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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우주기술 발전과 현황

집단공사는 2016년 총 22회의 발사를 통해 ‘티엔통
1호’, ‘펑윈 4호’, ‘가오징 1호’ 등 총 40개의 위성을

1970년 첫 상업위성인 ‘동방 1호’를 쏘아 올린 중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우주정거장 ‘티엔

국은 지난 4월 21일 화물우주선인 ‘티엔저우 1호’를

공 2호’의 안정적 궤도 진입과 유인우주선 ‘션저우 11

성공적으로 도킹하여 우주정거장 ‘티엔공 2호’에 필

호’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개의 차세대 발

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데 성공하였다. 중국 우주개

사체인 ‘창정 5호’와 ‘창정 7호’의 발사에도 성공하는

발의 아버지 첸쉐션(钱学深) 박사가 1955년 귀국한

쾌거를 이룩했다. 현재까지 발사된 발사체와 위성은

지 60여 년 만에 중국은 우주정거장에 필요한 물류

90% 이상 중국자체 기술로 완성된 것이며 주요 핵

를 화물우주선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

심 부품의 개발은 국가항천국의 주도아래 기업과 대

는 2022년 ‘티엔공 3호’ 발사와 함께 우주정거장이

학이 함께 개발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공을 바탕

완성되고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 우주정거장이 수명

으로 중국은 2017년 달 뒷면에 착륙하여 토양샘플을

을 다하게 되는 2024년에는 중국은 세계 유일의 우

채취하여 귀환하는 ‘창어 5호’ 프로젝트, 중국형 내

주정거장 보유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발

비게이션 시스템 ‘베이더우 3호’의 발사 등 총 28회

사와 탐사 계획 외에도 중국은 현재 다양한 우주실

의 발사를 계획 중이며, 2025년까지 세계최고의 우

험을 진행 중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칭화대

주강국으로 거듭나고자 노력중이다.

학 팀의 우주 배아세포 실험이다. 이 실험은 세계최

그렇다면 중국의 우주항공 기술력은 현재 어느 정

초로 우주공간에서 배아세포의 번식 메커니즘을 관

도 수준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미국, 러시아를 이

찰하는 실험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은 3위이지만 아직 상당한 기술격차가 존재한다고

이처럼 우주분야에서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

평가한다. 실제로 중국의 우주항공 예산은 미항공우

원과 긴밀한 산학연관 협업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주국(2016년 기준 193억 달러)에 비하면 현저히 낮

중이다. 중국의 우주항공국유기업인 중국항천과기

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주항공 경쟁력 평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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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중국 항공우주의 주요 성과

시간

내용

1970년 04월

첫 인공위성인 둥팡홍(東方紅) 1호 발사

1987년 08월

중국의 귀환식 위성을 프랑스 탑재 시험 장치로 사용, 중국의 첫 세계 우주시장 진출

2003년 10월

선저우 5호 유인우주선 발사

2005년 10월

선저우 6호 2명의 우주인 탑승, 발사

2008년 09월

선저우 7호 3명의 우주인 탑승, 발사

2007년 10월

첫 달탐사 위성인 창어 1호를 실은 창정 3호 발사

2010년 10월

창어 1호 위성의 개량형 창어 2호 발사

2011년 11월

무인우주선 선저우 8호와 텐궁 1호 첫 도킹 성공

2013년 12월

달 탐사선 창어 3호 발사

2016년 08월

세계 최초 양자통신 위성 묵자호 발사

2016년 09월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 2호 발사

2016년 10월

선저우 11호 발사후 텐궁 2호에 도킹

2016년 11월

차세대 대형 운반로켓 창정 5호 발사 성공

2017년

달 탐사선 창어 4호 발사, 세계 최초 달 뒷면 탐사 추진

자료: 저자 정리

기관인 Futron사의 2014년 우주경쟁력 평가에 따르

중국항천과공집단공사와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가

면, 중국은 정부정책에서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주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두 개의 국유 기업은

기타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4위에 랭크되기도

각각 14만 명과 16만 명의 인력을 보유해 도합 30만

하였다. 하지만 2015년에 발사횟수에서 이미 미국

에 이르는 연구 인력을 보유한 초거대 집단으로, 발

을 추월했고 매년 풍부한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고

사체부터 위성까지 우주산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

앞으로도 많은 발사 계획이 있어 빠른 성장이 예측

술과 소재를 중점적으로 개발 중이다. 특히 우주기

된다. 특히 현재 ‘티엔공 2호’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술 상업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항천과

우주실험과 5월 10일에 실행된 지상 우주정거장 시

기집단공사의 경우 2016년 총 6,006건의 특허를 출

뮬레이션 프로젝트인 ‘월궁 365 프로젝트’, 2030년

원하였으며, 기술개발, 품질관리 등의 특허 연구를

발사예정인 양자통신 위성 등 비교적 혁신적이고 선

100개 이상 진행하였다. 특허이전을 통한 매출은

도적인 우주관련 프로젝트도 다수 계획 중에 있어

3.4억 위안(한화 약 560억 원)을 달성했고 14억 위

큰 성장이 기대된다.

안(2,310억 원)에 이르는 위성응용관련 프로젝트를
신규 수주했으며, 로봇관련 사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중국 우주기술 상업화의 주체

도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중국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베이더우 시스템이 성공적으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우주굴기 사업은

로 국내외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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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항공 관련 국제프로젝트는 5.8억 달러(6,000억

통신위성 발사를 통해 일대일로 사업에 포함된 국가

원)를 돌파 하였다. 또한 중국우주산업의 해외매출

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은

의 비중이 전년도보다 16.8% 성장하였고 총 매출 역

일대일로 사업에 포함된 국가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시 10.2%가 증가했으며, 항공기술관련 산업의 협약

를 제공하고 추후 이 국가들의 발사 수요를 선점하

은 1,000억 위안(16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는 전략적 의도를 담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 우주기술의 개발은 점차 기술혁신과 산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범위 역시 중국 내수위주에서

중국 우주기술 상업화의 해결과제

점차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우주기술 상업화의 최대 강점은 뛰어난 가

중국 우주기술의 상업화 전략: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와의 연계

성비에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발사 성공률과 합리
적인 가격은 중국 우주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에 긍정
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중

우주기술의 상업화는 중국 우주굴기의 핵심적인

국의 우주기술은 아직 자국내 비중이 큰 것이 사실

부분이다. 중국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우주기술의 개

이다. 이러한 국내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한 기술력과

발과 ‘중국제조 2025’와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를

노하우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데에는 여러

적극장려하고 있다. 먼저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는

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가장 큰 장애물은

우주항공기술개발을 통해 축적한 뛰어난 소재 부품,

미국의 견제이다. 미국은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 위

제어계측, 엔진, 에너지 등의 기술이 다른 산업의 기

성은 중국 발사체를 통해 발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술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고수하고 있어 대다수의 미국 부품을 통해 위성을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는 중국의 로컬 항공사, 자동

완성한 나라는 중국의 발사체를 사용할 수 없다. 따

차 회사 및 에너지 회사들과 엔진 및 관련기술을 공

라서 중국은 현재 미국과 상대적으로 친밀도가 낮은

동 개발 중이며, 석유회사인 시노펙과는 유전 탐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두 번

기술 개발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중국항천과

째, 미국의 SpaceX와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이 회

기집단공사가 개발한 다수의 정밀제어 기기, 광학기

수가능 발사체와 같은 혁신 제품을 통해 시장에 진

기, 신소재 기술은 현재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

입하고 있어 중국 우주기술의 가장 큰 비교우위인

다. 두 번째로 중국은 우주기술 상업화의 성공을 일

가성비가 위협받고 있다. 현재 중국내에서도 보다

대일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혁신적이고 저비용의 회수 가능 발사체개발에 대한

달성하고자 한다. 베이더우 시스템은 일대일로 국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인도와

들에게 우선적으로 내비게이션 및 GPS 데이터와 서

같은 경쟁국의 우주기술 개발이다. 중국이 파키스탄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캐나다의 Nove Atel

의 발사체 기술 개발에 협력하면서 인도는 자체적으

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어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진출

로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인도는 오랜 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지금보다 더 큰 용량의

간의 자체 개발을 통해 최근 저가형 발사체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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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베이더우 1호와 2호의 서비스 범위

주: 녹색 - 베이더우 1호의 서비스 제공범위, 빨간색 - 베이더우 2호의 서비스 제공범위
자료: 邹维荣, 杨欣(2016)

실험에 연속으로 성공하고 있어 중국 우주기술 상업

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지속적 수요 창출을

화의 또 다른 위협으로 급부상했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우주기술개발 역시 근본

결국 중국이 단순한 우주기술개발을 넘어 상업용

적인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위성과 발사체 시장에서의 성공을 통해 ‘우주굴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
복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히 우
주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산업의 전반적인 기
술개발과 산업고도화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성
장전략은 풍부한 내부수요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 일대일로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
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연선국가와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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