아와 일본이 제작한
WSO-UV(WUVS) 분광기 블록이 장착된 1.7m짜리 망원경이다. 이 WUVS
분광기는 다음의 4개 채널로 구성된다.
 115~176nm 범위에서 고해상도(R~50,000)로 에셸 분광을 보장하는
진공 자외선 에셸 분광기 VUVES(러시아)
 174~310nm 범위에서 고해상도(R~50,000)로 에셸 분광을 보장하는
자외선 에셸 분광기 UVES(러시아)
 115~305nm 범위에서 긴 슬릿으로 저해상도(R~1,000) 분광을 보장
하는 긴 슬릿 분광기, LSS(러시아). 공간 분해능은 0.5각초(최적값은
0.1각초)
 원하는 정확도로 산소 스펙트럼선들을 통과시키는 외계행성 관측을 위
한 지구형 외계행성 관측용 UV분광기 UVSPEX(일본)

감응형 카메라인 FCU WSO-UV Field Camera Unit은 러시아와 스페인
전문가들에 의해 생산된다. 해당 카메라는 2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은 독립적 측정 거울에 의해 구동되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다.
173) “РАН: Британия обошла санкции на экспорт космической электроники в Россию”
(13 сентябр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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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행성 연구를 위하여 러시아의 러시아우주연구소, 러시아 과학아카데
미 우주과학연구소와 일본의 NAOJ, 릿쿄 대학 연구소로 이루어진 그룹은 외
계행성 직접 이미지 관측을 위한 항성 코로나그래프(Stellar coronograph)
라는 새로운 장비를 제안하였다.
‘스펙트르-M’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보다 더 힘든 재정적 환경 속에서
생겨났다. RIA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레베데프 물리연
구소 천문우주센터장 니콜라이 카르다셰프와 미국 측은 러시아 궤도 망원경
‘스펙트르-M’(‘밀리메트론’)용 격자형 검출기 제작 작업을 중단했다. 이외에
도 카르다셰프 센터장은 인터뷰에서 재정 지원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프
로젝트 기한이 연기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언론은 “이러한 언급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외국 파트너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밀리메트론’ 제작을 시작했다. 그 후 NASA 경영진
측에서 발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프로젝트에는 자금을 투자하지 않을 것
이라는 이유로 장치 제작 작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라는 내
용의 카르다셰프 센터장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174) 그는 또한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및 중국 대표들도 동일한 이유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
다고 언급했다.
재정 지원과 발사 불확실성 외에도 제재와 관련한 오해가 주기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회사는 미국 소유자에게 인수된 이후 해당 천문 물
리 우주 관측장치용 탄소섬유의 러시아 수출을 거부했지만 해당 제품을 생산
하는 일본 공급자가 프로젝트를 도왔다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천문우주연
구소 물리연구소 라리사 리하체바 부소장이 RIA 통신에서 밝힌 바 있다.175)
또한 라리사 리하체바 부소장은 “2012년 전까지 우리는 ‘스펙트르-M’ 관
174) “В США приостановили изготовление приборов телескопа “Спектр-М””(18 июня
20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8).
175) “США отказались поставлять углеволокно для российского спутника-обсерватории
«Спектр-М»””(18 августа 20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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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장비 안테나 패널용 고모듈 탄소섬유를 공급하던 영국 회사와 협업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회사를 인수하고 일 년간 거절의사를 표시한 서신을 보내
왔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계약은 러시아항공우주재료연구소에 탄소섬유 판매 면허를 발급한
일본의 ‘스미토모(Sumitomo)’ 그룹과 체결되었다.
리하체바 부소장은 프로젝트를 이해한 서방 공급업체가 협력을 재개한 반
대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리하체바 부소장은 “푸시치노 지멘스(Simens)
사의 정밀도 2미크론의 뛰어난 접촉식 측정기가 있는데, 러시아는 일 년간 독
일 측에 문을 두드리며 최종 사용자 의무 준수를 지킬 것이며 연구소에는 군
사장비가 없고 오랫동안 외국 회사와 협력해오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후에야 독일 측에서 연구소 측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176)라고
전했다.

8.5 발사 인프라 국제협력
우주활동 지상 인프라 건설 및 작동 지원 분야의 주요 국제협력에는 다음
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다.
 해상 발사대 ‘씨런치(Sea Launch)’
 기아나 우주센터의 ‘소유즈’ 발사대
 한국의 ‘나로’우주센터

해상 발사기지인 ‘씨런치’는 국제 컨소시엄 프로젝트로 부유식 해상 플랫

176) “США отказались поставлять углеволокно для российского спутника-обсерватории
«Спектр-М»”(18 августа 20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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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에서 ‘제니트-3SL’를 발사한다.177) 우주선 발사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대
양인 적도까지 발사체와 발사대를 운반하는 이 프로젝트 구상은 러시아 측이
제시했다. ‘씨런치’는 1995년에 미국의 보잉(Boein, 지분 40%), 에네르기아,
노르웨이 조선사인 크베너(Kvaerner, 현 에이커 솔루션스(Aker Solutions,
지분 20%), 우크라이나 설계국 유즈노예(Южное, 5%) 및 제작사 유즈마쉬
(Южмаш)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보잉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았으며 탑재체 블록 제작 및 운용, 미
국의 롱비치에 위치해 있는 기지항구의 접안시설 기획 및 건설과 마케팅, 발
주자들과의 협력 임무를 담당했다. 에네르기아 역시 총괄 책임을 수행했다.
에네르기아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상단 로켓 DM-SL을 제작
했다. 노르웨이 크베너는 해상 석유 채굴에 사용되었던 해상 플랫폼을 개조
하는 작업과 새로운 지휘선을 건조하고, 그 자회사인 바버 크베너(Barber
Kværner)는 운용을 맡았다.178)
해상 우주 발사기지 ‘씨런치’는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프로젝
트이다. 그 웅장한 실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알리예브(Алиев)
와 레고스타예브(Легостаев)(2014)는 ‘씨런치’는 미국에서 20세기 우주 프
로젝트 중 가장 뛰어난 프로젝트로 평가받았다고 지적했다.
1999~2014년 동안 해상 플랫폼에서 36번의 우주발사가 이루어졌고 그
중 2번은 사고로 끝났고 1번은 일부 성공으로 마무리되었다. 연평균 발사 횟
수는 2.4회이다.
2009년 ‘씨런치’는 파산신청을 했다. 미국 파트너들은 ‘씨런치’의 채무 불
이행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했다. 회사의 주요 부채는 ‘보잉’에 대한 부채였
다. 파산 절차 과정에서 ‘씨런치’에 대한 통제권은 발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했
177) КБ «Южное» вебсайт, “КБ «Южное»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ограмме
«Sea Launch»”(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5).
178) Алиев, Легостаев, и Лопота(2014), сс.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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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에네르기아’로 넘어갔다. 2014년 마지막 발사가 이루어졌으며 ‘씨런치’
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179) 2018년 ‘씨런치’ 매도 계약이 마무리
된 후 ‘S7’ 기업 그룹이 해상 플랫폼과 지휘선 및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지상
인프라의 소유주가 되었다.180) 2020년 4월 ‘S7’그룹의 소유주인 블라디슬
라브 필레브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씨런치’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발
표했다.181)
국제협력의 명백한 성공사례는 기아나 우주기지의 발사대 건설과 운용이
다. 이는 우선적으로 유럽우주국으로서는 중형 발사체에 발주자들의 유효 탑
재물을 탑재해 발사함으로써 우주발사 시장 전체를 완전 점유하는 데 있어 필
요했고, 러시아로서도 추가 주문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182) 유럽우
주국은 2003년 소유즈를 기아나의 쿠루 우주기지에서 발사하기로 결정을 내
렸다. 또한 ‘아리안스페이스’는 ‘소유즈’급 로켓을 기아나 우주기지의 발사장
에서 발사하는 독점적 권리를 획득했다.
‘소유즈’-‘소유즈-ST-A’(‘소유즈-2.1a’ 기반) 및 ‘소유즈-ST-B’(‘소유즈
-2.1b’ 기반)라는 2개의 개량 로켓을 위한 발사장 건설 협력이 이루어졌다.
발사체 개량은 운용 조건(고습도, 해상 운송, 다수의 곤충 등), 발사 시 안전에
대한 유럽우주국의 규정 및 원격측정시스템과 유럽 표준규정의 호환성 등 운
영 조건에 따라 진행되었다. 2011년 10월 21일 기아나 우주기지로부터 유럽
항법시스템용 ‘갈릴레오-IOV’의 위성 2개를 실은 발사체 ‘소유즈-ST-B’의
첫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발사장 구조물에는 플레세츠크와 바이코
누르에 설치된 적 없는 모바일 서비스 타워가 포함되었다. 해당 구조물은 기
179) “Чемодан без ручки: почему «Морской старт» оказался никому не нужен”(3 сентября
20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6).
180) Сопов,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S7 Space. ««Морской старт» — имиджевый проект
для Росси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5).
181) Филев,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S7 Group. Неправильно ставить
коммерсанта в ситуацию, когда его точно посадят(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5).
182) Arianespace вебсайт, “Soyuz, Users Manual. Issue 2”(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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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조건 악화로 인해 로켓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아리안스
페이스’ 사장은 2011년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로켓제작자들과 프로
젝트를 추진하는 데 든 최종 비용은 약 4억 유로라고 밝혔다. 제작 비용은 약
3억 4,400만 유로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중형 로켓 자체 라인을 개발하는 데
30억에서 50억 유로를 지출해야 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의 여러 장점 중
하나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영토에서는 발사할 수 없는 기밀 부품이 포함된
유효 탑재물을 프랑스 영토의 기지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183)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25차례 발사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한 번만 부분 실
패로 끝났다. 쿠루 기지에서 소유즈를 이용한 유럽우주국과의 협력의 결과로
러시아는 연평균 2.5회 꾸준히 발사할 수 있었고 부품 결함으로 러시아 로켓
발사가 몇 차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184) 이는 매우 드물었으며 발사 전
에 기술자들에게 발견되어 큰 기술적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다.

8.6 수색 및 구조 시스템 분야 국제협력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여러 국가가 참여하여 운용하는 국제 위성 추적 구조
시스템인 ‘코스파스-살새트(С-S: COSPAS-SARSAT)’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식 명칭은 러시아어와 영어의 약어인 코스파스(COSPAS, 러시아 구조신호
감시위성)와 살새트(SARSAT, 캐나다ㆍ프랑스ㆍ미국 연합의 구조신호 감시
위성)를 합친 말로, 위성을 이용하여 조난신호를 감지하고 위치를 파악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위성 추적 구조 시스템이다.
국제 위성 추적 구조 시스템인 코스파스-살새트는 2가지 전제조건을 바탕
183) “A rocket abroad - Soyuz in French Guiana”(18 октяря 20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5).
184) “Рогозин сообщил о бракованной детали в ракете “Союз” на космодроме Куру”(24
ноябр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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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축되었다. 그중 하나가 20세기 들어 비행과 항해 수가 증가하면서 조
난 시 구조신호 탐지를 위하여 저궤도위성을 사용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1970년대 조난신호 탐지 및 재송신을 위한 통신 연구는 주로 프랑스, 캐나
다, 미국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선박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소련의 계획
은 외국 파트너들의 의지와 일치했으며, 1979년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캐나다 정부통신부, 미국 NASA, 소련의 해군 사이에 양해각서가 처음으로
체결되었다.
1982~2017년까지 코스파스-살새트에 의해 4만 명 이상의 인명이 구조되
었고 1만 3,000번 이상의 구조작업이 수행되었다. 소련이 붕괴된 후에는
1992년 1월부터 러시아가 국제위성 수색 및 구조 시스템 임무를 이어받았
다. 이 시스템에 정지궤도위성인 러시아 중계위성인 ‘루치-5A’와 ‘루치-5V’
를 도입하여 신호 감지 시간이 90~1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었다.
국제 위성 추적 구조 시스템인 코스파스-살새트는 위성 부분과 지상 부분
으로 나뉜다. 위성 부분은 저궤도, 중궤도 및 정지궤도 위성으로 이루어지며,
저궤도 위성단은 완전 가동 모드로 작동하는 5개의 위성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하나는 러시아 위성인 ‘메테오르-M’이다.185)
2021년 2월 부표 신호 재전송 기능을 지닌 유효탑재물이 장착된 ‘아르티
카-M1’ 기상위성이 저궤도로 발사되었다.186) 해당 위성의 장점은 코스파스살새트의 정지궤도 위성단이 포착할 수 없는 지구 북극 지방을 관측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아르티카-M1’의 발사는 예정보다 상당히 지연되었다. 애초 계
획에 따르면 해당 위성은 2015년에 궤도로 진입해야 했지만, 미국의 대러시
아 제재로 인하여 2021년에야 발사할 수 있었다.187) 현재 이 위성은 아직 코
185) COSPAS-SARSAT вебсайт, “Current Space Segment Status and SAR Payloads”(온라인 자
료, 검색일: 2021. 7. 10).
186) “Спутник «Арктика-М» выведен на целевую орбиту”(28 февраля 2021),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7. 10).
187) “«Арктика» попала под санкции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2 ноября 20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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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스-살새트의 우주 부분에는 속하지 않는다.
코스파스-살새트의 정지궤도 위성단은 12개 위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1/3이 러시아 위성188) ‘엘렉트로-L-2’, ‘엘렉트로-L-3’, ‘루치-5A’ 및 ‘루치
-5V’이다. ‘엘렉트로-L-3’은 1차 테스트 준비 상태에서 작동 중이며 ‘루치
-5V’는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러시아 정지궤도 위성은 완전 가동 모
드에서 작동 중이다.
코스파스-살새트의 중궤도 위성단에 속하는 러시아 위성들은 테스트 모드
에서 가동 중이다. 이들은 글로나스 시스템 차원에서 발사되었으며 위성단
규모로 볼 때 러시아 위성은 전체 49개 중 3개로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8.7 러시아의 국제우주기구 참여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주 분야의 주요 국제기구에는 ‘인터
스푸트니크(Интерспутник)’, ‘인말샛’, ‘세계기상기구’, ‘국제우주항행연맹’,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이 있다.
‘인터스푸트니크’는 1971년 11월 15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
들이 서방국가들이 창설한 국제통신위성기구인 ‘인텔샛’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제위성통신기구이다.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산된 후 ‘인터스푸트
니크’에 참여하는 회원국이 바뀌어 오늘날에는 구소련 및 개발도상국가들과
독일, 폴란드와 인도, 체코 등 2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인터스푸트니크’ 회
원국들은 국제 시스템 및 우주통신기구 ‘인터스푸트니크’ 창설에 관한 협정
과 특정 협력 분야에서 유효한 국가 간 경제기구의 법적 지위, 특권 및 면제에

188) COSPAS-SARSAT вебсайт, “Current Space Segment Status and SAR Payloads”(온라인 자
료, 검색일: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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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통신우주 시스템 조직 및 운영 보장에 대한 의무를 지
며 그 이용 권리를 갖는다.189)
러시아의 ‘인터스푸트니크’ 참여 기관은 소련의 라디오방송 및 라디오통신
기관이 추후 개편되면서 만들어진 국영기업 ‘러시아 위성통신’이다.190)
‘인말샛’은 1979년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생물 보호용 위성통신망 구
축을 위해 설립한 기구이다. ‘인말샛’은 전 지구에 고속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
공하며,191) 항공 및 해양, 국가 및 기업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한다.192) ‘인말
샛’의 위성 그룹은 14개의 정지궤도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말샛’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 문서는 국제 해양 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
정이다. 이 협정은 인말샛의 목적, 이용 절차, 운영 구조, 접근법 등 시스템의
기본 측면과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193)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인말샛’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는 ‘모르스뱌지스푸트니크’이
다.194)
세계기상기구는 지구 대기의 상태 및 역학, 대기와 육지 및 세계 해양과의
상호작용, 기상, 기후 및 수자원의 최종 분배를 담당하는 UN기구이다. 기단
(air mass)과 수괴(water mass)의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이동은 기상학 및 수
문학 분야 글로벌 협력의 전제조건이며 이러한 협력은 관측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는 세계기상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상 데이터의 국제 교류를 보

189) Интерспутник вебсайт, “Об организаци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190) “ГП КС и МОКС «Интерспутник»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кооперации в вопросах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рбитально-частотного ресурса”(14 ию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2).
191) Inmarsat вебсайт, “Satellit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192) Inmarsat вебсайт, “Who were ar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193) Электронный фонд правовых и нормативно-техн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Конвенция 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морской спутниковой связи(ИНМАРСАТ)(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194) Морсвязьспутник вебсайт, “Деятельност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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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의무를 갖는다. 2002년 2월 8일 러시아 연방정부 법령 94호에 의거하
여 러시아 기상청이 해당 임무를 이행할 의무를 맡게 되었다.195)196) 또한 해
당 협정에 의해 러시아 위성 2대가 포함된 ‘글로벌 관측 시스템(Global
Observing System)’의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진다.197)
기상관측 분야에서 러시아는 유럽기상위성기구(EUMETSAT)와도 협력하
고 있다. 유럽기상위성기구는 독일에 본부를 둔 정부 간 기구로서 유럽 30개
국과 터키가 소속되어 있다. 유럽기상위성기구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협
력해 제작 및 운용되고 있는 기상관측 위성인 유럽 및 아프리카 상공에 떠있
는 ‘메테오샛(Meteosat)-9, -10, -11’과 인도양 상공에 있는 ‘메테오샛-8’,
3개의 극궤도 위성인 ‘메테오르’를 관리하고 있다.198)
유럽기상위성기구와 러시아의 협력은 ‘기상 분석과 예측용 데이터 및 기상
위성물품 교류와 협력에 관한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와 유럽기상위성기구
간 협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협정에 따라 각 조항의 이행 책임은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산하 러시아 기상청 ‘로스기드로메트’가 맡게 되었
다.199)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와 유럽기상위성기구 간 협정은 협력 분야를 결정
하고 러시아와 유럽 기상위성에서 송신된 기상 데이터 분석과 예측 및 기후
연구를 위해 유의미한 데이터와 물품을 교류하는 정책과 조건을 마련하는 것
이다.200)
195) Электронный фонд правовых и нормативно-техн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Конвенция
ВМО(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19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08.02.2002 № 94(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197) WMO вебсайт, “WMO Space Programm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198) EUMETSAT вебсайт, “Who we ar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3).
199)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гидрометеорологии и мониторингу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ебсайт, “О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е по гидрометеорологии и мониторингу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3).
200)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Европе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их
спутников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обмене данными и продукцией с 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и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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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항행연맹(IAF)은 1951년 여러 국가의 우주 연구자들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 비정부 비영리 과학기구이다. 해당 연
맹에는 71개국의 40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러시아에서 참여하
는 기관은 17개이다. 이 연맹에 가입하면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다루는 행정
및 기술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제우주항행연맹은 기업과 기관들이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저널 등 회원기관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제공
한다. 국제우주항행연맹과의 협력 차원에서 해외 연구자들과의 상호작용 및
기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른 도구들도 활용할 수 있다.201) 또한 각 기관은
국제우주항행연맹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국제우주항행연맹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
유엔 외기권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COPUOS)는 1959년 UN총회에
서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평화, 안보 및 발전을 위한 우주탐사 및 사용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해당 위원회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공간
사용에서 국제협력 감독, 우주활동 연구, 우주탐사 프로그램 장려 및 우주공
간 탐사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이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무선통신이 발전하면서 주파수 대역 할당 없이는 원활한 네트워크 및 기술
협력에 위협이 발생하리라는 세계적인 문제가 생겨났다. 글로벌 통신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한 무선주파수 대역 사용에 대한 협정 규정 및 표준을 구상해
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잠재
력을 지닌 모든 주체 간의 세계적 합의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1865년 UN
전기통신 부문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설립되었다. 국제전기통신연
합에는 193개국과 전 세계 900개 이상의 기업, 대학,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спутников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анализе и прогнозе погоды(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201)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стронавтическая федерация вебсайт, “Welcome Kit for Member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3).
202)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стронавтическая федерация вебсайт, “The IAF Alliance Programme”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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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회원이 가입하고 있다.
무선전신국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스펙트럼 이용 관리의 기본 과제이
며 모든 무선통신 기관에 필요한 것이다. 주파수 사용을 관리하는 국가의 행
정부, 기관 및 협회는 무선통신을 위한 주파수 할당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도
록 규정되어 있다. 러시아에서 무선 전자장치 등록 및 면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연방통신, 정보기술 및 대중매체국이다. 또한 2003년 7월 7일 No.
126-FZ ‘통신에 관한’ 연방법 24조 3항 및 러시아 연방 무선 주파수 위원회
의 2016년 11월 7일 No. 16-39-01 결정과 할당된 무선주파수 대역 내의
무선주파수 혹은 무선주파수 채널 할당(지정) 결정 채택 절차 제39항에 따라
로스콤나조르(러시아 연방통신ㆍ정보기술ㆍ매스컴 감독청)가 무선주파수 및
무선주파수 채널을 할당(지정)하는 국가 서비스 담당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무선전자장치 및 고주파 장치 등록 규정과 등록대상 무선전자장치 및 고주
파 장치 목록은 2004년 10월 12일 정부령 제539호에 의해 승인되었다.203)
러시아의 해당 규정에는 기술 및 행정 문제, 주파수 경매 시행 절차, 면허 발
급 비용, 관세 및 벌금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러시아 내 면허 발급 절차
는 2015년 4월 21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의 결정인 ‘비관세 규제 조
치에 관한’ 제30호의 제2장 6절 ‘내장된 또는 기타 제품에 포함된 민간 무선
전자장치 그리고(또는) 고주파 장치’ 항목에 규정되어 있다.
주파수는 러시아 법률이 정한 제한 조건에 맞게 할당된다. 일부의 경우 특
히 접경 지역의 주파수 할당 과정에는 국제적인 주파수 조정이 필요하다. 반
면 할당된 주파수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스펙트럼은 여러 정부 부처와 무선통
신국 및 기지국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국제 주파수 조정 절
차는 지상국용 무선 할당 조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지침인 ‘ITU-R SM. 1049’
20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2 октября 2004 года № 539 «О порядке
регистрации радиоэлектронных средств и высокочастотных устройств»(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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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에 나와 있다. 타 사용자가 생성하는 전파장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
다고 여겨지는 국제 스펙트럼의 할당 주파수를 등록하는 것은 주무관청의 이
익에 부합하게 시행된다.
대부분의 경우 주파수는 신청자와 기존 사용자 모두가 전파장해로부터 보
호된다는 조건하에서 신청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
파수를 선정하여 할당한다.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최대한 많은
수의 잠재적 주파수 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204)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
다(신청서는 무선전신국 및 전신국 기관에 따라 다르다). 대개 주파수 할당 신
청서는 보다 일반적인 면허 발급 신청 과정의 일부이다. 정부기관에서 주파
수 할당을 요청하는 경우와 같이 제재 또는 허가만 필요할 경우 주파수 할당
에 필요한 정보는 면허 발급을 위한 정보와 유사하지만 행정 정보나 사업 관
련 정보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주파수 할당 절차가 완료되면 면허세 및 여타 세금을 납부한다는 조건하에
면허가 발급된다.
송신 및 수신국에 주파수를 할당한 후 신청서에 적힌 모든 행정, 기술 및 운
용 데이터는(주파수 할당 과정 중 수정되는 내용 포함) 국가 주파수 등록 원부
에 입력되어야 한다. 해당 등록 원부는 추후 다른 사용자를 위해 주파수를 선
정할 경우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아니라 국가 스펙트럼 계획이 다양한 사용자
의 실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 자료
로서도 사용된다.
주파수 할당 및 면허 발급 절차 외에도 스펙트럼 사용을 규제하는 기관은
일부의 경우 Wi-Fi, Wi-MAX, RFID, 초광대역무선(UWB) 및 여타 근거리
통신시스템과 같은 일부 장치의 주파수 사용에 필요한 면허 취득 요건을 면제
204) НИИ Радио вебсайт, “Справочник по управлению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пектра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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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205)
최초로 우주선을 발사한 이후부터 우주활동과 관련하여 존재해온 가장 중
요한 문제는 근지구 우주공간의 오염이다. 우주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국가들
은 처음에는 이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했다. 발사장 장소 선정 요건 중 하나로
인구 밀집지역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요건 등이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내부 규제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주쓰레기가 내포하
는 위협은 우주산업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
기 때문이다.
우주쓰레기 문제는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 문서는 1996년 12월 19일 채택된 ｢달
과 그 밖의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 국가활동을 규제하
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다.206) 해당 문건에는 우주쓰레기라는 개념은 없지만
‘우주비행물체 및 그 구성 요소가 야기하는 손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이
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해당 조약은 우주탐사 분야에서 국제관계의 주요 쟁
점을 정의하고 있지만 우주비행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나
발생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제
공하지 않는다.207) 또 다른 문건으로는 1971년 11월 29일 채택된 ｢우주비
행물체에 의한 피해에 대한 국제 배상 책임 협약｣이 있다. 해당 협약은 28개
조항으로 이루어지며 우주비행과 관련한 국제관계를 보다 완전히 조율한다.208)
전적으로 우주쓰레기 문제를 다룬 최초의 정부 간 문서 중 하나는 유엔 외
205) НИИ Радио вебсайт, “Справочник по управлению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пектра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2).
206) Договор о принцип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и использованию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ключая Луну и другие небесные тела(196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207)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блемы загрязнения космоса”(5 января 20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08) Конвенция О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ущерб, причиненный
космическими объектами(197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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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가 1999년 발행한 우주쓰레기에 대한 1998
년 12월 14일자 기술 문서가 있다.209) 해당 문서는 우주쓰레기의 측정, 분
류, 모니터링 및 목록 작성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주공간에서 쓰레기
이동 시뮬레이션과 위험상황 예측 문제도 검토하고 있으며, 우주쓰레기의 위
험도를 평가하고 우주공간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보호법과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궤도상에 쓰레기 증가를 막기 위하여 UN은 2003년 우주쓰레기 생성 방지
지침을 발표했다.210) 2002년 11월 29일자 이 지침은 우주쓰레기가 가장 위
협이 되는 근지구 우주공간의 보호구역을 규제한다. A구역은 지구 표면에서
고도 2,000km까지의 지구 주변 구역이고, B구역은 지구동기구역이다. 지구
동기구역이란 적도면의 양방향 궤도경사각이 15도이고 높이가 지구정지궤
도로부터 +/-200km 사이의 구표면으로 정의한다. ｢UN 우주쓰레기 생성방
지지침｣에 따르면 우주선이 수행하는 정규 작업 중 쓰레기 분리 제한, 비행
작업 중 훼손 가능성 최소화, 비행 프로그램 수행 후 인공물은 궤도에서 제거
하고 궤도 내 충돌을 방지하는 방안이 주요 조치로 제시되어 있다.

209) ООН(1998), Проект технического доклада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подкомитета о
космическом мусоре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210) Руководящие принципы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космического мусора,
разработанные Межагентским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м комитетом по космическому
мусору. ООН(200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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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한ㆍ러 공동 우주 프로젝트 평가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우호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왔으며 2021년에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했다. 양국이 수교한 1990년 한
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글라브코스모스(Главкосмос, 소련 시절 우주
활동 분야를 담당하던 기관)’ 간 우주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
되었다. 10년이 지난 2000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러시아 발사체 지
상시험 전문기관인 니히마쉬 간 우주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
다(인재 교류 사업 차원의 우주동력장치에 관한 기술협력).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체결한 한ㆍ러 우주기술
협력협정은 우주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에 기반을 마련한 첫 번째 유의
미한 문서가 되었다. 해당 협정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 및 이용에 있
어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후 2006년에는 한ㆍ러 우주
기술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양국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발사체 공동 제작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11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러시아 ‘흐루니체프’ 우주항공연구생
산센터, 로켓엔진 제작사 ‘에네르고마쉬’, 로켓 지상장비 제작사 ‘KBTM’과
한국우주발사시스템(Korea Space Launch System)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
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KSLV-Ⅰ’을 제작하기 위한 러시아 전문
가들이 참여하는 한ㆍ러 우주협력 공동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흐루니체프’가 제작한 로켓 모듈인 ‘URM-1’에 기반해 발사체
의 1단을 제작하고, 2단은 한국 측에서 제작을 맡았다. 2009년 8월 25일 한
국형 우주발사체의 제1차 발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 번째 발
사 시도는 페어링이 비정상으로 분리되고 그로 인한 중량 과부하로 탑재되어
있던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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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사는 10개월 후에 이루어졌다. 첫 발사 실패 이후 연구진은 주요
기능품의 결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선망(Wire Harness)과 페어
링 구조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발사 역시 발사체 1단과 2단을 연결하
는 부분에서 과다 진동 및 기타 이상 작동이 발생하여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
았다.
이후 2년 반을 더 준비한 끝에 2013년 1월 30일 세 번째 발사가 이루어졌
다. 이번에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발사체의 1단과 러시아 엔
진은 물론 한국 측에서 제작한 2단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그 결과 시험
위성 ‘STSat-2C’가 지구 저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
한국이 제작한 위성을 페이로드로 탑재한 ‘KSLV-I’의 제작과 발사는 한국
우주산업 발전사에 남을 성공적인 국제협력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
트를 통해 한국은 마침내 자국 영토에서 자국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나
라로 구성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에 11번째로 진입하게 되었다.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KSLV-I’를 개발하고 발사하는 프로젝트는 양국
협력에 있어 가장 규모가 큰 협력 사업이었지만, 양국의 실무 협력은 그 외에
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3년 9월 27일에는 한국의 과학기술 위성 1호인
‘STSat-1’이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주센터에서 ‘코스모스’ 로켓에 실려 발사
되었다. 이 위성은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Satellite Technology Research
Center)가 개발 및 제작한 것으로, 무게 120kg, 용도는 천체 우주 관측 등 학
술 연구이다.
한국은 우주발사 시장에서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한국이 이스라엘 ELOP사와 공동 개발한 다목적 실용위성 2호(KOMPSAT2, 별칭 아리랑 2호)는 2006년 7월 28일 발사체 ‘로콧’에 실려 러시아 ‘플레
세츠크’ 우주기지에서 발사되었다. 무게가 800kg에 달하는 ‘아리랑 2호’는
1m 흑백 영상과 4m 다중파장대의 지표면 디지털 컬러 영상 이미지 수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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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다. 위성의 특징은 한 롤당 12만 km2까지(533장) 장기 연속 촬영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해당 위성은 최대 1:10,000 축척의 지도뿐 아니라 지형 및 특수 지도를 제
작ㆍ갱신할 수 있으며, 수송 인프라와 석유 및 가스채굴 시설 건설 현황을 파
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림 관리를 비롯해 산림 상태 확인 및 평
가, 농경지 목록 작성과 토지 이용 및 정밀 농업계획 작성, 향후 도시개발계획
과 지방 토지계획 구상, 교통ㆍ에너지 및 정보통신 상태 조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2006년 8월 22일 해상 발사대 ‘씨런치’ 플랫폼에서 ‘제니트-3SL’ 로켓이
한국통신위성 코리아샛-5(별칭 무궁화 5호)를 궤도에 진입시켰다. 한국의
KT(Korea Telecom)가 소유한 이 통신위성은 민군 겸용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및 민간 사업자에게 TV 채널 신호를 중계하고 위성통신을 제
공하는 용도이다. 해당 위성은 KT가 주문하여 프랑스 알카텔 알레니아 스페
이스(Alcatel Alenia Space)사가 ‘스페이스버스-4000C1(Spacebus-4000C1)’
플랫폼에 기반하여 1억 7,000만 달러를 들여 제작하였다. 통신 탑재체로는
24개의 Ku-대역 중계기, 4개의 Ka 대역 중계기 및 8개의 SHF 대역 중계기
를 갖추고 있다.
2009년 7월 29일 아랍에미리트 고등과학기술연구원의 주문을 받아 한국
의 세트렉아이(Satrec Initiative)가 제작한 지구 관측 위성 ‘두바이샛-1’이
‘드네프르’ 발사체에 실린 5개의 위성 중 하나로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되었다. 해당 위성의 주 용도는 기후 현상과 환경 모니터링이다. 1차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성에 5m 해상도로 흑백 및 다중파장대(컬러)의
2개 모드로 작동하는 광학 전자 장치 DMAC(DubaiSat Medium-sized
Aperture Camera)가 탑재되어 있다.
한국은 2010년부터 세계 우주발사시장에 발사 서비스 소비자로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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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하여 위성 발사를 하지 않은 기간이 극히 드물 정도로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다(표 9.1.1 참고).

표 9.1.1 다른 국가의 발사체를 이용한 한국의 위성발사 현황
발사
연도

한국

유럽연합

인도

2003
2004

러시아

미국

1

1
로콧

제니트 3SL

2

드네프르

1

아리안 5

2

2회 발사

2012

H2A202

2013 KSLV-I

소유즈-2.1a

2014
2015
2017

아리안 5

2018

아리안 5

2020

아리안 5

2

드네프르

1

드네프르

1

팔콘 9
PSLV-XL

2

팔콘 9 b5

2회 발사

1

드네프르

H2A202

5
1

소유즈-2.1a

2021

3

위성 3기
6

총계
1

2009

총계

일본

코스모스

2006

2010

우크라이나/러시아

2

6

2

5

2

23

자료: KARI, NASA, ESA, ГК «Роскосмос», JAXA, ISRO, SpaceNew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7)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앞서 언급했듯이 2013년 1월 30일 최초로 한국 발사체에 실려 ‘STSAT2C’ 위성이 고도 약 300km의 목표 타원궤도에 진입했다. 무게 100kg인 해
당 위성은 1년간 우주에 머물며 다양한 목적의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위성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 대표 과학기술연구소인 카이스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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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는데, 위성이 수행할 실험과 연구를 위한 실험 및 장비 목록은 다음
과 같다.
 LRA(Laser Retro-reflector Array): 레이저를 이용한 선박 위치 파악
 SREM(Space Radiation Effects Monitor): 궤도상 방사선량 측정
 랭뮤어 탐침(Langmuir probe): 저궤도에 존재하는 플라스마 특성 연구
 FSO(Femtosecond Laser Oscillator): 레이저 발진기
 RWA(Reaction Wheel Assembly) IRS: 적외선 센서(반작용 휠 조합체)

2013년 4월 19일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러시아 발사체 ‘소유즈-2.1a’
에 실린 위성 중 하나로 1kg 무게의 한국 아마추어 무선 큐브 위성 ‘OSSI-1’
이 발사되어 궤도상에서 3개월 동안 작동한 바 있다.
2013년 8월 22일 무게 1,400kg의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 5호(KOMPSAT5)가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우크라이나 로켓 ‘드네프르’에 실려 발사되
었다. 이 위성은 한국 최초의 레이더 지상 관측 위성으로 ‘다목적 실용위성-3’
과 동일한 제작자들이 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주 과제는 국가 관측 시스
템 개발 지원이다. ‘다목적 실용위성-5’는 2005년 중반부터 개발되기 시작
하여 2013년에 발사되었다. 위성의 주 장비는 다음과 같다.
 Corea SAR(COSI: COrea SAR Instrument)는 무게 520kg의 한국형
합성개구레이더로, X밴드 9.66G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한다. 해당
레이더는 1m, 3m, 20m에 해당하는 해상도로 1m, 3m, 20m 폭으로
수신 신호를 절단해 해당 직경 및 더욱 큰 크기의 물체를 포착할 수 있
다. 물체의 이미지는 3m~30km까지 표준 해상도 모드로 촬영된다. 지
표면 촬영 시 최대 조합을 사용하면 관측 폭은 5km까지 내려간다. 20km
조합을 사용하면 관측 폭은 100km까지 증가한다. ‘Corea SAR’ 레이
더는 프랑스-이탈리아 업체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사가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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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영상은 보안이 유지된다.
 AOPOD(Atmosphere Occultation and Precision Orbit Determination)
는 대기에서 신호의 굴절도 및 정밀한 궤도 좌표를 측정한다. GPS 시스
템과 통합된 IGOR(Integrated GPS Occultation Receiver) 수신기
는 4.2kg으로, 대기에서 신호의 굴절도 및 해당 데이터를 궤도상에 위
치한 ‘다목적 실용위성-5’로 반환하기 위하여 궤도의 특성을 판단한다.
GPS 위성으로부터 전달된 L1 및 L2 대역의 신호 모니터링도 수행된다.
위성의 정밀한 궤도 결정을 위한 GPS 신호 사용 외에도 IGOR 수신기
는 신호가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어떻게 굴절되는지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AOPOD에 있는 또 다른 장치는 4개의 프리즘으로 구성된
레이저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안테나이다. 이를 통해 위성으로
부터 나오는 레이저의 반사를 토대로 지구에서 위성궤도의 고도를 특정
할 수 있다.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의 신호 굴절 관측기는 무게 5kg에 소비전력은
22와트이다. 수직축 최고 분해능을 토대로 온도와 습도를 탐지하며 전
리층의 전자를 연구하기 위한 용도이다.

2013년 11월 21일 미국, 한국, 영국 전문가들이 자기권 학술조사 및 연구
목적으로 제작한 무게 4kg의 위성 CINEMA(Cubesat for Ion, Neutral,
Electron, Magnetic fields) 2대가 여타 다른 위성과 함께 러시아 야스니 발
사장에서 우크라이나 발사체 ‘드네프르’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같
은 발사체로 무게 150kg의 ‘STSAT-3’도 궤도에 진입하였다. 이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 및 제작한 다목적 초소형 위성이다. 해당 위성의 과
제는 다음과 같다.
 은하와 우주공간 적외선 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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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표면의 초분광 영상 촬영
 복합 플랫폼, 리튬 이온 배터리, ‘Leon-3’ 탑재 컴퓨터 및 전동 시스
템 기술 테스트

2015년 3월 26일 다목적 실용위성 3A호(KOMPSAT-3A, 별칭 아리랑
3A호)는 우크라이나 발사체 ‘드네프르’에 탑재되어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
서 발사되었다. 이 위성의 기술적 특징은 ‘다목적 실용위성-3’과 동일하며 흑
백으로는 공간 해상도 0.7m, 다중파장대(컬러)로는 2.8m의 해상도로 지표
면 디지털 이미지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위성은 한국형 지구관측
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Korean Multi-Purpose Satellite) 시리즈의 연속
선상에 있다.
2021년 3월 22일 무게 500kg의 한국 위성 ‘CAS500-1’(Compact Advanced
Satellite 500)이 여타 위성과 함께 러시아 발사체 ‘소유즈-2.1A’에 실려 바
이코누르 발사장에서 발사되었다. 주 임무는 흑백 및 다중파장대(컬러)로 이
미지를 수집하는 것이다. 장치의 다중파장대(컬러) 촬영 해상도는 2m이고 흑
백은 0.5m이다.
동일 발사로 연세대학교 천체역학 및 제어연구소의 큐브 위성 품바(Pumbaa)
와 티몬(Timon)도 궤도에 투입되었다. 이 위성들의 목적은 태양 각지름
의 10배가 넘는 영역을 포함하는 태양 코로나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이다. 미
소중력 환경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대학교의 KMSL(Korea
Microgravity Science Lab) 위성도 동일 발사체로 발사되었다.
지금까지 발사 서비스 분야에서 21세기에 우주로 발사된 23기의 한국 위
성 중 11기는 러시아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동 참여한 발사 서비스
를 통하여 구현되었다.
한ㆍ러 협력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러시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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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국 우주비행사들의 유인비행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2004
년 9월에 한국 우주비행사의 우주탐사에 대한 공동 협정이 체결되었다.
2007년 3월부터 12개월간 러시아 스타시티(Звёздный городок, Star City)
에서 한국인 우주비행사 2인에 대한 훈련이 진행되었다. 2008년 소유즈 우
주선에 탑승하여 이소연 우주비행사의 우주탐사가 이루어졌다. 한ㆍ러 우주
비행사들은 비행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공동으로 과학실험을 진행했다.
우주로부터 귀환 시 탄도 궤도에 따라 발생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행 프로
그램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러시아 우주기지 지상장비활용센터
(Центр эксплуатации объектов наземной косм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첸키(ЦЭНКИ, TsENKI)의 전문가들과 한국형 발사체(KSLV-II)의 발사대 설
계를 주제로 기술자문 협의가 진행되었다.
2016년 9월에는 2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로스
코스모스 간 우주공간, 항법, 발사체 및 지상장비 사용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
결되었다.

9.2 한국과 러시아의 국제우주협력 성과
소련과 한국 모두 우주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게 된 1차 동기는 외부 위협
으로부터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 소련은 미국의 경
쟁적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고 한국에게는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는 것
이 과제인 것이다. 러시아와 한국은 현재까지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
행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과 (현)러시아가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경험과 능력에 의존해야 했다면 한국은 우주 분야에서 세계 강대국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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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격차를 줄이고 우주강국 스페이스 클럽에 진입하기 위해 1980년대 말부
터 국제협력을 통해 선진국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초
기 협력대상은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감안한 미국이었으나 한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과학로켓 계열의 KSR(Korea
Sounding Rocket)-1 및 KSR-2 개발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국 최초의 국가 위성인 우리별 1호(KITSAT-1)는 프랑스령 기아나에 위
치한 쿠루 우주기지에서 ‘아리안-4’ 발사체에 실려 1992년 3월 10일에 발사
되었다. 해당 위성은 원격탐사용으로 유망 우주기술실험 용도이다.211) 그다
음 해에 한국 최초의 통신위성인 무궁화 1호(KOREASAT-1)가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 발사장에서 발사되었다.
한국이 자체 발사장에서 자국 위성을 처음 성공적으로 발사한 2013년 이
전까지 한국은 자국의 위성발사를 외국에 맡겨왔으며, 발사 지역은 프랑스령
기아나, 미국, 러시아, 일본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한국은 2012년부터 새로운 우주위성기술을 적극 개발해오고 있으며 위성
정보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지상 기반 인프라도 대폭 확충했다. 한국의 우주 프
로그램은 일기예보, 교통상황 모니터링, 인터넷 데이터 전송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위성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활동 발전전
략에 따라 2021년까지 자체 엔진을 탑재한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II)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해외 파트너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우주발사를 수행하
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정치적 이슈가 국제협력에 미치는 특정 영향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2018년과 2019년 2기의 정지궤도 기상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유
럽의 ‘아리안스페이스(Arianespace)’사를 선정했다.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
211) Железняков и Кораблев(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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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에어버스 디앤에스(Airbus Defence&Space)’, ‘볼 에어로스페이스
(Ball Aerospace)’ 및 ‘노드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에서 공급했
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발사 서비스 공급 후보로 미국과 유럽 업체들을 선
택할 수밖에 없었다.212)
미국의 ‘해리스 코퍼레이션(Harris Corporation)’은 한국항공우주연구
원에 디지털 탑재체를 공급했다. 이 새로운 센서의 주 목적은 태풍 등의 재해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다. 해당 장치는 한국의 정지궤도 복합위성(GEOKOMPSAT-2A)에도 설치된 바 있다. 이는 지역관측 위성보다 4배 뛰어난
해상도로 5배 자주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다. 신기술 시스템은 미국의 정지궤
도환경위성(GOES-R)용으로 개발된 센서로부터 대부분의 규격을 물려받았다.
본 연구진은 한국의 제한된 우주 예산으로 인하여 보다 활발한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우주산업 단위 비용(2012~21년 우주 프로그램 수
행 비용 약 15억 달러 정도)은 다른 우주 강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치이다.
[표 9.2.1]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전 세계 지출구조에 대한 데이터가 제시되
어 있다.

표 9.2.1 글로벌 우주 예산 현황

지표

2019년

2020년

미국 달러(십억)

비중(%)

미국 달러(십억)

비중(%)

국가 투자

95

26.0%

100.7

27.1%

위성 사업자 서비스

123

33.6%

117.8

31.8%

지상 설비 제작

130

35.5%

135

36.4%

위성 제작

13

3.6%

12.2

3.3%

발사체 제작 및 발사 서비스

5

1.4%

5.3

1.4%

총계

366

371

자료: SIA 보고서(2019~2020년)를 바탕으로 작성(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6).
212) “Arianespace победила SpaceX в конкурсе на право запуска двух спутников Южной
Кореи”(14 февраля 20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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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산업의 예산 구조는 세계적 추세와 거의 일치한다. 2020년 한국
우주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우주 분야별 예산 분포는 다음과 같다. 발
사체에 2,331억 원(37.9%), 인공위성 개발에 2,318억 원(37.6%)이 배정되
었다. 이와 같이 우주장비의 생산은 전체 우주예산의 75.5%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위성 활용에 866억 원(14.1%), 기초우주연구에 329억 원(5.3%)이
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등 우주공간 활용 분야에 212억
원(3.4%)과 산업화에 102억 원(1.7%)이 할당됐다.213)
한국의 국제우주시장 진출 전략은 효과적이었으며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
하고 우주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우주 프로그램(계획)이 시행되어 우
주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한국은 국가와 민간의 위성산업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 일환으
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Hanwha Aerospace), 한국항공우주산업(Korea
Aerospace Industries) 및 LIG넥스원(LIG Nex1)은 카이스트로부터 우주
기술을 획득하는 대가로 각각 450만~900만 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활
동의 실질적인 결과는 국가의 비용으로 개발된 과학기술이 민간에게 이전된
다는 것이다. 기술이전은 2024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전되는 기술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위성 간 레이저 통신, 데이터의 레이저 재전송
등과 같은 광학 시스템 제작기술을 필요로 한다. 해당 기술이 필요한 이
유는 2023년까지 저궤도 위성통신장치 2,000대를 생산할 계획이기 때
문이다.
2.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온보드(Onboard) 에너지 시스템 관련 연구 기술
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3. LIG넥스원은 나노위성(Nano-Satellite) 제작 기술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2020), ｢우주산업실태조사｣(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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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는 또한 상기 기업들이 국비로 위성 약 110기를 제작하는 데 핵심
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찰위성 60기, 기상위성 22기, 통신위성
14기, 실증위성 5기 등).
현재 한국의 우주장비 생산 무역수지는 적자이지만 우주 서비스 수지는 흑
자이다(표 9.2.2 참고).

표 9.2.2 한국 우주산업 수출입 현황(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산업 분야

무역수지(A-B)

35

61

-26

로켓 제작

0.02

8.96

-8.94

지상기지 및 시험기지

3.83

7.29

-3.46

발사대 및 시험설비

0.16

0.16

0.00

38.63

77.26

-3.86

원격탐사

5.70

0.16

5.53

위성방송

1,002.50

201.05

801.44

위성항해

66.15

55.59

10.56

지구과학

-

-

-

우주 및 행성과학

-

0.16

-0.16

천문학

-

0.36

-0.36

무인우주탐사

-

0.07

-0.07

유인우주개발

-

-

-

우주산업 전체

1,074.34

257.39

816.95

총합

1,112.98

334.65

778.32

우주장비 생산, 총계

위성통신 및 설비

학문연구

수입
금액(B)

위성 제작

우주장비

지상 설비

수출
금액(A)

우주탐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2020), ｢우주산업실태조사｣(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한국 위성통신사업자들은 국제시장에 완전히 적응하였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본 연구진은 평가한다. [표 9.2.3]에는 한국 위성통신 사업자용으로
발사된 모든 통신위성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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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상관측 위성 그룹화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개선되고 있다(표
9.2.4 참고).

표 9.2.3 한국 KT SAT의 정지궤도 통신위성 시리즈 발사 현황

명칭

발사일
(일/월/년)

코리아샛 1

5/8/1995

코리아샛 2

14/1/1996

코리아샛 3

4/9/1999

코리아샛 5

22/8/2006

코리아샛 5A 30/10/2017
코리아샛 6

29/12/2010

코리아샛 7

4/5/2017

코리아샛 8

6/2/2014

코리아샛 116 20/7/2020

발사체(국가)

발사장(국가)

델타 II 7925

케이프커내버럴

(미국)

(미국)

델타 II

케이프커내버럴
(미국)

아리안 4

쿠루

(유럽연합)

(프랑스령 기아나)

제니트 3SL

씨런치

(우크라이나/러시아)

(러시아)

팔콘 9

케이프커내버럴

(미국)

(미국)

아리안-5

쿠루

(유럽연합)

(프랑스령 기아나)

아리안-5

쿠루

(유럽연합)

(프랑스령 기아나)

아리안-5

쿠루

(유럽연합)

(프랑스령 기아나)

팔콘 9 b.5

케이프커내버럴

(미국)

(미국)

궤도 동경

현상태

116∘E

임무 종료

116∘E

임무 종료

116.1∘E

작동 중

113∘E

작동 중

113∘E

작동 중

116∘E

작동 중

116∘E

작동 중

75∘E

작동 중

116∘E

작동 중

자료: Stuff in Spa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2)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한국에 있어 양국 간 국제협력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발사체 제작 및 조립기술 개발 경험 획득
 한국형 발사체 추진기관 시스템 개발 및 제작 경험
 한국의 궤도 위성 그룹을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 로켓에 탑재하여 안정
적으로 발사
 우주발사를 위한 자체 발사대를 성공적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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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로스코스모스’ 간 향후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자 간 안정적인 소통 채널 구축

러시아의 전략 실현에 있어 한국과의 우주협력은 다음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앙가라-1.2’ 발사체 1단인 ‘URM-1’ 개발 시제(Prototype)를 나로호
(KSLV-I)의 1단으로 사용하여 세 차례(2009년, 2010년, 2013년) 비
행 테스트를 통과시킴으로써 신형 발사체 ‘앙가라’ 시리즈 제작 기술을
추가로 개선
 공동 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러시아 우주산업을 위한 추가 외부 자금
조달원 확보
 한국을 위한 제품 개발 시 러시아 엔지니어들의 잠재력 실현
 국제 우주 서비스 시장에서 협력 경험 추가로 축적

표 9.2.4 한국의 지상 관측위성

명칭

발사일
(일/월/년)

발사체(국가)

발사장(국가)

궤도 종류

현상태

KOMPSAT-1

21/12/1999

토러스(미국)

반덴버그(미국)

SSO

임무 종료

로콧(러시아)

플레세츠크
(러시아)

SSO

작동 중

다네가시마
(일본)

SSO

작동 중

KOMPSAT-2

29/7/2006

KOMPSAT-3

18/5/2012 H2A202(일본)

KOMPSAT-3A

1/5/2012

드네프르
(우크라이나)

야스니
(러시아)

SSO

작동 중

KOMPSAT-5

22/8/2013

드네프르
(우크라이나)

야스니
(러시아)

SSO

작동 중

GEO-KOMPSAT-1
(COMS)

26/6/2010

아리안-5
(유럽연합)

쿠루
(프랑스령 기아나)

GEO

작동 중

GEO-KOMPSAT-2A

4/12/2018

아리안-5
(유럽연합)

쿠루
(프랑스령 기아나)

GEO

작동 중

GEO-KOMPSAT-2B

18/2/2020

아리안-5
(유럽연합)

쿠루
(프랑스령 기아나)

GEO

작동 중

자료: Stuff in Spa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2)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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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한ㆍ러 공동 우주 프로젝트 추진 결과 평가
나로호(KSLV-I) 프로젝트 추진으로 한국은 자체 발사체 후속 개발을 위
해 필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한국형 발사체(KSLV-II)는 전적으
로 한국 자력으로 개발되었다. 책정된 국가의 우주 예산 전체의 1/3가량이
해당 프로젝트에 지출되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프로
젝트 개발에 2조 원이 투입되었다. 한국우주산업(KAI: Korea Aerospace
Industries)이 총 조립을 담당하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과 주 부품
을, 현대중공업(Hyundai Heavy Industries)이 발사대를 개발하였으며, 프
로젝트에 300개의 지역 기업이 참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214)
해당 접근 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해외 파트너들의 참
여 없이도 자력으로 독립적으로 우주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국형 발사체(KSLV-II) 누리호의 첫 시험 비행은 2021년 10월 21일에
진행되었다. 3단 엔진을 제외한 발사체의 거의 모든 요소가 정상 작동했다. 3단
엔진은 정해진 시간보다 46초 일찍 작동이 종료되어 탑재되어 있던 모형 위
성이 필수 속도에 도달하지 못해 목표궤도 진입에 실패하였다. 실제 페이로
드를 탑재한 누리호의 후속 발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비행 시험
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우주기지 지상 인프라 건설을 통해 한국 파트너들은 발사장 설비 구축에
필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유인우주비행 프로그램과 관련한 중요한 프로젝트는 없지만 한국 우
주인의 국제우주정거장 비행 경험은 해당 사업이 장기적으로 유망한 방향 중

214) 용홍택(2021. 10.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순수 독자 개발한 누리호 발사 의미…앞으로 남
은 과제는?｣(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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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체 우주기지와 대형 로켓을 구비할 경우 2030
년 이후에 한국은 우주정거장 건설을 목표로 자체 유인비행 프로그램을 갖춘
국가 클럽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과 러시아의 경험을
토대로 유인우주비행 과정을 빠르게 거치고 있는 중국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한국 우주장치(위성) 발사 시 관련 지원 업무가 조직되면서 한국과 러시아
간 비즈니스 협력 프로세스가 틀을 갖출 수 있었다. 러시아는 한국의 모든 우
주장치 발사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신뢰할 만한 파트너임을 보여주
었고, 이를 통해 향후 유익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러시아 ‘흐루니체프’의 자회사는 이미 2016년 신
형 발사체 ‘앙가라-1.2’를 통해 다목적 실용위성 6호(KOMPSAT-6, 별칭 아
리랑 6호)를 발사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앙가라-1.2’ 발사체 시제(Prototype)의 첫 시험 발사는 2014년 7월 9일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러시아 측은 해당 발사체
의 임무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2021년 10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위성발사는 2022년 2/4분기에 이루어
질 예정이다.
2019년 시행된 접합면(Interface) 점검 시험에서 ‘흐루니체프’가 생산한
연결 시스템이 ‘다목적 실용위성-6’의 위성 열-구조 모델의 접합면과 성공적
으로 결합되었다. 또한 시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성의 실제 충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에어버스 디앤에스’가 생산한 어댑터와 위성 연결부의 하
중인가 및 분리장치 작동 시험이 연속으로 수행되었다.
러시아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 파트너가 참여한 한국 우주 프로그램을 성공
적으로 수행한 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완전한 자
체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해당 로드맵에 명시된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
한 단계에 있는 항목 중에는 소형, 중형 및 대형 발사체 개발, 100% 국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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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종류의 현대식 위성 개발, 고정밀 한국식 위성항법 국가시스템 구축, 자연
재해 예측 위성시스템 구축 및 달 궤도상 장치 제작, 달 착륙 모듈 및 소행성
토양 채집용 한국형 우주장치 자체 발사를 포함한 심우주 탐사 프로젝트 개발
이 있다.215)

215) KARI вебсайт, ｢’20~’22 우주개발계획 추진배경｣(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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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및 상업화 분야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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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장기적 협력 프로젝트 전망

10.1 우주장치 개발 및 생산협력 전망
한국과 러시아의 우주개발전략에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양국
모두 2030년까지 차세대 중대형 로켓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통
신, 원격탐사, 위성항법을 위한 차세대 위성 그룹을 생산하고 달 탐사 프로그
램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우주기업들은 우주개발 분야에
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했으며,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해 해외 파트너와 협력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한국의 민간기업들 역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국의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본문에서는 실현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ㆍ러 공동 프로젝트를 몇 가지 제안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각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1. 중형급으로 개량 가능한 초경량ㆍ경량 발사체로 구성된 ‘상용 로켓-우
주복합체(Commercial Rocket-space Complex)’ 시범 프로젝트
상용 로켓-우주복합체의 주요 특징은 복합체의 소재, 친환경 추진제, 적층
제조 및 기타 유망기술 사용과 고정식ㆍ이동식 운용 방식이다. 상용 로켓-우
주복합체 구성으로 재사용 1단 로켓도 예상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협력할 경우 러시아는 초경량 및 경량 발사체의 초기 비행 모
델 개발을 담당할 수 있다.
반면 한국 민간기업은 한국 발사체에 유효 탑재물을 실어 발사하는 일련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유효 탑재물(인공위성 등
우주장치) 제작과 우주장치 운용 서비스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는 ‘로스코스모스’의 지원을 받아 초경량 로켓과 위성
을 개발한 최초의 민간기업 ‘석세스로켓츠(Success Rockets)’가 있다. 이 기
업은 개발 첫 단계에 450만 달러를 이미 지원받았고 5,000만 달러를 더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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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계획이다. 첫 번째 로켓 발사체인 ‘스토커(Stalker)’는 중량 250kg까지 탑
재하고 고도 500km의 궤도에 오를 수 있으며, 2024년에 첫 발사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제작과 조립은 대부분 내부 하도급 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한국
기업도 로켓 발사체를 제작해보는 경험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5년부터 한국의 민간 우주발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면 이 프로젝트
는 상업적으로 매력이 있다.

표 10.1.1 상용 로켓-우주복합체 프로젝트 이행 가능성

정치 상황 시나리오

이행 가능성

이행요소

방해요소

현상 유지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국제 정세 변동 없음)
부정적

상업 발사 시장 동향이 경량
낮음

긍정적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 해소)

로켓 발사체 개발업체들을
미국이 자국산 부품을 사용한

고무시키고 있음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 심화)

계획 없음

우주장치 발사 금지
보통 이상

2022년부터 한국

발사 서비스 시장의 치열한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 예정

경쟁

자료: 저자 작성.

2. 재사용 우주선 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활주로에 착륙 가능한 미래 재사용 우주선의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하다. 우주선의 크기는 그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재사용 우주선의 활용 분야는 한국형 저궤도 우주장치 서비스, 미세중력
환경 속 우주선에서 특별 연구 프로그램 진행, 점검, 재급유, 클러스터형 위성
그룹에 포함되는 소형 위성 발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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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2 재사용 우주선 개발 프로젝트 이행 가능성

정치 상황 시나리오

이행 가능성

이행요소

방해요소

일회용 우주선보다 적은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재발사 비용

로스코스모스에 계획 없음

현상 유지
(국제 정세 변동 없음)

낮음

부정적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 심화)
긍정적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 해소)

낮음

한국 우주기술이 새로운

높은 실험설계 및 생산비용

수준에 도달 전망

자료: 저자 작성.

3. ‘밀리메트론(Миллиметрон)’ 천체물리학 프로젝트
천체물리학 우주망원경인 스펙트르-M(‘밀리메트론’ 프로젝트) 건설에 참
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이 프로젝트에서 광대역 믹서를 갖
춘 지상 밀리미터파 안테나와 헤타로다인 수신기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용 가능할 경우 우주로 발사된 우주망원경 ‘스펙
트르-M’은 동시에 4개 이상의 채널에서 관측된 우주전파를 연구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 협상이 준비 단계에 있다. ‘밀리메트론’ 프로젝트
를 둘러싼 양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 등 현재 로스코스모스와 한국우주항

표 10.1.3 ‘밀리메트론’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정치 상황 시나리오

참여 가능성

이행요소

방해요소

현상 유지
(국제 정세 변동 없음)
부정적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 심화)

2030년 이전 참여 가능성
낮음, 2030년 참여 가능성
높음

긍정적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 해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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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의 실질적
관심

러시아 측의
프로젝트 자금조달
어려움

공연구원이 검토를 위한 협상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216)

4. 중ㆍ러의 자동 운항 우주장치 활용 달 탐사 및 연구 프로그램에 한국
참여
국제달정거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분
야는 다음과 같다.
 달 연구 및 활용에 관한 전략 및 로드맵 수립 등 협력할 분야 결정 및 계
획 수립
 국제달정거장의 구조 및 개발 로드맵 등 국제달정거장에 대한 공동의
과학공학적 타당성 조사
 국제달정거장 건설 과정에서 제3자와의 협력 등 관계 조율을 위한 법적
문서 공동 작성
 로켓 발사체 및 우주장치 기술 관련 기존의 표준 검토, 국제달정거장 건
설 시 활용 가능한 향후 표준에 대한 잠정적 정의 및 표준 개발
 국제달정거장 건설을 위한 부품의 개념 및 예비 설계, 모형 제작, 테스
트, 검증 등 조율
 국제달정거장 조립 과정의 통합 테스트를 포함하여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건설 등 조율
 지상 정거장 지원 등 국제달정거장 부품 구매에 대한 협력, 협력사업 조
율 및 운영
 참여자들의 수출 관리법에 따른 국제달정거장의 과학기술 데이터 분석
및 공유

216) “Южная Корея мож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е “Миллиметрон”, рассказали в РАН”
(30 июня 20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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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위에 제시된 국제달정거장 프로젝트의 협력 가능 분야에 전략적 파
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다. 우주활동 경험이 적은 국가들이 자국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달정거장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우주활동 경험을 가진 국
가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을 체결하였으나, 이 협정이 한국이 경험 공유를 위해 중ㆍ러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중ㆍ러 우주동맹은 국제달정
거장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2031년까지 5가지의 연구 미션을 시행함으로써
달 자원을 채굴하고, 이후 먼 미래에는 소행성의 자원도 채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1.4 국제달정거장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정치 상황 시나리오

참여 가능성

이행요소

방해요소

미국의 정치적 방해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이행요소 없음

계획 없음

현상 유지
(국제 정세 상황 변동 없음)
부정적

현재
낮음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 심화)
긍정적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 해소)

보통 이상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및
러시아의 ‘아르테미스’ 참여 가능

중ㆍ러 국제달정거장
로드맵 이행을 위한
실질적 전략 부재

자료: 저자 작성.

10.2 우주 서비스 협력 전망
한국과 러시아는 우주 서비스 분야 중에서 러시아 로켓 발사체를 활용한
우주장치 발사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 러시아 로켓 발사체의 페이로드 발
사 분야의 협력 외에 한국형 중형 로켓 발사체의 발사를 위해 ‘씨런치’ 프로젝
트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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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민간기업 ‘에스세븐 스페이스(S7 Space)’는 이동식 해상 플랫폼에
서 중형 로켓을 우주로 발사할 예정이다.217) 현재 해상 플랫폼의 발사대를
완성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에스세븐 스페이스’는 우크라이나 로켓 발사체 ‘제니트-3SL’을 사용하여
위성을 주로 천이궤도(transfer orbit)로 발사해왔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중단되었지만, 다른 로켓 발사체를 활용하여 재개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
다. 이동식 해상 발사기지는 발사 관제 사령선인 ‘씨런치 코맨더(Sea Launch
Commander)’와 발사장비를 갖춘 발사선 ‘오디세이(Odissey)’로 이루어진
두 척의 전문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3월 ‘에스세븐 스페이스’는
‘씨런치’ 해상 발사기지를 미국의 기존 기지에서 극동의 임시 기항지인 ‘슬라
뱐스키 조선선박수리공장’으로 이동시켰다. ‘에스세븐 스페이스’는 발사 서
비스 외에도 로켓 발사체와 우주장치 관련 우주기술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해상 로켓 발사기지인 ‘씨런치’는 소형 우주장치를 발사할 때 유용하다. 발
사대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이동식 플랫폼을 활용하면 발사장이나
발사대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특히 이
해상 플랫폼은 다양한 경사를 가진 궤도로 위성을 발사해야 할 경우 더욱 중
요하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로켓 발사체와 이동식 해상 플랫폼 ‘씨런치’를
서로 적용시킨다면 미래의 한ㆍ러 공동 기업은 제3국의 우주장치 발사 시장
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한국 전문가들은 ‘이노스페이스(Innospace)’,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Perigee Aerospace)’,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한국의 민간기업들이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발사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로우주센터는 전라남도 고흥 외나로도에 있지만 KSLV-II를 발사하기 위
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독점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은 이용할 수 없다.
217) S7 Space вебсайт, “Главная страница официального сайта компани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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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로켓 발사체 실험 방법을 해외에서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218)
대외정치 상황이 이 제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대외정치
상황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실행 평가 기준’에 따라 정치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결
정짓는 각 요소를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기준은 실행
가능성 ‘낮음, 보통, 높음’의 3가지로 구성된다. 정치 상황 시나리오가 바뀔
경우 실행 요소 평가 변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즉 표의 모든 행에 제시
된 평가(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평가 차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정치 상황 시나리오에 대한 요소의 의존도 기준’을 마련한
다. 이 기준 또한 정치 상황 시나리오가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영향 없음, 낮
음, 높음’의 3가지로 구성된다. ‘영향 없음’은 정치 상황 시나리오가 바뀌어도
실행요소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즉 표의 행에서 평가 차이
가 없을 때). ‘낮음’은 평가 차이가 실행 평가 기준의 요소 하나에 해당할 경
우, ‘높음’은 실행 평가 기준의 요소 2개에 해당할 경우이다. 모든 요소가 프
로젝트에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경우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프로젝트의 전체 의
존도는 정규화된 벡터 형태로 산출된다. 벡터의 모든 요소는 일정한 정치 상
황 의존도에 관련된 요소들의 비율로 나타난다.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0.2.1]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형 해상 로켓 발사에 ‘씨런치’를 적용하는 프로젝트 요인은 11가지로
검토되었으며, 그중 6가지는 지정학적 상황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
며, 1가지는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나머지 4가지는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영향에 ‘영향 없음’, ‘낮음’, ‘높음’이라는 대략
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는 영향 없음-6, 낮음-1, 높음-4로 나타난다.
218) ｢“어디 좋은 곳 없나” 발사장 찾아 헤매는 우주기업들｣(2021. 8.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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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한국 로켓 발사에 해상 발사기지 ‘씨런치’ 적용 가능성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
평가

장단점

부정적 현상 유지 긍정적

정치 상황
의존도 평가

장점
다양한 우주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여러 우주장치를 발사해야

낮음

보통

높음

높음

천재지변에 대비한 예비 우주기지 확보

보통

높음

높음

낮음

우주발사 경쟁력 제고

낮음

보통

높음

높음

국가의 우주 프로젝트와 민간 우주 프로젝트 구분

낮음

높음

높음

높음

할 경우 지상 발사대와 동시에 해상에서 로켓 발사 가능

페이로드 증가를 위한 지구의 자전효과 활용

영향 없음
높음

인접 거주지에 대한 위협요인이 없는 원거리 수역에서

영향 없음

안전한 발사
단점
복잡한 정치 상황 속 국제 수역의 기지 보호 리스크
실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리스크

높음

보통

원거리 해상 발사지로 로켓을 수송하는 데 드는 추가 시간

높음
영향 없음

높음

영향 없음

해상 발사기지와 로켓 발사체 도입에 드는 막대한 초기 비용
해상 발사를 위한 해안 설비 구축에 드는 추가 비용

낮음

낮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자료: 저자 작성.

전 세계 곳곳에 글로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 인공위성 운영
기업과 한국 위성통신업체 ‘케이티 샛(KT Sat)’이 공동으로 지구 정지궤도의
위치를 이용하는 프로젝트 협력
지금까지 위성 시스템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부차적인 역할만 해왔다.
통신망 환경에서 위성 시스템은 지상 통신 시스템의 예비 채널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나 지상 통신 시스템은 간선 통신망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거주
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절반 이상이 사
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영토로, 이런 곳에는 지상 통신 시스템보다는 위성
통신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다.
위성통신의 매력은 광역성이다. 기존의 통신망이 갖고 있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에 위성통신은 오지에서의 유전 발굴, 지구물리학 탐사, 해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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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및 인프라, 항공 등의 분야에서 중요하다. 보통 오지 시설물들과의 통신은
해당 지역에서 상업활동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지상 구축 장비를 활용한다. 하
지만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는 지상 통신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
히 손상되거나 불안정하게 작동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위성통신이 유일한
수단이다. 문제는 위성통신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금을 조달해야 하
는데 영토가 넓은 국가의 경우 모든 지역에 위성통신을 도입한다면 그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다. 모든 국민이 이렇게 비싼 위성통신을 이용할 수는 없다. 특히
휴대폰, 스마트폰, 모뎀 등 지상 통신을 사용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위성통신과 지상 통신 기술을 연계하는 것이다. 즉 위
성 채널의 단점인 높은 비용과 장점인 글로벌 위성통신의 광역성, 지상 채널의
장점인 낮은 비용과 단점인 이동통신의 지역적 한계 사이에 보완적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 지상 통신은 거의 대부분 지상 광섬유 케이블 기반의 유선망이나
지상의 기지국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대로
지역적 한계를 갖는다. 러시아의 경우 인터넷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의
통신 문제는 아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219) 러시아 정부는 거주
지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 등에서도 손쉽게 인터넷과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인프라 확대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220) 최근 위성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통신은
광대역 위성통신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한 5G 표준으로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국가로 5G 이동통신 개발 및
도입 분야에서 세계 1위이다. ‘스피트체크(Speedcheck)’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다른 국가의 경쟁자들보다 더 빠르고
219)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Ф(2021),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Ф. Напр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온라
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220)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правит 200 млн рублей на созд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устойчивой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в малонаселённых сёлах и деревнях П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1 августа 2021),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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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며 우수하다. 한국의 5G 통신 평균 속도는 449Mbps로, 최대 속도
가 43.4Mbps를 넘지 못하는 미국의 데이터 전송 속도보다 10배 더 빠르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적극성, 국가의 지원, 소비자를 위한 매력적인 서
비스가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이유라고 설명한다.221)
5G 표준 개발은 위성통신 개념을 재정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
다. 그러나 지상 이동통신과 위성 채널을 통합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위성통신 장비는 생산이 많이 되지 않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위
성통신 서비스 시장이 상당히 개별화되어 있어, 다양한 위성통신 서비스 사
업자들의 장비 간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위성통신업체인 ‘케이티샛(KT Sat)’은 5G 통신과 정지 위성을 거
치는 위성통신 간 상호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최
근의 사례를 들면, ‘케이티샛’과 그리스의 ‘헬라스샛(Hellas Sat)’이 공동으
로 우주장치 기지에서 5G 위성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행사가 진행
되었는데, 이는 5G 생태계에서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위성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222) 이 공동 프로젝트에는 ‘케이티샛’과 그리스
위성사업자 ‘헬라스샛’ 외에도 위성장비 생산업체이자 통합 기업인 ‘에스티
엔지니어링 아이다이렉트(ST Engineering iDirect)’와 위성 생산업체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최대 이동통신사인 ‘보다폰 그리스(Vodafone Greece)’
도 참여했다. 위성은 위성통신의 중계 채널을 활용하여 5G 통신에 완전히 통
합되며, 지구로부터 5G 방송을 받은 다음 이를 오지로 전송한다. ‘탈레스 알
레니아 스페이스’와 ‘ 에스티 엔지니어링 아이다이렉트’의 허브 및 모뎀 장비
와 ‘보다폰(Vodafone)’의 승인된 5G 스펙트럼을 활용한 덕분에 ‘헬라스샛
3’ 위성을 5G 통신에 연결할 수 있었다. 특히 ‘보다폰 그리스’는 그리스의
221) “Speedcheck: 5G в Южной Корее работает в 10 раз быстрее, чем в США”(11 ию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22) “Hellas Sat Celebrates 20 Years With 5G Satellite Backhaul Demo in Greece”(9 ию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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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망 구축를 위해 2,100MHz와 3,600MHz 주파수에서 5G 스펙트럼
대역을 제공하였다. 이 행사에서 세계 최초로 ‘케이티샛’이 개발한 하이브리
드 위성-지상파 5G 전송용 라우터도 공개되었다. ‘케이티샛’과 KT 융합기술
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라우터는 2020년 7월 초에 성공적으로 시
연을 마치고 11월 온라인으로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5G 서비스에서 위성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다.
시연 전 6개월 동안 KT의 위성통신 분야 자회사인 ‘케이티샛’은 세계 최초
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와 공동으로
오지에 5G 통신을 구축하기 위해 정지 통신위성 ‘코리아샛(Koreasat) 5A’를
활용하는 5G 공개 시연을 아시아에서 진행했다.
‘케이티샛’은 위성을 5G 세계로 통합하는 중요한 요소로 5G 이동통신을
사용했다. 이 실험은 ‘코리아샛 5A’ 위성을 통해 5G 코어 네트워크와 5G 기
지국을 연결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연결될 경우 위성은 지상의 5G 통신의 보
조적 역할을 넘어 5G 지상 네트워크에 완전히 통합된 일부분이 되어 지구로
부터 5G 통신을 받아 기술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기존의 통신(유선, 광섬유,
무선)이 작동하지 않는 오지 지역으로 해당 통신을 재전송하게 된다.
‘케이티샛’ 송경민 대표는 ‘코리아샛 5A’에서 5G 위성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이번 실험으로 새로운 위성통신 서비스의 가능성이 열려 통신이 산이나 대양 등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게 되었으며 ‘케이티샛’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 지상 통신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ㆍ러 협력 전망은 세계 5G 산업의 선도국인 한국의 KT와 러시아의 위성
기업의 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영토가 넓은 러시아 오지에서
5G 통신을 구현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케이티샛’이 시연을 통
해 선보인 하이브리드 통신 ‘스푸트니크-5G’를 활용할 수 있다. 러시아 오지
에 5G 이동통신을 구축하는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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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면, 이는 향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위성통신을 구현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러시아 기업들은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영토를 커
버하는 정지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표 10.2.2에 볼드체로 표시). 이러한 러시
아의 통신위성을 한국의 지상 설비와 함께 활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통신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KT는 5G 통신사업자로서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다.223)
‘러시아 위성통신’과 KT의 5G 지상 인프라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해당 지역
의 통신망을 구축한다면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될 것이다. 해당 지역을 운항하
는 선박과 여객기에 5G 이동통신을 제공함으로써 이동 위성 서비스 분야에
서 공동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추가 기회가 생길 것이다.
표 10.2.2 한국과 러시아의 통신위성 커버리지
지구 정지궤도의 통신위성
KT(한국)

코리아샛 8 @75°E

코리아샛 5A @113°E

코리아샛 6 @116°E
코리아샛 7 @116°E

C 대역
 인도차이나, 필리핀,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
호주, 인도차이나에서
오호츠크해 연안
 아프리카, 유럽(서부 제외),
아랍

Ku 대역

Ka 대역

 한국, 동남아시아,
일본

 인도차이나
 아시아 남부 및 동부
연안
 아시아 남부
 인도*
 한국
 인도
 인도차이나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

223) “KT SAT to target European and African markets through satellite 5G technology”(15
июля 2021),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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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계속
지구 정지궤도의 통신위성

C 대역

Ku 대역

Ka 대역

‘위성통신’(러시아)
엑스프레스 АМ8 @14°W

엑스프레스 АМ44 @11°W 
엑스프레스 АМU1

엑스프레스 АМ7 @40°E





엑스프레스 АМ6 @53°E



엑스프레스 АТ1 @56°E
엑스프레스 80 @80°E



엑스프레스 103 @96,5°E



엑스프레스 АМ33 @96,5°E 
엑스프레스 АМ3 @103°E 
엑스프레스 АТ2 @140°E
엑스프레스 АМ5 @140°E





유럽*




유럽, 러시아 서부

중앙아프리카


유럽 중부 및 동부, 러시아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유럽, 러시아 서부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중부


러시아 중부



러시아 서부

러시아 서부*



 아프리카(남부 제외), 유럽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러시아 서부
 러시아
중앙아프리카
서부
러시아 서부
유럽
인도
서아프리카
러시아 서부 및 중부
유럽, 러시아 서부, 아랍
아시아 남부*
러시아 중부
러시아 서부 및 중부
러시아
러시아
동남아시아 해안
러시아 중부*
러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 서부
러시아 중부 및 서부
러시아 서부
 러시아
인도차이나*
서부
러시아 서부*

가스프롬 우주 시스템(러시아)
야말-601 @49°E

 러시아, 유럽, 아랍, 아프리카
북부 해안, 인도 북부,
인도차이나

야말-402 @55°E

야말-401 @90°E

 러시아

야말-202 @163,5°E

 러시아 동부, 일본, 한국,
알래스카, 북아메리카 서부
연안, 태평양 북부

야말-300K @183°E

 러시아 동부, 알래스카,
캐나다 서부

 러시아
서부
 러시아(동부 제외)
 유럽, 아랍, 아프리카
중부 및 남부
 러시아(동부 제외)
 러시아, 유럽 동부
 러시아, 유럽 동부

 러시아 동부, 알래스카,
캐나다 서부
 러시아 동부
 동남아시아

주: 1) ◆ 전파선 표시. * 가변지향 전파선
2) 볼드체는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영토를 커버하는 러시아의 정지 위성.
자료: KT Sat, ГП КС и ГазКС 공식 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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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 위성사업자들이 ‘야말’, ‘엑스프레스’,
‘코리아샛’과 같은 위성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력을 할 수 있다. ‘야말’,
‘엑스프레스’ 위성은 전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부분, 알래스카, 캐나다
일부 서부 연안을 커버한다. 또한 Ku 대역에서 ‘야말-300K’의 가변지향 전
파선으로 호주와 오세아니아 일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 KT는 가변지향 전
파선(72MHz용 중계기 3대) 이용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한국 플랫폼에 하나의 양국 통합 탑재체를 갖는 위성을 공동 제작해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도 검토해볼 만하다. 대외 정치 상황의 영향은 앞
서 언급된 방식에 따라 분석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표 10.2.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0.2.3 러시아 오지에 통신 구현을 위한 ‘위성 5G 하이브리드 장비 설치’ 프로젝트 이행
가능성

정치 상황에 따른
장단점

이행 가능성 평가
부정적 현상 유지 긍정적

정치 상황에 대한
의존도 평가

장점
러시아 위성 이용 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규 잠재시장으로 진출 가능

보통

신속한 통신망 배치

높음

높음

영향 없음

높음

기술장비를 대량 설치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

낮음

영향 없음

단점
러시아 국내 유사 프로젝트에 러시아 정부가 지원

높음

보통

낮음

높음

5G 주파수 대역에 대한 국가 간 합의 문제

높음

보통

보통

낮음

자료: 저자 작성.

대략적인 기준으로 진행된 정치적 영향에 대한 ‘영향 없음’, ‘낮음’, ‘높음’
의 평가는 영향 없음-2, 낮음-2, 높음-1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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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과 남극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극방향 근지구 저궤도 및
고궤도 위성 개발 및 이용
2024~25년에 실행되는 러시아 위성 그룹화 프로젝트인 ‘엑스프레스-RV’
를 통해 러시아 북부 지역에 안정적인 위성통신이 제공될 예정이다. KT의 지
상 설비와 ‘엑스프레스-RV’의 위성을 활용한다면 북극해양항로를 지나는 선
박에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광활한 북극 지역에 신속하고 안
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북극해양항로를 지나는 선박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공동 프로젝트는 매력적인 사업이 되었
다. 북극 오지에 고정 위성통신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서도 북극해양항로와
같이 양국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북극과 남극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
은 1986년에 국제남극조약에 가입했고 1988년 한국의 첫 번째 남극기지를
설립하고 노르웨이, 일본, 중국과 남극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또한 2000년
8월부터는 러시아와 공동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한국 최초
의 쇄빙선 ‘아라온(Araon)호’가 제작되어 다른 국가의 참여 없이 자체적으로
북빙양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한국정부는 ‘북극 프로젝트 참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224) 한국
은 국가의 북극 정책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13~28년)을 채택하였으며, 이
를 통해 극지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북극으로도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은 한국정부가 대외 정치적 문제에 대해 실용주의적 접근
법을 취한 것과 관련 있으며, 한국정부는 북극 지역의 경제적 개발에 참여하
기를 희망하고 있다.225)
한국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북극 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구
224) “Коммерческая и экологичная: какой видят Арктику в Сеуле”(11 августа 2020),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25) Толстокулаков(2018), сс.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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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해양 교통로 및 북극 가스 지대 활용을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러
시아와 한층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체 선박 건조 능력을 활용하여 이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며, 러시아도 이를 호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2017년 한국과 러시아는 북극
개발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극해양항로가
‘신실크로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극해양항로는 동아시아와 북유럽
간 거리를 40%까지 단축시킨다. 북극해양항로를 이용하면 기존 항로 대비
화물운송기간이 15일가량 단축되어 1회 운항 기준 5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226)
이와 관련해서도 북극 연구와 북극에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을 위한 우주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북극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북극해
양항로를 이용하는 정기 운항 노선을 위해 필요하다. 북극 지역의 광활한 영
토를 고려한다면 위성 기술에 기반한 통신이 더욱 효과적이다.
거의 모든 기존 위성통신 시스템은 북극 지역에 (남극 지역도 마찬가지이
지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러시아 기업은 통신위성 ‘엑스프레
스’와 ‘야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위성들은 지구 정지궤도에 위치해 북위
65~70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북극해양항로는 커버
하지 못한다.227) 이러한 문제는 모든 정지 위성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저궤도 또는 중궤도에 배치된 기존 통신위성의 경우, 개발자들이 우주장치
수를 줄이기 위해 인구와 잠재 소비자 수가 적은 북극과 남극 지역은 지원하
지 않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이리듐’만 제한적으로 극지에
대한 통신을 지원하고 있다.228)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접근 기술과 전송 채널의
생산성 면에서 현대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226) Рыжова(2019), сс. 167-186.
227) “Спутниковая связь для Арктики”(29 январ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28) “Арктика теряет связь с космосом”(22 ию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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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성통신 시스템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이들 시스템 역시 단
점(제6장 1절 참고)이 있다. 북극 지역에 통신 서비스 지원 가능성을 가진 유
망 프로젝트로 러시아의 ‘엑스프레스-RV(Экспресс-РВ)’229)와 영국의 ‘인말
샛 글로벌 익스프레스(Inmarsat Global Xpress)’230)가 있다. 이 두 프로젝
트는 북극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타원궤도로 위성을 발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4년 4개의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며, 영국
은 2022년 2개의 위성을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 ‘스키프(Скиф)’, ‘에피르(Эфир)’, ‘마라톤(Марафон)’, ‘고네츠-2
(Гонец-2)’ 등 여러 러시아 프로젝트가 있으나 이 중에 확인 가능한 북극 통
신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없다. 한편 고경사궤도의 많은 위성은 그룹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북극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타원궤도 위성
을 이용한 북극 지역 통신 서비스는 2020년대 후반 이후에 제공될 것으로 전
망된다.
북극 지역에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 위성이 신속히 활동에 착수하도
록 하기 위해 러시아는 한국 측과 협력할 수 있다. 북극해양항로를 지나는 선
박에 위성통신 채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설비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KT는 지상 위성통신 시스템을 개발하
고 설치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북극해양항로로 지나가는 화물 유입량이 더 많아지려면 선박들이 고위도
로 지나가야 한다. 고위도 북극에서 항해하기 위해서는 항로를 내기 전에 반
드시 빙하 탐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빙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원격탐사 위
성이 적극 활용된다. 한국과 러시아가 북극항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3
의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 공동
229) “Система «Экспресс-РВ» выходит на финишную прямую”(17 январ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30) “Больше чем просто связь”(4 февра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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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체 지구원격탐사 위성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과 러시아는 기상위성과
원격탐사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나(제6장 2절과 제6장 4절 참고) 북극 지역
빙하 탐사에 정지 기상위성을 활용할 수는 없다. 러시아는 2021년 2개의 기
상위성 중 하나인 ‘아르티카-M’을 발사했다. 그러나 이 위성이 얻은 데이터
를 해빙 탐사를 위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첫째, ‘아르티카-M’ 위성의 고타원궤도 스펙트럼 대역에 따
라 1~4km 해상도로 영상을 찍을 수는 있으나,231) 정확한 빙하 상태를 확인
하기에는 이 정도의 해상도는 충분하지 않다. 둘째, 발사된 위성이 하나뿐이
어서 정보 수신이 불가능한 시간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위성 시스템은 아직
완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셋째, ‘아르티카-M’의 위성 그룹 전체를 활용한
다 하더라도 고위도라는 특징으로 극야와 황혼 시 가시광선 대역에서는 영상
을 수신하지 못하게 된다. 넷째, 24시간 낮이 지속되는 극주(極晝)일 때도 구
름이 자주 끼는 북극의 기후로 인해 구름 아래 표면의 영상을 신속하게 수신
하지 못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대부분은 다른 극궤도의 우주장치에도 해당되는 문제
들이다.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러시아의 ‘리수르스-P’, ‘카노푸스-V’,
메테오르-M’으로 구성된 위성 그룹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 위성들에 필요한
영역 관측시간은 고타원궤도의 위성보다 짧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더욱 심
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쎄트렉아이’는 현재 ‘스페이스아이’라는 원격탐사 위성을 개발하
고 있다. 이 위성 그룹의 우주장치는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부품을 사용하여
고성능 전기 광학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러시아는 2026년까지 「스페라」 프로그램 차원에서 정밀한 촬영 기능을 갖
춘 지구원격탐사 우주복합체인 ‘스모트르’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광
231) НПО Лавочкина вебсайт, “Арктика-М”(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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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관측용 소형 및 초소형 원격탐사 우주장치 모형이 개발되고 있으며, ‘스모
트르’ 원격탐사 차원에서 레이더 관측용 위성 개발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이 프로젝트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북극 빙하
탐사에 수반되는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의 기술적 변수들을 수정
할 수 있다. 통합 원격탐사 위성 그룹인 ‘스모트르-스페이스아이’ 위성기술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행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극야(極夜)나 구름이 많을 때에도 활발한 빙하 탐사를 위해 극방향 저궤
도 위성 이용 - 지구원격탐사용 레이더 위성
 지형 관측에 필요한 주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위성 그
룹 보유

한국은 레이더 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6’을 아직 발사하지 않았다(2022년
발사 예정). 러시아 역시 아직 레이더 위성을 궤도에 발사하지 않은 상태이며
러시아 역시 이 문제를 향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단독 위성을 발사한 후에도 데이터 수신의 신속성 문제는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과 통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데 개별 위성은 필요한 영역 위를 너무 짧은 주기로 비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를 충분히 내려받을 수 없다.
2021년 ‘코스모-스카이메드’ 위성 8기를 소유한 이탈리아의 ‘e-GEOS’와
‘레이더샛 콘스텔레이션’ 위성 3기를 소유한 미국의 ‘맥사’, 이 두 위성 사업
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제3국의 레이더 우주장치를 이용할 예정
이다. 그러나 ‘e-GEOS’의 위성 4기는 현재 개발자들이 정한 사용수명을 경
과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극해양항로의 빙하 상태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가 레이더 위성 그룹을 공동으로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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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사하는 협력이 가능하다. 레이더 위성 활동에 대한 수요는 고위도 지역
에서 지속되고 있다. 주로 북극 지역에서 우주 레이더 위성이 활발하게 사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영구 동토의 해동 과정 고려, 제6장 2절 참고). 참고로 남
극 지역은 활발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모든 지구원격탐사 위성은 극궤도를 따라 비행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살
핀다. 개발자들은 위성 궤도의 경사를 낮추어 낮은 위도 영역을 더 ‘자주’ 관
찰할 수 있지만 극지대는 관측하지 못한다. 이는 지구원격탐사 기술의 글로
벌 적용성을 떨어트리고, 지구원격탐사 위성 사업자들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다. 저궤도 위성이 고위도를 관찰할 수 있다면 지구의 모든 영역 위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산지대가 있는 국가나 빙하 지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
라면 레이더 지구원격탐사 위성 그룹 공동 개발 성과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원격탐사 위성을 통해 빙하의 해빙과 눈사태 가능성을 지상에서 탐사하는 것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며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항해가 가능한 전 세계
수역(강, 호수, 내해, 세계 대양의 연안 부근)의 수심 변화(부유 암초 탐색이나
지리 유형, 돌사태와 화산 이류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도 레이더 위성장비의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레이더 위성의 공동 개발 필요성은
사실상 더욱 국제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빙하가 복잡한 상태에서 북극해양
항로를 수많은 선박이 운항한다면 잠재적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위성이
없거나 위성의 품질이 낮아서 발생하는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이
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북극해양항로의 레
이더 원격탐사 위성 개발 사업자들이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
면 그 사업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다른 유용한 부가적 사업들도 수행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살펴보면 [표 10.2.4]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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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4 북극해양항로 원격탐사위성 공동 개발 프로젝트 이행 가능성
정치 상황에 따른
장단점

이행 가능성 평가
부정적 현상 유지 긍정적

정치 상황에 대한
의존도 평가

장점
북극해양항로 개발 비용 최소화

높음

높음

높음

영향 없음

북극해양항로를 통한 선박 운항시간 단축

높음

높음

높음

영향 없음

선박 손상 및 구조작업 리스크 감소

높음

높음

높음

영향 없음

영구 동토 해동 시 지반의 움직임 추적

높음

높음

높음

영향 없음

세계 산악지대 빙하의 해빙 및 산사태 모니터링

높음

높음

높음

영향 없음

높음

높음

높음

영향 없음

높음

높음

높음

영향 없음

높은 시스템 발사 비용

높음

높음

높음

영향 없음

5~7년 주기의 위성 유지ㆍ보수 비용

높음

높음

높음

영향 없음

높음

높음

높음

영향 없음

높음

높음

높음

영향 없음

보통

낮음

낮음

낮음

항해를 위한 세계 수역(강, 호수, 내해, 세계 대양 연안)
수심 변화 추적
지리적 움직임, 돌사태, 화산 이류 모니터링
단점

비행 관리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지상 인프라에 대한
정기적 비용지출
기후 리스크(빙하의 심한 결빙 혹은 그 반대로 빙하의
완전 해빙)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항해 불가능성
자료: 저자 작성.

다양한 궤도에서 운영되는 위성 그룹 간 상호작용을 위한 통신기술 개발 분
야의 협력
정보통신 기술 개발과 상용화 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를 보면, 서로 다
른 궤도에서 상호 협력하는 우주장치 제작도 실현 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하
이브리드 접근법을 이용하면 각 궤도의 고유한 이점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지구 정지궤도에 위치한 에너지가 큰 통신위성과 저궤도에 있는 에너지가
낮은 원격탐사 위성 그룹 간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자들에 지구 탐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재전송할 수 있다. 이때 소형 원격탐사 위성은 ‘위성 간 광학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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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Inter-Satellite Link)’를 통해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중계기
로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정보를 전송한다.232)
에너지 소비가 적은 소형 광학 카메라 제작 기술을 통해 위성 간 광학링크
에 사이즈가 작은 위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더 적은 비용으로 위성을
궤도로 투입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지구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는 통신위성
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높은 해상도로 지구 표면의 모든 지대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연구대상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변화에 대한 연구도 중요해지
고 있다.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하면 구름이 많거나 스모그가 낀 날에도 지구
표면을 관찰할 수 있다.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때 여러 탐사 범위에서 정보 수
신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지만 가시광선과 다른 스펙트럼에서 촬영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
많은 수요를 유사 실시간으로(향후에는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초고
도 공간해상도를 갖춘 고기능성 위성이 대량의 출력 정보를 지구의 위성 채널
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우주통신 장비의 기존 구조와 개발을 고려하여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이 정보 전송 기술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지구원격탐사용 위성 그룹들에 속한 위성의 개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
주공간에 특화된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33) 크기
가 작고 무게가 가벼우며, 기존 무선 채널 대비 에너지 소비가 적은 전송 채널
을 보유한 장비는 광학 전파 대역에 설치될 것이다.234)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의 주요 규정에는 2025년까지 저궤도 관측 우주장치에
서 연속적인 글로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켓 발사 시 발사체와 상단 로
켓으로부터 원격측정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 프
232) “A Technical Evaluation of Integrating Optical Inter-Satellite Links into Proliferated
Polar LEO Constellations.” Small Satellite Conference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33) “Интернет из космоса: что скрыл Илон Маск о запуске Falcon Heavy”(9 февраля
20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4).
234) “В РКС разработали сетевую архитектуру для управления перспективными
спутниковыми группировками”(23 августа 20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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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위성통신 장비의 표준화를 촉진시킬 수는 있지만 지구원격탐사 위
성의 전문화된 정보를 전송하는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우주 컴퓨터로 초기 데이터 처리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특별한 기술 솔루션이 필요하다.235) 바로
이 분야에서 한국 측 파트너들의 경험은 매우 귀중하다.
실제 사례로서 소형 지구원격탐사 위성 그룹 개발 및 발사 서비스 분야 스
타트업 기업들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 스타트업인 ‘픽셀
(Pixxel)’은 2030년까지236) 초분광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한 소형 위성 30여
개로 이루어진 위성 그룹을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237)
초분광 카메라를 통해 가시광선을 고정시킬 뿐 아니라 분광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대상 영토의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성분도 연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격으로 농작물과 그 농작물의 질병을 분석하고 식물의 잎
에 있는 엽록소의 양과 토양의 습도, 성장 단계 및 기타 다른 중요한 지표를
파악할 수 있다. 환경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오염의 범위, 오염된 구역
의 경계를 파악하고 영토에 잔존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과 오염 정도를 판
단할 수 있다. 2021년 2월 남아프리카 기업 ‘드래곤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Dragonfly Aerospaces)’는 ‘픽셀’과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 개발 및 이
를 위성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238)
위성통신 기술의 발전은 정보통신 산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위성통신 시
스템의 개발 분야로는 지구 정지궤도 대용량 위성(HTS: High Throughput
235) “«Обыкновенный глюк»: в «Роскосмосе» рассказали о причинах ЧП на МКС”(6
ноября 20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4).
236) “PIXXEL: мечты, устремленные в небо”(6 июля 2021),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7.
14).
237) “Pixxel планирует сформировать группировку малых спутников для гиперспект
ральной съёмки земной поверхности с самым высоким разрешением”(17 марта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4).
238) “Dragonfly and Pixxel Sign Agreement for High Resolution Imagers for Pixxel’s Satellite
Constellation”(16 февра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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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과 초고처리량위성(VHTS: Very High Throughput Satellite)의
제작 및 발사, Ku와 Ka 주파수 대역의 폭넓은 사용, 새로운 주파수 대역(V와
Q) 사용 시도, 이동통신 및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직접 경쟁 또는 공동 이용
등이 있다. HTS와 VHTS와 같은 대형 위성도 개발될 것이다. 이러한 대형 위
성들은 주로 정지궤도, 고타원궤도 및 중간고도의 위성통신 시스템에 사용되
고 간혹 저고도 위성통신 시스템에도 사용된다. 정지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변수들도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 지금까지 축적된 협정들이 영향을 미치며 강력한 추진력
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저고도, 중고도 위성통신 시스템 분야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위성통신은 2가지 방향으로 발전 가능하다. 하나는
4G와 5G 지상 무선 시스템239)240)241)과의 통합(향후 6G242) 개발)이며 다
른 하나는 지상 네트워크와 직접 경쟁하는 것이다. 두 방향 모두 글로벌 위성
통신의 새로운 표준의 확립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주통신 시장에서 가장 오
래된 기업들은 B2B(기업 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지상 통신 사업자들과 협
력하여 개발된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자본 투입 관점에서 보면 이는 유
연하고 리스크가 적은 방식이다. 두 번째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
래, Business to Consumer) 방식으로 광대역 분야의 대변혁이다. 이는 기
술적인 관점이나 법률적인 관점에서 모두 리스크가 큰 방식이다. 통신 주파
수 대역에 대한 국제 표준과 국가 표준 조율은 큰 문제를 야기한다. 국제전기
통신연합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선통신 규정에서 3개의 지역 메커니즘
을 시행했다. 저궤도 광대역 통신이 전 세계 이용자들과 직접 연결되고 글로
239) “5G связало мобильных и спутниковых операторов”(7 февраля 2020),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7. 17).
240) “Omnispace raises $60 million to fund hybrid network”(2 февраля 2021),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7. 17).
241) “Lockheed Martin подписывает соглашение с Omnispace об исследовании 5G в
космосе”(23 марта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42) TAdviser вебсайт(2021), “6G (шестое поколение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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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화되면서 이들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면243) 국
가 차원의 신기술 경쟁이 일어난다.244)245) 저궤도 기술 경쟁 참가자들이 성
과를 보여준다면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신기술은 우선 지역
적 단위 또는 구역 단위에서 효율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가을부
터 시작된 ‘스타링크(StarLink)’의 시범 운영이 이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이
통신은 2021년 봄 일부 구역에서 운영을 시작하는데 사용자와 지상 중계기
가 동시에 커버되는 구역에서만 작동되며, 사용자와 지상 중계기 간 거리가
1,000km를 넘지 않아야 한다.246) 이러한 운용 조건을 가진 글로벌 통신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들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다수의 지상
중계기를 건설하거나 위성 간 통신 채널을 기반으로 위성통신 시스템을 개발
해야 하며, 그럴 경우 프로젝트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프로젝트 자체를 재검
토해야 한다.
미래형 위성통신은 위성 간 광학링크(Optical Inter-Satellite Link) 기반
의 글로벌 우주 디지털 레이저 광학 통신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개발자
들은 자체 위성 그룹을 구축할 때 위성 간 광학링크를 사용한다. 위성 간 광학
링크를 통해 지역 및 국가 표준을 고려하여 지역 통신의 일부를 구현할 수 있
다.247) 우주통신은 위성통신 시스템에 관련된 수많은 지역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이자 통합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장비 반환과 단계적 투자의

243) Rohde & Schwarz вебсайт, “Совмест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C-диапазона для сетей 5G
и спутниковой связ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244) “Назло OneWeb: Россиянам запретили ввозить в страну спутниковые телефоны.”
(22 января 20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45) “ФСБ оседлала спутниковую волну”(26 февраля 20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46) “Глобальная сеть широкополосного спутникового спутникового интернета
Starlink”(7 октябр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47) “Cloud Constellation Selects Mynaric Laser OISL Terminals for its SpaceBelt Satellites”
(20 ма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92 •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관점에서 리스크가 적다. 이런 네트워크는 우주장치 운영 시 텔레매틱스
(Telematics) 정보와 전문 실무정보(예를 들어 원격탐사 위성 데이터) 전송
을 위한 국제 채널을 개발하는 첫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지상 가입
자를 위한 글로벌 우주통신이 될 수도 있다.

표 10.2.5 우주통신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이행 가능성
정치 상황 시나리오

이행 가능성

현상 유지
(국제 정세 변동 없음)
부정적

긍정적

방해요소

송수신 장비의 낮은 중량
낮음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 심화)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 해소)

이행요소

적은 에너지 소비
높은 노이즈 내성

독자적 개발이
우선과제

보통 이하
위성 간 광학링크 장비 수요 증가

자료: 저자 작성.

2020년 ‘한국 우주산업 개관’ 197쪽을 보면 향후 위성 제작 기술이 발전
할 경우 설계, 조립, 실험, 본체 및 페이로드, 전반적인 시스템 검사 등 전 과
정에서 한국의 기술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48)
한국형 위성 제작 과정에서 수입산 장비와 부품의 비중이 감소하는 변화가 보
인다. 이런 현상은 특히 레이더 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6’, 초고해상도 광
학 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7’과 ‘다목적 실용위성-7A’의 3가지 위성 프로
젝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목적 실용위성-6’이 유럽의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위성이라면, ‘다목적 실용위성-7’과 ‘다목적 실용위성-7A’
은 한국 장비와 업체만 위성 개발에 참여하였다.249) 이러한 전략은 한국이 다
음에 개발하는 소형 위성에서도 나타난다. 즉 다양한 위성 제작을 위한 자체
2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2020), ｢우주산업실태조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
249) Gunter’s Space Page вебсайт, “KOMPSAT 7 (Arirang 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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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산업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러시아는 ‘리쇼트네프’ 정보위
성제조회사 등 널리 알려진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민간기업이 러시아 위성 제
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스프롬 우주장치 조립생산’은 모스크바주
스콜코보에 위치한 위성 조립 및 생산 기업으로 2025년까지 지구원격탐사
위성 ‘스모트르-B’, 통신위성 ‘야말’ 제작을 위한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또한
성능 시연용 소형 우주장치의 시제품을 제작할 계획인데 이는 미래 유망 다중
위성 시스템을 위한 것이다.250)
한국과 러시아의 국가 생산 개발 프로그램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위성
제작, 개발 기술 활용, 대규모 소형 위성 그룹의 자체 대량생산을 위한 실험
및 상호 지원 등에서 쌓은 기존의 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잠재 파트너들이 기
획한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에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상 송수신 장비 분야의 협력
‘2020년 한국 우주산업 전망’ 30쪽에 따르면 2019년에 위성방송용 텔레
비전 셋톱박스 수출이 감소했다.251) 그러나 러시아 시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위성방송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252) 신규 가입자에게 필요한 장비
를 제공하기 위한 소비자용 위성 단말기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러시아의
위성방송 단말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단말기
제품 판매 계획을 세울 때 러시아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8년
9월 러시아 칼루가주에 설립된 삼성전자 공장(‘삼성전자 루스칼루가’)에서도
이러한 단말기 등을 직접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253) 현재 이 공장에서 텔레
비전과 같은 가전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러시아 외에도 카자
250) “Стенограмм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слушаний на тему “О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кос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2 июл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2020), ｢우주산업실태조사｣(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
252) TAdviser(2020), Спутниковое(платное) ТВ рынок Росси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253) “Завод Samsung в Калуж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 партнёром Музея истории космонавтики
им. К. Э. Циолковского”(12 апрел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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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 몽골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
판매 거점을 통해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등으로 제
품이 수출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거점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수출되고 있다. 2016년 9월부터는 칼루가
삼성전자 공장에서 제품 일부를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
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로도 수출하고 있다. 칼루가 삼성전자 공장에 위
성방송 기기 생산을 위한 공장이 위치한다면, 러시아 위성장비 시장에 무관
세로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구축된 물류 채널을 통해 다른 인근
국가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보다 혁신적인 미래형 저궤도 소형 위성 그룹 제작을 위한 장기 공동 프로
젝트 전망에 대해 말하자면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 문제는 기반 통신장비의 개
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나 보편적인 것이며 해당 시스템에 부여된 사
용자 측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우주장치 설계 시 수행되는 어떤 업무든 위성
과 지구 간 교신체계 구축과 관련된 문제는 기술적ㆍ경제적 문제 해결을 수반
한다. 예를 들어 위성 서비스, 지구원격탐사, 위성통신의 미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부하 트래픽 전송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는 전
송되는 정보의 종류, 다양한 신호 전달 주체, 데이터 처리 전송망의 기능에 필
요한 지상 단말기 수와 같은 기술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한편 근지구 우주공
간에서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위성장치를 대규모 그룹으로 발사할 때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무엇
보다 위성의 중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궤도로 많은 위성을 발사할 때 적절한
원가를 책정하고 5~7년을 주기로 위성을 수리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중량을 감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위성의 크기를 축소
함으로써 한번에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량 또는 초경량
로켓발사체를 여러 차례 발사하지 않고 중형 로켓발사체 하나만 발사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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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성 간 광학링크 통신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유망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몇 가지 과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첫째, 무겁고 부피가 큰 무선 안테나
를 소형 광송수신기로 대체하여 장비의 무게와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신
호의 반송 주파수를 증가시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셋째, 동일한
조건에서 신호 분산 변수가 큰 무선 안테나와 비교했을 때 광학요소를 활용하
면 에너지를 덜 소비함으로써 우주장치의 에너지 하부 시스템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다. 반면 위성 간 광학링크의 단점은 수신기에 전파선이 정밀하게
조준 접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위성을 공간 내에 정밀하
게 위치시키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근지구 공간에서 고속 데이터 유동의 실현은 위성통신 시스템의 지상 부문
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그룹화된 수많은 위성을 중계기(또는 컴퓨터 네트
워크 용어로 라우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우주 부문은 시간지연
이 덜한 위성 간 광학링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게 한다. 왜냐하면 우주공
간에서 위성 간 레이저를 이용한 통신은 지상의 유선통신이나 무선통신에 비
해 중계기나 증폭기 등 중간 매개장치가 훨씬 적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레이저 위성 간 광학링크 기술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츠니마
쉬’가 이미 실험을 진행했으며,254) 또 다른 계획255)은 근지구 공간과 우주와
대기의 중간 영역을 통해 광학 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우주에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위성 간 채널에서 1.2
Gbps, 위성-지구 간 피더(Feeder) 채널에서는 10Gbps까지 네트워크 속도
성능을 확인했다.
미국과 독일에서 ‘미나릭(Mynaric)사’256)의 위성 간 광학링크 장비가 활
254) ЦНИИМАШ(2019), “Эксперимент СЛ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255) ЦНИИМАШ(2019), “Эксперимент СЛС-2”(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256) Mynaric(2021), “Mynaric выпускает сверхбыстрый масштабируемый терминал
оптической связи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для спутниковых приложений”(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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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화시스템’257)이 이 분야를 발전시키
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미국의 스타트업 ‘카이메타(Kymeta)’와 기술 개발
협력을 추진하며 위성 간 광학링크를 실행258)하기 위한 위성장비 생산을 준
비하고 있다.
우주 레이저 광학 통신 분야에서 러시아의 기초 및 응용 과학 연구성과를
한ㆍ러 공동 프로젝트에 활용한다면 짧은 기간에 고품질의 위성 간 광학링크
장비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피더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레이저 광학 통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
다. 이 분야에 대한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기 및 대기와 우주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광선 전파의 특징 때문에 우주장치와 지구 간 통신에 레이
저 사용이 제한적이다. 레이저 광선 통신의 긍정적인 특성과 함께 지구-우주
이중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추가적인 기술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
다. 이는 장비 제작 비용에 반영된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B2C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는 위성통신 시스템 단말기에 무선 채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원가, 안테나 조절 및 관리의 어려움은 소비자용 위성 단말기의 대량
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성통신 시스템의 대중화를 저해하는 이용 복
잡성 문제는 저궤도 이동 위성에 라디오전파를 조준접속하거나 전자식 위상
안테나망(PAA) 작동을 통한 위성 간 자동 접속 전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
다. 이 기술은 과부하로 인한 기계적 손상 리스크가 적고, 가볍고 콤팩트한 구
조 덕분에 항공기 레이더 시스템(Airborne Interception radar)에 적극 활
용되고 있다. 이 안테나의 원가 절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기술적ㆍ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면 저궤도에 대량으로 고성능 글로벌 위성통
검색일: 2021. 9. 17).
257) “Hanwha, KAI and LIG Nex1 to lead South Korea’s private-sector-driven satellite
development”(14 June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58) HANWHA вебсайт(2021), “Space Hub: a Strategic Control Tower for Hanwha’s
Aerospace Business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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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스템을 발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미래 시장이 열릴 것이다.
러시아 몇몇 기업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영기업 ‘로스
테크’의 자회사 ‘로스엘렉트로니카(Росэлектроника)’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
는 연구소와 생산업체들이 있다. 소규모 기업으로는 ‘이스타르(Истар)’, ‘비
사트-텔(ВИСАТ-ТЕЛ)’, ‘네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Небо ГК)’, ‘자동화 통
신 시스템(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е системы связи)’ 등이 있으며, 그중에 ‘자동
화 통신 시스템’은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엔지니어링 모델 조립을 완
료하였다.259)
그러나 러시아 개발자들은 이러한 장치에 대한 내수시장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러시아의 저궤도 위성과 중궤도 위성탐사 시스템은 설계 초기 단
계이고, 고타원궤도 ‘엑스프레스-RV’는 아직 발사되지 않았다. 또한 군사용
을 겸하는 이중용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제품의 해외반출이나 해외와
의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장비 개발에 대한 해외의 수요도
낮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민간 개발자들은 상업적 관점에서 이 사업의 우
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하여 다른 분야에 더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개
발 성과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개발 잠재력을 통해 러시
아 개발자들이 이 분야 세계 기술경쟁에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한화 페이저(Hanhwa Phasor)’가 비스콘신의 ‘플렉서스(Plexus)’
와 협력하며 위성통신 시스템 지상 단말기를 위한 위상안테나망(PAA) 설계
및 생산을 맡고 있다.260) 2020년 ‘한화 시스템’은 영국계 저궤도 위성 안테
나 전문 기업인 ‘페이저 솔루션(Phasor Solutions)’의 자산과 사업을 인수하
였다. 이러한 ‘한화 시스템’의 발전은 위성 단말기 ‘포 올(For All)’의 생산공
259) Воронеж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ебсайт, “Разработка
антенной решетки для мобильного терминала спутниковой связ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260) “Hanwha Phasor teams up with American product designer for on-the-move antenna”(9
September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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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한국에 건설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물론 단말기의 대중화는 생산 원가
가 대폭 절감되면 실현 가능하겠지만, 현재로도 전 세계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많으며 향후에는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10.3 장기적 협력 프로젝트 전망
향후 10년간 우주 서비스 분야에서 궤도상의 우주쓰레기를 청소하는 프로
젝트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기기의 발전과 궤도 내 물체 수 증가와 함께 우주쓰레기 양이 계속 증
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기 간 충돌 가능성 증대, 우주기기 잔해의 통제 불가능
한 추락 위험, 운행 중에 있는 우주장치와 우주비행사에 대한 손상 및 부상 등
의 문제를 야기한다.
2021년 4월 29일 로켓발사체 ‘창정-5B’(LongMarch 5B)는 중국 궤도 정
거장의 핵심 블록인 ‘텐허’를 궤도에 올려놓았으나, 건조중량 3,600kg(대략
25톤)인 로켓의 2단 동체가 예상치 못한 궤도로 추락하고 말았다.261) ‘로스
코스모스’와 미 항공우주국 NASA의 레이더는 추락을 막지는 못하지만 추락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동체를 계속 주시해왔다. 결국 2021년 5월 9일 이 거대
한 동체는 아라비아 반도 상공 대기권으로 진입해 인도양에 추락했다. 다행히
추락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262) 빌 넬슨 NASA 국장은
중국이 우주쓰레기와 관련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263)

261) “Куда бог пошлет: мир ждет падения китайской ракеты”(1 мая 2021),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7. 17).
262) “Обломки китайской ракеты “Чанчжэн 5-Б” упали в Индийский океан”(9 ма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63) “Глава NASA обвинил Китай в несоблюдении стандартов в отношении космического
мусора”(9 мая 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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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7일 로켓발사체 ‘창정-4B’는 지구 원격 관측 위성 ‘가오펜-11’
을 궤도로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발사 이후 로켓 1단 동체가 거주지
와 매우 가까운 곳에 추락했고,264) 추락하는 과정에서 독성 하이드라진 잔여
연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5월에는 ‘창정 5B’의 잔해가 대기권에서 완전히 연소되지 않고 코
트디부아르 보카나드시 근처 마호누 마을에 추락했다.265)
2005년 12월 14일 가동된 미국 위성 UARS(Upper Atmosphere Research
Satellite)이 2011년 9월 25일에 태평양 상공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추락
했다. 위성의 파편이 대략 800km에 걸친 지역에 추락했고, 캐나다 남서쪽
앨버타 주의 오코톡스와 레스브리지시 주민들이 이를 목격했다. 위성을 발사
할 당시는 위성의 수명이 다했을 때 우주왕복선을 보내 위성을 회수한 뒤 안
전하게 제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이 우주왕복선 사업을 중단
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무게 6.5톤의 이 위성은 어떤 우주물체와 충돌
하여 추락한 것으로 추측된다.266)
1986년 중단된 소련의 우주정거장 ‘살류트-7’은 1990년 태양의 활동 증
가와 이로 인한 대기 상층권의 밀도 증가로 인해 통제력을 잃고 서서히 추락
하기 시작했다. 우주선 연료가 적어 추락 궤도를 크게 바꾸진 못했으나 남은
연료로 추락 지점을 최대한 유럽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남아메리카의
인구밀도가 낮은 산악지대로 바꿀 수 있었다. 궤도에서 서서히 추락하던 우
주정거장 ‘살류트-7’은 1991년 2월 6일과 7일 밤 고밀도 대기권에 진입하며
지구로 추락했고, 그 파편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영토에 떨어졌다.267)
264) “С дымом и гептилом: китайская ракета упала на деревню”(8 сентябр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65) “Мимо Нью-Йорка на африканцев: куда упала китайская ракета”(13 мая 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66) “Обломк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путника UARS упали в Канаде”(24 сентября 20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67) “Salyut 7, Soviet Station in Space, Falls to Earth After 9-Year Orbit”(7 февраля 199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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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궤도 정거장 ‘스카이랩(SkyLab)’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1979년
7월 11일 낙하 궤도 계산 실수로 추락하던 파편의 일부가 호주 ‘퍼스’시 남쪽
지역에 떨어졌다.268)
지구에서 벌어진 가장 심각한 사고 중 하나는 소련의 위성 ‘코스모스-954’
에서 발생했다. 1978년 이 우주장치가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사람이 살지 않
은 캐나다 북부의 한 지역으로 추락했다. 위성의 추락은 원자로가 없었다면
한 밤에 떨어지는 유성처럼 여겨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위성
의 추락으로 방사능 오염 피해를 복구하는 데 3개월이나 걸렸으며, 캐나다 정
부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600만 캐나다 달러를 소련 측에 청구했다.269)
우주쓰레기가 야기하는 위험한 상황은 지상에 미치는 경우보다 우주공간
에서 훨씬 더 많고, 그 위험성의 크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즉 우주쓰레기가
우주기기와 충돌할 확률이 우주쓰레기가 지구 물체와 충돌할 확률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지구의 대기는 파편의 대부분을 마찰과 연소
로 제거하는 보호막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고, 둘째, 우주장치의 이동 궤도는
지구 물체와의 거리보다 서로 더 가깝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
주쓰레기가 거주지, 즉 인간의 활동 장소로 추락할 가능성은 궤도에서 작동
중인 우주장치와 충돌할 가능성보다 훨씬 낮다.
우주쓰레기가 가동 중인 우주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예로
1999년에 가동을 중단해서 우주쓰레기 상태로 있던 ‘코스모스-2251’ 위성
이 통신위성 ‘이리듐-33’과 충돌한 사례를 들 수 있다. 2009년 2월 10일 타
이미르 반도 상공에서 두 위성이 4만 km/h 속도로 충돌한 결과 대략 600개
의 파편이 발생했다.270)
268) “С вами говорит Картер»: как США уронили станцию на Австралию”(11 июля
20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69) “В СССР ядерные реакторы ставили на космические спутники. Один из них упал
в Канаде”(19 августа 20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70) “Угрозы для спутников более чем реальны”(12 февраля 200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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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언급된 사례들을 보면 우주쓰레기의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우주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해결책과 보다 유연한 국제규범 및 우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서비스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관련 규범을 준
수하지 않는 주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와 수단도 필요하다.
미국 NASA의 2019년 1월 자료에 따르면, 우주쓰레기는 궤도상 장치의 수
와 위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표 10.3.1 참고).

표 10.3.1 우주쓰레기의 종류와 특징

크기에 따른 분류

0.1-1cm

1-10cm

10cm 이상

전 범위 고도에서의 파편의 수

1억 3,000만

90만

3만 4,000

저궤도에서의 파편의 수

2,000만

50만

2만 3,000

우주장치와의 충돌 여파

심각한 손상

심각한 손상 혹은 파괴

완전한 파괴

충돌 방지를 위한 기존 방식

보호액정 사용

회피 기동

회피 기동

자료: Космический мусор: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е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угрозы: сб. тр. / под ред. Л.М.
Зеленого, Б.М. Шустова. М.: ИКИ РАН(2019), p. 236.

현재 우주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근지구 공간의 보존
지역에서 폐 우주장치와 잔해를 처리하는 것이다. 러시아에는 궤도상 우주쓰
레기 청소에 대한 국가표준 GOST R 52925-2018를 법으로 제정한 산업 표
준이 있다. 이 표준은 UN ‘우주공간에 대한 유엔조약 및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에네르기아’ 관계자에 따르면, 궤도에서 위성 하나를 제거하면 2,000~
5,000달러를 벌게 된다. 향후 ‘북적대는’ 궤도에서 폐 위성을 제거하는 서비
스 시장은 1년에 대략 3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그 규모는 향후 더
욱 성장할 전망이다.271)
다양한 차원의 우주쓰레기 청소용 미래 우주장치가 러시아에서 개발되고
271) “Как ученые планируют “прибраться” в космосе”(10 февраля 2014),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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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표적으로 양방향 입자 대포(Particle-beam weapon)인 ‘리크비다
토르(Ликвидатор)’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약 4톤가량의 ‘제거자’를 지구 정
지궤도의 폐 위성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하는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츠니마
쉬’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200개의 폐 위성
을 제거할 예정이며, 다른 자료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중량 2톤 이하의 오래된
정지 위성 20개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학술연구는 「러
시아 우주(2016-2025)」연방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272)273) 이러
한 상업적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우주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
형성되고 있다.
러시아 기업 ‘야사르(Easar)’도 우주의 작은 쓰레기를 청소하는 쓰레기 청
소 기술을 개발하는 ‘EAS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린오비트
(LeanOrbit)’ 프로젝트는 차세대 모듈형 소형 위성을 여러 개 발사하고 궤도
상에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큰 위성으로 만드는 종합 위성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 중반 ‘EASI’ 프로젝트는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
에 있고, ‘린오비트’ 프로젝트는 지상에서 모의 테스트 및 벤치 테스트를 진행
하는 단계에 있다.274) 2019년 10월 30일 ‘Easar’는 러시아 연방 특허청에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쓰레기 청소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275)
이외에도 한국 측에 흥미로울 만한 프로젝트가 몇 가지 더 있다. 이는 새로
운 우주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우선적 활동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이다.
위성 궤도상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우주쓰레기 청소 문제는 국제적인 과제
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대외 정치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272) “Российский спутник для уборки мусора с орбиты обретет свои первые черты в
2018 году”(11 февраля 20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273) “«Роскосмос» разрабатывает космического уборщика”(26 декабря 2016), 온라인 기
사(검색일: 2021. 7. 17).
274) Easar,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http://easarspace.co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275) “В России разработали спутник для сжигания космического мусора солнечными
лучами”(13 ноября 20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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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표 10.3.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0.3.2 우주쓰레기 청소 프로젝트 이행 가능성
정치 상황 시나리오별
이행 가능성

장단점

부정적 현상 유지 긍정적

정치 상황에 대한
의존도 평가

장점
개발 시 서방 국가 기술 활용

낮음

보통

높음

폭발적인 수요 증가 전망

높음
영향 없음

높은 청소 비용

높음

영향 없음

경쟁자의 부재

영향 없음

단점
청소 방법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
신규 사업 분야에 내재된 불확실성 리스크

높음
높음

보통

영향 없음
보통

낮음

자료: 저자 작성.

정치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영향 없음’, ‘낮음’, ‘높음’이 영향 없음-4, 낮
음-1, 높음-1로 나타난다.
유인우주비행과 관련된 우주 서비스 시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서 러시아가 제시할 수 있는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민간 참여자 두 명이 우주선 ‘소유즈-MC’을 타고 10일간 국제우주정거
장에서 상업 비행
 국제우주정거장의 러시아 세그먼트에서 특별 과학 프로그램 진행
 한국의 궤도 정거장 모듈 개발(개발 자금 조달), 한국형 중형 로켓발사
체에 모듈 탑재

향후 국제우주정거장의 러시아 측 ‘나우카(Наука)’ 모듈에 미세중력 속 학
술연구 진행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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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한국이 완전한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형 궤도 정거장
을 건설하거나 2021년 개념 설계가 시작된 러시아 궤도서비스정거장에 한국
의 독립 모듈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구성, 용도, 궤도변수, 운송기술 서비스,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몇 가지 부문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궤도서비스정거장 사업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파트너들
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개별 모듈
 특별 과학장비를 갖춘 스탠드
 온보드 장비

독립적으로 비행하는 다목적 모듈 ‘코리아’의 개발과 궤도 투입을 또 다른
프로젝트로 제안한다. 이 모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비행모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러시아 궤도서비스정거장보다 더 높은 궤도에서의 자율 비행
 러시아 궤도서비스정거장에 결합된 형태로 공동 비행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미세중력 환경에서 특별한 과학기술(의료, 마이크로
전자기술, 재료공학 등)에 대한 실험 및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성과로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러시아 로켓
발사체에 실어 한국 측 모듈 발사, 한국 우주비행사들이 탑승한 러시아 ‘소유
즈-MS’와 ‘오룔’ 우주선의 러시아 궤도서비스정거장으로 이동, 기능적으로
러시아 궤도서비스정거장의 일부인 한국 모듈의 실험실에서 한국 우주비행
사들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러시아가 관심을 가질 분야로는 첨단 마이크로 전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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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모듈 우주선에서의 과학 프로그램 실행, 러시아 궤도서비스정거장
건설 및 운영 시 비용 절약, 설계 작업 등이 있다. 모듈 ‘코리아’에는 실험설계
국 ‘파켈’(Experimental Design Bureau ‘Fakel’)이 개발한 전기 추진 로켓
엔진(Electric rocket propulsion system)이 장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
도 유지에 필요한 연료 소비의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우주활동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정치적 리
스크를 언급하고자 한다. 각 프로젝트마다 방해요인이 많지는 않지만 그 이
행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하다. 본 연구는 3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첫째, 한ㆍ러 공동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태도가 현재와 동일
(현상 유지 시나리오)
둘째, 제재 전쟁 상황 악화(부정적 시나리오)
셋째, 상당한 완화(긍정적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표 10.3.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3.3]은 한국과 러시아 간 추진 가능한 공동 프로젝트를 제3국이 미
치는 영향 정도에 따른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평가한 것이다. 순위는 제3국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무시해도 되는 요소의 비중에 기반해 정했
다. 세계 우주시장의 리더인 미국은 제품에 자국산 부품이 사용된 경우 미국
로켓으로만 유효탑재물을 발사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면서 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규제하고 있다. 시장에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는 구매
자는 전술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ㆍ정치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식이 다른 경쟁자들의 성장을 저해한
다면 전략적으로는 패배하는 것이다. 주도자인 미국은 득을 볼 수 있지만 전
체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 활동 결과를 이용하는 데 심한 제약을 가해 한 사람의 리더에게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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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3 제3국의 정치적 영향에 따른 한ㆍ러 공동 프로젝트 순위 평가

고려된
프로젝트

요소의
개수

다른 국가들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평가
영향
없음

약함

강함

프로젝트 시작
시기

정치적 영향을 가장 덜 받는 프로젝트(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무관한 요인 중 70~100%)
‘밀리메트론’ 프로젝트
북극해양항로의 공동 원격탐사 위성 그룹 개발 및
이용
우주장치 그룹 간 상호작용을 위한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5

100%

-

-

2026년 이후

12

92%

-

8%

2024~26년

6

83%

-

17%

2024~26년

정치적 영향을 적당히 덜 받는 프로젝트(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무관한 요인의 50~70%)
우주쓰레기 청소

6

67% 16.5% 16.5% 2024~26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활용

5

60%

한국 로켓발사에 해상 발사기지 ‘씨런치’ 적용

11

재사용 우주선 개발 및 제작

6

-

40%

2024~26년

55%

9%

36%

2024~26년

50%

33%

17%

2028년 이후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프로젝트(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무관한 요인 중 50% 미만)
러시아 오지 통신을 위한 위성 5G 하이브리드 장비
설치
무인 우주장치를 활용한 중ㆍ러 달 탐사 프로그램에
한국의 참여

5

40%

40%

20%

2026년 이후

5

20%

-

80%

2024~31년

자료: 저자 작성.

존하여 도출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결국 전략적
으로 득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트너국들 간의 평
등하며 부가적인 의무를 강요하지 않는 개방적인 협력관계는(이 연구보고서
의 제안이기도 함)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 유연한 행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른 우주 강국과 협력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한국의 우주협력 동향을 분석
하기 위해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러시아와 파트너국 간 다양한 우주협력 활동을 평가하였다. 해당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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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는 ‘기계 생산’, ‘서비스 제공’, ‘기초 학술연구 프로젝트’, ‘생산 및 서비
스 제공 시 사용되는 부품 교역’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가 협력 완성도를
기반으로 각 활동에 대해 평가하며, 협력 완성도는 최대로 활동 가능한 종류
와 비교하여 국가들의 실제 협력 수단을 알 수 있다. 협력은 ‘영향 없음’, ‘낮
음’, ‘보통’ 또는 ‘높음’의 4가지 변수에 따라 점수가 주어진다.
평가된 활동 분야에 대한 점수를 기반으로 2가지 지수가 산출된다. 첫 번째
지수는 모든 공동 활동에 대한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협력발전지수’이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 간 협력 정도가 높은 것이다. 두 번째는 ‘활동 분야의
다양화 지수’이다. 이 지수는 평가대상 활동에서 공동 활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것이다. 지수 산출 방식은 국가들이 협력하고 있는(즉 전문가
가 ‘영향 없음’과 다른 점수를 매긴 모든 공동 활동이 고려되었다) 활동 분야
의 수를 계산하였다. 평가된 모든 활동 대비 공동 활동 분야의 비율을 통해
‘활동 분야 다양화’ 지수가 형성된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 간 협력의 폭
이 넓은 것이다. [그림 10.3.1]을 보면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자료를 통해 국제정치 상황이 국가 간 우주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로켓발사체의 상업적 발사 부문에서 러시아
에 대한 제재, 미국 로켓발사체 제작을 위한 러시아산 엔진 신규 구매 거부,
‘밀리메트론’ 프로젝트에서 탈퇴 등 러시아와의 협력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물론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들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유지될 수도
있으나, 국제우주정거장의 공동 운영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미국과 러시아
의 협력관계가 현격히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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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1 러시아와 파트너 국가의 국제우주협력 동향 평가

자료: 저자 작성.

유럽 역시 미국에 비해 덜하기는 하지만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공동 협력의 종류도 현재 일부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
들은 ‘쿠루’ 발사장 발사대 사용 기한이 만료되고 나면 향후 우주 분야에서 러
시아와의 국제 공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러시아는 협력의 방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우주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발전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러시아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를 중국
에서 찾고 있다. 최근 중국의 우주활동 성과뿐만 아니라 다수의 정치적 이슈
에서 양국 간 상호 공통의 이해를 통해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첨단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중국에서 모색하고 있다.
우주활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동향은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우주정거장의 기초 우주 임무
와 프로그램에 대한 양국의 협력 사례를 들 수 있다.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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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전환 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의 폭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른 프로젝트
에 대한 협력 수준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주협력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 발전은 흥미로운 동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의 한국형 로켓발사체 KSLV-I 공동 개발 프로그램, 한국 발사장 건
설에 대한 러시아의 컨설팅, 한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
해 2004~13년간 한ㆍ러 협력관계 수준이 상당히 격상되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의 공동 협력 활동의 종류
는 다양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궤도 발사를 위한 한국형 장비 개발 분야에서
협력이 종료되어 양국 간 협력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본
논문에서 언급된 분야에 대한 한ㆍ러 양국의 향후 협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량 및 초경량 로켓 개발 및 상용 발사, 위성통신, 지구원격
탐사, 기본 부품 공급, 우주 기초연구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협력 분야의 ‘활동 종류의 다변화’를 통해 2030년까지 한
국과 러시아는 현재 유럽과 러시아 간 협력 수준과 비견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현재 한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인 분야에서 다
른 그 어느 국가들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276) 정의
용 장관의 이러한 의견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우주
활동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협력이 활성화되고 우주개발 성과를 도
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76) 정의용(2021. 10. 21),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다음주 모스크바 방문…한ㆍ러 실질협력 관계 발전｣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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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근의 전 세계 우주산업 트렌드를 분석하면 우주개발의 주도권이 과거 국
가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식에서 벗어나 보조금 지원,
공동 자금 조달, 시장 경쟁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민간이 하기 힘든 부
분이나 전체적인 큰 발전의 방향은 국가가 제시하지만 민간기업 간 경쟁을 통
한 기술진보의 메커니즘은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우주개발 운영 메커
니즘의 ‘하이브리드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 사
태로 많은 돈이 풀리면서 이 돈이 거대 기업으로 몰리게 되었으며, 코로나19
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뉴노멀 확산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는 결국 우주통신 시장을 열어주어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진출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우주개발 사업에 국가만
대규모로 투자를 할 경우 실패했을 때 막대한 재정 손실의 위험이 있다. 그러
나 민간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우주산업에 대한 국가
의 재정 부담도 완화되고 재정 손실 리스크도 줄어들게 되었다. 물론 이 경우
에도 국가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만큼 그 리스크가 기업에 전가되긴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은 투자 리스크가 큰 우주개발 사업 진출에 따르는 높은
벤처 수익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각 국가의 경제 상황 및 우주산업에 대한 열망과 실현 가능성, 장단점을 분
석한 결과 우주개발 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보다 국제협력 프로젝
트 형태로 진행될 경우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우주산업 발전 및 우주
활동 수행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한국의 기술력과 우주산업 발전
에 대한 열망, 우주산업 육성 계획 이행, 최근 우주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와 러시아가 60년 이상 축적해온 실제 우주비행 경험과 발전된 우주산업
기반, 첨단과학 기술의 적용 능력이 결합하여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전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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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수단
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각국 정부가 설정한 정책 방향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면 민간기업 역시 참여하여 공동으로 우주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
고 효과적이다.
한 나라의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우주장비나 우주기술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차적인 문제들이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
기도 한다. 이는 국가 간 갈등이나 그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어떤 계획이든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우
주산업의 성과가 경제 시스템 개혁에 촉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은
이제 다양한 산업 경제 분야에서 우선 과제인 동시에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정치적 의지와 결단력을 갖는다면 우주산업의 협력 방
향을 정하고 국제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다.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우주 프로젝트는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며 해당 프
로젝트 수행에 따른 다른 나라의 정치적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프로젝
트 이행의 보증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은 국가 간 합의로 만들어진 법률 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어떤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국제적
차원에서 참여국 간 교류와 해당 프로젝트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것
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상용 우주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가 선택하고 합의한 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간 협정 안에서 프로젝트의 성
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 중요하다. 우주 프로젝트의 추진
과 성공적인 실현이 절실하다면, 그 어떤 정치적 장애도 얼마든지 극복 가능
하다.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 공동의 염원을 담고 있는 우주산업 분야의 우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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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추진을 통해 양국의 역량을 상호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분야는 다음과
같다.
 경량 및 초경량급 상업용 로켓 복합체 개발
 정지궤도 통신위성 자원의 공동 사용
 천체물리학 복합체(우주망원경) ‘밀리메트론’ 개발 참여
 한국 우주발사체를 위해 다국적 해상발사 플랫폼 ‘씨런치’ 이용
 궤도상 우주쓰레기 청소를 위한 상용 기술 개발

2020년대 중반부터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성방송 및 통신 시스템용 사용자 단말장비의 생산 및 설치(위성 TV
셋톱 박스, 향후 ‘엑스프레스-RV’ 위성 그룹화를 위한 이동 위성통신
장비, 인구밀도가 낮은 러시아 지역에서 5G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위
성 라우터)
 대규모의 초소형 위성 그룹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기술 기반 구축
 지구원격탐사를 위한 레이더 위성 그룹 개발
 서로 다른 궤도의 위성들로 구성된 혼합 위성 그룹 개발

2030년대 초까지는 다음과 같은 우선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디지털 레이저 광학 우주 네트워크 설계
 재사용 가능한 우주 궤도선 개발
 국제달정거장 공동 프로그램 참여
 한국의 우주정거장 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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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흐루니체프 우주항공연구생산센터

ГКРЧ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распределения частот
러시아연방 무선주파수위원회
Совет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торая регулировала отношения в

Главкосмос

области кос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글라브코스모스(Glavkosmos)

ГЛОНАСС

Глобальная навигационная спутниковая система
러시아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글로나스)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Космическая связь», ФГУП

ГПКС

«Космическая связь»
러시아 위성통신회사

ГСО
ДЗЗ
ЕАЭС
Евросоюз

Геостационарная орбита(GEO)
정지궤도
Дистанционное зондирование Земли
지구원격탐사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ЕС
유럽연합(EU)
Европейское космическое агентство(ESA: European Space

ЕКА

Agency)
유럽우주국(ESA)

ЕС
ЖРД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Евросоюз
유럽연합(EU)
Жидкостный ракетный двигатель
액체 로켓엔진
Институт кос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Федеральное

ИК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бюджетное учреждение науки Институт
кос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러시아우주연구소

ИКТ
ИНАСАН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정보통신기술(ICT)
Институт астрономии РАН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천문우주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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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спутниковые
ИСС Решетнева

системы» имени академика М. Ф. Решетнёва
러시아 리쇼트네프 정보위성제조회사(ISS-Reshetnev)

ИТ
КА
КАИ
КБ
КБХА
КК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정보기술(IT)
Космический аппарат
우주장치
Казанский авиационный институт, ныне КНИТУ
카잔항공연구소, 현재 카잔국립연구기술대학교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 бюро
설계국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 бюро химической автоматики
화학기계설계국(CMDB)
Косм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우주복합체
Казан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технический

КНИТУ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А. Н. Туполева, ранее КАИ
카잔국립연구기술대학교

КНР

Китайская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Комитет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КОПУОС

мирных целях
유엔 외기권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COPUOS)

КОСПАС
КРК
КРТ
КуАИ
ЛССНС
ЛЭП
МАИ

Косм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Поиска Аварийных Судов (SARSAT)
조난선박탐색 우주시스템
Коммерческий ракетно-косм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민간 로켓우주기지
Космический радиотелескоп
우주전파망원경
Куйбышевский авиационный институт, ныне СГАУ
사마라국립우주항공대학교
Лунные спутниковые системы навигации и связи
달 위성항법 및 통신시스템
Линия электропередачи
송전선
Московский авиационный институт им. С. Орджоникидзе
모스크바항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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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ВД
МВТУ
Минкомсвязь
Росс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
러시아 내무부
Московский высший 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Баумана
바우만 모스크바 국립공과대학교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통신언론부

Минобороны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и

러시아 국방부

Минобрнауки

Федерации, до 2018 года называлось Министер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Росси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러시아 교육과학부, 현재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Минприроды
России
Минпромторг
России
Минрегион России
Минтранс России
Минфин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산업통상부
Министерств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지역개발부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수송부
России
러시아 재정부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и
МАФ
МКС

러시아 경제개발부
Международная федерация астронавтики
국제우주항행연맹(IAF: 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смическая станция
국제우주정거장(ISS)
Московская межбанковская валютная биржа

ММВБ

모스크바은행간외환거래소(MICEX: 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

МНЛС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лунная станция
국제달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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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М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щег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일반기계공업부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правочный регистр частот

МСРЧ

국제주파수등록원부(MIFR: Master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оюз электросвязи

МСЭ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t)
국제전기통신연합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делам гражданской

МЧС России

обороны,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러시아 비상사태부
Национальный аэрокосм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Н. В.

НАУ

Жуковского, ранее ХАИ
우크라이나 국립우주항공대학교

НВО
НИИ

Низковысотная орбита, LEO
지구 저궤도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연구소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космических и

НИИКАМ

ави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러시아 항공우주재료연구소

НИОКР
НПО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и опытно-конструкторские работы
연구개발(R&D)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과학제품생산기업(NPO)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НПО Лавочкина

объединение имени С.А. Лавочкина»
러시아 항공우주기업 ‘라보츠킨’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НПО «Энергомаш» объединение «Энергомаш» имени академика В. П. Глушко
러시아 로켓엔진제작사 ‘에네르고마쉬’
ОАЭ
ОДК

Объединенные Арабские Эмираты
아랍에미리트(UAE)
Объединенная двигателестроительная корпорация
엔진제작회사(UEC: United Engin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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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КБ
ООН
ОРКК
ОРМ
ОС
ПАО
ППЦ
ПСС
РАН
РД

Опытное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 бюро
실험설계국(OKB)
Организация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UN, 국제연합
Объединенная ракетно-космиче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연방로켓우주공사(URSC)
Опытный ракетный мотор
실험용 액체 로켓엔진
Орбитальная станция
궤도정거장(우주정거장)
Публичн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주식회사(상장회사)
Прикладной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й центр
활용자센터
Подвижная спутниковая служба
이동 위성 서비스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러시아과학아카데미
Ракетный двигатель
로켓엔진
Российское космическое агентство(с 2016 года называется

Р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рпорация по кос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оскосмос»)
러시아 연방우주청(RSA)(2016년 이후 ‘로스코스모스’로 명칭 변경)
Публичн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Ракетно-космическая

РКК «Энергия»

корпорация «Энергия» имени С.П. Королева», RSCE Energia
로켓우주회사 ‘에네르기아’

РКЦ «Прогресс»
РЛС
РН
РНИИ
Росавиация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Ракетно-космический центр «Прогресс»
로켓우주센터 ‘프로그레스’
Радиолокационная станция
레이더장치(무선감지시스템)
Ракета-носитель
로켓발사체
Ракетны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러시아 로켓연구소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Ф
러시아 연방항공청(로스아비아치야)

346 •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Росгидромет
России
Роскомнадзор
России
Росморречфлот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РФ по гидрометеорологии и
мониторингу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기상청(로스기드로메트)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РФ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러시아 연방통신ㆍ정보기술ㆍ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조르)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морского и ре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Ф
러시아 연방해운청(로스모르레치플로트)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РФ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Росреестр России

кадастра и картографии
러시아 지도제작등록청(로스리예스트르)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РФ по экологическому,

Ростехнадзор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и атомному надзору
러시아 연방환경산업원전감독청(로스테크나조르)

РОСС
Росстандарт
России
РСС
РФ
СВО

Российская орбитальная служебная станция
러시아 궤도서비스정거장(ROSS)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РФ по техническо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ю
и метрологии
러시아 연방기술표준청(로스스탄다르트)
Радиовещательная спутниковая служба
방송위성 서비스(BSS: Broadcasting Satellite Service)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러시아 연방
Средневысотная орбита, MEO
지구 중궤도
Сама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эрокосм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СГАУ

им. С. П. Королева
사마라 국립우주항공대학교

СМП
СНГ
ССС
СССР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북극해양항로
Содружество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독립국가연합(CIS)
Система спутниковой связи
위성통신시스템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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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ША
ТТО
ФАР
ФГУП
ФИ
ФИАН
ФИ РАН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Америки
미국
Транспорт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운송기술서비스
Фазированная антенная решетка
위상안테나배열(phased array)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нитар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국영통합법인
Физ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물리학연구소
Физ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академии наук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레베데브 물리연구소
Физ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레베데브 물리연구소
Федеральная косми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и на 2006 -

ФКП-2015

2015 годы
「러시아 우주(2006-2015)」 연방프로그램
Федеральная косми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и на 2016 -

ФКП-2025

2025 годы
「러시아 우주(2016-2025)」 연방프로그램

ФМБА
ФСС
ФЦП

Федеральное медико-биологическое агентство РФ
러시아 연방의료생물청(FMBA)
Фиксированная спутниковая служба
고정 위성 서비스(FSS: Fixed Satellite Service)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연방특별프로그램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Поддержание, развитие и

ФЦПГ-2025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истемы ГЛОНАСС на 2012 - 2020 годы»
｢글로나스 시스템 개발, 유지 및 이용(2012-2020)｣ 연방특별프로그램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их

ФЦПК-2015

космодромов на 2006 - 2015 годы»
｢러시아 우주기지 개발(2006-2015)｣ 연방특별프로그램

ХАИ

Харьковский авиационный институт, ныне НАУ
하리콥항공대학
Центральное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 бюр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ЦКБЭМ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에너지기계제작중앙설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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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Центральный
ЦНИИМАШ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러시아 중앙기계제작연구소, 츠니마쉬(TsNIIMash)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Центр эксплуатации объектов

ЦЭНКИ

наземной косм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러시아 우주기지지상장비활용센터,첸키(TsENKI))

ЮАР

Южно-Африкан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Южмаш

объединение „Южный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вод“ имени А.
М. Макарова»
국영우주로켓제작공장, 유즈마쉬

ЭРДУ
AOPOD

Электроракетная двигательная установка
전기로켓엔진
Atmosphere Occultation and Precision Orbit Determination
정밀궤도결정 탑재체(아리랑 5호 부탑재체)
Astronomical Roentgen Telescope — X-ray Concentrator

ART-XC

(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рентгеновский телескоп — концентратор
рентгеновских лучей)
러시아 X선 망원경
Business to business(бизнес для бизнеса: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B2B

между коммерче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B2B(기업 간 상거래)
Busyness to consumer(бизнес для потребителя:

B2C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жду коммерче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конечными потребителями)
B2C(기업과 고객 간 상거래)
Business to government(бизнес для государства:

B2G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жду коммерче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ами)
B2G(기업과 정부 간 상거래)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CDTI

(испанский центр разработки промышл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스페인 산업기술개발센터

CINEMA

Cubesat for Ion, Neutral, Electron, Magnetic fields
지구 근접 우주공간 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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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National Space Agency(國家航天局 - китайское
CNSA

национальное космическое агентство)
중국국가우주국

CSA

Canadian Space Agency(Канадское космическое агентство)
캐나다우주국
Deutsches Zentrum für Luft - und Raumfahrt(германский

DLR

центр авиации и космонавтики)
독일항공우주센터
Extended ROentgen Survey with an Imaging Telescope Array

eROSITA

(рентгеновский телескоп)
X선 우주망원경 eROSITA

ESA

Европейское космическое агентство
유럽우주국(ESA)
Field Camera Unit

FCU

WSO-UV 조립카메라장치(러시아 허블망원경 스펙트르-UF의 초점면에
위치한 장치 중 하나)

FSO

Femto second Laser Oscillator
펨토초 레이저 발진기(FSO)
Global Differential GPS(глобальная дифференциальная

GDGPS

система увеличения точности GPS)
글로벌위성항법보정시스템

GEO

ГСО(геостационарная орбита)
지구정지궤도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глобальная навигационная

GNSS

спутниковая система)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
Global Position System(система глобального

GPS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я)
위성위치측정시스템, 위성측위시스템

HEO

ВЭО(высокоэллиптическая орбита)
고타원궤도
High-throughput satellite – спутники с высокой пропускной

HTS

способностью
대용량 위성(고처리율 위성, 고처리량 위성)

IoT

Internet of things(интернет вещей)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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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Initial Public Offering(первичное публичное размещение)
기업공개
Indian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региональная

IRNSS

навига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Индии), с 2016 года называется
NavIC
인도위성항법시스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t(МСЭ – международный

ITU

союз электросвязи)
국제전기통신연합

ILS

International Launch Services
국제발사서비스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Японское агентство

JAXA

аэрокос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PL

Jet Propulsion Laboratory(Лаборатория реактивного движения)
제트추진연구소
КОСПАС, Косм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Поиска Аварийных Судов —

K-S

SARSAT, Search And Rescue Satellite-Aided Tracking
국제위성추적구조시스템,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KAI
KAIST

Korea Aerospace Industries
한국항공우주산업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KARI

промышл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KITECH

промышл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MPSAT

Korean Multi-Purpose Satellite(корейский многоцелевой спутник)
다목적 실용위성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Корейское

КОТРА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Торговли и Инвестици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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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RWA
LEO
LRA
MEO
MPA

Korea Telecom
KT
Reaction Wheel Assembly
반작용 휠
НВО(низковысотная орбита)
저궤도
Laser Retro-reflector Array
레이저 반사경
СВО(средневысотная орбита)
중궤도
Media Partners Asia
미디어파트너스아시아(데이터 조사업체)
The National Astronomical Observatory of Japan

NAOJ

(Национальная астрономическая обсерватория Японии)
일본국립천문대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항공우주국, 나사(NASA)
NAVigation with Indian Constellation(система навигации с

NavIC

помощью индийского созвездия спутников), до 2016 года
называлась IRNSS
인도위성항법시스템

NFC
NSS
OISL

Near field communication(«коммуникация ближнего поля»)
근거리 무선통신
Navigation Satellite System(навигационная спутниковая система)
위성항법시스템
Optical Inter-Satellite Link(оптическая межспутниковая связь)
위성 간 광학링크
Quasi-Zenith Satellite System(квазизенитная спутниковая

QZSS

система навигации Японии)
일본준천정위성시스템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региональная

RNSS

навигационная спутниковая система)
국지적위성항법시스템

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поиск внеземного разума)
외계지적생명체탐사

352 •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спутниковые системы
SBAS

дифференциальной коррекции)
위성기반 오차보정시스템

SREM

SWOT

VAS

Space Radiation Effects Monitor
우주방사선량센서(SREM)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SWOT 분석(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
Value Added Services
부가가치서비스
Very High-throughput satellite – спутники с осень высокой

VHTS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ью
초고속통신위성
Very Small Aperture Terminal(компактная спутниковая система

VSAT

с антенной от 0,5 до 3,8 метра)
초소형 지구국

SARSAT

Search And Rescue Satellite-Aided Tracking(КОСПАС)
위성 지원 수색 및 구조 추적, 살새트
Trace gas orbiter, орбитальный аппарат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TGO

малых составляющих атмосферы
가스 추적 궤도선

TTC
UARS

Tuvalu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투발루 텔레콤
Upper Atmosphere Research Satellite
대기상층부 관측위성

약어 • 353

세르게이 발렌테이
러시아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교수
valentey@inst-ekon.org.ru

미하일 쿠즈네초프
볼고그라드 국립 기술대학교 전문연구원
mara122@mail.ru

데니스 도마쉔코
러시아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조교수
Domaschenko.DV@rea.ru

이고르 베르호프스키
바우만 모스크바 국립 기술대학교 전문연구원
soyuz732@yandex.ru

이리나 구세바
러시아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연구원
Guseva.IA@rea.ru

알렉산드르 셰골레프
러시아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연구원
Schegolev.AS@rea.ru

러시아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교수

미하일 쿠즈네초프
볼고그라드 국립 기술대학교 전문연구원

데니스 도마쉔코
러시아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조교수

이고르 베르호프스키

이리나 구세바
러시아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연구원

Sergey Valentey, Mikhail Kuznetsov,
Denis Domashchenko, Igor Verkhovsky,
Irina Guseva, and Alexander Shchegolev
이 연구는 한ㆍ러 간 미래 협력방안 중 하나로 우주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전략과 현황, 러시아와 주요국 간의 협력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러 간 우주협력의 새로운 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 사회
내에서 희소성을 갖는 우주 관련 연구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현지 동향 파악과 후속 연구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르게이 발렌테이 외

바우만 모스크바 국립 기술대학교 전문연구원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세르게이 발렌테이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Space Industry and
Prospec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pace Activities

알렉산드르 셰골레프
러시아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연구원

방교영ㆍ서유경 역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ISBN 978-89-322-0149-8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세르게이 발렌테이, 미하일 쿠즈네초프, 데니스 도마쉔코,

이고르 베르호프스키, 이리나 구세바, 알렉산드르 셰골레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198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국제거시금융, 무역통상, 세계지역
연구,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ㆍ
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
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SCI , 한국
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원문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
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