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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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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간 최고 도달 고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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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