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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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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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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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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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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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기간 동안 운영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이상 또는

[그림 4] NSR의 궤도상서비싱 시장 규모 예측

자료: NS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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