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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한국 우주산업에 미친 영향과 대응방안

COVID-19’s Impact on the Space Industry and Countermeasures in Korea

김종범*

Jong-Bum Kim*

요 약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혁신을 불러오기 위해서 우주 분야에

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새로운 도전전략의 설계가 필요하다. COVID-19는 우주분야에 내재된 취약성을 노출하

고 있다. 특히 COVID-19는 우주산업에서 공급망 충격을 주고 있는데, 제조 단위의 전체 또는 부분적 중단으로 인한

시스템, 서브시스템 및 부품의 공급 지연을 가져온다. 뉴노멀이 초래할 산업 전방위적 영향이 총체적인 만큼, 우주분

야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COVID는 우주산업에서 공급망 충격을 주고 있다. 제

조 단위의 전체 또는 부분적 중단으로 인한 시스템, 서브시스템 및 부품의 공급 지연을 가져온다. 발사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발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주요 발사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지구관측 활용분야에서는 환경 모니터링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항법에서는 자동차, 해양 분야를 다루는 항법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하향을 경험할 수도 있다. 제조업에의 영향을 분석해보면, 공급업체 기반의 위축으로 시스템, 하위 시스템 및 부품의

공급 지연을 가져오고 있고, 발사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발사 일정 지연을 최소화 하려고하고 있다.

주요어 : 우주산업, 코로나19, 중소기업, 인공위성, 발사체, 우주탐사, 과학기술정책, 투자전략

Abstract COVID-19 is hitting the world. In order to bring about new ways of innovation in the space sector, 
we need to analyze changes in the space sector and design new challenge strategies. COVID-19 exposes 
inherent vulnerabilities in the space sector. In particular, COVID-19 is causing supply chain shocks in the space 
industry, resulting in delays in the supply of systems, subsystems and parts due to a complete or partial 
interruption of a manufacturing unit. As the overall impact of New Normal on the industry is overall, we  
continue to look at it in the space sector. COVID is causing supply chain shock in the space industry. It 
causes a delay in the supply of systems, subsystems and parts due to a complete or partial interruption of a 
manufacturing unit. In the supply of launch services, the launch schedule is being delayed, but the main launch 
is still taking place. Demand for major applications such as environmental monitoring is soaring in the earth 
observation utilization sector. Analyzing the impact on manufacturing, the vendor-based contraction is bringing 
delays in the supply of systems, subsystems and components, and launch service providers are trying to 
minimize delays in the launch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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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이 전 세

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

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셧다운(Shut Down)을 명령하게 되었다. 정부

의 셧다운 정책은 국민들에게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환

경을 경험하게 하였고 ‘언택트(Untact)’라는 신조어를

급부상시키며 비대면・비접촉 소비, 원격 교육, 재택근
무 등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 과정상의 경험은 국민에

게 ‘자의적 고립’을 추구하는 경제 즉, ‘셧인 이코노미

(Shut-in Economy)’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평탄화

방향성에서의 진화가 예상된다. 이는 재택근무, 원격 교

육 등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의 평균 인당 거주 공간의

확장 욕구가 증대되어 도시는 저밀평준화되는 방향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원격화 측면에서는 원격 파티 등의 사례와 같이 물리

적 비접촉을 지향하지만 소외되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언제나연결되는 ‘온택트(Ontact)’로 강화될것이

라 예상된다. 우주 분야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혁신을 불

러오기 위해서 우주 분야에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새로운 도전전략의 설계가 필요하다〔1〕.

Ⅱ. 우주산업에서의 COVID-19으로 인한

취약성 노출

우주분야는사회에서점점더중요한역할을한다. 경

제의 디지털화의 일부로서, 위성 신호와 데이터는 사회

의 기능과 경제 발전에 점점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우주프로그램에대한투자는과학탐사, 지식, 기술개발

및 제품과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들에서우주

제조와위성통신과같은몇몇우주부문활동은사회와

경제의기능뿐만아니라인구의지속적인안전과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 중요 인프라 부문

으로 지정된다.

지난 10년 동안, 우주 분야의 경제적 중요성은 증가해

왔는데, 새로운 상업 행위자들이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필수적인지역활성화, 네비게이션, 통신애플리케이션으

로 시장 요구에 대응성이 높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를개발했기때문이다. 현재 80개이상의국가가우주프

로그램을보유하고있으며, 우주탐사, 기술개발및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2〕.

2018년 약 2,770억달러의상업적수익(대부분위성서

비스에서도출)을창출한우주부문은점점더넓은경제

의 혁신과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의 투자

는 우주 활동 전용 기관 예산이 보수적으로 연간 약 750

억달러를차지하면서전체우주인프라, 과학및 R&D를

지원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역에서 민간 공간 활동에 대한 공공 R&D 배

분은 전체 정부 R&D 지출의 약 7%를 차지한다.

COVID-19위기 동안, 우주 기업체와 우주관련 공공기

관은의료장비를생산하고모델링및기타연구필요성

과연구영향에대한저장및처리능력을제공함으로써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우주 행위자들은 또

한 원격지에 고속 연결을 제공했다(예: 원격 병원, 주거

및 중소기업 고객과의 링크 설정, 온라인 솔루션 스쿨링

의배치) 뿐만아니라산업인텔리전스를위한지구관측

상상과원격위치기반구조의모니터링을위한지구관

측 상상을 제공했다.

그러나 COVID-19는 우주분야에 내재된 취약성을 노

출하고 있다. 우주산업의 어떤 구조적 약점은 독특하게

경제적충격에취약하게만든다. 우주 분야는우주제조,

로켓 발사 및 위성 운영에서부터 소비자 광대역통신과

같은위성데이터와신호에의존하는점점더다양한상

업적응용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활동으로구성되어있

다. 우주 탐사와과학, 또는 심지어 위성 제조와 같은 특

정산업부문은낮은생산량과높은수준의전문화로특

징지어지며, 공급자는 한정되어 있다. 가치 사슬은 점점

더 세계화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은 국익과 하위부문

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우주 부문은 중소기업(SME)이 밀집한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우주 분야에서 상업적 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예: 캐나다 95%, 한국 92%) 게

다가, 그들은 대개 주로 정부로부터의 수입원에 의존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2018년 지구관측업체

매출에서정부발주매출이 63%를차지했고, 우주탐사와

과학에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계약으로 산

업이단기적인위기의영향을받지않게된반면, 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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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과 고객 수요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

한우려가커지고있다. 많은업계관계자들은향후제도

적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자금 삭감을 우려하고 있다.

어떤 창조적 파괴는 장기적으로 우주 분야에 이익이

되겠지만, 그 분야로의 진입에 드는 높은 비용(기술 및

자금조달위험, 강력한정부요건고려)을고려할때, 위

기는 주로 산업 집중도를 증가시켜, 혁신, 고용 및 경제

성장의주요원천인, 더작고젊은기업들이도퇴될상당

한 위험을 초래한다.

소규모및신생기업은부정적인영향에더많이노출

되고있다. 대부분의회사들이대처할수있는것처럼보

이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우주제조업체의경우, 이 위기는지금까지주로사

회적거리측정과공급망지연으로인해제품배송과임

무 배치를 지연시켰으며,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었다. 북미, 유럽, 아시아의정부계약자들은신속한선

불 지급을 통해 우주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행정적, 재정

적지원을받고지역및지역당국과연락하여시설을개

방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더 중요한 단기적 영향이 중소 공급업체들 사이에 집

중되어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대기업들의 계약에 의존

하고 있다. 영국의 우주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 20%는 사업에 중대한 또는 중대한 경제적 피

해를 보고하며, 63%는 일부 영향을 보고한 반면, 18%의

응답자는 현재 영향이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여행 제한

과대규모모임으로신규사업창출이어렵고향후정부

계약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어중기전망은더욱비관

적이다.

그림 1. 영국 우주기업에의 COVID-19의 영향〔3〕
Figure 1. Effects of COVID-19 on British space enterprises

한국의경우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2020년 4월조사

한 우주기업중 81%가 2020년 내내 부정적영향을예상

했고, 67%가미래(중기) 사업에대해불안해했지만, 76%

는 2021년 상반기까지는 사업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신

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이미 경험했거나, 예상

되는애로사항으로사업에대한불안감, 부품수급지연,

소비자수요감소, 해외프로젝트지연, 공급차질등을들

었다.

그림 2. 코로나19 관련 한국기업 설문조사〔4〕
Figure 2. COVID-19 related Korean companie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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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우주산업현황에대한상무부의연구에따르

면, 연구개발을 주요 비즈니스 라인으로 하는 우주 기업

의 92%가 소기업, 즉 종종 중요한 부품, 장비 및 서비스

의 유일한 공급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기관들

은소형로켓, 상업용위성통신, 마이크로전자공학분야

의전략공급망에서이들중소기업과하청업체들에대해

특히 우려를 표명했으며, 미국 우주군 획득위원회가 이

들 공급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 우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조사

에서는응답자의 70%가이미 2020년 4월현금흐름제약

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한달뒤장기연구개발(R&D)

사업과 상업 수주가 부진한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됐다.

다른산업분야와마찬가지로스타트업은특히지금의

위기에 취약하다. 2020년 3월, 저지구 궤도에서 위성 광

대역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 중 하나인 위성 통신사

OneWeb은별자리완성을위한충분한자금을조달하지

못하자 파산 보호에 나섰다. 우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독일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40%가

COVID-19의 영향을 '비극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스타트업의 80%가 기존정부지원 대책이미

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의 주요

관심사는고객과개인투자자가의사결정을보류하는등

향후계약에대한가시성부족이다. 국제여행제한과회

의와 무역 박람회의 취소도 새로운 비즈니스 거래를 하

는것을훨씬더어렵게만든다. 이러한발견은캐나다와

프랑스의 비슷한 산업 협의에서도 반영된다.

전반적으로, 몇몇 OECD 국가들에서증가하고있는산

업조사와상담의수에서나온증거는우주분야의중소

기업과기업가들이이용가능한정부조치들이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OECD 우주산업주체들은이위기가정부프

로그램및조달자금조달에미치는장기적인영향에대

해우려하고있는데, 이는계약자, 하청업체, 스타트업및

개인투자자들의점점더복잡한생태계를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유인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종종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을식별하고탐색하는데어려움을겪으며,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우주산업 주체들에게는 적

격성이 문제다. 높은 담보요건은 몇 가지 경우 장애물로

남아 있으며, 벤처캐피탈이 지원하는 창업기업은 지원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조달청 행정처리는 속도가 너

무 느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OECD 차원의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우주 연

구 개발, 제품 및 서비스의 자금 조달자나 임차인으로서

우주기관과기타공공행정은우주운용의연속성을보

장하고 조달 절차를 가속화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

속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했다. 그러나 다양하고 혁신적

인 우주 생태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고 취약한

행위자에대한보다특정화된조치가필요할수있다. 정

책 입안자는 다음 중 일부를 고려할 수 있다.

우주 산업의 핵심 고객으로서, 우주 기관과 다른 공공

행정기관은 공공 및 민간 자금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원 및 조달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을 조정하면서 전체적인 위기 대응에서 취약

소규모 행위자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

어 지불을 선제적으로 조기 지불하고, 시설 개방 유지를

위해 지역 및 지역 당국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존및신규정부장기우주프로그램과자금지원계

획의 가시성을 높여 기업이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유지

하고투자자를안심시킬수있다. 기업육성, 제품시험, 시

범계획 등 기존 대책을 강화하여 특히 중소기업과 기업

인의 요구를 해소한다. 즉 시험시설에 대한 접속료 인하

또는무료이용을장려한다. 누가무엇을하고있는지계

속추적할필요가있다. 전반적으로, 정책결정을알리기

위해서는우주산업기반에대한더높은품질의데이터

정비가 필요하다〔5〕.

Ⅲ.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의 우주산업

COVID-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20년 1월의 IMF의

세계경제전망과 2020년 6월전망을비교하여그수정폭

을 COVID-19가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해석에따르면 COVID-19는 세계 GDP를 8%이상감

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에서의 타격이 더욱 큰

데특히유럽주요국과미국은 GDP가 12%이상감소할

것으로예상된다. 한편개도국의피해는 GDP 7%감소로

예상된다. IMF의전망은 COVID-19가 2/4분기를정점으

로 진정되고 경제가 하반기 이후 정상화되는 것을 가정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감안하면 IMF 전망에기초한영향분석은

이제까지의 영향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6〕.

2018년 전세계우주산업규모는전년대비 3%p(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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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성장한 3,600억달러였다. 그중정부예산등을제외

한 실질적으로 우주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전 세계 위성

산업 규모는 2,774억 달러로 전년보다 3%p(88억 달러)

성장한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전체우주산업의 77%에

해당하는수치로이중 43%는미국시장에서발생한것으

로 나타났다. 위성 산업을 제외한 상업용 유인우주 비행

및 각국 정부의 우주예산 분야 역시 8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p(3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

(단위 : 십억 달러)

그림 3. 2018년 세계 우주산업 분야별 경제규모〔8〕
Figure 3. 2018 World space industry sector economic scale

우주산업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분류할 수 있

다.

그림 4. 우주산업의 업·다운스트림〔9〕
Figure 4. Upstream and downstream of the space industry

Ⅳ. 우주기술 활용의 COVID-19

팬데믹 대항에의 기여

위성 원격 감지, 통신, 항법 및위치를 포함한 우주기

술 애플리케이션은 건강, 특히 현재 진행 중인

COVID-19 대유행, 교육, 식품 보안, 농업, 에너지, 재난

위험감소및복원력구축등인류가직면한문제에광범

위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태국지구정보우주개발청 (Geo-Informatics and Space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 GISTDA)는 많은 정

부기관의 COVID-19 관련데이터, 정보 및숫자가매우

다양하지만정책입안자들이이러한데이터를한곳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GISTDA는 공간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이 도전과

COVID-19 상황을해결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지인식

하여 채택된 정책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시각화했다.

예를 들어, GISTDA는 야간 조명 감소 영상을 분석하여

폐쇄조치로부터어떤영향을받았는지를모니터링했다.

2019년 12월 3일(폐쇄전)과 4월 20일(폐쇄후)의 이미지

간에상당한변화를볼수있다. 게다가, GISTDA는이산

화질소배출량을감시하기위해위성데이터를사용했고,

연초 이후 태국의 대부분의 지방이 배출량을 유발하는

활동이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들은 정부에 보고된

모니터링 자료의 많은 출처들 중 일부의 예들이다.

그림 5. 태국의 COVID-19 대항에서의 우주기술활용〔11〕
Figure 5. Utilizing Space Technology Against COVID-19 in

Thailand

태국의 이용 가능한 정보의 보상은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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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데이터 통합 및 분석에 관한 작업 그룹이

COVID-19 상황 관리 센터 산하에서 발족되었다. 이 워

킹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GISTDA는 운영단계, 특히 각

도의점검반에서도움을줄플랫폼의필요성을파악했다.

새로개발된플랫폼은데이터를통합해데이터를요약하

고 지도에 연동해 특정 사용자(정책 입안자, 현장 사용

자)를 위한 상황판에 시각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

템을 위해, 대상 사용자는 정부 기관으로, 전염병 상황,

의료용량및보급품, 소비재등을감시하고예방및예방

조치를 설계할 수 있다.

핵심 과제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정책을 행동으로 옮

기기는 어렵고, 협력과 권위가 필수적이며, 데이터와 데

이터의 프라이버시 및 윤리의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GISTDA의 다음 단계는 현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그리고봉쇄조치와제한의완화에따른사회적, 경제

적 잠재적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다.

Ⅴ. 중소기업에의 영향

COVID-19으로 상당한 수의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대형 우주 제조업체들이 당면한 위기는 주로

제품의 공급 지연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공급 체인 지연으로 인한 것이다. 중요한 단기적 부정

적 영향은 중소 공급업체들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중 많은 공급업체들은 대기업의 계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12〕.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은 현재의 위기에

특히 취약하다〔13〕. 2020년 3월 저궤도 위성 광대역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 위성운자

OneWeb은배치완료를위한충분한자금조달에실패한

후파산보호신청을했다. 스타트업이가장걱정하는것

은 미래 계약의 불투명이다. 배경에는 주요 관심고객과

개인투자자들이결정을유보하기때문이다. 해외이동과

회의, 무역박람회의취소는새로운사업거래를훨씬더

어렵게 만든다.

COVID-19의 충격은전통서비스산업의종언과비대

면에기초한뉴노멀시대의첫장을여는양면적의미를

갖고있다. 우리경제는코로나로인한극심한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이후 사회구성원들의 행태와 인식이 변화

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 또한 급격히 나

타나고 있다. 특히 언택트 패러다임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은고용안전망등포용성강화를위한정부의또다른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14〕.

Ⅵ. 결 론

COVID는 우주산업에서 공급망 충격을 주고 있다.

제조 단위의 전체 또는 부분적 중단으로 인한 시스템,

서브시스템 및 부품의 공급 지연을 가져온다. 발사서비

스 공급에 있어서, 발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주요

발사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지구관측’활용분야에서

는 환경 모니터링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의 수요가 급증

하고 있고, ‘항법’에서는 자동차, 해양 분야를 다루는 항

법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하향을 경험할 수도 있다. 제

조업에의 영향을 분석해보면, 공급업체 기반의 위축으

로 시스템, 하위 시스템 및 부품의 공급 지연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발사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발사 일정 지

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 공

정 지연이 수익 감소와 동일하지 않으며, 시장에

COVID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시장에 있다.

COVID-19의 유행은 우주산업 전반을 어렵게하고 이

미 상존해있던 혁신요인을 가속화하여 단기 및 장기 간

에주요변화를일으켜 COVID-19로 인한위기가사라진

뒤에도 우주산업 전반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뉴노멀이초래할산업전방위적영향이총체적인만큼,

우주분야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

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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