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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의 전진기지 우주센터-

해외 우주센터 및 나로 우주센터 소개

글 국 봉 재/ bjkuk@kari.re.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센터 기술관리그룹

서론1.

세기는 한정된 지구 안에서 넓은 우주공간으21

로 인류의 활동무대가 확장되는 우주공간의 활용시

대이다 그동안 인류는 육지 중심에서 해양으로 그. ,

리고 이제는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공간까지 활동영

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우주개발시대 초기는 단.

순한 우주탐사의 시대이었으나 현재의 인류는 이,

미 우주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대에 접어들

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로부터 보다 더 적극적인.

우주개발의 시대적인 요청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는 보다 더 다양한 우주개발의 시대적인 요청을 받

을 것이다 이러한 우주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능력.

은 국가위상 국가경쟁력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영, ,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한다.

우주개발은 우주공간에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

장등 각종 기기들을 일정 궤도상에 올려놓아 활용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기.

기를 우주 공간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수

송체인 우주발사체의 독자적인 개발능력과 우주발

사체를 이용하여 각종기기들의 운반 및 궤도 진입

의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우주발사체.

를 지상으로부터 우주공간으로 발사하는 제반 업무

를 담당하는 발사장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발사장은 위성체를 탑재한 발사체의 발사 이외.

에도 과학관측 로켓을 발사하여 우주관측을 수행하

는 등 여러 가지 용도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발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 제반시설 및 장,

비들을 일반적으로 발사장 또는(Launching Site)

우주센터 라고 한다(Space Center) .

본 기고에서는 해외 우주센터의 현황을 소개하

고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에 위치한 외나로도에 건설 중인 나로 우주센터 가(

칭 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해외 우주센터 현황2.

년대까지의 우주개발 기술은 미국 소련 프1970 , ,

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

그러나 년대 이후에는 중진국권 국가들에서도1980

우주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재 로켓 분,

야에서는 인공위성용 로켓 개발 국가는 중국 인도, ,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호주 등을 포함하여, , ,

개국 탄도로켓 개발국은 개국에 달하고 있다17 , 11 .

세계 각국은 지구 전역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위해 연평균 여기의 새로운 저궤100

도 위성을 제작하고 있으며 수백 기의 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발사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것으로보고유리한고지를선점하기위해경

제성을 갖춘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주센터시설을신설 확충하고있다, .

우주센터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가간에 공동으,

로 발사장을 건설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소유권 운영권 및 자금 조달 등에 관한,

타협점 도출이 쉽지 않아 사업자체가 지연 또는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서로.

인접해 있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독자적으로 안

도야 발사장과 에스레인지 발사장을 각각 설치하

여 운영하는 것이 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는 과학로켓용 발사장 및 우주

센터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개국 이10

상이며 이중에서 위성발사를 위한 우주센터를 운영

하고 있는 곳은 개국 곳이다 현재 이들 국가가9 18 .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 계획 중인 상업용 발사장의

현황 및 위치는 표 및 그림 과 같다.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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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해외 발사장 현황. 1

국 명 발사장 명 위 도 경 도 첫 발사 성공( )
1957-1999. 6
궤도발사횟수

호주
Woomera
Cape York
Darwin

31.1°S
12.25°S
12.28°S

136.8°E
143°E
130.5°E

1967. 11. 29 재 계획 중2 ( )
계획 중
〃

브라질 Alcantara 2.28° S 44.38°W 1986. 10. 0

중국

Xichang
Jiuquan
Taiyuan
과학로켓Hainan( )

28.25°N
40.6°N
37.5°N
19°N

102.0°E
99.9°E
112.6°E
109.5°E

1984. 1. 29
1970. 4. 24
1988. 9. 6
1988

25
23
10

계획 중

프랑스 유럽/ Kourou 5.2°N 52.8°W 1970. 3. 10 115

인도
Sriharikota
Barasore

13.9°N
21.42N

80.4°W
87.0°E

1984. 7. 18 8
계획 중

인도네시아 섬Biak 1°S 136°E 계획 중

이태리 미국/ 케냐San Marco( ) 2.9°S 40.3°E 1967. 4. 26 9

일본
Tanegashima
Kagoshima

Christmas Island

30.4°N
31.2°N

131.0°E
131.1°E

1975. 9. 9
1970. 1. 11

30
24

계획 중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
/Cape Canaveral
Vandenberg AFB
Wallops Island
Edwards AFB

28.5°N

34.4°N
37.8°N
34.5°N

81.0°W

120.3°W
75.5°W
117.5°W

1958. 1. 1

1959. 2. 28
1961. 2. 16
1990. 4. 5

597

554
24
5

이스라엘 Palmachim/Yavne 31.9°N 34.7°E 1988. 9. 19 4

독립국가연합

Tyuratam(Baikonur)
Kapustin Yar
Plesetsk
Svobodniy
Sea Launch

45.6°N
48.4°N
62.8°N
51.4°N
69.3°N

63.4°E
45.8°E
40.1°E
128.3°E
35.3°N

1957. 10. 4
1962. 3. 16
1966. 3. 17
1997. 3. 4
1998. 7. 7

1046
84
1452
2
1

스페인 Torrejon AB 40.49°N 3.46°W 1997. 4. 21 1

남아프리카공화국 Overberg Toetsbaan 34.35°S 20.32°E 1991. 3 0

(1) Vandenberg AFB, (2) Edwards AFB, (3) Wallops Island, (4) Cape Canaveral/KSC,
(5) Kourou, (6) Alcantara, (7) Hammaguir, (8) Torrejon AB, (9) Andoya, (10) Plesetsk,
(11) Kapustin Yar, (12) Palmachim/Yavne, (13) San Marco Platform, (14) Baikonur/Tyuratam,
(15) Sriharikota, (16) Jiuquan, (17) Xichang, (18) Taiyuan/Wuzhai, (19) Svobodny,
(20) Kagoshima, (21) Tanegashima, (22) Woomera, (23) Darwin, (24) Cape York,
(25) Barasore, (26) Hainan, (27) Biak, (28) Overberg Toetsbaan

그림 세계 발사장 위치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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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주센터 사례 소개3.

케네디우주센터 발사장미국3.1 /Cape Canaveral ( )

미국은 이외에Kennedy Space Center(KSC)

발사장Cape Canaveral (CCAS), Vandenberg Air

발사장등을Force Base(VAFB), Wollops Island

운영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우주센터로는.

California Spaceport, Virginia Spaceport, Alaska

의 해Kodiak Spaceport, Caribbean Sombrero

등이 있다Island .

케네디 우주센터와 를 합쳐CCAS Eastern

라고 부른다 이 두 발사장은 북위 도Range . 28.5 ,

서경 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음 그림 와 같81 . 2

이 강을 사이로 약 정도 떨어져 있Banana 24km

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넓이는. 350km2 약 억( 1

평 이며 의 넓이는 약) CCAS 63.9km2 만평(1,934 )

이다.

그림 2. Eastern Range

년 초에 미국의 최초 위성인 호1958 Explorer 1

가 로부터 발사 된 이후 년까지CCAS 1996 Eastern

에Range 회의 위성 발사가 수행되었다541 . CCAS

는 주로 무인 우주발사체 즉 인공위성 발사용 발사

장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Titan, Atlas, Delta

발사체용 발사대 시설 군사용 시설 그리고, , NASA

상업용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와. CCAS Patrick

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약 명 정도 되AFB 12,000

는데 이 중에서 발사체와 위성 관련 종사자는

명 이상이다 현재 는 지상 시설들을4,000 . CCAS

개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연중 발사 가능 회수는

에서 회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발사장25 30

자체가 년대 개념으로 건설되어 발사 전 조립1950

및 시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일 소요되기26~40

때문이다 그림 은 가 발사대기 중인 발사. . 3 Delta II

서비스 타워 모습이다.

그림 발사 와 서비스 타워3. Delta II Complex( Pad )

케네디 우주센터는 우주 왕복선과 우주 정거장

관련 장치를 포함하는 관련 탑재물의 진행 발사, ,

착륙을 총괄하는 우주센터이다 원래 케네디 우주.

센터는 년대에 아폴로의 달 착륙 프로그램을1960

지원하기 위해서 건설되었으며 이 발사장에서 근무

하는 총 인원은 약 명 정도이다 이중 민간14,000 .

서비스 종업원은 약 명이고 나머지 대다수는1,925

Lockheed Martin, McDonnell Douglas, Roclwell,

산업체 인원들이다 그림 는 가EG&G . . 4 STS-95

에서 발사 대기하고 있는 모Launch Complex 39B

습과 주변 시설 사진이다.

그림 가 에서 발사대기 모습4. STS-95 Launch Complex 3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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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센터 프랑스3.2 Kourou ( )

프랑스 정부는 년 프랑스령 에 발사1964 Guiana

장을건설 하기로 결정하고 프랑스 국립우주CNES(

연구소 가 남아메리카 연안에 발사장을 건) Kourou

설하도록 하였다 우주센터는 프랑스의. Kourou

소유이지만 프랑스 정부의 승인 하에CNES

의 발사체ESA(European Space Agency) Ariane

발사에 이용되고 있다.

그림 우주센터 위치5. Kourou

우주센터는 지구동기궤도 위성발사를Kourou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우주센터가 적도. Kourou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동쪽방향으로 발사 시 미

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에 비해 약 의15% Payload

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안은 최. Guiana

대 경사각을 갖는 그리고100.5° Equatorial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Polar/Sun-synchronous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주센터. Kourou

는 항만 및 항공 시설 그리고 숙박 시설이 있는

의 최대 도시인 시로부터 북쪽으Guiana Cayenne

로부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우주센65km

터에 상주하는 인원은 약 명 정도이다1,400 .

우주센터의 센터는 위성Kourou Technical

인수 및 최대 기의 위성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5

는 위성 점검 시설과 통제 센터를Jupiter Range

포함하고 있으며 및 센터는Radar Telemetry

센터로부터 각각 남쪽으로부터Technical 10km

그리고 떨어진 와60km Montagne des Peres

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국Montabo Downrange

은 섬 에Natal, Ascension , Librevills, Malinidi

있다.

그림 발사장 전경6. Kourou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일본3.3 ( )

일본은현재두곳의위성발사장이운영되고있다.

그 중하나는 NASDA(National Space Development

에 의해서 운영되는 다네가시마 우Agency of Japan)

주센터이고또다른하나는 ISAS (Institute of Space

에서 운영하는 가고시마and Astronautical Science)

발사장이다 일본은 가고시마 발사장 건설 이전에.

로켓 발사는 로켓 시험장Pencil Akita (Michigawa)

에서 년대 중반부터 년대까지 이루어졌다1950 1960 .

또한 는 공화국의 섬에NASDA Kiribati Christmas

일본의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네가Spaceport .

시마 우주센터는가고시마현다네가시마섬의남동부

에위치하고있으며가고시마우주센터와는남쪽으로

정도 떨어져있다 그림 은 다네가시마 우주100km . . 7

센터와가고시마우주센터의위치를보여주고있다.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의 주 임무는 위성 및 발사체

점검 조립 그리고 위성 발사 비행안전운용 그리고, ,

발사체의 발사 후위성및 발사체의위치를추적하고

제어하는 것이다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는 소형 로.

켓 발사를 위한 와 발사체와Takesaki Range H-II

발사체를 위한 가 설치되어있으며J-I Osaki Range

지상국 지상국 광Nogi Radar , Uchugaoka Radar ,

학추적 지상국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하고 있다 다네.

가시마 우주센터 면적은 약 만평으로 일본에서260

가장 큰 발사장이며 액체 및 고체 추진 로켓 성능을

검증하기위한 시설이들어서있다Static Firing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의 그림Osaki Range( . 8)

에는 발사체를 위하여 년 이전에 발J-I 1992 H-I

사용으로 사용하던 시설들을 개조하여 만든 Osaki

와 그림 발사체를 위한Launch Complex ( . 9) H-II

그림 가 있다Yoshinobu Launch Complex(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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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다네가시마 가고시마 우주센터 위치.7 (TNSC)/ (KSC)

그림 전경8. Osaki Range

그림 전경. 9 Osaki(J-I) Launch Complex

그림 전경. 10 Yoshinobu(H-II) Launch Complex

중국3.4 Xichang Satellite Launch Center( )

중국은 현재 에 위성Jiuquan, Xichang, Taiyuan

발사장을 운용하고 있다. Jiuquan Satellite

는 중국의 발사체Launch Center(JSLC) CZ-1,

및 를 발사하는 발사CZ-2, CZ-2C, CZ-2D FB-1

장으로서 발사 가능한 위성 경사각이 도에서57 70

도이다. Xichang Satellite Launch Center(XSLC)

는 발사를 위한 발CZ-2E, CZ-3, CZ-3A, CZ-3B

사장으로 발사 가능한 위성 경사각은 도이며28 ,

는 중국Taiyuan Satellite Launch Center(TSLC)

에서 가장 늦게 건설된 발사장으로서 년에 첫1988

발사가 이루어졌다 는 극궤도발사. TSLC (Polar

에 사용되고 있는데Orbit Launch) CZ-2C/SD,

발사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CZ-4A .

그림 장정 발사체11. (LM-2C)

는 북경에 있는XSLC China Stellite Launch

통제 하에 있는 발사and Control General(CLTC)

센터로서 장정형 발사체를 이용하여 지구동기 방

송 통신 및 기상 위성 발사 서비스를 담당하는 발,

사장이다 은 중국 남서 방향에 위치한. XSCL

의 아열대 산림 지역 근처 고도Sichuan Province (

에 위치하고 있다 이 발사장은 중국에서1,826m) .

가장 남쪽에 위치한 발사장으로 미국의 Cape

과 비슷한 위도에 있다 에는 발사Canaveral . XSLC

보조 시설 및 기의 발사대가 있다 의 본부2 . XS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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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사장으로부터 떨어진 시에 있60km Xichang

다 는 지역 특성상 발사 방위각이 도에서. XSLC 94

도 밖에 되지 않아서 위성 경사각이 도에서105 28

도로 제한되어 있다36 .

발사대로부터 떨어져 있는 센2.2km Technical

터는 발사체 준비 시설과 준비 시설로 이루Payload

어져 있다 이 센터에서는 발사체 및. Technical

의 조작 시험 점검 조립이 이루어진다 발Payload , , , .

사체 준비 시설은 과Transit Building(BL1) Test

구성되어 있다 준비 시설Building(BL2) . Payload

은 Non-hazardous Operation Building(BS2),

Hazardous Operation and Fueling Building(BS3),

고체 로켓 모터 점검 및 준비SRM( ) Building(BM),

그리고 으로 구성되어SRM X-ray Building(BMX)

있다 임무 명령 통제센터 는 발사대로부터. / (MCCC)

남동쪽으로 떨어져있다 이 건물은 두 구역7km . ,

홀과 컴퓨터 실로 나누어져Command and Control

있다 홀은 다시. Command and Control Command

지역과 지역으로 구분되어있고Safety Control

홀 주변에는 운영실과 사무Command and Control

실이 있다.

그림 의 시설물 배치도12. XSLC

한국의 우주센터4.

추진배경4.1

우리나라는 년 당시 과학기술처의 지원으1990

로 한국항공우주연구소를 중심으로 단형 과학관1

측 로켓 개발에 착수하며 우주분야에 관심을 갖고

발을 들여 놓았고 년 겨울 서해안에서 역사적2002 ,

인 액체추진 과학로켓인 을 성공적으로 발KSR-Ⅲ

사함으로써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에 뛰어 들었다.

우리나라는 다목적실용위성 무궁화위성 그리고, ,

우리별 위성 등이 현재 궤도 운용 중에 있으며 향,

후 위성의 수요는 기상 및 해양 관측 통신망 구축,

등 다양한 요구와 통신시설의 확대 발전으로 인하,

여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

리나라는 자체적인 우주센터 및 발사체를 갖추지

못하여서 현재 운용중인 무궁화호 아리랑호 우리, ,

별등 우리의 위성을 델타 타이탄, Ariane, ,Ⅱ

등의 외국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외국의 발사PSLV

장에서 비싼 외화를 지불하고 발사하는 실정이다.

이는 외화 유출이외에도 발사일정 조절 및 우리의,

위성기술이 외국의 발사장과 발사체 업체에 노출되

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인 우주개발을.

위해서 자체 발사체의 확보와 이를 발사하기 위한

우주센터 건설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우주센,

터 건설은 우주개발의 전략적 차원에서 자국 내에

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주센터의 건설은 지난 년 종합과학기술1996

심의회의에서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

그림 에 처음으로 제시된 뒤 년 과학기술( . 13) 1998

부장관회의에서 년까지 우주센터를 건설하여2005

운용키로 확정했으며 지난 년 월에는 전남2003 8

고흥군 외나로도 건설현장에서 지역주민과 관계자

들과 함께 우주센터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인 기공식을 진행하였다.

그림 국가우주 개발 중장기 기본계획13.

이제 우리나라는 년에 급 위성체를2005 100kg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우주발사체로 발사하는 목표

를 세우고 발사체 의 개발과 우주센터를(KSLV-1)

건설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주센터가 완공 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번째로 자체적인 위성발사13

장을 보유하는 나라가 된다 우주센터는 국내 순수.

기술로 제작한 위성과 발사체를 우리나라 영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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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가능 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의 전

초기지가 될 것이다.

나로 우주센터4.2

우리나라의 우주센터는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에 만평 규모로 년까지 총공사비150 2005

억원이 투입되어 오는 년 완공 예정이1500 2005

다 우주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발사장 주변에.

안전영역 확보가 가능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발사,

체의 비행영역 및 각단 낙하지역에서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위치의 선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발.

사체가 대기권을 벗어나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하

기까지 보통 단계 이상의 단 분리가 이루어진다3 .

따라서 발사 궤적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다른 나

라의 영토를 비행하는 경우에는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발사에 적합한 여러 조.

건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주센터.

의 위치가 복수 안으로 가능할 경우 각 경우에 대하

여 발사장 및 부대시설 건설 용이성 도로 항만 전, , ,

기 용수 등의 기반 조건 확보 여부 해당 지역의 자, ,

치단체 및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종위치를 선

정하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안전구역 발. ,

사각도 및 주민 이주 보상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남고흥군 외나로도를 우주센터 건설

위치로 선정하였다.

그림 우주센터 및 추적소 위치도14.

우주센터가 건설되는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

도의 전체 면적은 약 26.5km2 해안선 길이는,

최고높이는 이며 서쪽해안에 염포만45km, 393m ,

외초만이 만입하고 북쪽에는 내나로도 사양도 애, ,

도 등이 있다 외나로도의 남안에는 장포산. (360m)

과 마치산 등이 있다 나로도는 그림 에서(380m) . . 15

와 같이 고흥 내륙과 연륙교로 연결되어있는 내나,

로도와 내나로도와 연도교로 이어지는 외나로도로,

구성되어있다 우주센터의 사업부지는 외나로도의.

동남단에 만평규모로서 시설부지150 143,301m2,

도로 32,233m2 녹지, 4,780,029m2로 구성되며 최

대한 자연 공간을 유지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우주,

센터로 건설될 계획이다.

그림 위성으로 촬영한 우주센터 부지15.

주요시설4.3

우주센터에 설치되는 주요시설로는 발사대 시설,

위성 시험동 고체 모터동 단별 조립동 추적 레이, , ,

다 원격자료 수신시스템 발사 통제시스템 광학 추, , ,

적시스템 비행 종료시스템(EOTS), (FTS : Flight

기상 관측시스템 등이 있Termination System),

다 또한 이러한 발사작업을 직접 지원하는 시설이.

외에 우주센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주체험을 통한

우주과학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우주 체험관

과 언론취재 등을 위한 프레스센터가 건설된다.

발사대 시설 은 급 과(Launch Complex) 100kg

학기술위성 및 톤급 위성발사를 위하여 개를 갖1 2

출 예정이다 발사대 시설 를 구. (Launch Complex)

성하는 주요 시설물은 발사 써비스타워(Launch

발사대 연료 및Service Tower), (Launch Pad),

산화제 저장 및 공급시설 고압가스 정장 및 공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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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저수조 및 폐수 처리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

발사대 조립동 발사 통제동 전망대 및 숙소(1) , (2) , (3) , (4)

우주체험관(5)

그림 우주센터 조감도16.

통제시스템은 발사체 원격 자료수신시스템 추, ,

적 레이다 광학 추적장비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데,

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발사지휘와 임무

통제를 수행한다.

비행종료 시스템(Flight Termination System)

은 발사체가 발사된 후 비정상적인 궤도로 비행하

거나 발사체 자체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발사

통제동에서 일정 신호를 보내어 강제적으로 비행을

종료시키는 지령시스템이다.

광학추적 장비(Electro-Optical Tracking System)

는 적외선 카메라와 비디오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까지 우주 발사체를 추적하여 비행과 관련된30Km

영상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순조로운 발사를 위하여 풍향 및 풍속 낙뢰위,

험 구름의 분포 등 다양한 기상정보를 정확하게 관,

측 하고 예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기.

상 레이다를 비롯한 낙뢰감지 시스템 등 여러 기상

관측 시스템이 설치된다.

발사체가 송신하는 여러 데이터를 수신하고 발

사체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위한 시스템인

추적 레이다와 원격 자료 수신 시스템이 설치 될

여수 돌산과 제주도 남제주군에 추적소가 건축된

다 여수 돌산 추적소에는 추적 레이다 원격자료. ,

수신시스템 기상 레이다 및 낙뢰 감지시스템이 설,

치되고 제주 추적소에는 추적 레이다 와 원격자료

수신 시스템이 설치된다 추적 레이다는 우주 발사.

체에 탑재된 트랜스폰더와 펄스 교신을 통하여 최

대 까지 발사체를 추적 할 수 있다 원격3,000km .

자료 수신시스템은 비행중인 발사체로부터 최대

까지 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수신2,000km 1Mbps

할 수 있다.

그림 광학추적 시스템18.

결론5.

앞으로의 세기는 우주개발의 시대이다 우주21 .

공간 개발에 대한 경쟁력과 주도권의 여부에 의해

한 국가의 흥망이 달라질 것이다 우주공간의 개발.

은 지구에서 우주를 향해 발사체를 발사하는 우주

센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기고에서는 우주공간의 활용시대를 맞이하여 치열

하게 우주공간 활용에 대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

는 미국 프랑스 일본의 우주센터를 소개하고 국, , 『

가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에 의해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나로 우주센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 기고에서는 우주개발의 전초기지인 우주센터

를 구성하는 주요시스템의 세계적인 동향과 추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나로 우주센터에 적용될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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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낙뢰 감지 안테나19.

그림 원격자료 수신시스템 개념도20.

참고문헌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우주센터 건설을 위한 조사 분석1. ,

연구, 1999, pp.1-211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형 우주센터 건설을 위한 사2. ,

전 기초연구, 2000, pp.1-163

선진 엔지니어링우주센터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3. ,

보고서, 2002, pp.43-73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