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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페이스(New Space)의 등장으로 세계 우주산업 생
태계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2010년

야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의 가
능성이 열리고 민간의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을 전후해 쓰이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2016년 즈음부
터 뉴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우
주 관련 뉴스나 정책에서도 단골로 사용되고 있다. 사전적

뉴 스페이스가 바꿔 놓은 우주산업의 지형

인 정의는 없지만, 통상 정부가 우주 개발의 주된 자금 공

소형 위성산업은 뉴 스페이스를 이끌고 있는 핵심 분야

급원이 되어 민간 대형 업체가 개발한 하드웨어를 구매하

이다. 특히 상용 부품을 활용한 저가 위성의 군집위성은

는 방식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우주산업(Old Space)이 새

과학 위성으로서의 연구·개발 효용성을 넘어 소형 위성이

로운 민간 투자 파트너와 기업가적 활동(entrepreneurial

실용성을 갖춘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 등장하고 있음

activity) 모델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기업들의 활발한 참

을 보여 준다. 저궤도 소형 군집위성을 활용한 우주 인터

여 속에 민간 주도로 변화되는 양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넷 사업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의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는 이미 북미 일부 지역에 베타서비

뉴 스페이스의 등장 배경

스를 시작했고, 영국의 원웹(Oneweb)과 캐나다의 텔레샛
(Telesat) 등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벤처나 중소기업 같은 소규모·저자본 기업들이 우주산업

이렇게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우

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된 동인은 발사체 분야의 기술

주산업도 파생되고 있다. 스페이스X가 띄울 계획인 위성만

혁신과 우주 수송 비용의 절감이다. 그동안 우주산업의 진

4만여 개가 넘고, 향후 10년 이내에 발사 예정인 인공위성

입장벽 중 하나는 킬로그램당 수만 달러에 달하는 높은 우

은 약 10만 개에 이를 것이라 한다. 이들 궤도를 돌고 있는

주 발사 비용이었다. 그러나 블루오리진(Blue Origin), 스

위성들에 대한 점검, 수리, 교체, 업그레이드, 궤도 및 자세

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의 ‘로켓 재사용’ 기술 혁신으로

유지 등 궤도상서비싱(OOS: On-Orbit Servicing)이 뜨고

우주 수송 비용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스페이스X는 회수

있는 것이다. 영화 ‘승리호’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폐기

한 로켓을 여러 번 재발사하여 이를 2010년 퇴역한 우주왕

위성을 처리하는 우주쓰레기 처리 사업도 각광받는 사업

복선(1기 제작비용 4억 5,000만 달러 추산) 대비 100분의

아이템이다.

1인 수준인 600만 달러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나아가 지구 궤도를 넘어 달이나 소행성, 화성 같은 지

의 발사체 공급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

구 밖 천체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사업도 있다. ‘우주 자원

술 혁신을 가속화했으며, 3D 프린터를 활용해 초소형 발사

채굴’ 사업은 단시간 내에 투자 회수가 어려워 보임에도 불

체를 생산하는 로켓랩(Rocket Lab) 같은 기업의 등장으로

구하고, 많은 뉴 스페이스 기업들이 달ㆍ화성ㆍ소행성 등

새로운 발사체 시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지에서 지구에 부족한 희토류 자원을 캐 오는 사업에 도전

또 다른 동인은 위성 부품의 소형화와 표준화가 고도화

하고 있다. 과거 ‘탐험(Exploration)’의 영역이었던 우주가

되면서 초소형 위성의 개발 기간과 단가가 낮아졌다는 점

‘개발(Exploitation)’의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극

이다. 1톤 이상의 대형 위성은 5년 이상의 개발 기간과 수

지 탐사와 마찬가지로 과학 지식의 확장에 공헌한 국가가

백, 수천억 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되지만, 100kg 이하, 심지

추후 개발의 이권과 관련해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관점에

어 수 kg짜리 초소형 위성은 개발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

서 미국을 비롯해 룩셈부르크, 일본 같은 국가들은 자국 기

고, 수십 개의 위성을 한꺼번에 발사체에 실어 발사해 위성

업들이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에 대한 법적

의 개당 발사비용을 백만 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렇게 위성 제작비용과 발사비용이 떨어지자 스타트업 기업

우주가 새로운 상업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우주 개발에

들의 브로드밴드, 리모트센싱 이미지, 통신 서비스 등의 분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국의 우주 자산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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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나아가 수호해야 할 영토라는 관점에서 뉴 스페이

없는 민간 자본 투자와 상용기술의 사업 영역으로 정부의

스는 이제 국방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우주의 군사화

개입이 필요 없다는 오해다. 그러나 정부는 뉴 스페이스 기

(militarization)나 무기화(weaponization)는 냉전 시기

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 그 역할

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이지만, 최근 국내 뉴 스페이스의 관

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06

심은 국방 분야에서 발생한 우주 개발 수요가 국가 우주산

년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COTS: Commercial Orbital

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Transportation Services) 프로그램을 통해 스페이스X에

있다. 확보된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위성 국산화율은 대폭

2억 7,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그동안은 정부가 제시한 기

상승시키는 반면 위성 단가는 대폭 절감하여, 더욱 많은 위

술 개발의 방향과 개발 목표를 기업이 용역 계약을 통해 수

성을 우주 궤도에 투입해 국내 우주산업 성장의 획기적 전

행하는 방식이었다면, COTS는 정부가 기술 개발의 요건만

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식 검사만을 할 뿐 구체적
인 개발은 기업이 주도한다. NASA는 현재 추진 중인 달 탐

뉴 스페이스에 대한 오해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이처럼 뉴 스페이스는 우주 개발의 상업화와 민간 참여

둘째, 뉴 스페이스는 우주 관광, 우주 자원 채굴 등 위험

의 확대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기존의 국가-거대기업 중

요소가 큰 신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고 있을 뿐 전

심의 우주 개발이 민간-중소기업으로 옮아 가면서 나타나

통적인 우주산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오해다. 그러나 뉴 스

는 우주산업 생태계의 총체적인 변화”를 뜻한다. 그러나 민

페이스의 신시장이 아니라 발사체와 위성체 제작 같은 기

간-중소기업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뉴 스페이스에 대

존 우주산업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록히드마틴

한 몇 가지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이나 보잉 같은 기존 우주기업들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 가

첫째, 뉴 스페이스는 정부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과 관계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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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크기의 위성을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제작하기 위
해 상용 부품을 사용하는 대량 생산 라인을 도입하는 등 변

뉴 스페이스(New Space)가 식상해(old)지기
전에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우주산업

날로 커져 가는 뉴 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우주

은 우주 부품 공급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가치

시대의 개막과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의 반영이다. 그러나

사슬로의 편입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는 내수시장의 한계

뉴 스페이스가 정책적 구호나 뉴스 제목의 선정적 레토릭

에 갇혀 있던 국내 부품·소재 공급 업체들의 우주산업 진출

에만 머문다면 더 이상 새롭지 않고 금방 식상해질 것이다.

기회가 커질 것임을 뜻한다.

우리 정부도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주도

마지막으로, 뉴 스페이스는 중소 벤처기업의 영역으로

의 우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기업들도 새로운 뉴

대기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오해다. 뉴 스페이스의 기업가

스페이스의 기회를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신에 대한 강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만, 타 산업에

실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관의 역할에 대한 면밀

비해 유난히 대기업의 관심이 적은 국내 사정도 한몫한 것

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으로 보인다. 최근 뉴 스페이스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상이한 가치사슬 또는 분야를 통합하는 비
즈니스의 확장 방식이다. 위성 부품 제조, 위성체 체계 제
조, 서비스, 단말기 등 시장 구분이 뚜렷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적극적인 기업 간 인수·합병으로 제조뿐만 아니
라 최종 활용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이 느는
추세다. 뉴 스페이스가 점차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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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준 외(2021),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
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방안 연구」, 『STEPI Insight』.

06

미래연구 포커스┃뉴 스페이스 시대의 뉴 패러다임

저궤도 위성이 열어 가는
우주 인터넷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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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 개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의 소중한 경험

위성통신은 위성을 이용하여 인터넷·음성·데이터 통신

1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은 1990년대에 지구상 어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상 이동통신 인프라가 취약

에서나 누구와도 통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로 시작

하거나 구축이 불가능한 도서 및 해양 지역에서 주로 활용

되었다. 1990년 6월 미국 모토로라의 소형 위성 77기를 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위성통신 서비스에는 위성 고도가 3

용한 이리듐(Iridium) 사업 발표를 시작으로 스페이스 시

만 6,000㎞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 위성이 주

스템스 로럴(Space Systems Loral)사와 퀄컴(Qualcomm)

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고도가 1,500㎞ 이하인 저궤도(Low

사 주관의 글로벌스타(Globalstar) 사업, TRW사의 오

Earth Orbit) 위성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정지궤도

디세이(Odyssey) 사업, 인마샛(INMARSAT)의 프로젝트

위성은 이론적으로 3개의 위성만으로 전 지구 영역에 통신

(Project)-21 등 다수의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 등장하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지궤도에 위치하

다. 당시 우리나라의 현대전자, 한국이동통신, 삼성전자, 한

여 전송 지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300~1,500

국통신 등 대기업도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 상공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면 4세대(4G) 이동통신 정

참여하는 등 위성통신에 대한 기대감은 이동통신과 견줄

도의 통신 지연율과 전송 속도가 가능하다. 또한 정지궤도

만하였다. 하지만 높은 초기 투자비용, 단말기 가격 및 통신

위성은 적도 상공에 위치하여 양극 지역에는 서비스가 불

료와 도심 지역에서의 불통, 이동통신의 국제 로밍 제공 등

가능하지만 저궤도 위성은 양극 지역을 포함한 전 지구에

으로 대부분의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은 파산, 구조조정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음성 통신과 저속의 데이터 통신 정
도를 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 도래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사가 2016년 4
월 발사체 회수 및 재사용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위성

<표 1> 위성통신의 궤도에 따른 특징
구분

저궤도(LEO)

정지궤도(GEO)

LTE

위성 고도(㎞)

300~1,500

36,000

-

평균 통신 지연율(㎳)

<30

>500

<50

전송 속도(Mbps)

100

25

>100

자료: 저자 작성.

발사비용 절감이 가능해졌고, 영국의 원웹(Oneweb)이 위
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
라 제작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1990년대와는 다
르게 혁신적인 정보기술(IT)의 발달로 민간 위성 기업의 저
궤도 위성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글로벌 시장 선

<표 2> 주요 1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사업명

주관 업체

위성 수

예산

상용화 시기

이리듐(Iridum)

모토로라(미)

661)

40억 달러

1998년

글로벌스타(Globalstar)

로럴(미), 퀄컴(미)

48

19억 달러

1998년

오디세이(Odyssey)

TRW(미)

12

20억 달러

1998년

프로젝트(Project)-21

인마샛(국제기구)

12

30억 달러

1999년

주: 1) 사업 초기에는 77기로 발표하였으나 66기로 수정함.  
자료: 서병홍(199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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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 사업을 하

점을 위한 경쟁이 촉발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

겠다고 선언한 주요 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가 도래하였다.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스페이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2020년대 중반까지 저궤

스X(미국)를 중심으로 원웹(영국), 아마존(미국) 등이 시장

도 소형 위성 1만 2000기, 장기적으로 4만여 기를 쏘아 올

선점을 위해 경쟁하는 체제가 확대되고 있다. 2020년 10

려 지구 전역에서 1Gbps급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월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베타 서비스를 출시하여 저궤도

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1,085기의 저궤도 위성을

위성통신 서비스 실현이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님

발사하였으며, 일부 지역에 구축된 위성통신망을 이용하여

을 보여 주었다. 미국 월가의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

베타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서비스 비용은 월 99달러이고,

탠리의 자료에 따르면, 위성통신 시장 규모는 2018년 540

별도로 삼각대, 와이파이 라우터, 위성 연결을 위한 단말기

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5,840억 달러로 성장해 위성통신

가 들어 있는 패키지를 499달러에 구매하여야 한다.
미국 아마존도 ‘프로젝트 카이퍼(Kuiper)’라는 위성 인터

분야가 위성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설

넷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성 3,236기를 지구 궤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1] 위성 발사비용 감소 추세

600

백만$/발사

위성 발사 횟수

백만$/발사

80
80
60

150
0

20
0

2040

0
2035

연도

2030

2025

0

2040

40
20

2035

300
150

2030

60
40

2025

450
300

발사 비용발사 비용

위성 발사위성
횟수발사 횟수

600
450

위성 발사 횟수

자료: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inal 연도
Frontier(2017. 10., Morgan Stanley) 재구성.

[그림 2] 위성 제작비용 감소 추세
2,000

백만$/기

발사 위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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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위성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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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위성 수

자료: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inal Frontier(2017. 10., Morgan Stanley)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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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사해 기가바이트급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프로젝
트를 추진 중이다. 2026년까지 약 1,600기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 전망
1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 출범했을 당시의 위성통
신은 지상 이동통신과 경쟁 관계로 출범하여 그 한계에 부

영국의 원웹은 2012년 런던에 설립한 위성 인터넷망 스

딪혀 부정적인 이미지만 각인시켰다. 그렇다면 지금 저궤

타트업으로, 한때 파산하여 사업에 위기가 있었으나 영국

도 위성통신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히 두

정부, 인도 바티 글로벌과 한국의 한화시스템 등의 투자를

부분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받아 재기에 성공하였다. 원웹은 앞으로 매달 위성 30여 기

첫째, 저궤도 위성통신은 기존의 지상 이동통신이 서

를 발사해 1차로 최종 650기를 쏘아 올려 2021년 10월까

비스하기 어려운 해상 및 도서 지역에서 LTE급의 서비스

지 북위 50도 북극 지역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2년 5~6

를 할 수 있고, 정지궤도 위성통신으로 서비스하기 어려

월까지 점차 북위 22도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본격적으

운 양극 지방에서 고속의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능

로 글로벌 서비스를 전개할 전망이다.

하다. 또한, 현재 5G는 고도 120m까지 서비스가 가능하

캐나다의 텔레샛(Telesat)은 2023년 하반기부터 라이트

지만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인류가 생활하는 전 공간에서

스피드(Lightspeed)라는 이름으로 298기의 Ka 대역 저궤

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국내의 현대자동차

도 위성 기반 통신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

를 포함한 많은 기업에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개발 중인

이다.

UAM(Urban Air Mobility) 등장 시의 통신망으로는 저궤

[그림 3] 2018년 위성통신 산업 규모

자료: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inal Frontier(2017. 10., Morgan Stanley) 재구성.

[그림 4] 2040년 위성통신 산업 규모

자료: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inal Frontier(2017. 10., Morgan Stanley)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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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성통신망이 유력하다.

11

글을 마치며: 우주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고 있지만 한국관광공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2세대 우주 인터넷 시장을 선점하

사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

기 위한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1세대 저궤도 위성 서비

민의 해외 출국 인원수는 2,80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

스와 달라진 점은 기술의 발달로 경제성이 확보되었다는

의 50% 이상이 일 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즐겼다(한국관

것과 인류의 생활 영역이 우주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해

것이다. 최근 스페이스X에서 최초로 민간 우주인 4명으로

외여행자 수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일부

만 구성하여 우주 여행에 성공한 것은 앞으로 해외가 아닌

항공기 노선에서 저속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앞으

우주로의 여행도 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로는 해외여행을 가면서도 자유롭게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우리나라는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저궤도 위성 산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업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X는 최근 항공기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

앞으로도 발사 실험을 계속하여 우주 개발 이력을 쌓아야

을 발표하였다. 앞으로는 10시간 이상의 지루한 비행시간

자체적으로 상업용 저궤도 위성 발사가 가능하다.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의 인터넷 서비

우주 인터넷에 대한 우리의 미래 비전은 밝다. 신기술 도

스를 지상에서와 동일한 성능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입과 연구·개발에 발 빠른 우리나라는 이미 우주 인터넷 강

둘째, 현재 3GPP 표준화 기구에서는 5G 이동통신 표준

국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코드분할다

을 위성통신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 중이

중접속(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

며, 다수의 해외 기관에서는 6G 시대 이동통신이 위성통신

였고,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도 성공한 정

과 통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하나의 단

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

말로 지상 기지국과 위성 기지국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

다. 저궤도 위성 분야에서도 국내 ㈜쎄트렉아이(Satrec-i)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 관측위성을 상용화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인텔리안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Intellian)은 해상용 안테나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술력을

FUTURE HORIZON+┃Vol. 51

갖추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천리안위성 1호 통신탑재체를 개발하여 우주 개발 이력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급변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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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페이스 시대의 블루오션:
궤도상서비싱 시장 전망
김해동┃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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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쓰레기 처리도 블루오션?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도 아리랑 1호의 성공을

필자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모 일간지에 게

기점으로 2호, 3호, 5호 등등 적지 않은 위성들을 발사하기

재한 칼럼의 제목이 ‘우주쓰레기 처리도 블루오션이다.’였

시작한 것처럼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중·대형 위성들을 발

다. 우주쓰레기 처리가 블루오션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사하기 시작하고, 큐브위성(Cubesat)이라고 불리는 초소

소리인가, 하는 분들이 10년 전에는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

형 위성(Nano/Microsatellite)들은 전 세계 대학에서, 그

각한다. 2007년 중국의 펭륜-3C 위성 요격 사건과 2009

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와 심지어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활발

년 미국-러시아 위성(이리듐 위성과 코스모스 위성)의 사상

하게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시대가 도래하면 우주쓰레기 문

첫 우주 충돌 사건으로 우주쓰레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제는 먼 미래의 쓸데없는 걱정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시작한 2010년 초반,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제

그렇다면 우주쓰레기를 처리하는 새로운 우주산업이 도래

실에서 아리랑위성 1호와 2호의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위

하지 않겠는가? 만일 누군가 우주쓰레기를 처리하는 임무

험을 분석하기 시작한 연구자로서, 우주쓰레기 문제가 조

(Mission)를 내세워 청소위성을 만든다면 그것은 기존 우

만간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국제적인 우주

주산업에서 다루고 있던 전형적인 지구관측 임무, 기상 서

분야 이슈가 될 것임을 예감하여 칼럼을 쓴 것이다.

비스 임무, 방송통신 서비스 임무, 항법 서비스 임무와는 전

일반적으로 소행성의 지구 진입 잔해물이나 유성우 등
과 같은 미세한 자연 우주물체 부스러기가 아닌, 우주쓰레

혀 다른 ‘블루오션(Blue Ocean)’ 시장을 개척하지 않을까
예상했었다.

기는 인류가 만들어 낸 인공물체가 우주 공간에서 쓸모없

굳이 당시 필자의 예상대로 흘러간 것이라고 말하지는

이 버려져 떠돌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임무가 종료되

못하지만 어쨌든, 세계 최초의 우주쓰레기 청소 전문 벤

거나 고장 나 버려진 인공위성이나 상단로켓, 그리고 그것

처기업인 아스트로스케일(Astroscale)사(社) 는 우주 기

들이 서로 충돌하여 생겨난 부스러기들 모두가 우주쓰레기

술과는 거리가 먼 일본인 청년에 의해 2013년 창립되었

가 된다. 우주쓰레기는 우주 개발의 필연적 부산물일 수밖

고, 기존 전통 임무들과 다른 새로운 임무들을 다루는 ‘뉴

에 없으므로 우주 개발이 가속화될수록 우주쓰레기는 증가

스페이스 시대(New Space Age)’라는 용어는 2016년부

할 수밖에 없다.

터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지구 밖의 우주는 분명 무한정 끝없는 공간이나 지구 주
위 인공위성들이 운영되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결국

뉴 스페이스 시대의 도래

제한적인 지구 주위 우주 공간 영역에서 우주쓰레기가 증

인류가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1957

가하면 인공위성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인류의

년 이후 지금까지 1만여 개의 인공위성이 지구 대기권을

우주 개발에 따른 우주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1978

벗어나 우주로 날아갔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주

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연구원이었던 도널드 케슬

물체 관리 사이트(www.space-track.org)를 통해 좀 더 구

러가 예견한 바 있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우주 공간의 우

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현재 7,821개의 인공위성과 2,268

주물체들이 상호 간의 연쇄충돌로 인해 통제할 수 없을 지

개의 우주로켓 상단부(Upper stage)가 지구 주위를 돌고

경으로 치달아 더 이상 우주 공간으로 날아갈 수도, 인공

있고, 3,704개의 인공위성과 4,000개의 우주로켓 상단부

위성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

가 이미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소멸된 상황이다. 그

고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케슬러 신드롬(Kessler

런데 뉴 스페이스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미국 스페이

Syndrome)’이며, 지난 2013년 꽤 흥행에 성공한 영화 ‘그

스 X사는 4만여 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

래비티(Gravity)’의 모티브이기도 하다.

고, 이를 포함해 향후 10년 이내 발사 예정인 인공위성은

2010년 당시 필자는 국내에서 우주쓰레기 문제에 관심

약 1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 60여 년 동

을 두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초기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 1만여 개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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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잡한 우주환경 속에서 우주쓰레기(우주 폐기물)로부

상상할 수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인공위성의 발사 횟수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터의 위협을 경감시키거나, 위성의 수명을 보장하거나 재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뉴 스페이스 시대

활용을 통해 연장시키고자 하는 기술의 필요성은 뉴 스페

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는 과거 올

이스 시대의 어찌 보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드 스페이스 시대와 달리 민간 중심으로, 기존 대형 우주산

궤도상서비싱이란?

업체 이외 크고 작은 우주벤처들이 매우 활발하게,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주 개발에 도전하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궤도상서비싱(OOS: On-Orbit Servicing)은 우주 궤도

때문이다.

에서 비행하는 인공물체를 대상으로 연료 재급유(Refuel),

기존 소형위성의 저비용, 단기간 양산이 가능한 혁신적

수리(Repair), 점검(Inspection), 교체(Replacement), 업

인 개발 방식의 도입, 수 kg~수십 kg에 불과한 초소형 위성

그레이드(Upgrade), 궤도견인(Orbit Re-location/Tug),

의 실질적인 임무 수행 성공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뉴

궤도 및 자세 유지(Orbit/Attitude Maintenance) 등의 서

스페이스 시대의 위성 발사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확장한다면 고장나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소형위성군 시스템에서 의미하는 군

거나 종료된 우주물체를 임무궤도에서 벗어나도록 이동하

집위성군(Constellation)은 다량의 동일 위성들을 하나의

여 폐기(De-Orbit)하는 서비스도 포함한다. 즉, 우주쓰레

임무를 위해 발사, 운용하는 것으로서, 저비용으로 단기간

기 제거도 궤도상서비싱의 한 종류로 포함될 수 있다(사실

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랑데부/도킹, 근접운용, 상대항법 등 매우 많은 기술들을

재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발사체의 등장도 과거에 비해 매

공유한다).

우 싼 값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

우주 공간에 이미 존재하는 인공위성을 대상으로 궤도

다. 하지만 뉴 스페이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위성 발

에서 수리하거나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한 사례(예:

사 증가는 곧 우주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악화되고 있

허블 우주망원경)는 과거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도 있었으

[그림 1] 올드 스페이스 vs. 뉴 스페이스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국가주도
우주개발

민간
우주개발

상업적 가능성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내비게이션
시스템

저/중/정지
궤도용 발사체

지리정보
데이터 서비스

IoT, 미디어,
모두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군사용
우주활동

고정/이동형
통신위성

소형위성군의
부품 및
서브시스템

소형위성군
시스템

우주과학

저궤도
통신위성

전통적 지구
관측 위성
유인
우주탐사

좌표, 시간
내비게이션

지구관측용
소형위성군

자료: SpaceTec Partner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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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궤도상서비싱이 뉴 스페이스 시대에 주목받는 이유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10년 미국 NASA

우주인이 위험한 우주 유영을 통해 작업하는 것이 아닌, 로

에서 수행한 ‘On-Orbit Satellite Servicing Study’라는 보

봇위성(Robotic Spacecraft)이 서비싱을 제공하기 때문이

고서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이후 NASA, DARPA에서 관련

다. 즉, 과거 우주인을 통해 제공한 서비싱에 비해 로봇위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다 관련 핵심 기술들을 민간

을 이용한 서비싱은 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

기업으로 이전, 발전시키면서 2020년 마침내 세계 최초의

하고 우주인의 생존 염려 없이 수차례 반복하여 서비스를

궤도상서비싱 상업 임무가 성공하게 되었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들은 점차 복잡해지

미국 노스럽그러먼사(社)는 2020년 2월 25일 세계 최초

는 우주환경에서 위성의 안전과 수명을 보장하고 재활용하

로 위성 수명을 연장하는 서비스 제공에 성공하였다. 이름

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우주

조차 Mission Extension Vehicle(MEV)-1호 즉, 임무연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기 시작하였다.

장위성-1호라고 명명된 인공위성이 지구 정지궤도상의 방

궤도상서비싱 시장의 태동

송통신 서비스 위성인 인텔샛(Intelsat) IS-901호에 도킹하
여 버려졌던 우주무덤(정지위성이 머무는 고도 36,000km

앞서 언급한 궤도상서비싱의 정의로부터 독자들께서도

에서부터 200~300km 높은 고도) 영역에서 다시 정상 궤

이 서비싱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이 쉽지 않은 고난도 우주

도 영역으로 이끌고 내려와 클라이언트 위성을 붙잡은 상

기술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무엇보

태에서 정상 서비싱을 하도록 뒤에서 자세제어와 궤도제어

다도 ‘우주’라고 하는, 지상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사람

를 해 준 것이다.

이 직접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세스들을 확인하면서 수

이 서비스의 대가는 5년 동안 약 780억 원인데, 수천억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공 상태이고 열적인 변화

원의 개발비로 발사한 정지위성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

가 극심하며 전자 장치에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의 영향들

로 서비싱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성 운용회사는 이득을

도 물론 지상과 매우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미세 중력이기

볼 수 있었다. MEV-1호는 5년 뒤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위성 서비서

또 다른 클라이언트 위성에 다가가 수명 연장 서비싱을 제

(Servicer)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Client) 물체가 가

공할 예정이며, 후속으로 개발하는 MEV-2도 2021년 4월

까이 접근하는 과정부터 복잡하고 어렵다. 고도에 따라 초

12일 인텔샛(Intelsat) IS-1002호와 도킹하여 수명 연장 서

속 수 km로 날아다니는 클라이언트 위성의 궤도를 따라 접

비스를 시작하였다.

근하는 랑데부 과정을 때로는 지상의 도움으로 수행하기도

궤도상서비싱을 상용화하는 데 2번째 민간업체 후보는

하나, 최종 근접 단계에서는 서비서 위성의 자율 판단에 맡

일본 창업자가 2013년 세계 최초 우주쓰레기 전문 청소회

기는 시간이 늘어난다. 만에 하나 접근하는 과정에서 실수

사를 창업하여 싱가포르, 미국, 영국의 기술자들과 함께 도

가 발생하면 충돌로 이어져 파손되어 또 다른 우주쓰레기

전하고 있는 아스트로스케일(Astroscale)사(社) 이다. 이 회

를 생성시킬 수도 있다.

사는 창업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궤도상서비싱의 핵심

이처럼 궤도상서비싱이 고난도 우주기술들로 이루어질

기술인 랑데부/도킹, 근접운용, 모의 우주물체 포획 기술

수밖에 없어서 무인 로봇위성을 이용한 관련 기술의 우주

들을 시험하기 위한 ELSA-d라는 위성을 발사하였다. 회사

시연은 2007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미국 방위고등연

창업의 모토는 우주쓰레기 청소부 즉, 스페이스 스위퍼스

구계획국(DARPA)은 OE(Orbital Express) 임무를 통해 민

(Space Sweepers)였으나, 최근에는 노스럽그러먼사(社)처

간업체인 MDA, 보잉(Boeing), 볼(Ball)과 함께 자동으로

럼 정지위성의 수명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회사의

궤도상서비싱의 주요 핵심 기술들을 우주에서 최초로 검증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궤도상서비싱 시장은 비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인공위성의 수명을 보존

록 미약하지만 이미 태동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궤도상서비싱 기술의 필요성과 개발

있다.

16

미래연구 포커스┃뉴 스페이스 시대의 뉴 패러다임

궤도상서비싱 시장의 전망

비싱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63%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

그러면 궤도상서비싱 시장은 어떻게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을까? NSR(Northern Sky Research)의 2020년

고 있으니, 아마도 뉴 스페이스 시대에 이처럼 급격한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우주 시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리포트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533개의 위성 수명 연장

사실상 뉴 스페이스 시대의 새로운 궤도상서비싱 시장

임무, 즉 궤도상서비싱 임무가 예상되고 있다. 향후 10년

에서 메기 역할을 한 미국의 노스럽그러먼사(社)의 MEV-1

동안 시장의 누적 규모는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4

호의 성공 사례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궤도상서비싱의 종

그동안 막연히 우주에서 위성의 수명을 연장하여 막대한

류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료를 재급유하거나, 위성을

개발비용이 드는 후속 위성의 대체 기간을 조금이라도 늘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기술 난이

리고자 하는 요구는 있었지만, 마치 ‘닭과 달걀’의 딜레마처

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클라이언트 위성과

럼 서비스 고객은 성숙한 궤도상서비싱 제공자를 원하고,

의 도킹을 통한 자세/궤도 견인 및 유지를 통한 수명 연장

궤도상서비싱 제공자는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해 줄 고객

서비스와 임무 종료 후 폐기 서비스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

을 찾는 양상이었다.

인다. 궤도상서비싱 임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측면에서

미국 민간업체의 궤도상서비싱 임무의 성공은 이 딜레

는 아무래도 정부기관이나 군보다는 실제 수명 연장을 통

마를 깨는 데 성공하였으며, 아스트로스케일(Astroscale)

해 서비스를 지속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민간 수요가 2

사(社) 와 같은 우주쓰레기 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궤도상서

회사들이 유사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궤도상서비싱 시

[그림 2] 세계 최초 궤도상서비싱을 제공한 MEV-1

[그림 3] 아스트로스케일(Astroscale)사(社) 의 궤도상서비싱 제공을 위한 홍보 브로슈어

위성이 클라이언트 위성인 인텔샛(Intelsat)에 20여
미터 근접한 모습(2020. 2. 25.)

자료: Northrop Grumman news site.

자료: https://astroscale-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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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까지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뉴 스페이스 시대에

연료의 소진으로 우주쓰레기가 될 운명에 처할 때, 외국 궤

보다 많은 민간 업체들이 새롭고 다양한 우주 서비스를 제

도상서비싱 회사로부터 우리의 우주 자산과 도킹하여 서비

공하기 위해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확실하게 해 주

스를 받아야 할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그다지 편하지 않을

었다고 볼 수 있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블루오션인 궤도상서비싱 시장에 우리

2020년을 궤도상서비싱 시장 출발의 원년으로 본다면,

나라 우주산업체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술들

향후 10년 이내 연이은 궤도상서비싱 기술을 실증하는 다

을 개발해야 할 이유이며, 국가적으로도 미국 우주 개발 전

수의 우주산업체가 출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급격한 성

문기관들이 연구하고 민간으로 이전하듯이, 관련 기술 확

장을 이룰 것인지를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정리하며

하다.

궤도상서비싱 시장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뉴 스
페이스 시대의 가장 각광받는 시장이 될 것임은 분명하며,
뉴 스페이스 시대에 활발해진 우주 서비스 경쟁으로 혼잡
해지는 지구 주위 우주환경 악화로 인해 위성 수명을 보장
하고 연장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예상된
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월 누리호 시험 발사를 기점으
로 더욱 활발한 우주 개발이 예상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
한 한국형 항법위성, 복합방송통신 위성 등 적지 않은 중·
대형 위성들의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만일 막대한 예산을
들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우주자산들이 온전히 제 임무 수

참고문헌
Northrop Grumman news site, https://news.
northropgrumman.com/(검색일: 2021. 10. 1.)
NSR(2020), “In-Orbit Servicing & Space Situational
Awareness Markets”.
https://astroscale-us.com/(검색일: 2021. 10. 1.)
SpaceTec Partners(2016), https://www.spacetec.
partners/(검색일: 2021. 9. 10.)

명 기간 동안 운영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이상 또는

[그림 4] NSR의 궤도상서비싱 시장 규모 예측

자료: NSR(2020).

18

미래연구 포커스┃뉴 스페이스 시대의 뉴 패러다임

천문학자의 시각에서 본
소행성 자원 채굴의 현재와 미래
문홍규┃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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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이미 1920년대에 민영 방송사인 ‘라디오 룩셈부르크’를

필자는 2018년 4월 룩셈부르크 벨발에서 열린 ‘2018 소

개국해 영국 BBC와 치열한 채널 경쟁을 벌였다. 그러다

행성 과학연구와 우주채굴 공학의 교집합(ASIME 2018:

RTL(Radio Television Luxembourg)로 개편해 유럽 각

Asteroid Science Intersections with In-Space Mine

지에 68개 TV 방송과 31개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Engineering 2018)’이라는 워크숍에 참석했다. 2016년

KBS가 지상파 채널 3개, 라디오 채널 7개를 운영하는 것과

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룩셈부르크대학과 국립연구재단,

대비된다. 방송사업에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룩셈부르

유로플래닛(Europlanet),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원, 경제부

크는 1986년 SES(Société Européenne des Satellites)를

(Ministry of the Economy) 등이 후원했다. 룩셈부르크

설립, 70개가 넘는 통신위성을 띄워 위성방송을 유럽 전역

경제부는 경제와 산업, 중소기업은 물론 연구 혁신, 지적재

에 공급한다(한국은 총 5기의 통신위성을 전용 또는 겸용

산, 에너지, 우주, 해양, 항법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으로 쓴다). 게다가 룩셈부르크는 금융 강국이다. 영국 런던

추진하고 있다. 해외 소행성 연구자들과 함께 플래니터리

과 스위스 취리히 다음인 유럽 3위의 금융 도시로, 룩셈부

리소시스(Planetary Resources, Inc.), 딥스페이스 인더스

르크는 유럽연합(EU) 중앙은행인 유럽투자은행(European

트리스(Deep Space Industries), 아이스페이스(ispace),

Investment Bank) 본부를 유치했다. 그리고 EU 창설을 제

트랜스 아스트라(TransAstra)와 같은 업체들이 만났다. 이

안한 6개국(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

중 플래니터리 리소시스,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스는 일찌

크, 구 서독) 중 하나로, 이들을 ‘이너 식스(Inner six)’라 부

감치 우주 채굴의 잠재적 가치를 깨달아 사업에 착수했지

른다.

만, 이후에 다른 곳에 인수·합병되는 비운을 겪었다. 독특한

ASIME 2018 개막 연설에서 당시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사업 목표로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음에도, 현실

경제부 장관이던 에티엔 슈나이더는 정부가 ‘우주 자원 계

은 그렇지 못했다. 달이나 소행성과 같은 천체에서 자원을

획(Space Resources Initiative)’을 세워 추진하게 된 배경

채굴해 지구 밖에서 소비하는 ‘우주-우주경제(space-to-

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가 우주와 우주 자원 활용에

space economy)’는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 인류는 그 기

있다고 판단해 이를 경제 전략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과

술을 손에 넣지 못했으며 이를 통제할 규범도, 산업 생태계

거 철강산업과 방송, 통신, 금융을 아우르는 성공 신화를 경

도 갖춰지지 않았다. 가까운 미래에 소행성 자원이 채광, 유

험한 그들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택했다. 룩셈부르크대

통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시장은 형성되

학의 이사장은 자국의 연구 커뮤니티가 민간과의 협력을

지 않았고, 투입비용은 정당화되지 못했으며, 투자는 위축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투자자들과 (그들이 투자하지

됐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두 업체에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

않았더라면)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일들을 실현하고 있다

지 못했다.

고 말했다.

전략

태초

그런데도 룩셈부르크 정부가 국비를 투입하는 이유는 무

소행성에 어떤 자원이 있기에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는

엇일까? 이 나라 국토는 한반도의 1/85, 인구는 63만 명으

것일까? 이에 답하려면 물질과 원소의 기원을 이해하고 있

로 안산시 시민보다 2만 명이 적다.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

어야 한다. 평균적인 성인 신체에는 숫자 7에 0이 27개 붙

산(GDP)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보다 약 두 배 많은 11만 2

은 7,000,000,000,000,000,000,000,000,000개의 원자

천 달러(2020년 기준)로 세계 1, 2위를 다툰다. 그 배경은

가 있다. 그 반 이상은 수소로, 빅뱅 직후 나타났으며, 우주

다음과 같다. 이 나라는 1876년부터 철강산업을 키워 전

는 수소와 헬륨으로 채워졌다. 수소는 압도적으로 많은 별

세계 철 생산 2위인 다국적 기업 아르셀로미탈(Arcelor-

에서 연료로 소비된다. 그러나 지구만 하더라도 수소, 헬륨

Mittal)의 본부가 있으며, 일찌감치 방송사업에 눈을 떠

이 차지하는 양은 1% 미만이다. 우리가 딛고 사는 지각에

20

미래연구 포커스┃뉴 스페이스 시대의 뉴 패러다임

는 극미량이 있다. 실제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

다. 탄소(C), 질소(N)는 그 별들이 백색왜성으로 화려한 최

은 여러 세대에 걸쳐 별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연료를 태워

후를 맞으며 주변 공간에 남긴 고대의 흔적이다. 그런가 하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는데, 그 평형이 무너지면 자신을 둘

면 붕소(B)와 베릴륨(Be), 또 리튬(Li)의 동위원소들은 형성

러싼 공간에 모든 것을 내뿜어 장렬하게 생을 마감한다. 이

과정이 전혀 다르다. 우주선(cosmic rays), 즉 고에너지 입

렇게 우주는 크고 작은 별들이 뿜어내는 물질로 점점 풍부

자들은 빛의 속도로 가속, 충돌해 그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

해져 나중에는 90개 넘는 원소들이 출현했다. 이들이 만들

을 합성하기 때문이다.

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자연계에서 원소를 만드는 과정은 모두 여섯 가지로, 빅

우리는 아득한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138억 년 전, 시간

뱅과 우주선, 태양 같은 가벼운 별 내부와 끝으로 백색왜성

과 공간(우주)이 탄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빅뱅). 그리고

이 폭발하는 경우에 관해 살펴봤다. [그림 1]을 보면 태양계

긴긴 시간이 흘러 우주는 차갑게 식어 갔고 중성원자가 태

를 이루는 원소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다. 리튬은 대부

어났다. 이맘때쯤 우주는 개수비로 따졌을 때 92%의 수소

분 가벼운 별들이 죽을 때 나오지만, 초신성 폭발에서 생겼

원자와 8%의 헬륨 원자로 구성됐다. 적은 양이었지만 리튬

거나, 미량은 빅뱅 당시에 합성됐다. 그런가 하면 탄소(C)

(Li)과 베릴륨(Be)도 나타났다. 이후에 별들이 태어나 나이

와 질소(N)는 백색왜성 외에 폭발하는 무거운 별인 초신성

를 먹고 죽기를 되풀이하며 나머지 2%의 원소를 만들어 주

에서도 왔다. 산소(O)에서 알루미늄(Al)까지는 초신성, 실

변 공간에 방출했다. 태양처럼 작고 가벼운 별(왜성)은 그

리콘(Si)에서 아연(Zn)까지는 초신성들과 백색왜성이 방출

안에서 핵융합을 일으켜 중성자를 하나씩 보태면서 무거운

원이지만, 갈륨(Ga)에서 루비듐(Rb)까지는 초신성이 유일

원소들을 합성해 주기율표에서 무거운 원소들을 뱉어 냈

한 공장이다. 그다음 스트론튬(Sr)에서 지르콘(Zr)까지는

[그림 1] 태양계 천체에 분포하는 원소들의 기원을 주기율표로 나타낸 그림

주: 원소별로 빅뱅과 우주선, 중성자별의 충돌, 초신성 폭발, 죽어 가는 왜성, 백색왜성 폭발과 같은 화학 원소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Science alert(This Awesome Periodic Table Shows The Origins of Every Atom in Your Bod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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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별이 죽어 가며 내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극히 일

하나가 터졌다. 이때 발생한 충격파는 피스톤으로 세차게

부는 초신성으로 분출되기도 한다. 나이오븀(Nb)에서 납

밀어붙이는 것처럼 구름 안쪽을 압착시켰다. 그 결과 더 많

(Pb)까지는 충돌하는 중성자별처럼 아주 격렬한 사건을 겪

은 물질이 중심에 떨어졌고 중력은 물질들을 더 끌어당겼

거나, 사멸하는 왜성에서 조용히(!) 새어 나오기도 한다. 테

다. 중심압력이 올라가 위치에너지 일부는 열에너지로 변

크네튬(Tc)은 예외다. [그림 1]에서는 우리가 숨 쉬는 산소

했다. 마침내 중심온도가 임계온도에 도달해 핵융합 반응

(O)와 매일같이 섭취하는 소금에 든 나트륨(Na)도 초신성

이 점화됐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이, 원시태양 주변의 기

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란타넘(La)

체와 티끌은 납작한 원반을 이루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태

에서 루테튬(Lu)까지는 초신성 외에 중성자별의 충돌로 합

양을 공전하는 가스와 티끌은 미행성을 이뤄 충돌과 파괴,

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기율표에서 바로 이 ‘주기’에 해

합체를 반복해 행성으로 성장했다. 행성을 만드는 데 실패

당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희토류(REE: Rare

했지만 천연 그대로 남은 잔해들이 바로 소행성과 혜성이

Earth Elements)이다(그림 2).

다. 한편, 완전히 녹은 지구에는 소행성과 혜성에서 온 무거

잔해

운 성분이 가라앉아 금속 핵이 됐고 가벼운 것은 맨틀, 그
보다 더 가벼운 것은 지각이 됐다. 질량비로 따져 현재 지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다양한 원소들은 어떻게 태양

구는 35%가 철(Fe)이며 내핵과 외핵, 맨틀에는 금속과 희

계에 들어오게 됐을까? 50억 년 전, 우리은하(Milkyway

토류가 넘쳐난다. 까마득한 과거, 팥죽처럼 들끓던 금속과

Galaxy) 외곽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기체와 티끌로 이

광물이 천천히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뤄진 성간구름이 있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초신성
[그림 2] 주요 화학 원소들을 매장량에 따라 구분한 주기율표

주: 초록색은 아직 풍부한 원소를 뜻하고 노란색에서 오렌지색, 빨간색, 검은색으로 가면 분쟁 중이거나 미래에 분쟁이 예상되는 원소를, 흰색 작은 사각형은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원소를 뜻함.
자료: European Chemical Society(The Periodic Table and us: its history, meaning, and element scarcity 2018), https://bit.ly/30sCO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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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행성들을 만들고 남은 금속과 희토류는 어디로 사라졌을

밖에서 물은 생활용수와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식물 재배와

까? 세레스, 베스타 같은 왜소행성을 제외한 소행성은 대

방사선 차폐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수소와 산소를 뽑아

부분 크기가 작아 안쪽이 뜨거워지지 못했다. 그래서 지각,

로켓 연료와 산화제로 쓸 수 있다. 발사비의 90%는 연료비

맨틀, 핵이 층을 이루는 분화(differentiation)가 일어나지

로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데 드는 돈이다. 최근 연구에 따

못해 모두 고루 섞여 있다. 갱도를 팔 필요가 없다는 얘기

르면 지름 50m인 탄소질 소행성에 물이 16%(질량) 포함

다! 태양계 형성 당시 그 안쪽을 돌던 소천체(소행성, 혜성)

된 경우 88조 6천억 원, 지름 120m급 소행성에 백금족 원

는 무거운 암석과 금속들이, 외곽을 공전하던 소천체는 탄

소가 68ppm 들어 있는 경우 5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

소질과 물, 휘발성 기체들이 뒤엉켜 태어났다. 하지만 태

가치가 예상된다. 채굴, 처리,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려

양계가 태어난 뒤 목성, 토성 같은 거대 행성들의 중력으

하지 않은 수치다. 다만 이런 기술을 언제 갖게 될지, 이를

로 이들 소천체는 극심한 역학적 요동을 경험했다. 태양계

손에 넣는 국가가 규범에 합의할지, 그 규범은 어떤 철학에

외곽을 공전하던 탄소질 천체가 태양계 안쪽으로 튀어 들

기초하게 될지, 어느 하나도 예단하기 어렵다.

어오는가 하면 안쪽을 돌던 암석질 천체의 일부는 밖으로
뛰쳐나가는 대격변을 겪었다. 그 결과, 지구 근처를 공전

규범

하는 ‘근지구소행성(NEA: Near Earth Asteroid)’들은 이

최근, 민간이 채취하는 우주 자원에 관한 소유권을 자국

처럼 고향과 체질이 다른 ‘이방인들’로 구성됐다. 그 이방

법 안에서 인정하는 국가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미국

인 집단은 근일점거리 1.3천문단위(AU, 1천문단위: 지구-

과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지난 6월, 「우

태양 평균 거리인 1억 5천만 ㎞)인 천체다. 이들 가운데 일

주 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우주

부는 지구에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덕분에 최소의 추력으

자원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간이 채굴하는 우주 자원의

로 갈 수 있다. 실제로 탐사선이 도달하는 데 필요한 속도

소유를 인정한다. 유엔에서도 이러한 급진적 상황 변화에

증분(delta-v)이 달의 2/3 미만인 것도 상당수 있다. 연료

대응하고 있다. 유엔 평화적 우주 이용 위원회(COPUOS:

가 2/3보다 적게 든다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NEA 중에 지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구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천체도 있다. 최소궤도교차거리

의 법률소위(LSC: Legal Subcommittee)에서다. 즉, ‘우

(MOID: Minimum Orbit Intersection Distance), 즉 지

주 자원의 탐사와 개발, 활용과 같은 제반 활동에 관한 잠

구 궤도와 천체의 공전궤도가 만나는 최단 거리가 0.05천

재적 법적 모형(Potential legal models for activities in

문단위(지구-달 거리의 19.5배), 추정 지름이 140m보다

exploration, exploitation and utilization of space

큰 것을 ‘지구위협소행성(PHA: Potentially Hazardous

resources)’을 의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 흐름을

Asteroid)’이라고 한다. 2021년 11월 1일 현재 2만 7,421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국회도서관에서 ‘우

개의 NEA와 2,205개의 PHA가 있다. NASA 제트추진연

주 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것은 그나마 의

구소는 미래에 인류가 탐사할 가능성이 있는 천체를 따

미 있는 변화로 보인다.

로 관리하는데, 아포피스와, 천문연구원에서 발견한 2018
PM28도 포함됐다.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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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해물 중 NEA에도 (일부는) 물과 희귀광물이 있다. 지구

한국
1920년대 말부터 천문학자들이 스펙트럼을 통해 소행성
의 성분을 파헤치기 시작한 지 90여 년, 이제는 무인 탐사

우리 태양에는 실리콘 0.099%, 마그네슘 0.076%, 철

선들이 그 흙을 퍼 오는 시대가 됐다(그림 3, 그림 4). 하지

0.14%(질량 기준)가 들어 있다. 태양과 행성을 만들고 남은

만 ASIME 2018에 참가한 업체들은 좀 더 손에 잡히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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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야부사 1, 2호가 표토를 싣고 귀환한 규소질 소행성 이토카와(Itokawa)(왼쪽)와 탄소질 소행성 류구(Ryugu)(오른쪽)

자료: Itokawa and Ryugu Compared(Planetary Society).

[그림 4] 한국에서 계획 중인 아포피스 동행 비행 탐사 임무(Rendezvous Mission to Apophis) 개념도

주: 세계 최초로 아포피스가 지구에 접근하기 이전과 접근 과정, 접근 이후에 과학 탐사를 시도해 근거리에서 지구 조석력으로 인한 공전궤도와 자전축 변화,
그리고 지형과 표면 특성의 변화를 감시할 계획임.
자료: Moon, H.-K. et al.(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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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2차원 평면에서 스

러한 연구 결과는 소행성 탐사를 위한 임무 설계와 열 설계

펙트럼을 분석해 왔는데, 천문연구원에서는 기계학습법을

에 핵심 자료로 쓰인다.

적용해 3차원 변수 공간에서 이를 세분화하는 데 성공했으

2029년 4월 13일 금요일, 소행성 아포피스(Apophis)

며, 필자는 이를 ASIME 2018에서 발표해 주목받았다. 이

가 지구의 ‘뺨을 스치듯’ 정지위성 고도 아래로 지나간다. 2

전 연구자들이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분류한 것에 비해 진

만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이 거대한 ‘자연의 실험’을 참관하

일보한 셈이다. 몇 년 안에 좀 더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올

기 위해 천문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아포피스 동행 비행 임

것으로 기대한다. 천문연구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하

무를 준비한다(그림 4). 마치 헬리콥터가 체공하듯 표적과

야부사 2 탐사선과 2024년에 발사하는 데스티니 플러스

거리를 유지하며 아포피스의 표면을 샅샅이 탐사한다는 것

(DESTINY+) 탐사선의 표적 천체인 류구(Ryugu)(그림 3)

이다. 정부가 이 계획을 지원한다면 한국은 우주 채굴의 첫

와 페이톤(Phaethon)의 자전주기와 축의 방향, 3차원(3D)

단추를 끼우는 셈이다.

형상을 분석해 일본 우주과학연구소(ISAS)에 제공했다. 이

[그림 5] NASA 오시리스-렉스(OSIRIS-REx) 탐사 임무를 통해 완성한 소행성 베누(Bennu)의 표면 광물 지도

자료: Simon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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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끄는 미국을 먼저 살펴보면, 정책

이른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시작됐다. 천

적으로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총 세 번에 걸쳐 우주정책

문학적 비용으로 인해 그간 정부와 군이 거의 독점적으로

서(Space Policy Directives)를 발간했다. 미국 역사상 최

주도해 왔던 우주산업은 스페이스X와 같은 스타트업의 기

초로 우주 사이버 보안 정책의 원칙을 제시한 「우주정책지

술을 바탕으로 민간의 활발한 참여와 투자를 통해 다양한

침 5호(Space Policy Directive-5)」는 2017년 「국가안보

상업화가 시도되고 있다.

전략」, 2018년 「국가사이버전략」과 「우주정책지침 3호」의

우주산업은 더 이상 우주발사체나 인공위성 제작에 국한

연장선에서 우주 공간에서 이뤄지는 활동이 국가 안보·경

되지 않고, 우주 관광부터 물류, 위성 영상 분석, 우주 인터

제 및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넷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

또한 미국 정부와 상업적 우주 탐사 기업의 우주 자산과 기

다. 일단 플랫폼이 갖춰지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

반시설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들도 제

은 시간문제다. 그야말로 전에 없던 대규모의 블루오션 시

시했다.

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어 발표된 「우주정책지침 6호」에는 우주 원자력 발전
과 함께 핵추진 우주선 개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중 경쟁의 최전선, 우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본격적
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두 강대국의 경쟁은 무역, 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달, 화성 등
에서 사용할 핵분열 발전 시스템과 우주 핵추진 시스템의
개발을 촉구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이전 우주정책
지침에 비해 미·중 경쟁에 시사하는 바가 더욱 커졌다.

교 및 안보 등 지역 패권 경쟁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마지막으로, 「우주정책지침 7호」는 우주를 기반으로 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영역은 단연 우주다. 척박한 우주

는 위치·항법·시각(Positioning·Navigation·Timing) 프

공간에서 쓰이는 기술은 로켓 제조 및 발사, 첨단 소재 개

로그램에 대한 정책과 지침을 제시했다. 이어 NASA 역

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 주행, 로봇, 바이

시 달 유인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Artemis

오 등의 최첨단 기술 또는 적어도 우주 공간에 활용하기에

Project)’에 참여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10대 원칙을 발표

적합한 정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기술을 선

하는 등 우주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꼼꼼

점하는 일은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시한 미·중 패권

하게 갖췄다.

경쟁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군사적으

기술적인 면에서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고

로 우주 공간이 최첨단 전장(戰場)으로서 주요 영역으로 새

해도 과언이 아닌 스페이스X가 2019년 5월 23일 저궤도

롭게 부상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인공위성 기반의 글로벌 인터넷망인 스타링크(Starlink) 구

이 밖에도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 환경 악화, 자원 고갈,

축을 위한 첫 번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테슬라의 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지구를 넘어선 새로운 공간에 관한

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2020년 한 해에만 900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주에 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으

여 개의 통신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2021년 8월 기준 총

로 전망된다. 기술, 경제, 국가 안보 등 복합적인 배경에서

1,740개의 위성을 550㎞ 상공의 지구 저궤도에 올려 역사

우주 영역에 관한 관심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상 가장 큰 규모의 위성군으로 기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중 경쟁

군사적으로 보자면, 미 우주군(U.S. Space force)이

심화, 파괴적 기술 발전 및 기후 변화 등 지경학적, 지정학

2021년 국방 예산 7,450억 달러(약 856조 7,500억 원) 중

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는 와

우주군 예산으로 154억 달러(약 17조 7,100억 원)를 요청

중에도 각국의 우주 관련 정책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강화

했는데, 우주군 창설 이래 자체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

되고 있다.

이었다. 또한 최초로 「우주군을 위한 우주력 교리(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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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Doctrine for Space Forces)」를 발표하고 지휘 구

민간 기업의 시장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투자

조, 조직 편성, 인력 양성 등 향후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은행 모건스탠리는 2019년을 우주항공산업의 원년으로 선

제시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우주군 존속에 대한 의구심을

언하며 민간 기업의 주도로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2040년

불식했다.

에는 1조 1,000억 달러(약 1,26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우주 영역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도

내다봤다.

이에 뒤지지 않는다. 2020년 11월 7일, 중국이 발사한 세

이러한 우주경제의 성장 가능성은 단순히 우주에 대한

레스(CERES) 1호는 길이가 약 19m밖에 안 되는 새로운

오래된 호기심과 과학적 탐구 정신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유형의 로켓으로 지구 저궤도에 350㎏ 중량의 탑재체를 실

그 기저에는 파괴적 기술 발전에 따른 가격 하락, 그리고

어 나를 수 있다. 이 발사로 통신위성인 톈치(天啓) 성좌 11

이로 인해 새롭게 창출된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이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할 수 있었다. 얼핏 보기에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은 말 그대로 완

는 세레스 1호 발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

전히 새로운 기능이나 속성으로 기존 기술 및 시장 진입

만 세레스 1호는 중국 정부가 쏘아 올린 것이 아니라 중국

장벽을 무력화하는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체계를 말

의 민간 기업이 발사한 상업용 로켓이라는 데 무게감이 실

한다. 초기 단계의 파괴적 기술은 기존 기술에 비해 오히

린다. 게다가 이 발사를 성사시킨 기업은 중국의 민간 로켓

려 성능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시장 수요가 적어 불확실성

벤처기업인 갤럭틱 에너지(Galactic Energy)로 설립한 지

이 크다. 따라서 당연히 기존 기술을 포기하고 성장성이 불

채 3년도 되지 않아 이뤄 낸 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성과

투명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기존

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민간 우주산업의 획기적 사

기술이 현재라면 파괴적 기술은 미래와도 같다. 현재와 미

건으로 볼 만하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우주 강국 자리에서

래가 싸우면 당분간은 현재가 승리하겠지만, 미래를 주도

몰아내려는 중국의 도전에서 민간 우주산업은 점점 더 중

하는 파괴적 기술은 점차 기존 선도 기업의 기반을 붕괴하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고 시장 판도를 일거에 뒤집어놓는 힘을 행사한다. 여기에

우주 분야에서 중국이 보이는 이 같은 발전은 최근에 일

는 전쟁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가능성까지 포함된다. 이러

어난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중국의 우주산업은

한 까닭에 최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파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우주 굴기(崛起, 우주 분야에

적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서 우뚝 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를 향한 그간의 노력이

미국의 과학사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머스 쿤은 자신

빛을 발하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1세

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기의 우주 개발 경쟁은 이제 미·중 경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Revolutions)』에서 “과학의 발전은 누적된 지식의 축적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아닌, 비축적적이고 급진적이며 혁명적인 어떠한 사건
을 계기로 이뤄진다.”라며 이를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의

기회는 파괴적 혁신과 크로스 산업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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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
이스X가 쏘아 올린 것은 유인우주선인 크루 드래곤(Crew
Dragon)만이 아니다. 그들이 쏘아 올린 건 경제 성장과 국

우주항공산업 비영리 단체인 스페이스 파운데이션

가 안보라는 두 가지 국가 이익을 위해 싸우는 첨단 과학기

(Space Found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술의 혁신 전장을 비추는 조명탄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안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4,147억 달러(약 477조 원)에 달한

보와 경제, 그리고 기술이라는 다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다. 전년 대비 8% 성장한 데다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사상

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처음으로 4,0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한 것이다. 오늘날 전

최근 이러한 파괴적 기술의 발전이 가장 눈에 띄는 전장

세계 우주산업 시장의 지분 비율은 정부 21%, 민간 79%로

역시 우주다. 그동안 정부와 군의 독차지였던 우주 무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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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민간이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군의 일하는 방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만 봐도 우주 벤처기업과

식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 예컨대 미

스타트업이 가져온 변화를 알 수 있다. NASA는 유인 달

국방부와 신설된 미국 우주군이 최근 앞다퉈 실리콘밸리의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인 달 착륙선 개

스타트업과 협력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이

발 사업자로 스페이스X를 단독 선정했다. 국제우주정거장

유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

(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을 왕복하는 민간 유인

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기인한다.

우주선 계약에 보잉과 스페이스X를 선정했는데, 달 착륙선

이는 중국과의 경쟁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미군은

에 대해서는 이를 뒤집고 단독 계약을 한 것이다. 과거에는

여전히 국방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 능력을 자랑

대기업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했는데,

하고 있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고 가속도가 붙는 민간의 혁

이제는 이런 파괴력과 혁신을 인정해 스스로 기업형 벤처

신성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주

캐피털을 만드는 등 오히려 기존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유

는 단순히 기술을 겨루는 일차원적 전장이 아니다. 우주에

연함과 혁신성을 배우고 있다.

서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단순히 우주 개발이

현재 전 세계 국방부의 예산이 우주로 향하고 있다. 나아

나 우주의 군사적 이용 측면을 넘어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가 도시화와 지구온난화라는 메가트렌드는 향후 4차 산업

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혁명 기술과 함께 융합하는 크로스오버 산업의 가치를 더

과거 우주항공 분야는 록히드마틴이나 보잉 같은 전

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 군수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했고 진입장벽이 높아 후

국내 우주항공·방위산업 분야 첨단 기술 기업과 스타트

발 주자가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경

업 역시 국가 차원의 적절한 정책과 자본이 뒷받침된다면,

우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초기에 발사 실패를 거듭하며 파

한국도 제2의 스페이스X 같은 기업과 기업가들이 성장할

산 직전까지 갔지만, 지금은 우주산업을 대표하는 아이콘

수
금액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들을 통한 군사적
경쟁력
(단위: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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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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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학기술 및 경제적 성장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

United Launch Alliance)가 100% 장악하던 미국 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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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uptive Innovation)’의 성공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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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시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국의 우주항공·방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한걸음 앞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일이다. 우주는 우

한 것이다. 한국은 이제 막 뉴 스페이스 시대가 태동하고

리에게도 분명한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있는 단계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 선진국의 선례를 참고

이제 막 태동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를 어떻게 바

함과 동시에 국방의 역할과 이를 통해 한국의 우주력 발전

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군에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

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더욱 거시적인 관

는 군사 전략을, 스타트업에는 그간 거대한 벽과도 같았던

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다.

국방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투자자에게는 우주항공·방위산

한편 국가 안보에서 도전과 혁신이라는 단어는 그간 다

업이라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다.

양한 측면에서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인식과

어떠한 선택을 하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미 시작

함께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

됐다.

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안보 패러다임이 절
실한 때다.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이라는 다차원의 방정식

글을 마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

것이다.

새로운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과 민간 부문

기존에 군의 영역에 머물러 왔던 시공간의 해석이 더는

에서 협력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요구될 것이다. 우주산

국방에만 머물지 않는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국경을 넘어

업에서 더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와 일부 기업이 독점

지상·해상 및 공중, 사이버 및 우주 공간과 민간의 영역이

적 수요자, 공급자의 태도를 고수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이제 전장이자 삶의 터전이며, 곧 산업의 발생지가 됐다. 파

때문이다. 특히 우주항공·방위산업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괴적 기술은 기술, 경제, 국방이라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전략산업임과 동시에 첨단 기술의 테

아갈 때 그 양날의 검이 우리를 향하지 않는다. 개방과 협

스트베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기술을 활용

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해 민간 사업을 성장시키는 역할도 안고 있다.

31

을 풀어야 하는 이른바 뉴 디펜스(New Defense)의 시대인

이를 위해서는 우주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 기반의

미국과 중국 등 우주 선진국들의 우주 전략을 살펴보면,

스타트업 등을 비롯한 민·군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가 필

공공 소요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의 사

요하다. 우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는 소재, 위성,

업성을 우선적으로 높이는 중간 전략을 거쳐 왔다. 이를 통

발사체부터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광

해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획득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범위하다. 이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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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명실공히 기술력과 혁신성으로 무장한 스타트

협력하는 것은 한국의 국방기술 개발 협력 생태계에서 반

업이다.

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국방 우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도전과 주도권 확보를 통해 이러

주력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이를 위한 국내

한 첨단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의 민·군 협력을 강화하고 있

기관들의 실질적 협력은 아쉬운 점이 많다. 스페이스X가

다. 미국은 상용 기술을 더욱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

지금의 규모로 성장하기까지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됐다는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조직한 국방혁신단(DIU: Defense

점 그리고 국방과 첨단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협력한 성

Innovation Unit)이 이미 우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민

공적인 사례라는 점은 한국이 우주 분야에서 협력 생태계

간 기술을 국방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있다.

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이러한 조직조차 구성돼 있지 않은

인지 돌이켜 보게 한다.

현실이다.

우주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자 미래 전장이라는 점에

정부 주도로만 모든 분야의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는 한치의 의심도 없다. 미래 우주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주산업에서 미래 우주 전략을 수행

그동안 정책적 공간 영역에만 머물렀던 우주를 전략 및 작

하기 위해서는 더 신속하고 유연한 우주기술 개발이 필요

전, 전술적 전장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우주 전략을

하며, 첨단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국방 분야에 진입할 수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있도록 채널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또한 한·

무엇보다 우주라는 미지의 영역을 현실의 영역으로 끌

미 동맹을 기반으로 우주에서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우

어당기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선행돼야

주 분야의 기술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주 영역에서의 합동 및 연합작전 수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우주 분야

행을 위한 작전 개념, 우주작전 교리 발전 등 미래 우주전

챌린지 대회인 피치데이(International Pitch Day)를 참고

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해 이와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있는 우주력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DIU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기술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 스타
트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관·군·산·학·연이 협력할 수 있는 우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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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해 시대와
천문학
해도연┃SF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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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치 가문의 달들

[그림 1] 『성계의 보고』에서 ‘메디치 가문의 별들’을 기록한 페이지

1610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성
계의 보고(Sidereus Nuncius)』라는 논문을 출판했다. 『성
계의 보고』는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해 남긴 최초의 기록
물인 동시에 관측적 천문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논문
이기도 하다. 갈릴레이는 이 논문에서 직접 제작한 망원경
으로 달을 관측해 그때까지 완벽한 구면체로 알려져 있던
달이 사실은 울퉁불퉁한 산과 언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을 발견했다. 더불어 갈릴레이는 달 표면에 생긴 그림자를
이용해 달의 높이를 추정하기도 했다. 그동안 하늘 위의 신
비로운 존재로만 여겨졌던 달이 바다 건너에 있는 섬과 다
를 바 없는 관측과 측정의 대상이 된 순간이었다. 이후 400
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인간은 달에 발자국을 남겼다.
『성계의 보고』 마지막 장에는 ‘메디치 가문의 별들’이라
는 제목이 붙어 있다. 갈릴레이는 새로 발견한 4개의 별을
설명하면서 이 마지막 장을 그의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코
시모 2세 데 메디치에게 바쳤다. [그림 1]의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는 이미 알려진 밝은 별이고, 좌우에 늘어진 별표
들이 새로 발견된 별이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갈릴레이
는 이 새로운 4개의 별이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개
월에 걸쳐 가운데에 있는 밝은 별을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
을 밝혀냈다. 아직 천동설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당시에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를 공전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놀

주: 갈릴레이는 약 2개월 동안의 관측을 기록으로 남겼음.
자료: Galiei G.(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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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 발견이었다. 이미 지동설을 지지하고 있던 갈릴레이

마지막으로 칼리스토는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위

에게는 지구도 움직인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세계관의

성으로 수성과 크기가 거의 같다. 탐사선 갈릴레오는 칼리

변화를 불러온 결정적 순간이기도 했다. 갈릴레이는 그가

스토가 목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

발견한 이 4개의 놀라운 별에 ‘메디치 가문의 별들’이라는

영향이 적고 지각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유인 태양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오랜 친구였던 메디치 4형제에게 경

계 탐사를 위한 중간 거점지로 최적의 장소라는 사실을 확

의를 표했다.

인했다.

하지만 갈릴레이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4개의 별

약 400년 전, 천문학자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이 4개의

이 메디치 4형제의 이름으로 불리는 일은 없었다. 지금 이

위성을 발견했을 때는 그저 밝은 별-목성-을 공전하는 4개

별들은 각각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갈릴레이 4대 위성이
라고 부른다. 이들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인 목성

[그림 2] 갈릴레이 4대 위성

을 공전하고 있다.

갈릴레이가 갈릴레오에게
1995년,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가 목성 궤도에 안착했다.
최초의 목성 인공위성이었다. 탐사선 갈릴레오는 그때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갈릴레이 4대 위성의 생생한 모습을
지구로 전송했다(그림 2).
목성에 가장 가까운 이오에서는 처음으로 지구 외 활화
산이 발견되었다. 이오의 표면 전체가 화산과 마그마로 가
득했다. 목성의 강력한 중력이 이오의 내부를 끊임없이 비
틀어 발생하는 마찰열 때문이었다. 탐사선 갈릴레오는 500
㎞ 높이로 솟아오르는 화산 분출물과 쉬지 않고 모습을 바
꾸는 마그마 호수의 생생한 모습을 포착했다.
유로파는 이오와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표면은 수 킬로
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얼음 표면에는 복잡한
모양의 균열과 무언가가 흘러내린 흔적이 가득했다. 얼음
표면 아래에 깊이가 최대 100㎞에 이르는 액체 바다가 있
다는 증거가 쏟아졌다. 유로파의 내부 바다 해저에도 지구
처럼 심해 생태계의 에너지 원천인 열수분출구가 있을 가
능성이 제기되면서 태양계 제2 생명이 발견될 유력 후보지
로 떠올랐다.
행성인 수성보다도 거대한 태양계 최대의 위성 가니메데
역시 지하에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태
양계의 수많은 위성 중 유일하게 고유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 목성과 따로 보면 수성보다도 훨씬 더 행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놀라운 거대 달이다.

주: 위부터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자료: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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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고 어두운 별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갈릴레이 4대

둥이 같은 엔켈라두스가 얼음 수증기를 쉬지 않고 뿜어내

위성 모두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광경을 가지고 있

며 토성의 고리 하나를 만들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포착하

는 거대한 세계라는 것이 밝혀졌다. 천문학자 갈릴레이가

기도 했다.

손수 제작한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멀고 작은 세계를 탐사

카이퍼벨트 탐사선 뉴호라이즌스는 9년의 여행 끝에 명

선 갈릴레오는 미래의 인류가 언젠가 새로운 발자국을 남

왕성 궤도에 도착해 그동안 지구 최고의 망원경으로도 점

길 세상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명왕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했

여행자들
탐사선 갈릴레오 외에도 많은 행성 탐사선들이 행성 간

다(그림 3). 뉴호라이즌스는 이제 명왕성보다도 더 멀리 떨
어진 천체들을 탐사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쁘게 이
동하고 있다.

공간을 여행하며 세상을 넓혀 나갔다. 보이저 1호는 목성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는 소행성 표면에서 채취한 샘플

과 토성을 탐사한 다음 지금은 태양계를 벗어나 항성 간 공

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왔고 화성 표면에서는 지금도 여러

간을 향하고 있다. 보이저 2호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천왕

대의 탐사 로버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목성에서는 선배 탐

성과 해왕성에 접근한 탐사선이다. 언제 이 두 얼음과 가스

사선 갈릴레오의 뒤를 이어 탐사선 주노가 목성 내부에 대

의 행성을 다시 찾아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보

한 놀라운 발견을 쉬지 않고 전해 주고 있다.

는 천왕성과 해왕성의 놀라운 이미지들은 모두 보이저 2호
의 것이다.

태양계는 이제 인류의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를 대항해 시대에 비유했다. 15세기, 스페인

토성 탐사선 카시니는 토성 고리의 다채로운 모습을 밝

에서 아조레스 군도까지 배로 가려면 며칠이 걸렸다. 지금

혀내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는 메탄으로 된 구름과 비, 강

은 같은 시간에 달까지 갈 수 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 대

과 호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로파의 작은 쌍

서양을 가로질러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는 데는 몇 개월이
걸렸고, 지금은 같은 시간에 화성까지 갈 수 있다. 한때 네

[그림 3] 명왕성 이미지

덜란드에서 중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몇 년을 이동해야 했
지만 지금은 그 시간에 목성까지 갈 수 있다. 10년이면 명
왕성까지도…. 칼 세이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두 번
째 대항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넘치는 세상
갈릴레이가 『성계의 보고』를 발표한 건 대항해 시대가
한창일 때였다. 모두가 바다 건너 세상에 뛰어들 때, 갈릴레
이는 망원경으로 하늘 너머의 세상을 보고 있었다. 태양계
를 무대로 두 번째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21세기에도 더 먼
세상을 바라보는 천문학자들이 있다. 1995년,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을 공전하는 행성인 외계행성이 처음으로 발견되었
고, 이 발견은 인류가 태양계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
히 바꿔 놓았다.
주: (a)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명왕성.
(b) 탐사선 뉴호라이즌스가 촬영한 명왕성.
(c) 뉴호라이즌스가 촬영한 명왕성 표면의 고해상도 이미지.
(d) 뉴호라이즌스가 명왕성 뒤편에서 촬영한 이미지.

다른 별에도 태양계처럼 행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갈릴레이 시대부터 있었다. 당시 지동설을 지지했던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는 지동설을 확장해 다른

자료: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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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주변에도 행성이 공전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8

고 사라졌기에 외계행성 관측 가능성에 대한 회의는 시간

세기 영국의 천문학자 토머스 라이트는 『우주에 대한 독자

이 갈수록 깊어졌다.

적인 이론 또는 새로운 가설』이라는 책에서 태양계는 특별

하지만 1995년, 스위스의 두 천문학자 미셸 마요르와 디

한 존재가 아니며 다른 별에도 태양계와 닮은 행성계가 있

디에 쿠엘로가 명확한 증거와 함께 최초의 외계행성 페가

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림 4).

수스51b를 발견하자 모든 게 달라졌다. 페가수스51b는 목

20세기의 천문학자들도 외계행성은 당연히 존재하리

성과 비슷한 크기의 가스행성이지만 공전궤도는 수성의

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추정일 뿐이었

그것보다도 작았다. 그동안 이런 행성의 존재는 누구도 상

다. 아주 멀리 떨어진 밝은 별 바로 옆에 붙어서 스스로 빛

상하지 못했다. 상식을 깨부수는 발견 덕분에 행성에 대한

도 내지 못하는 작고 어두운 행성을 관측한다는 건 거의 불

편견을 버리고 개념을 재정립한 천문학자들은 빠른 속도

가능해 보였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외계행성을 직

로 외계행성을 발견해 나가고 관측 기술 또한 발전시켰다.

접 보지는 못해도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여

2021년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행성은 이미 4,800개를 뛰어

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추가 검증과 반증을 통과하지 못하

넘었고 곧 5,000개에 이를 것이다. 심지어 이 숫자는 우리
은하의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관측 가능한 조건을 갖춘 일

[그림 4] 토머스 라이트의 『우주에 대한 독자적인 이론 또는 새로운
가설』에서 표현된 다양한 항성계

부에서만 발견된 것이다. 통계는 우리 은하에 있는 거의 모
든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사실 은하
에는 별보다 행성이 더 많은 것이다. 우주는 다른 세상으로
가득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지금까지 알려진 외계행성의 대부분은 간접 관측을 통
해 발견되었다. 행성이 별 앞을 주기적으로 가로지르면서
별의 밝기가 규칙적으로 어두워지는 현상을 관측하는 방법
(통과법)이나 행성의 중력 때문에 별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
고 그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미약한 도플러 효과를 측정하
는 방법(시선속도법)은 아주 강력한 관측법이지만 행성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크고 눈부신
별 옆에 붙어 있는 작고 어두운 행성을 보는 것은 결코 쉬
운 일이 아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배에서 수평선 너머
에서 반짝이는 등대를 볼 때, 등대 옆에 붙어 있는 반딧불
을 보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기어코 이를 해내고 말았다. 기존
관측에서는 시도된 적 없는 기발한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외계행성의 빛을 포착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그림 5).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같은 행성계를 관측해 행
주: 각각의 별 주변에 행성과 혜성의 궤도가 그려져 있음.
자료: Wright, T.(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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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아닌 다른 별을 공전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고 기

세계가 태어나는 순간

록으로 남긴 뒤, 우리는 처음으로 행성이 태양이 아닌 다른

행성을 직접 관측했던 기술을 응용하자 기대를 뛰어넘는

별을 공전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고 사진으로 남길 수

새로운 발견도 이루어졌다. 가스와 먼지가 납작한 원반 모

있게 된 것이다.

양을 이뤄 어린 별 주변을 돌고 있는 모습이 연이어 나타났

[그림 5] 항성 글리제758을 하와이 마우나케아산 정상에 있는 스바루 망원경으로 관측한 이미지

주: 일반적인 방법으로 관측했을 때는 별빛 때문에 주변 영역이 보이지 않지만(왼쪽), 행성 관측을 위한 특수한 관
측법과 영상 처리를 적용하자 감춰져 있던 행성이 모습을 드러냄(오른쪽). 이후 이미지 속 B는 행성과 항성의
중간 영역에 있는 갈색왜성으로, C는 더 멀리 있는 다른 별로 밝혀짐.
자료: 왼쪽 – NAOJ/MPIA.
오른쪽 – Thalmann.

[그림 6] 항성 HR8799의 행성계

주: 왼쪽은 2009년 7월 31일, 오른쪽은 2015년 11월 7일에 관측한 모습. 행성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수십 장의 관측을 이어 붙여 만든 동영상도 있음.
자료: Jason Wang(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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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하고 아주 가끔 절호의 조건을

기아도 해결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1밀리그램이라도 가

갖춘 별에서만 흐릿하게 확인되던 원시행성계 원반, 즉 행

벼워질 일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주를 바라보는 걸

성이 태어나는 현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관측을 통해

까? 내일의 인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

확인된 원시행성계 원반은 모두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하다.

가지고 있었다(그림 7). 원반 속에서 먼지와 가스가 뭉쳐 행

천문학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 중에는 “우리는 거대한

성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모습 그대

우주 속에서 티끌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고 사라지는 존재”

로였다.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라는 자기 인식이 있다. 어떤 이는 이런 자기 인식에서 두

탄생했다고 예상한다. 지금 우리는 태양계 바깥에 있는 태

려움을 느꼈고 이 두려움은 20세기 초에 코스믹 호러라는

양계의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

장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천문학자를 포함한 어
떤 이들은 두려움이 아닌 경이와 경외를 느낀다. 드넓은 우

에필로그

주 속에서 우리가 밟아 온 역사와 살아온 세계를 재발견하

천문학, 특히 태양계 바깥을 다루는 심우주 천문학은 우

고 미처 몰랐던 우리의 머나먼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

리 생활과의 연결점이 전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수억

이다.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자그만 머릿

의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

속에 광활한 우주를 그려 내고 이해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

다고 한들, 지구의 기후 변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계

계와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경험은 천문학만이 제공해 줄

[그림 7] 다양한 모습의 원시행성계 원반

자료: Tamura, M(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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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적이고 감상적인 선물이다.
천문학자 갈릴레이가 그림으로 남겼던 닿지 못하는 세
계는 이제 우리의 앞마당이 되어 가고 있다. 태양계 너머에
있는 수많은 세계가 지금은 닿지 못할 곳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이웃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기원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발견할 것이다. 천문학은 가장 거대한

Marois, C. et al.(2006), “Angular Differential Imaging:
A Powerful High-Contrast Imaging Technique”,

Astrophysical Journal, 641(1).
NAOJ/MPIA, https://habr.com/ru/post/205480/(검
색일: 2021. 11. 24.)

자기 재발견의 과정이다. 천문학의 가장 큰 매력은 거기에

Sagan, C.(1980), “COSMOS”, Random House.

있다.

Sagan, C. and Druyan, A.(2007), “The Varieties of
Scientific Experience: A Personal View of the Search
for God”, Penguin Books.
Tamura, M.(2016), “Strategic explorations of
exoplanets and disks with the Subaru Tele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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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글래스고

소 감축비용을 낮출 수 있다(Mani et al., 2018). 이런 논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이끌어 내며 마무리

거로 시작된 파리협정의 시장 메커니즘은 결국 감축비용

되었다. 이번 COP26에서는 지난 6년간 타결되지 않았던

을 낮춰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국제 탄소시장에 관한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해 치열한 협상

하지만 이 제도가 오용되면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끝에 마침내 세부 이행규칙(Rulebook)을 완성하는 결과를

수 있고, 심지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

도출했다. 파리협정 제6조는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규정을

런 이유로 환경건전성과 추가성(additionality), 이중 계산

담고 있다. 국가들이 감축, 적응 등에 관한 실적을 시장에서

(double counting) 문제 등의 쟁점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

거래하는 것을 인정하여 개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 견해 차이를 보여 왔다.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달성하

2015년에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최근까지 제6조

기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수준

의 세부 이행규칙 타결이 지연되면서 탄소시장 운영에 대

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유도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한 국제사회의 혼선이 장기화되자, 최근 몇몇 국제기구와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의 거래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움

중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 탄소

직임이 나타났다. 큰 틀로서 결정된 시장 메커니즘의 적용,

배출은 배출원의 지역을 불문하고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포괄적 접근, 지속 가능한 발

향이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1톤의 탄소

전과 환경건전성 추구를 고려한 ‘제6조 시범사업(Article

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1톤의 탄소가 유발하는 기후 변

6 Pilots)’을 추진해 차세대 국제 탄소시장 시스템에 부합

화는 동일하며, 이를 반대로 말하면 탄소 배출 감축 효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시험해 보고, 실전을 통해 배우는

역시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

(learning by doing) 계기로 삼고 있다.

단위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동일하지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의 가상 시범사업(virtual pilots)

않다. 개별 국가가 직면하는 한계감축비용은 상이하며, 그

이 있다. 스웨덴은 1967년 세계 최초로 환경 보호 단체인

렇기 때문에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시장이 존재한

‘Naturvårdsverket’(스웨덴 환경 보호국)을 설립한 것을

다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탄

시작으로 1995년에는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

[그림 1] 파리협정 제6조의 구조와 이행규칙 개발 사항

(제6.1조, 원칙) NDC 이행에 있어 감축 및 적응 의욕 상향,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건전성 촉진을 위해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 선택 가능
비시장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
(제6.2조) 협력적 접근법

(제6.4조) 감축사업 메커니즘

(제6.8조) 비시장 접근법

· 자발적 참여 기반의 상향식 접근법

· CMA 감독하의 하향식 접근법

· 통합적, 총체적, 균형적 비시장 접근법

·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ITMO)을
NDC 달성에 사용 시 다음의 지침 준수

·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메커니즘

· 감축·적응·재원·기술이전·역량 배양 간 조정
및 효과적 방법을 통한 NDC 이행 지원

· 참여당사국 승인하 공공 및 민간부문 참여 유도

· 비시장 접근법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

- 지속가능발전 촉진
- 환경건전성 및 투명성 입증
- 이중계산 방지를 포함한 엄격한 산정 규칙 준수
- ITMO 사용 시 참여당사국의 승인 필요

· 전 지구적 전반적 감축 도모
· 감축분의 이중사용 금지
· 수익금의 분배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지침

제6.4조 메커니즘의 규칙·방식·절차

비시장 접근법 프레임워크의 작업 프로그램

자료: 환경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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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탄소 배출을 현저하게 줄이고 있는

에 대한 유치국의 상응 조정 등 이중 계산 방지를 위한 조

모범적인 국가이다. 스웨덴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치를 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6조 제2항의 핵심 요소가

Development Mechanism) 국가 승인 기구인 스웨덴 에

ITMO를 각국의 NDC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너지청(SEA: Swedish Energy Agency)은 파리협정 제6조

수 있다는 점이며, 국가 간 거래 시 이중 계산을 방지할 수

의 현황을 두고 논의해 오던 이론들을 현실 세계에서 테스

있는 상응 조정 방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

트해 봄으로써 제6조하의 국제협력 틀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SEA의 가상 시범사

기회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가상으로 시범사업 모델을 구

업은 제6조 제2항과의 연계점이 가장 뚜렷하다고 볼 수 있

축하되 사업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파리협정 제

다.

6조가 확정된 이후 실제 사업으로 연계하고자 한다. 이에

또한, 가상 시범사업의 사업 선정 기준과 사업 수행 희망

SEA는 가상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해 유치국의 실제

기관들이 작성하는 가상 시범사업 콘셉트 노트의 작성 항

데이터와 정책을 바탕으로 7개 국가에서 9개의 가상 시범

목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환경건전성 달성에 대한 의지를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상 시범사업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감

제6조의 감축 활동이 얼마나 다양하게 디자인될 수 있는지

축 실적이 실제적이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

를 보여 주고 있다.

량화할 수 있어야 하며, 영구적인 순 감축이어야 한다고 명

SEA는 파리협정하에서 양자·다자협력을 통해 NDC 달

시하고 있다. 콘셉트 노트 작성 시 잠재적 감축량을 산정하

성에 기여하는 것을 기관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시범사

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잠재 감축량의 정량화 역

업을 기획할 때 파리협정 제6조를 고려한 흔적은 여러 곳

량과 방안,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항목뿐만 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SEA는 상호 협력 구축 과정에

니라 개별 사업의 추가성 담보 방안을 서술하도록 함으로

서 ① 구매국과 유치국 간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감축 결

써 개별 사업의 추가성 준수로 전체적인 환경건전성을 달

과물(ITMO: Internationality Transferred Mitigation

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utcomes)의 이전을 위해 공통 기반(타협점)을 마련해

그뿐만 아니라, 콘셉트 노트 항목에서는 지속가능한 개

야 하며, ② 구매국과 유치국 내 프로젝트 소유자는 ITMO

발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 생산 및 계약 방식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 수반되어

제시하는 사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wedish Energy Agency, 2021.

Development Goals)의 맥락에서 공동의 이익을 제공할

6. 18.). 그리고 시범사업의 선정 기준 중 하나로 감축 실적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이 유치국의 SDGs 내 우선순위에 얼

<표 1> SEA의 가상 시범사업 목록
유치국

사업명
넷제로 에너지 빌딩

콜롬비아

산업 폐수 신재생에너지
교외 지역 소형 태양광

칠레

신재생에너지 확산 방안

나이지리아

신재생에너지 미니 그리드

케냐

지열 발전

몽골

지열원 열펌프

필리핀

고효율 냉매를 활용한 냉방기술

인도네시아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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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부합하는지를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측

한 발전 달성’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향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그룹에 영향

후 제6조의 세부 이행규칙이 확정되고 각 사업이 실제 수

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제시하고 이를 완

행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하면 사업의 수행 과정과 종료 이

화할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후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들 시범사업은 아직 실제 사업으로 실현되지 않았거나

수단 및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극히 최근에 시작되어 사업 이행 과정이나 결과를 중심

한편, 모든 당사국이 탄소 감축의 대상이 되고, 제6조의

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각 사업의 배경과

세부 조항에 따라 특성이 다른 메커니즘이 구축됨에 따라

목적, 사업 선정 기준 등을 통해 각 시범사업의 지향점을

국제기구나 개별 국가가 각각의 지리적 특성, 경제적 여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목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한다는 것을 확인

먼저, 파리협정 제6조의 주요 가치인 환경건전성과 지속

할 수 있다. 향후 제6조의 이행규칙이 확정되면 지역적, 국

가능성을 사업이 지향해야 할 주요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방향으로 다양한 사업이

모든 당사국은 NDC 제출 및 이행 의무를 지며, 기후 변화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 대한 위기감이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가 탄소 배출 감축

다양한 사업이 생겨난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한 1톤의 감축을 실천하고자

해외 사업에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이 그만큼 다양해

한다. 즉 사업의 선정 단계부터 예상 감축량뿐만 아니라 실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해외 감축분은 축소되

질적인 개별 사업의 추가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을 알 수 있

었지만 도전적인 NDC 목표 설정에 따른 해외 감축분 확

다. 또한, 사업 수행 단계에서 SDGs의 다양한 목표와 사업

보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정부기관과 해외 사업 참

유치국 이해관계자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

여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6조에 대비한 신생

로 파악함으로써 교토 체제의 주요 한계로 꼽힌 ‘지속 가능

사업들의 특성, 진행 동향 등을 선제적으로 살펴 대비할

<표 2> 스웨덴 파리협정 제6조 시범사업 주요 요건

사업당 구매 물량

1-10 메가톤(MT)

대상 감축 연도

2021~2030년 감축 실적(마지막 구매일은 2031년)

대금 지급 방식

선도 거래, 감축 실적 이전 시 대금 지급  

비대상 사업

REDD+1) 또는 LULUCF2) 섹터, 원자력, 화석연료 관련 사업

사업 선정 기준	· 감축 실적은 실제적이어야 하고 신뢰할 수 있게 정량화되어야 하며, 영속적이어야 함.
· 대상 사업은 유치국의 정책에 부합하고 국가의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뤄야 함.
· 대상 사업은 유치국의 감축 목표 상향을 도와야 함.
·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방법론은 엄격한 베이스라인을 고려해야 함.
· 대상 사업은 순 감축을 해야 함.
· 대상 사업은 명확한 추가성(SEA 또는 다른 탄소금융 지원이 없이는 실행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함.
· 대상 사업은 탄소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 감축 실적에 대한 유치국의 상응하는 조정 등 이중 산정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다양한 출처의 양허성 금융을 지원받았을 때는, 감축 실적에 출처별 기여도가 타당하게 구분돼야 함.   
· 유치국은 UNFCCC Non-Annex I Party3) 이고 파리협약 비준국이어야 함.
주: 1)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2) 토지 이용·토지 전용·산림 분야(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3)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비부속서 I 당사국
자료: Swedish Energy Agency(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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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 감축 사업을 수행
해 본 기업이나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을 조사
해 본 결과, 이러한 시범사업을 알고 있는 기업
은 20% 정도에 불과해 파리협정 제6조 협상을
향한 관심에 비해 실제 사업의 전개 방향에 대
한 정보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시에 해외 감축 사업 진행에서 가장 큰 장
애 요소는 ‘한국 ETS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나
타나, 국내 감축 정책 및 배출권거래제(ETS:

3.95
3.9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선호 사업 유형으로서는

3.65
3.8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
업들이 국내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체 조
사를 통해 글로벌 의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면서 확실한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선호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리협정의 사업들은 결국 국내 사업체와 협
력해서 수행해야 하는 일이기에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해외 온실가스 감축 양자 사업 추진을 위
한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
가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의 불확실성을 제
거하는 한편 유치 지역별로 사업 승인 기준을
달리하는 독립 메커니즘의 정책을 적극 반영하
고 유치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이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게 하는 결
과를 낳을 뿐 아니라 한국이 투자하는 해외 감
축 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제고로 이어져 해외
감축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 접점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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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외 감축 사업의 장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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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상응 조정 방법론 정교화, 제6조 사업 감독·관리 체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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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인 글로벌 대응을 위해
1)
필수적인 기술과 통상의 정책 컬래버레이션
유지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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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꼽히는데,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은 이 두 가지의 힘 모

최근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현상은 안보 또는 경제정책

두를 구성하는 중요한 토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과

을 통해 기술 혁신 역량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

학기술 혁신이라는 총칭은 쉽게 가시화되지 않아 정책적

전략을 통해 국방 및 산업·통상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상황

으로 다루기에는 대상화와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어려움

을 야기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환경의 변

이 많다. 사실상 과학, 기술, 혁신 각각의 속성 또한 매우

화는 20세기 이후 가장 오래된 패권국인 미국이 자발적으

달라서 이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목적에 맞게 발현되느냐

로 주도해 온 세계 체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결과도 낳았다.

에 따라 다르게 대상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경제에

중국이 성공적으로 편입한 현재의 세계 체제는 오히려 중

이바지하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띠는 산업 기술에 대한 연

국이 미국의 패권 경쟁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구·개발(R&D), 어떤 혁신의 결과물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에 미국은 스스로 자신이 수십 년간 설계해 온 규범 및 질

부가가치 또는 교육이나 문화라는 통로를 통해 발현된 과

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두

학 분야 인적 자원의 수준과 역량 등으로 편입되어 이해

국가는 앞으로 기술 혁신 시스템의 우위를 증명하기 위해

되기도 한다.

경쟁할 것이며, 그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체

따라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전해 온 세계 체제에서

계, 규범, 가치를 제시하고 협력국들과의 상생 가능성을 조

도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제도가 구현되는 양상은 서로

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재 이미 ‘투명성’, ‘책

다르다. 일례로 유네스코(UNESCO)는 과학을 교육·문화의

임성’, ‘개방성’, ‘신뢰 가능성’과 같은 가치가 민주주의 국가

근본이자 차별 없이 모두에게 확산되고 공유되어야 하는

(D-10)들의 오래된 가치로 거론되며, 세계의 한편에서는

공공재로 이해하여 보편적 교육 지원 사업에 힘쓴다면, 국

이를 바탕으로 질서 개편의 의도와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

방과 경제력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기술과 혁신 분야에 대

타나고 있다.

한 제도를 구상하는 데는 좀 더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반영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글로벌 공공재나 도전

될 수밖에 없다.

과제에 대한 공감과 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

공산권과 비공산권 진영 사이의 장벽은 있었지만, 비공

제로 그 목표의 이행 방식과 규범화 과정에서 국익과 전략

산권 국가들끼리는 기본적으로 분열에서 통합의 단계를 밟

적 이해를 관철하는 일은 매우 치밀하게 계산되는 것이 현

아 가는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재화, 인력, 자본

실이다. 대외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사고를 하는 데에 통상

의 자유로운 이동과 흐름을 추구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안

관점의 분석과 판단은 그 기초가 되므로, 과학기술 혁신과

보와 상업적 목적이라는 교류 형태에 따라 제도의 분리와

통상 관점의 컬래버레이션은 미래 국제사회에 적응·대응하

교역의 제한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는 데 핵심이 될 수 있다. 수없이 쏟아지는 과학기술 혁신

예를 들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략물자와 첨단 전략기

관련 이슈 중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전

술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출입 통제 제도가 시행되었다. 양

략적 핵심 의제와 논의 플랫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대외

자 간, 복수 동맹국 간 등 시대와 목적에 따라 명시된 적국

정책상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으로의 기술 이전을 방지하고 적국이 관련 기술 또는 무기

이 글에서는 미래 국제사회 대응에 핵심적인 ‘기술-통상

를 개발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

의제’를 도출한 논리와 그 중요성을 소개하기 위하여 세계

다. 이는 적국의 군사력 확장을 억지하고 이미 선점한 국방

체제와 대외정책 관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기술과 통상의

기술의 기술 보안을 철저히 하여 국력과 동일 진영의 우세

연계성과 역할의 변화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한다.

를 수호하는 방식이었다. 시간이 흘러 소련은 붕괴되었고,

세계 체제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관리
국가의 경성권력으로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대표적으로

특정 정부를 겨냥하기보다 다양한 비정부단체의 테러와 비
평화적 행태를 전면적으로 제지하기 위하여 냉전 시대 수
출입 통제 제도는 1990년대부터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기

1）이 글은 2021 STEPI 일반과제인 『글로벌 기술-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정책 대응전략』(유지영 외, 2021 출간 예정)의 일부를 발췌·정리하여 작
성한 것이며, 해당 보고서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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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의 다국적 기업들은 적극적인 정부 로비를 펼쳐, 시장

술에 대한 통제 제도로 변모하였다.
한편, 시장 복원과 경제 재건에 관한 사항에서는 비공산

체제에 편입되어 가는 새로운 개발도상국들에는 개념조차

권 국가들 간의 개방과 자유 교역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생소했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구속력을 WTO 협상을

을 통해 기술과 혁신 관련 이슈의 규범화도 함께 이루어

통해 담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졌다. 1948년부터 도입된 GATT 체제를 시작으로 처음에

이후 야심차게 출범한 도하 개발 어젠다(DDA)의 실패로

는 시장 접근과 관세 인하에 관한 합의만이 전부였던 통상

파편적인 지역무역협정들이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협정에 산업 기술의 개발과 적용, 이전, 보호, 협력 등에 관

을 이루도록 양산되기도 했지만(Bhagwati, 2002, p. 113),

한 내용이 점진적으로 포함되며 범위가 확장되었다. 1970

기본적으로는 WTO 협정의 기본 규범을 존중하며, 2010년

년대 도쿄 라운드에서는 처음으로 표준, 기술규정, 인증 제

대까지도 시장 체제의 자유로운 교역을 위한 노력은 글로

도를 포함한 무역기술장벽(TBT: Technological Barriers

벌 혁신활동의 자유화에 꾸준히 기여하였다.

to Trade)에 관한 코드가 합의되었다. 이것이 발전하여 훗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성립된 현재의 세계 체제는 당시

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TBT 협정으로 채택되었다. 이

패권국인 미국과 그 기간의 다양한 경쟁국 또는 동맹국과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세

의 관계 사이에서 전략적 이해관계에 맞게 발전해 왔다. 이

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될 때에는 일반서비스무역협정

과정에서 국가 간의 기술과 혁신은 어떤 매개를 통해 발현

(GAT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TRIPS) 협정도 도입되었

되는지에 따라 국방·안보에 관한 세계 체제와 산업·시장에

다. WTO는 1995년 100여 개 회원국의 총의(consensus)

관한 세계 체제의 형성을 통해 관리되어 왔다. 안보든 경제

로 설립되었지만, 사실 당시 모든 협상의 주요 내용은 미국

든 과학기술 혁신은 그것이 발현된 유무형 교역재의 이동

과 유럽연합(EU) 간 합의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비관

이 관리되는 형태로 세계 체제에 귀속되어 왔다.

세 장벽으로 작용되는 국가별 기술표준과 규제를 최소화하
거나 호환 가능성을 촉진하여 시장 진입을 통한 상품 교역

패권 경쟁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대외정책

을 더 활발히 하고자 하였다. 두 선진국 진영은 서비스 무

최근 기술 패권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패권 질

역 통계도 없던 시기에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

서 형성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

스 산업에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규범적 장치를 주도하여

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과학기술은 오랜 역사 속에서 군사력

수립하기도 하였다. 해당 규범은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과 경제력 모두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인지되

인력 및 기술의 이동에까지도 부분적으로 관여하게 되었

어 왔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

다. 더 나아가, 기술 주도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미국과 EU

이 아니다. 다만, 무엇이 이전과 다르기에 기술이 현재의 전

[그림 1] 세계 체제에서 기술의 관리

국력(힘)

군사력

경제력

영역

공공-국방(안보)

민간-산업(시장)

교역상
우위 선점
방안

기술 보안

시장 확대

(국방용 첨단기술의 독점,
생산 능력 확보/억제
→지속적인 기술 개발)

(GDP, 무역수지,
시장 개척 및 선점, 시장점유율
→지속적인 혁신)

수출입 및 투자 통제 제도

시장 자유화 규범

국제규범/
질서

자료: 유지영 외(2021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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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민간 부문 혁신의
안보 위협
국가 간 통제 조치와
자유화 원칙의 경쟁적 공존
새로운 질서의 모색
(디커플링, 동맹국 및 규범 개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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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경쟁 상황의 가장 주요한 단어로 대두되는지는 조금 더

새로운 과제가 던져진 셈이 되었다. 중국은 군사력 측면에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역사 속에서

서 꾸준히 미국과 경쟁을 해 왔으며, 2001년 WTO 가입 이

부동의 패권을 유지해 온 미국이 지금까지 소련, 일본, 중국

후 규범적 귀속으로 비시장경제와 공산당 체제의 붕괴가

등 다양한 견제국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간

일어날 것이라는 미국의 예측과 달리 중국은 미국과 동일

단히 비교·분석해 볼 수 있다.

한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괄목할 만한 절대적인 경제적 성

1950~60년대 미국과 소련의 패권 경쟁 환경에서 두 경

장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제권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경제력 유지 및 선도 측

모든 국가 권력 측면에서 전 방위적으로 대중 전략을 꾸려

면에서 군사력 과시를 위한 자원 분배의 심각한 왜곡과 비

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효율적인 공산 체제의 허점이 명확하다면, 꾸준하고 지속적

그러나 처음부터 혁신 정책이 전면적으로 대응의 상위

인 봉쇄(containment) 전략으로 소련의 경제가 붕괴되는

전략으로 대두된 것은 아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아시아

것은 시간문제였다. 다만, 소련의 군사적 우위와 1957년 최

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통해 외교력을 아시아·태

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 발사 성공으로 불안감

평양 지역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군사적 대중

이 심화된 미국은 대소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한 첨단 무기

견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

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배영자, 2020, p. 11). 미국

동반자협정(TPP) 협상 개시와 다양한 WTO 분쟁 소송 및

의 우주기술 개발과 과학기술 리더십을 위한 대량 R&D 투

통상 제재 조치를 통한 보복 등 전통적인 안보 및 경제정책

자 정책은 무기 개발과 군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방부의

을 동시에 활용하는 대응을 이어 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주도로 안보 전략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은 대소 전략

단계 더 나아가 경제력 이슈를 안보화하여 국가 안보 전략

에서 군사력과 경제력 중 군사력 경쟁에 집중하여 기술 혁

에서 ‘경제 안보’를 논하기 시작하였다(The White House,

신 역량을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강화하며 맞섰다.

2017, p. 17).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투자 규제

1970~80년대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상승으로 미국이

등을 통해 기술 이전과 기술 취득 등의 행위를 일방적이고

견제하게 된 일본과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은 안보

강압적으로 견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최근 바이든 행정

상으로는 패전국인 동시에 미국에 군사력을 모두 의존하는

부는 강경한 대중 대응 입장은 유지하되, 군사 안보와 경제

동맹국이다. 다시 말해, 패권 경쟁에서 국가의 주요 경성권

에 관한 정책을 다시 분리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력 중 군사력 경쟁은 두 국가 사이에서 큰 의미가 없었다.

(Lynch, 2021). 대신 모든 국방 및 산업·경제정책은 군사력

결국 미국의 대일 정책은 경제력에 대한 견제 정책으로 발

과 경제력의 근간인 기술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국가 혁신 전

현되면서 미국의 산업기술 R&D 확대 및 기술 보안 강화와

략의 일환이 되고 있다.

일본의 첨단산업 경쟁력 억지라는 목표는 산업·통상정책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한 견제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
의 변화로 인해 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상위 전략으로 직접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라는 패권 경쟁국의 등장은 미국에

적으로 부각되었고, 이는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이전 역

[그림 2] 미국의 대소·대일·대중 전략 비교
군사력

경제력

대응 전략

미 v. 소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한 첨단 무기 개발 및 군사 시스템 강화 전략

미 v. 일

산업/통상 정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억지 목표

미 v. 중

오바마: Pivot to Asia - 군사적 대중 견제+대중 경제 보복
트럼프: 군사 및 경제 이슈의 안보화 정책
바이든: 혁신 경쟁력 제고 전략(국방과 경제는 재분리 - 기술혁신 관점으로 안보 및 산업 정책 재편)

자료: 유지영 외(2021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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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는 상이하게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하거나 겨냥한 양자 또는 복수국 간 디지털경제나 무역협

최근 코로나19, 탄소중립 등의 이슈와 더불어 불거지고 있

정에서도 관련 이슈들이 점진적으로 등장하면서, 관련 이

는 보건 안보, 환경 안보 등의 다양한 신흥 안보 이슈도 과

슈의 글로벌 ‘규범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기술 혁신 전략의 세부 사안으로 통합 조정·관리될 가능

이에 따라 필자는 개별 국가의 정책과 각종 플랫폼에서

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파편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혁신 관련 논의들을 통합적으
로 이해하고, 통상 관점을 활용하여 국가들 간의 전략적 핵

세계 질서 개편 움직임과 ‘기술-통상 의제’의
전면적 대두

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을 포착하였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 혁신과도

패권 경쟁 환경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관리에 대한 탐구

많은 연관성이 있는 기존 WTO 규범과 포괄적·점진적 환

의 목적은 너무나 당연한 기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이 아니라, 경쟁국에 대한 패권국의 대응 전략에서 기술 혁

(USMC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미국·일본 디지털

신이 우선순위 정책 목표로 대두된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무역협정(미·일 DTA),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주변국이 시대적으로 마주하게 된

의 협정문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디지털 통상 관련 규범들의

현재의 상황이 기술 패권 경쟁인 이유를 정책적으로 이해

검토와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주요한 ‘기술-통상 의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출하였다. 연구 범위에서 지정한 혁신 요소들과 현재 발

그러나 미국 대응 전략의 전면적인 개편 국면은 미국이

전하고 있는 통상 조치 및 규범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주

오랜 기간 자발적으로 주도해 온 세계 체제가 중국이라는

요 기술-통상 쟁점은 ① 핵심 기술에 대한 공정한 R&D 투

국력(힘)

군사력

새로운 패권 도전국을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
영역견제하는 데공공-국방(안보)

경제력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자 및 시스템 설계 , ② 전략산업의 공급망 관리, ③ 기술 및
민간-산업(시장)

시스템의 국제 표준화, ④ 기술 보안 및 보안 환경의 보장,

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은 ‘기술 혁신’과 ‘동맹국’이라는 키
기술 보안

우위 선점

생산 능력 확보/억제

민간 부문 혁신의

시장 확대

안보 위협
⑤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교류 분야에서 나타나는

교역상 견제하는 새로운 질서 개편의 노
워드를 강조하며 중국을
(국방용 첨단기술의 독점,

력을 다양한 국제사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방안플랫폼에서→지속적인
기술 개발)

중국의 부상

(GDP, 무역수지,
시장 개척 및 선점, 시장점유율
것을 확인하였다.
주
→지속적인 혁신)

해당 의제들은 새로운 이슈의 부상과 현재
국가 간 통제 조치와

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을 포함하여 경제협력개

원칙의 경쟁적
공존 긴장이 유지될
규범의 한계로 인해 자유화
향후 지속적인
전략적

국제규범/
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수출입 및 투자 통제 제도등의 플

질서의
의미한다.새로운
국가들
간 모색
선언적 수준의 공동 이
시장 만한
자유화분야임을
규범

랫폼에서 다뤄 온 디지털 혁신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은 일

해 구축을 넘어 본격적인 협상과 합의를 통해 더 강력한 제

찍이 ‘데이터’, ‘인공지능(AI)’, ‘사이버 안보’ 등의 이슈에 관

도화와 이행 방안 구축이 긴요한 쟁점 분야인 것이다.

질서

한 선언, 권고 및 지침을 내놓았다.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

(디커플링, 동맹국 및 규범 개편 등)

실제로 2021년 9월 29일에는 EU와 미국의 무역기술위원

[그림 3] 기술-통상 의제 도출
혁신 요소
R&D
표준화

혁신 환경 조성

관련 통상 규범
WTO 보조금 협정

① 핵심 기술에 대한 공정한 R&D 시스템 설계 및 투자

WTO TBT 협정
RTA의 TBT 챕터 부속서
기타 관련 조항 취지·목표

② 전략 산업 및 기술의 공급망 관리

데이터 흐름 관련 조항
데이터 현지화 금지 조항

③ 기술 및 시스템의 표준화

WTO TRIPS 협정
알고리즘 및 소스코드 강제 이전 금지 조항
개인정보보호 조항
사이버보안 조항
AI 윤리조항

자료: 유지영 외(2021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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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이노베이션 조항
정부 오픈데이터 조항
중소기업 협력 조항

④ 기술 보안 및 보안 환경의 보장

⑤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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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TTC)가 발족한 바 있다. 미국과 EU도 전략적 기술 패권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여전히 국가들의 전략적 관점

우위 선점 및 방어를 위한 경쟁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슈에

은 대외적으로 통상 조치 수단 활용 양상을 통해 가장 쉽

대해 쉽게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민주주의 가치를

고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 혁신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러한 소통 채널을 구축한 것은 궁극적

통상의 정책적 접점, 전략적 고민의 핵심을 짚어 내어 주요

인 협력 필요성을 인지하고 중국 압박을 위한 세계 질서 개

기술-통상 의제를 발굴하고 선도·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향

편의 방향성을 상호 조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후 국제사회 환경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적응하는 데에 매

이번 공동성명서의 선언문은 총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되

우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어 있으며, 투자 심의, 수출 통제 협력, AI, 반도체 공급망,

세부적인 기술-통상 의제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도출하

글로벌 무역 과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TTC는 이번

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동향만큼이나 국내 산업의 현황과 수

발족 회의에서 기술표준, 기후 및 청정 기술, 안전한 공급

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도

망,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보안 및 경쟁력, 데

출한 프레임워크와 정책적 시사점들을 기반으로 연차별로

이터 거버넌스와 기술 플랫폼, 보안을 위협하는 기술 오용

더욱 심도 있는 국내 산업 분석을 통해 분야별, 의제별 핵심

과 인권, 수출 통제, 투자 심의, 중소기업의 디지털 도구 접

쟁점과 전략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근 및 사용 촉진, 글로벌 무역 과제로 구성된 총 10개의 워

나가고자 한다.

킹그룹을 설립하고 향후 논의 어젠다를 설정하였다. 동시
에 기술 관련 경쟁 정책 공동 대화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TTC가 EU와 미국의 주요한 기술 및 경제 현안에 대한 핵
심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는 한 EU 집행위원의 발언은
관련 논의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Halpert, 2021).
[그림 4]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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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변혁 시대,
국가 경쟁력의 판도는 뒤집힐 것인가
김은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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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제공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디지털 기술의 국가 경쟁력

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138개국의 2018~2020년 디지털

이 미래 국가 번영과 회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이 명

경쟁력 발전 속도를 측정하고 국가별 우선순위를 평가하였

확히 드러난 가운데,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

다. 디지털 경쟁력 발전 속도의 평가 항목은 디지털 전환의

화되고 있다. ESCP 경영대학원의 유럽디지털경쟁력센터

핵심인 국가별 ‘생태계(ecosystem)’와 ‘사고방식(mindset)’

(ECDC: European Center for digital Competitiveness)

이며, 각 평가 항목은 5개의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

는 2020년부터 각국의 디지털 경쟁력 발전 속도를 분석

가별 우선순위는 10개 평가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하고 국가별 순위를 매긴 『디지털 라이저 보고서(Digital

2018~2020년 사이 10개 평가 지표별 국가 발전 정도에

Riser Report)』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올

따른 순위 변화를 누적한 값의 크기를 비교하여 결정된다.

해 발표된 『디지털 라이저 보고서(Digital Riser Report)

유럽디지털경쟁력센터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주요 7

2021』을 기반으로 최근 디지털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개국(G7), 주요 20개국(G20), 7개 WEF 지역 그룹 등 총 9

있는 국가들을 소개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의 지형 변화를

개 국가 그룹으로 묶어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예상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경쟁력 발전 속도 평가 방법

G20 국가별 순위 비교
G7과 유럽연합(EU) 그리고 신흥 시장 12개국으로 구성

유럽디지털경쟁력센터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된 G20의 디지털 라이저 순위 결과(그림 1)에 따르면, 지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력 보

난 3년간 디지털 경쟁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중

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와 세계은행그룹

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WBG: World Bank Group), 국제전기통신연합회(ITU:

는 생태계와 사고방식 측면 모두에서 고른 발전이 이루어

<표 1> 디지털 경쟁력 발전 속도 평가 지표
평가 항목

생태계

사고방식

지표명

지표 설명

자료원

벤처 캐피털 이용 가능성

실패 위험이 큰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스타트업이 펀딩을 받기 쉬운
구조인가?

세계경제포럼(WEF)

창업 비용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비율(%)

세계은행그룹(WBG)

창업 소요 시간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일수

세계은행그룹(WBG)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용이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규제가 얼마나 제한적인가?

세계경제포럼(WEF)

졸업생의 보유 기술력

중등교육 및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

세계경제포럼(WEF)

활동 인구의 디지털 기술 능력

활동 인구가 어느 정도까지 충분한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예: 컴퓨터 기술, 기본 코딩, 디지털 읽기)

세계경제포럼(WEF)

기업가적 위험에 대한 태도

기업가적 위험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세계경제포럼(WEF)

인력의 다양성

기업이 얼마나 다양한 인력(예: 인종, 종교, 성별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세계경제포럼(WEF)

모바일 - 광대역 가입 수

인구 100명당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

국제전기통신연합회(ITU)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기업의 수용력

기업들이 위험하거나 파괴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가?

세계경제포럼(WEF)

자료: ESCP business school(2021), pp. 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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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1년 G20 디지털 라이저 순위
항목별 순위
생태계

전체 순위
2021년
순위

국가명

2020년 대비
순위 변동

2021년
순위

전체 지수

국가명

지수

사고방식
국가명

지수

1

China

▲3

+2111)

1

Saudi Arabia

124

China

130

2

Saudi Arabia

▼ -1

+169

2

Brazil

113

Italy

48

3

Brazil

▲ 12

+88

3

China

81

Saudi Arabia

45

4

Argentina

▲1

+80

4

Indonesia

74

Argentina

32

5

Turkey

n/a

+70

5

Turkey

57

France

31

6

Indonesia

▼ -3

+48

6

Argentina

48

Turkey

20

7

Canada

0

+47

7

Canada

45

South Africa

11

8

Italy

▲9

+34

8

France

-3

Korea, Rep.

5

9

France

▼ -7

+28

9

Russia

-3

Canada

2

10

Korea, Rep.

▼ -2

0

10

Korea, Rep.

-5

Australia

-4

11

Australia

▼ -2

-18

11

Australia

-14

Mexico

-15

12

Mexico

0

-49

12

Italy

-14

USA

-21

13

Russia

▼ -3

-67

13

UK

-33

Brazil

-25

14

USA

▼ -1

-72

14

Mexico

-34

Indonesia

-26

15

UK

▼ -4

-85

15

Japan

-48

UK

-52

16

South Africa

▼ -2

-97

16

USA

-51

Russia

-64

17

Germany

▼ -1

-176

17

Germany

-77

Germany

-99

18

Japan

▼ -12

-190

18

South Africa

-108

Japan

-142

19

India

▼ -1

-396

19

India

-176

India

-220

20

EU

n/a

N/A

20

EU

2)

N/A

EU

N/A

G7 국가

주: 1) 중국은 2018년 데이터 누락으로 2017~2020년의 발전 정도를 평가한 결과이나, 중국의 변화 정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다른 국가 데이터(2018~2020
년)와의 시차가 국가 간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2) EU는 여러 국가의 집합체임으로 불포함함.
자료: ESCP business school(2021), p. 92. 및 ESCP business school(2020), p. 15를 참고하여 저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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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하는데,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양쪽 모두에서 큰

되었다. 유럽의 경제 대국인 독일의 순위 하락은 생태계와

발전을 이루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 생태계 측면에

사고방식 양쪽 모두에서 일어난 반면, 일본은 사고방식의

서 G20 가운데 가장 큰 발전을 이루었고, 중국은 사고방식

퇴행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디지털 라

측면에서 가장 큰 개선을 이루었다. 한편, G7 디지털 경쟁

이저 순위 비교 결과, G7 가운데 캐나다와 이탈리아만 순

력 순위 비교에서 1위를 차지한 캐나다는 G20 국가들과의

위 유지 및 상승을 이루었으며, 나머지 프랑스, 미국, 영국,

우선순위 비교에서는 7위에 그쳤으며, 독일과 일본은 각각

독일, 일본은 전년 순위 대비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 최고의

17위, 18위로 G20 가운데 매우 많이 뒤처진 국가로 평가

디지털 라이저는 디지털 전환 속도에서 점점 더 큰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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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2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디지털 라이저 순위
항목별 순위
생태계

전체 순위
2021년
순위

국가명

2020년 대비
순위 변동

1

Vietnam

▲ 13

2

China

3

사고방식

2021년
순위

국가명

지수

국가명

지수

+339

1

Vietnam

139

Vietnam

200

▲2

+211

2

China

81

China

130

Cambodia

▲2

+155

3

Indonesia

74

Cambodia

86

4

Taiwan

▲6

+105

4

Cambodia

69

Taiwan

58

5

Brunei

▲3

+76

5

Brunei

62

Laos

37

6

Indonesia

▼ -3

+48

6

Taiwan

47

Brunei Darussalam

14

7

Mongolia

0

+18

7

Hong Kong

17

Mongolia

13

8

Singapore

▲1

+10

8

Mongolia

5

Singapore

10

9

Korea, Rep.

▲2

0

9

Thailand

2

Korea, Rep.

5

10

Hong Kong

▲5

-6

10

Singapore

Australia

-4

11

Laos

▲5

-11

11

Korea, Rep.

-5

New Zealand

-21

12

Australia

▲1

-18

12

Australia

-14

Hong Kong

-23

전체 지수

0

13

Thailand

▼ -11

-29

13

Japan

-48

Indonesia

-26

14

New Zealand

▲3

-70

14

Laos

-48

Thailand

-31

15

Malaysia

▼ -3

-141

15

New Zealand

-49

Malaysia

-36

16

Philippines

▼ -15

-180

16

Philippines

-78

Philippines

-102

17

Japan

▼ -11

-190

17

Malaysia

-105

Japan

-142

자료: ESCP business school(2021), p. 93 및 ESCP business school(2020), p. 16을 참고하여 저자 수정.

드러내는데, 이는 디지털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발전

프로세스 업데이트, 정부 활동 전면 개편, 안전하고 인도적

속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지난 3년간의 디지털 경쟁

인 디지털 환경 개발 등을 목표로 한 ‘국가 디지털 전환 프

력 발전 속도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중국은
순위 총 211위 상승

로그램 2025’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된

한
반면, 미국은 72위 하락하였다.
2021년
2020년 대비 특히 미국의 순위 하락

다. 디지털2021년
라이저 전체 지수를 살펴보면 기존 디지털 강국

은 생태계 차원에 의해 주도되었다.

들의 발전 속도는 정체되거나 줄어들며, 빠르게 성장하는

순위
1

국가명

China

순위 변동
▲3

▼ -1
2
Saudi Arabia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별
순위 비교

전체 지수

▲ 12

+88

4

Argentina

▲1

+80

5

Turkey

n/a

+70

국가명

지수

국가명

지수

124

+169

Brazil

순위

사고방식

1
Saudi Arabia
130
새롭고 역동적인
경쟁자들을 맞이하는 China
상황에 직면한
것이

+2111)

3

항목별 순위
생태계

2

Brazil

113

Italy

48

3

China

81

Saudi Arabia

45

4

Indonesia

74

Argentina

32

5

Turkey

57

France

31

6

Argentina

48

Turkey

20

드러났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디지털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 가운데 디지털 라이저 1위
는 베트남이 차지하였다. 놀랍게도, 현시점에서 디지털 강
국으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와
한국은 각각 8위, 9위를
차지
▼ -3
6
Indonesia
+48
하면서
비교적
중간 정도의 순위에
머물렀다. 생태계와
사
0
7
Canada
+47

강국인 싱가포르(+10), 한국(0)은 발전 속도가 정체된 반면,
베트남(+339)과 중국(+221)은 1~2위로 급부상하였다.

디지털 라이저
상위국의 모범
사례
연구
45
7
Canada
South Africa

11

고방식
평가 Italy
항목을 나눠 살펴보아도,
베트남이 두
▲9
8
+34평가 항

디지털 라이저
보고서는 국가별
속도
순위 변화를
-3 발전
8
France
Korea,
Rep.
5

-7 것으로 나타났다.
9
France
+28베트남
목 모두에서
가장 큰 발전을▼이룬

-3 지형이
9 기술을
Russia둘러싼 경쟁
Canada
2 움
통해 디지털
매우 빠르게

▼ -2기술과 모델 실험,0비즈니스
Korea, Rep.
의 10
이러한 성과는
주로 새로운

-5 상위국
10
Korea,줌과
Rep. 동시에
Australia
직이고 있음을
보여
모범 사례-4연구

11

Australia

▼ -2

-18

11

Australia

-14

Mexico

-15

12

Mexico

0

-49

12

Italy

-14

USA

-21

13

Russia

▼ -3

-67

13

UK

-33

Brazil

-25

14

USA

▼ -1

-72

14

Mexico

-34

Indonesia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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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미래

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을 함

가 정신을 육성하기 위해 엔젤펀드를 발족하고(2017), 이

께 제공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라이저

노바치바 브라질(InovAtiva Brasil) 프로그램, 스타트아

상위국들에서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웃 브라질(StartOut Brasil) 및 국가 창업 지원 이니셔티

야심찬 목표와 기업가 정신에 초점을 두어 종합계획을 수

브 위원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캐나다는 ‘혁신과 기술계획

립하고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중국은 정보기술(IT), 로봇

(Innovation and Skills Plan)’의 일환으로 경제에 활력을

공학 등 10대 핵심 분야에서 세계 선두가 되기 위해 ‘중국

불어넣을 잠재력과 비즈니스 주도형 혁신을 가속화하는

제조 2025’를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기업가 정신을 차이

‘슈퍼 클러스터’ 시작을 위해 27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12

나 드림(Chinese Dream)의 일부로 만들어 중요성을 강

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조하고 있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 최고 디지털
라이저인 베트남은 2030년까지 디지털경제가 국내총생

맺으며

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디지털 전

지난 3년간의 국가별 디지털 경쟁력 발전 속도에 대한

환 프로그램 2025’를 추진 중이다. 브라질은 혁신과 기업

순위는 현시점의 각국 디지털 경쟁력 순위와는 차이가 있

[그림 3] 2021년 전 세계 지역별 톱 3 디지털 라이저

1. 우루과이
2. 브라질
3. 아르헨티나
지역별 Top raiser
동아시아 태평양
유라시아
유럽과 북미
중남미
중동과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자료: ESCP business school(2021), “Digital Riser Report 2021”.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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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한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 기준선 및 규모와는 무관
하게 각 국가 내에서 디지털 경쟁력의 진전과 퇴보에 대

참고문헌

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0년 대비

ESCP business school(2020), “Digital Riser Report

2021년 디지털 라이저 순위의 급격한 변화는 정부가 디지

2020”.

털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비

ESCP business school(2021), “Digital Riser Report

교적 단시간 내에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2021”.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7월 국가 위기 극복과 미
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3
대 축 중 하나를 디지털 뉴딜로 설정하고 인프라 기반 구
축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집중 투자를 시작하였다. 정부
의 이러한 노력이 향후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얼마나 영향
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 리투아니아
2. 헝가리
3. 스페인
1. 조지아
2. 아르메니아
3. 아제르바이잔

1. 이집트
2. 사우디아라비아
3. 예멘
1. 스리랑카
2. 방글라데시
3. 네팔

1. 베트남
2. 중국
3. 캄보디아

1. 감비아
2. 탄자니아
3. 모리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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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Infographics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 우주관광산업의
미래
김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우주관광은 대기권을 기준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는 ‘준

은 통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또 다

궤도 우주관광(suborbital space tourism)’과 ‘궤도 우주

른 우주관광 기업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이 2021년 7

관광(orbital space tourism)’으로 정의할 수 있다(Furton

월 20일 ‘뉴 셰퍼드(New Shepherd)’호를 최고 107㎞까

Cooperation, 2002; European Space Agency, 2008).

지 도달시키며 자체 기술로 준궤도 관광에 성공한 첫 민간

전자가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카르만 라인(Kármán line)1)

기업이 되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2021년 9월 15일,

주변 고도에서 미세중력이나 무중력 상태 속에서 지구를

민간인 네 명만으로 구성된 ‘인스퍼레이션4’ 팀은 스페이스

조망하고 오는 여행이라면, 후자는 마치 인공위성처럼 궤

X(SpaceX)의 크루 드래곤(Crew Dragon)에 탑승했다. 크

도에 진입하여 지구 주위를 돌며 우주를 감상하는 여행을

루 드래곤은 민간 발사체 중 세계 최초로 고도 590㎞에 도

의미한다.

달하며 사흘간의 궤도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

최초의 민간인 우주관광객은 데니스 티토라는 미국의 억

이처럼 민간 우주관광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

만장자로 2001년 4월 2,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러시아의

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비용 때문에 우주관광의 상용화

우주선 소유즈 TM-32에 탑승했다(최성우, 2021. 5. 14.).

는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6명의 민간인이 거액을 지불하고 러시아 우주선을 통

발사체 제조 및 운항 비용이 점차 하락함에 따라, 민간인 우

해 우주관광을 다녀왔으나, 러시아 우주 당국이 재정적 어

주관광의 문턱 또한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

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인을 무리하게 우주선에 탑승시

된다. 회수 로켓의 재활용, 3D프린터를 활용한 초소형 발사

킨다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체 등 기술 발전과 접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터무니없다

최근에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대표하는 우주관광 기

고 여겨 왔던 민간 우주관광의 시대를 실감할 수 있는 놀라

업 세 곳이 등장했다. 포문을 연 것은 버진 갤럭틱(Virgin

운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브랜슨과 베이조

Galactic)이다. 2021년 7월 11일 자체 개발한 VSS 유니

스, 머스크처럼 늘 우주를 가까이 꿈꾸고 상상했던 이들이

티를 통해 고도 88㎞까지 도달함으로써 민간 기업 최초

있기에 가능했던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역시 우주에서 보내

로 미세중력 체험 관광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카르만 라인

는 휴가를 상상해 봐도 좋지 않을까?  

1）물리학자이자 공학자인 테어도어 폰 카르만에게서 이름을 딴 카르만 라인은 국제항공연맹(FAI: 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e)이 정의한 지
구와 우주를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로서 고도 100㎞ 지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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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eftwich, J(2021. 7. 24.)를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간
우주 관광 상품 관련
특성 비교

설립자

일론 머스크(Elon Musk)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

설립 연도

2002년

2000년

2004년

관광 내용

ISS 숙식체험, 오로라 관광,
무중력 체험 등

지구 테두리 일부 관람,
무중력 체험

지구 테두리 일부 관람,
무중력 체험

1인당 운임

5,500만 달러

20만~30만 달러

25만~45만 달러

탑승 시간

3일

11분

90분

탑승 기종

크루 드래곤(Crew Dragon)

뉴 셰퍼드(New Shepard)

VSS 유니티(VSS Unity)

비행 방식

자료: 이수빈(2019),
New York Magazine(2021),
The Korea Times(2021. 8. 30.),
스페이스닷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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