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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업적 원격탐사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정책

권희석1)·이진호 2)†·이은정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Regulatory Reform Policy

Heeseok Kwon1)·Jinho Lee 2)†·Eunjung Lee3)

Abstract: The current U.S. remote sensing act was made in 1992 and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outdated and inappropriate in view of the modern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order to enhance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leadership in the world, President Trump announced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 on May 24, which is designed to modernize the regulations related to commercial
space activities including private remote sensing system opera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gulatory
reform efforts are made within broader term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n Dec. 17, 2017, pursuing
the enhancement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 as well. A legislative support in Congress
has also been added to the Administration’s efforts. The proposed regulatory reform on the licensing of
commercial remote sensing system operations outlines the features of lessening administrative burden
on applicants by simplifying the overall application process and of limiting the operations only when
there is an impact upon the national security with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But, due to a different
regulatory system of each country, such a movement to expand an individual’s freedom to explore and
utilize outer space may result in an international dispute or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so
there should be a merit in paying attention to the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regulatory reform,
and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international norms as flexible and appropriate to the level of space
technology and 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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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의현행원격탐사에관한법은 1992년에제정되어현재의기술수준에맞지않는다는비판을받아

왔다. 이에트럼프대통령은원격탐사분야를포함해상업적우주활동에대한규제체제를개혁함으로써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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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주기술이 고도화되고 우주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우주영역은국가안보와국가의경제적부를동시에달

성하기 위한 활동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주의 탐

사와이용은우리의삶을영위하는데있어무한한혜택

을주는동시에많은국가와민간기업이우주활동에참

여하고우주시스템및위성영상등에대한접근이용이

해지면서국가안보에대한우려또한커지게되었다.

미국은국가안보를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우주기

술의진보와환경에맞게민간부문의상업적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미국의선도적지위를유지하고자한다.

미트럼프대통령이 2017년 12월발표한국가안보전략

은우주를국가이익을달성하기위한핵심영역의하나

로 격상시키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미 행정부가 추진

하고있는상업적우주활동에대한규제개혁정책은국

가안보차원에서이해할수있다. 전통적우주활동가운

데하나인원격탐사활동은 1950년대말미국과구소련

간의냉전이라는시대적환경에서시작된이래상업화

가크게진전되고원격탐사활동을둘러싼사업및계약

구도가복잡해짐에도불구하고미국의현행규율체제

는 1992년제정법에근거하고있어시대적낙후성을면

하지못하고있다.

미행정부는그간사실상폐지되었던국가우주위원회

를부활하여상업적우주활동의전부문에걸쳐규제개

혁정책을주도하고있다. 이계획에따라상무부는발사

서비스및통신위성분야를제외한거의모든민간우주

활동에대한규제개혁조치를단행하고있다. 상무부는

민간의원격탐사활동에대한규제업무주무기관을산하

의 국가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상무부 본청 직속의 확대

신설조직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허가의 범위와 대상을

축소하고절차를간소화하는등의입법제안과소관규

칙의개정작업을진행하고있다.

미의회역시상업적원격탐사활동을포함한우주활

동과관련하여규제개혁논의를진행하고있다. 상하양

원에서각각발의한입법안이비록부결되거나회기종

료로인해법률로성안되지는못했으나, 이들법안이행

정부의개혁방향및목표와크게다르지않기때문에행

정부의소관규칙개정작업과정에서의회의입법논의

도재개될것으로예상된다.

이논문에서는미국정부와의회가민간부문의상업

적 원격탐사활동을 촉진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

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민간부문의상업적원격탐사활동에대한국제법

상의 규제체제와 국내법상의 입법체계를 간략히 살펴

보고, 다음으로행정부의개혁정책과의회의입법안을

중심으로운영허가신청, 허가심사, 운영조건등주요인

허가단계별로규제개선노력을구체적으로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입법개선사항에 대한 시사점

을알아보고자한다. 이논문은원격탐사시스템의운영

허가에관한내용을중심으로하며, 원격탐사활동으로

얻어지는위성영상데이터의활용(보급등데이터정책

에관한내용은이번연구의대상이아니다.

2. 미국의 상업원격탐사활동 규제체제

1) 국제법상 규제

국가는국제조약등국제법상권리(의무의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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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발표하였다. 미행정부의규제개

혁노력은국가안보와경제적번영을동시에추구하고자하는 2017년 12월 17일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틀에서추진된다. 미의회또한행정부의규제개혁노력에발맞춰입법논의를진행하고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운영허가에관한규제개혁은허가절차에관한프로세스를대폭개선해서신청인의행정부

담을경감하고또한허가심사과정에서국가안보등에미치는영향이명백한경우에만허가를제한하는내용

을골자로한다. 그러나개인우주활동의자유확대는국가간상이한규제체제로인해국제법상분쟁이나위반

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국제적인차원에서미국의규제개혁노력에관심을갖고우주기술및우주산업의수

준에맞게신축적으로적용가능한국제적규범을발전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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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

칙이지만 우주활동분야에서는 국가 자신의 행위가 아

닌민간의우주활동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에

도국가가직접적인책임을진다.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제6조에 따르면 국가는 민간 등 비 정부주체

(nongovernmental entities)의우주활동을승인하고감독

할 책임을 지며, 같은 조약 제7조 및 책임협약(Liability

Convention)에서는 우주활동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민간우주활동에 대한 승인절차를 국내법적

으로실행하는때에는국제적의무를고려하여야한다.

국제의무에반하는국내적조치는국제법위반이되며,

국가가국제적의무를면하기위해국내법을원용하는

것은허용되지않는다(Vienna Convention제27조). 이런

점에서 UN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를 규정한 우주

조약 제3조는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를 우주활동에도

적용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이는 규제기관의 승

인과감독을위한근거가된다(Spencer, 2010).

그러나우주조약에는우주활동에필요한승인및감

독에대한규정만있을뿐구체적인실행기준이나절차

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승인과 감독

을 위한 규제의 형식 및 범위는 개별 국가의 고유 입법

사항에속한다고볼수있다(Spencer, 2010). 이와관련하

여 UN우주평화이용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는 2013년 UN총회결의

(UNGA Resolution A/68/74)를 통해 국내 입법의 형식

과내용은개별국가의구체적필요와요구조건에따라

달라질수있다는점을인정하고있다.

한편, UN총회는 1986년 12월 원격탐사활동에 관한

원칙을담은결의문(UNGA Resolution A/41/65)을채택

한바있는데, 이와같이국제기구에서비구속적인절차

를통해이루어지는결의(resolutions), 선언(declarations),

원칙(principles)을국제연성법(soft law)이라고통칭한다.

연성법은비록법적구속력을갖고있지는못하나때가

되면국제관습법으로응고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

있다. 연성법은이해관계자의집단적지혜(stakeholders’

collective wisdom)의선언으로서해당문제에대한진전

된 합의를 가져올 것이며, 국가는 우주활동에 대한 감

독의무를행사하는데있어유용한경우국내법제정시

이를반영할수도있을것이다(Spencer, 2010).

2) 미 국내법상 규제

미국의 원격탐사활동은 Earth Resources Technology

Satellite 1(ERTS-1) 위성이발사된 1972년으로거슬러올

라간다. 이 위성은 후에 Landsat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Landsat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재 8호까지 운영되고

있다. Landsat 1호가발사되던당시만해도원격탐사활

동을 규율 하는 정식 법률은 없었으며, 원격탐사 데이

터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비차별

접근정책(nondiscriminatory access policy)만이존재할뿐

이었다(Gabrynowicz, 2007). 미국에서 원격탐사활동을

규율하는법률이처음만들어진것은 1984년원격탐사

상업화법(Land Remote Sensing Commercialization Act of

1984)으로, 이 법에서는 정부소유인 Landsat위성의 운

영과민간의영상데이터이용조건을규정하고있다.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 법률은 1992년 원격탐사정책

법(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으로 앞의

1984년법을폐지하고새로제정된두번째연방법에해

당된다. 1992년신법에서는원격탐사데이터의지속적

인수집과활용이지구천연자원의관리, 국가안보기능

의 수행, 그리고 과학·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활동의

기획및이행에있어매우유용한가치로원격탐사의중

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Landsat위성을 통해 미국의 세

계적 지위가 확립됐다고 밝히면서 원격탐사의 상업화

를미국의장기정책목표로선언하고있다. 미원격탐사

법에서는 민간부문의 원격탐사활동에 대한 정부의 승

인과감독절차를규정하고있다. 이법에따르면, 원격

탐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무부

로부터시스템운영허가를받아야하며, 상무부장관은

허가심사시신청인이관련법규와미국의국제적의무,

국가안보사항을준수하는지를판단해야한다.

한편, 미 행정부는 2003년 4월 상업원격탐사에 관한

정책(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을 발표하

였는데,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상업원격탐사시스템

의활용과업계의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또한상업원

격탐사시스템의 운영과 수출을 위한 적절한 규제환경

을조성해야한다(White House, 2003). 상무부장관은연

방법과정책에서정한권한범위내에서원격탐사데이

터의 이용과 민간부문의 원격탐사운영허가에 관한 세

미국의 상업적 원격탐사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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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절차를연방규칙(15 CFRpart 960)에정하고있다.

연방정부의각부처는소관업무전반에걸쳐상세한기

준과절차를제시함으로써연방법에서부여받은권한

을행사하게된다.

3. 미국의 상업원격탐사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정책

1) 규제개혁 추진배경

미국의상업적우주활동에대한규제개혁정책은보

다큰틀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 2017년 12월 18일발표

한 국가안보전략(White House, 2017)에 기초하고 있다.

이보고서는우주를국가안보와경제적번영을증진하

기위한중요한활동영역으로정의하고, 미국의선도적

지위유지와기업의경쟁력의제고를위해과감한규제

개혁을주문하고있다. 경제적부는평화를보전하는데

필요한힘의원천이되며우주활동에대한규제개혁을

통해국가안보와경제적번영을동시에달성하고자하

는의도로생각된다.

미국의 우주정책 및 상업우주규제개혁의 중심에는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있다.

NSC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가우주정책과 전

략에대해대통령자문및보좌역할을한다(Kwon et al.,

2018). NSC는국가안보전략에서제시한역점과제의하

나로미국이우주활동분야에서선도적지위를유지하

기 위한 통합적 노력을 담은 2018년 3월 국가우주전략

(White House, 2018a)을 성안하고 우주사업의 증진 및

미국기업의경쟁력유지를위해필요한규정의개정및

정비작업을주도하고있다.

2) 규제개혁 정책 및 입법동향

미 트럼프 대통령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체제를

개선하고상업우주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 2018년 5월

24일우주정책행정명령인 Space Policy Directive(SPD)-2

(White House, 2018b)를발표했다. SPD-2는상업원격탐

사분야를비롯해우주발사및재진입, 수출통제, 무선주

파수스펙트럼 분야의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

의상업적우주활동을적극지원하기위해상무부에전

담조직을구축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연방정부의

각부처는이행정명령에서정한목적과원칙에맞게소

관 규제체제 및 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혁 조치를 진행

하게된다. 상무부는원격탐사활동에대한소관규칙의

개정을위해일반인의의견을수렴하여규칙개정작업

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내용에 대

해서는 입법제안을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제출한 상태이다(DOC, 2018a). 미

의회또한상하양원에서각각개혁입법을위한노력을

진행하고있는데, 이를정리하면다음의 Table 1과같다.

상무부는ANPRM(AdvancedNotice of Proposed Rule -

making) 사전고시(White House, 2018a)를 통해 면허취

득요건, 면허신청 및 심사절차, 면허발급조건, 이행 및

집행, 다른 규제체제와의 통합 등 다섯 주제에 대한 일

반의견수렴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최근 연방정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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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Regulatory Reform Outlines

구　　분 고시/법안명 주요내용 진행현황

행정부상무부

ANPRM
– (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83 FR 30592, 2018.
6. 29)

–원격탐사규제체제개편방향에관
한사전의견수렴 – 2018.8.28. 의견수렴절차완료

하 원

HR 2809
– (115th Congress (2017-2018),
American Space Commerce Free
Enterprise Act)

–현행법률 조항(51 USC, Chapter
601, Subchapter III, sections 60121
to 60126) 폐지
–새로운 Chapter 802-Permitting of
Space-Based Remote Sensing Systems
신설 (9개조문)

– 2017. 6. 7. 하원발의, 2018. 4.24.
본회의통과, 상원이송,
–회기종료, 폐기

상 원
S. 3277
– (115th Congress (2017-2018),
Space Frontier Act of 2018)

–상업우주발사, 원격탐사부문의규
제개혁방안

– 2018. 7.25. 상원발의, 2018.12.20.
상원통과, 하원이송
– 2018.12.21. 하원통과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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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로 인해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미 의회 역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맞춰 상업적 우주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의 Table

1에서 보듯 상하 양원은 각각 독자적인 법안을 상정하

였으나최종법안단계에까지는이르지못하였다. 그러

나행정부와의회의개혁목표와방향이크게다르지않

기때문에새로운의회회기가시작되면서양원간의조

율과행정부와의협의를거쳐새로운입법안이제시될

것으로예상된다.

3) 상업원격탐사 규제개혁 주요내용

(1) 허가 관할

미원격탐사법에서는민간부문의상업적원격탐사활

동에대한허가권한을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에게 부여하고 있으며(51 USC 60121), 실제 규제업무

는 상무부 산하 국가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내의 상업원격탐

사규제실(Commercial Remote Sensing Regulatory Affairs

Office: CRSRA)에서관할하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민간부문의상업적우주활동을촉

진하기 위해 상무부내에 모든 민간부문의 우주활동을

총괄하는 단일전담부서(“one-stop shop”)를 설치하고

자 한다(White House, 2018b). 상무부는 SPD-2 발표 직

후 NOAA 내의 CRSRA와 우주상무실(Office of Space

Commerce)을 통합하여 차관(Under Secretary)을 책임

자로 하는 ‘SPACE’(Space Policy Advancing Commercial

Enterprise) Administration창설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

나(DOC, 2018b), 최종적으로는 상무부 본청 내에 상업

우주국(Bureau of Space Commerce)을 설치하여 상업우

주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Space Commerce)

가 맡도록 하는 입법제안(Legislative Proposal, 2018)을

의회에제출하였다(DOC, 2018c).

미 하원 법안 역시 NOAA내의 CRSRA를 우주상무

실과통합하고상무부장관직속관할로격상시켜모든

우주활동에대한규율업무를전담하게한다는점에서

행정부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51 USC 80209, 50702

수정안).

민간부문의상업적우주활동에대한사실상모든규

제업무가 상무부의 신설조직으로 일원화된다 하더라

도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가 관할하는 통신위성과 교통부/연방항공국

(Department of Transportation/Federal Aviation Admini -

stration: DOT/FAA)이관할하는발사및재진입에대한

허가업무는여전히해당기관의고유업무로남게된다.

장기적으로이들업무까지도단일부처로통합할것인

지는기술수준이나시장환경, 안보적측면을고려하여

판단할수있을것이다.

(2) 관할범위 (허가신청인 및 신청 대상)

원격탐사기술이고도화되고새로운탐사활동이전

개되면서시스템의운영및관리에는많은기관이관계

되고 이를 위한 사업 및 계약체계 또한 복잡한 형태를

띠고있다. 그러나현행법률은원격탐사시스템을운영

하고자하는모든민간부문당사자에게운영허가를받

도록 규정하고 있다(51 USC 60121(a), 60122(a)).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의 범위에 대해서도 별추적기(star

tracker)와소형손잡이카메라(handheld camera)를제외

하고는(Space News, 2018)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

아사실상모든시스템이운영목적이나성능에상관없

이허가대상이된다.

상무부는낙후된규제체제를개선하기위해소관규

칙의 개정에 앞서 허가신청인과 원격탐사시스템의 개

념정의에 관한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DOC,

2018d). 한편, 미 의회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간

원격탐사우주시스템’의 개념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제안을 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으로는 사실상 모든 시스템이 상무부의 허가대상으로

국가안보등에직접적인영향을주지않는경우에도동

일한 허가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미 의회는 상

원과하원모두국가안보에직접적인영향을주지않는

일정한 원격탐사시스템에 대해서는 허가를 면제해주

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미하원은상무부허가면제기준으로두가지최소예

외조건(de minimis exception)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

르면, 우주기반원격탐사시스템이 우주물체의 주된 설

계목적에 부수적(ancillary) 이거나 혹은 국가안보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에 너무나 사소한(trivial) 경우에는 상

무부의 재량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51 USC

80201(d)(1) 수정안). 이와관련해서상무부는국가안보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입법 후 1년

미국의 상업적 원격탐사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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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정해야한다(51 USC 80201(d)(2) 수정안). 상원은

허가를받아야하는원격탐사활동을지구이미지로가

공할수있는데이터의수집을주목적으로하는 “지구

관측활동”(Earth observation activity)으로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51 USC

60101(4), 60124(a) 수정안).

원격탐사시스템과 허가신청인에 대한 개념은 민간

의우주활동에대한정부의승인과감독이미치는관할

범위를결정하는데있어고려해야할핵심요소가운데

하나이다. 이들개념을지나치게구체적으로명시하면

명확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기술의 진보 및 상황에 맞

는 신축적 대응이 곤란해지는 반면, 이와 반대로 개념

을폭넓게정의하는경우에는법적용의유연성을높이

는데도움은될수있으나명확성이떨어진다는단점이

있으므로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맞춰 법 적용의 유연

성과명확성을동시에추구할수있는균형이필요하다.

(3) 허가신청 절차

상무부는 원격탐사허가 신청서를 받은 후 120일 이

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최종

결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신청인에게해당현안과

조치계획을 통보해야 한다(51 USC 60121(b)(2), (c)). 상

무부는원격탐사운영허가시신청인이관련법규와미

국의국제적의무및국가안보관련사항을준수할것인

지서면으로판단해야한다(51 USC 60121(b)(1)). 이러한

절차는 모든 원격탐사시스템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위협이되지않는원격탐사활동역시동일한허

가절차를받아야한다. 그러나이러한획일적기준을적

용하는것은오히려안보영향에대한평가역량을분산

시키고 국가의 경제적 성장능력을 저하시키는 역설적

인상황을초래할수있다.

상무부는원격탐사시스템을일정유형(category)으로

분류하여최소조건의위험(de minimis risk)만을제기하

는시스템에대해서는허가조건의이행기준이덜엄격

하고 신속한 허가절차를 강구하고 있다(DOC, 2018d).

이는앞서살펴본하원의입법안과유사하여궁극적으

로는 국가안보영향 유무를 판단하는 최소기준 조건을

어떻게정의할것인가가관건이될것이다.

미하원은상무부의허가심사기간을신청서접수후

90일로단축하여이기간내에승인혹은거부여부를결

정하도록하고, 만약이기간이지나면허가신청은조건

없이승인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51 USC80202(b)(1),

(3) 수정안). 심사기간의 연장은 오직 국가안보위협을

평가하는데필요한경우에한하여추가로 60일이허용

되기는 하지만, 연장을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심사기간의연장은오직대통령에게만주어

지는권한으로서누구에게도위임이불가능하며, 상하

양원의 소관위원회에 연장 필요성을 통지해야만 가능

하다. 통지 시에는 연장 필요성에 대한 명백하고도 설

득력있는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와함께처

음 90일 심사기간 중 수행한 노력과 잠정 오결론, 그리

고 추가 연장 기간 동안 최종결론을 낼 수 있다는 보장

책을제공해야한다(51 USC 80202(b)(4) 수정안).

미상원은심사기간의단축을위해현재상무부장관

이 신청인의 제출서류가 완비되었는지 검토하여 신청

인에게통지해야하는기간을신청서접수후 30일에서

14일 이내로 축소하고(51 USC 60121(b)(2) 수정안; 51

USC 60124(c)(2) 수정안), 또한 정해진 120일의 심사기

간 이내에 승인 혹은 거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심사기간경과익일에지연이유등신청현황을

의회에 통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51 USC 60124(d)(4)

수정안).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소요기간을

단축하는데이견을가질이유는없을것이다. 그러나시

스템을 유형화하여 허가절차를 달리하겠다는 상무부

의구상이과연변화하는기술수준과환경에대응할수

있을정도로효과적일지는의문스럽다. 오히려의회의

제안과같이심사기간의연장요건을매우엄격히정하

고연장사유를국가안보에직결된경우로한정하는것

이보다현실적이라고본다.

(4) 심사 및 운영조건

상무부는 모든 원격탐사허가에 적용되는 표준조건

을 부과하고 있다(15 CFR 960.11(b)). 표준조건은 신청

인에게명확성을제공할수있지만또다른한편으로는

특정시스템에적합한조건을결정하는데있어융통성

이떨어지고이로인해업계에막대한규제부담을안김

으로써미국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정책에역행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상무부는 법률상 요구

되거나 혹은 국가안보, 대외정책, 국제적 의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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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위험(critical risk)이확인되는경우에만허가조건

을부과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DOC, 2018d).

국가안보, 대외정책그리고국제적의무에관한사항

은운영허가심사에있어중요한고려요소이자허가의

조건이기도하다. 현행법률상상무부는이들문제에대

해반드시국방부및국무부와협의해야한다. 허가에관

한최종권한이상무부장관에게있기는하지만국가안

보나국제적의무에관한조건의결정은전적으로국방

부와 국무부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51 USC 60121(a)(1),

60121(b), 60122(b), 60147(a)-(b)).

미의회는국가안보영향여부등에관한결정에있어

서 상무부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 하원 법안은 국

무부와국방부의허가조건부과권한을규정한조문(51

USC 60147)을 폐지하고(HR 2809 SEC. 6(b)(1)(B)) 상무

부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관련부처와협의를하

도록 함으로써 상무부에게 원격탐사허가에 관한 전반

적인권한을부여하고있다(51 USC 80201(a), (b) 수정안;

51 USC 80310(a) 수정안). 이법안에서는이러한관련부

처와의협의절차가시스템의운영을승인, 감독하고조

건을부과하는상무부의독점적권한(exclusive authority)

에영향을주지않는다고규정함으로써조건부과에있

어 상무부의 우월적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있다(51 USC

80310(b) 수정안).

이 법안에서는 국가안보 및 국제적 의무에 관한 상

무부의 조건부과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의 부과에

필요한요건을법률에엄격히규정하고또한특별히규

정된 조건 이외에 실체적 조건(substantive condition)의

부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상무부의 지나친 재

량권 확대가능성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51 USC

80301(d) 수정안).

먼저, 국가안보에 관한 조건의 부과에 대해 살펴 보

면, 국방부장관과의협의에더하여명확하고도설득력

있는증거로써해당시스템이미국의국가안보에중대

한위협(significant threat)이된다고판단하는경우에상

무부장관이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소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

(practicable way)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51 USC 80202(c)(1) 수정안). 중대한 위협이란

급박(imminent)하면서도미정부의활동이나운영에대

한변경을통해경감이불가능한위협을말한다(51 USC

80202(c)(2) 수정안). 상무부가부과하는조건은합리적

인 수준의 상업적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조건이어야

하며,조건을 부과하기로 한 경우 명확한 근거를 담은

통지를신청인과의회에제공해야한다. 국가안보와관

련한 상무부장관의 권한은 장관의 고유책무로서 위임

할수없다(51 USC 80202(c)(3)-(6) 수정안).

국제적의무에관한문제에대해서는민간인의우주

탐사와이용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기위한기준을제

시하고있다. 하원법안에따르면대통령과연방정부각

부처는미국의국제적의무의해석과이행에있어민간

주체의우주탐사및이용의자유에대한규제와제한을

가능한한최소화하고있다(51 USC 80305 수정안).

한편, 미상원은획일적인허가기준을탈피하기위한

신속처리절차를제안하고있다. 즉, 기존의승인을받은

지구관측활동과유사한신청에대하여는신속심사절차

(expedited review)를채택할수있다(51 USC 60124(d)(5))

수정안). 이는궁극적으로는허가대상시스템의범위를

정하는 문제로서 상무부의 규칙개정을 통해 세부기준

이정해질것으로본다.

(5) 운영변경 및 종료

현행법률에따르면모든민간원격탐사시스템에대

해운영허가가필요하듯이허가이후에이루어지는모

든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상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운영허가를받은자는상무부장관에게궤도및데

이터수집특성에관한완전한정보를제공해야하며운

영허가조건을 위반하는 모든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

야한다(51 USC 60122(a)(5); 15 CFR 960.11(b)(11)). 이와

관련해하원법안은운영변경에관한통보범위와내용

을대폭간소화하여, 시스템의운영이영구히중단되거

나혹은시스템의파괴와같은재난적사고(catastrophic

event)가발생한경우에만상무부장관에게적시에통지

하도록제안하고있다(51 USC 80203(a) 수정안). 시스템

이나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상무부장관은관련정보를제공받아 14일내에이러한

변경이다시허가심사절차를진행해야할정도로중대

한사안인지여부를판단해서만약이에해당된다고판

단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90일의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51 USC

80203(b), (c) 수정안). 운영허가를발급한이후에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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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변경하거나추가할수없는것이원칙이지만이와같

이시스템이나운영계획에중대한변경이있는경우에

는예외적으로새로운조건을소급하여적용하는것이

가능하다(51 USC 80202(c)(5) 수정안).

한편, 시스템의임무가종료된후에는이를처분해야

한다(51 USC 60122(b)(4); 15 CFR 960.11(b)(12)). 위성의

처분계획은운영허가신청시제출서류가운데하나로

서상무부장관의허가심사대상이다. 미연방정부는위

성의 임무종료 후 처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우

주폐기물경감표준관행’(U.S. GovernmentOrbital Debris

Mitigation Standard Practices)(USG, 1997)을제정하여시

행하고있다. 이가이드라인은 1997년 NASA와국방부

가중심이되어연방정부차원에서우주폐기물의발생

을억제하기위해제정되었으며, 연방정부가운영혹은

구매하는위성및발사체와민간업계의인허가업무에

활용되고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6월 18일 우주상황관리

(Space Traffic Management: STM)에관한대통령행정명

령 SPD-3(White House, 2018c)를 발표하면서 우주활동

의안전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위한노력의

일환으로이가이드라인을개선해서소관인허가프로

세스에반영하는방안을강구할것을지시하고있다.

4) 평가 및 시사점

원격탐사운영허가를포함한미국의상업적우주활

동에대한규제개혁정책은크게두가지측면에서평가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우주활동의

자유를최대한보장하는것이고, 두번째는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안보 인식의 격상을 들 수 있다. 우주활동의

자유는 우주조약에서 인정하는 우주활동의 기본원칙

으로서미행정부와의회는국제법에명백히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넓게 해석하고자 한다. 우주는 경제적 번

영으로국가이익을달성하기위한핵심적활동영역의

하나로서우주의탐사및이용의자유는최대한보장되

어야한다는입장이다. 따라서미국의규제개혁정책은

우주조약상민간우주활동에대한정부의승인과지속

적감독이라는국제적의무를이행하기위한국내적규

제체제를 갖춤과 동시에 앞선 우주탐사기술을 이용해

미국이세계에서선도적지위를유지하고강화하기위

한규범적노력으로이해될수있다.

다음으로, 미 의회의 입법에서 드러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운영허가의 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영향에 대

한판단과해석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했다는점을들

수있다. 국가안보와관련해매우엄격한심사기준과절

차를제시함으로써명백하고도설득력있는증거가없

으면 국가안보만의 이유로 민간의 원격탐사활동을 제

한해서는안된다. 우주활동의자유를지나치게강조함

으로써자칫국가안보를희생할수있다는우려를가질

수 있으나, 미 의회와 행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오히

려경제적번영을이룸과동시에국가안보에위협이될

수있는분야에만심사역량을집중할수있을것으로기

대하고있다. 이는우주활동을국가이익달성의주요수

단으로 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우주

기술의발전수준및상황에맞는바람직한방향으로평

가된다.

미국의상업적원격탐사활동에대한규제체제와규

제개혁노력에비추어볼때우리나라는매우미흡한수

준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부문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

에관한규제체제를갖추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 현행

우주개발진흥법(법률 제7538호 2005년 5월 31일 제정,

법률제15243호 2017년 12월 19일일부개정)에서도운

영허가에관한규정은전혀없다. 다만제11조제2항에

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성분석보

고서, 탑재체운용계획서 등을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

여허가를받도록하고있을따름이다.

그러나우주발사체에실리는탑재체의운영주체는

발사서비스를제공하는자와독립된별개의행위주체일

수있는만큼, 탑재체운영에관한문제를발사서비스제

공자가책임지는것은불합리하다. 더구나우주손해배

상법(법률제8714호 2007년 12월 2일제정, 법률제14839

호 2017년 7월 26일일부개정) 제4조제1항에따르면우

주손해가발생한경우탑재체공급자또한배상책임에

서자유롭지못하기때문에이들의우주활동에대해서

도국가의명백한승인과지속적인감독이필요하다.

4. 결 론

우주활동은국가안보뿐만아니라경제적번영을이

루는데있어서절대적인중요성을갖게되었으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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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비정부주체가수행하는공공(civil), 상업(commercial),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목적의모든국가우주활동은

국익을달성하기위한하나의통합적인시각에서바라

봐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미 정부가 민간부

문의 상업적 우주시스템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차원의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평가할수있다.

원격탐사를비롯해상업적우주활동을촉진하기위

한규제개혁의핵심은우주의자유로운탐사와이용을

최대한보장하는한편동시에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

을최소화하는데있다. 미행정부와의회가추진하고있

는규제개혁의가장큰특징은민간의우주활동을적극

적으로허용하고, 이에대한제한은이러한우주활동으

로인해국가안보에직접적인위협이된다는명백한증

거와기준에따르도록한다는점이다. 우주의상업적이

용이국가안보에우선하는것으로오해할수있으나앞

에서언급한우주활동에대한통합적인시각에서본다

면 오히려 국가안보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

로이해할수있다.

개인과기업의우주활동을최대한보장하기위한미

국의규제개혁정책은자칫국제법상의국가의무를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법상 국가는 민간

의우주활동에대해승인과감독의의무를지고있으나

이를실행하기위한구체적인내용과형식은각국의국

내적절차에따르게되므로국가마다상이한규제체제

는 국가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주기술 선도국

이민간의우주활동의자유를확대하기위한규제개혁

노력에국제적인관심과논의가필요한이유이다.

현재우주활동은원격탐사활동을넘어새로운우주

탐사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가장 전

통적인 우주활동에 대해서조차 정부의 승인과 감독체

제를마련하지못하고발사허가심사시발사안전및탑

재체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러한 규율체제의 미비는 아직 민간의 원격탐사활동을

규율할정도로관련우주산업이형성되어있지않기때

문이라고볼수도있으나국제법상국가는민간이수행

하는우주활동을승인하고감독할국제적책임을지기

때문에국가의국제적의무를해소할최소한의국내적

절차와기준을마련해야할것이다.

미행정부와의회는상업적원격탐사활동을촉진하

기위해개인과기업에대한우주활동의자유를최대한

보장하고자한다. 이들의우주활동을제한할수있는유

일한기준은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여부뿐이라고해

도 과언은 아니다. 우주기술의 진보에 따른 우주의 상

업적이용을선도하면서도국가안보역량을동시에강

화하기위한노력은우리의입법방향에올바른지평을

제공할수있을것으로본다.

References

DOC (Department of Commerce), 2018a. Remarks by
Acting Deputy Secretary of Commerce Karen
Dunn Kelley at the fourth Meeting of the
National Space Council, https://www.space.
commerce.gov, Accessed on Dec. 3, 2018.

DOC (Department of Commerce), 2018b. Press release-
Secretary Ross Praises President Trump’s Signing
of Space Policy Directive–2, http://www.parabolicarc.
com/2018/05/27/secretary-ross-praises-president-
trumps-signing-space-policy-directive-2/, Accessed
on Jun. 5, 2018.

DOC (Department of Commerce), 2018c. Legislative
Proposal to Establish Bureau of Space Commerce,
https://www.space.commerce.gov/legislative-
proposal-to-establish-bureau-of-space-commerce/,
Accessed on Nov. 1, 2018.

DOC (Department of Commerce), 2018d. ANPRM
(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83
FR 30592, https://www.federalregister.gov/
documents/2018/06/29/2018-14038/licensing-
private-remote-sensing-space-systems, Accessed
on Jul. 25, 2018.

Gabrynowicz, J.I., 2007. The Land Remote Sensing
Laws and Policies of National Governments: A
Global Survey, http://joannegabrynowicz.com/
wp-content/uploads/2013/11/Gabrynowicz-RS-
Law-Global-Survey-II.pdf, Accessed on Sep. 21,
2018.

House Bill HR 2809, 115th Congress (2017-2018),

미국의 상업적 원격탐사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정책

– 249 –

04권희석(241~250)ok.qxp_원격35-2_2019  2019. 4. 29.  오전 10:43  페이지 249



American Space Commerce Free Enterprise Act.
Kwon, H., J. Lee, and E. Lee, 2018. U.S.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46(11): 1056-1069.

Land Remote Sensing Commercialization Act of 1984.
Pub. L. 98-965 (1984.7.17), H.R.5156, 15 USC
Ch. 68, section 4201 et seq., Repealed.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Pub. L.
102-555 (1992.10.28), 106 Stat. 4163-4180, 51
USC 60101 et seq. (as transferred from 15 USC
5601 et seq.).

Liability Convention-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2777
(XXVI), entered into force on 1 Sep. 1972, UN
Treaties Series, vol. 961, no. 13810.

Outer Space Treaty-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2222 (XXI), entered into force
on 10 Oct. 1967, UN Treaties Series, vol. 610,
no. 8843.

Senate Bill S. 3277, 115th Congress (2017-2018),
Space Frontier Act of 2018.

Space News, 2018. NOAA Explains Restriction on
SpaceX Launch Webcast, https://spacenews.com/
noaa-explains-restriction-on-spacex-launch-
webcast/, Accessed on May 31, 2018.

Spencer, R.L.Jr., 2010. International Space Law: A
Basis for National Regulations, In: Jakhu R.
(eds), National Regulation of Space Activities,
Space Regulations Library Series, vol. 5, Springer,
Dordrecht, Netherlands.

UNGA Resolution A/41/65, 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Outer Space, Dec. 3,
1986.

UNGA Resolution A/68/74, Recommendations on
national legislation relevant to the peaceful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Dec. 11,
2013.

USG (United States Government), 1997. U.S. Government
Orbital Debris Mitigation Standard Practices,
https://orbitaldebris.jsc.nasa.gov/library/usg_
od_standard_practices.pdf, Accessed on Jun. 19,
2018.

Vienna Convention-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reaties, entered into force on 27
Jan. 1980, UN Treaties Series, vol. 1155, p. 331.

White House,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 https://www.nesdis.noaa.gov/CRSRA/
files/Commercial%20Remote%20Sensing%20
Policy%202003.pdf, Accessed on Sep. 12, 2018.

White House,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https://
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
12/NSS-Final-12-18-2017-0905.pdf, Accessed on
Dec. 19, 2017.

White House, 2018a. Fact Sheet-President Donald J.
Trump is Unveiling an America First National
Space Strategy, https://www.whitehouse.gov/
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
unveiling-america-first-national-space-strategy/,
Accessed on Apr. 9, 2018.

White House, 2018b. Space Policy Directive (SPD)-2-
Streamlining Regulations on Commercial Use of
Spac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
actions/space-policy-directive-2-streamlining-
regulations-commercial-use-space/, Accessed on
May 25, 2018.

White House, 2018c. Space Policy Directive (SPD)-3-
National Space Traffic Management Policy,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
space-policy-directive-3-national-space-traffic-
management-policy/, Accessed on Jun. 19, 2018.

15 CFR (Title 15,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960-Licensing of Private Remote Sensing
Systems (sections 960.1-960.15).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5, No.2, 2019

– 250 –

04권희석(241~250)ok.qxp_원격35-2_2019  2019. 4. 29.  오전 10:43  페이지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