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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주공간에서 우주물체(인공위성, 상단로켓, 우주정거장 

등)를 대상으로 상태 점검(Instpection), 자세 유지, 궤도 

견인·이동(Tug, Relocation) 또는 유지(Maintenance), 

우주 재급유(Refueling), 수리(Repair), 우주쓰레기 제거

(Debris Mitiagtion), 부품 교체(Replacement) 및 업그

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궤도상서비싱(On-Or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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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with the success of the world's first On-Orbit service (OOS) mission MEV (Mission 

Extension Vehicle)-1 in 2020, interest in OOS is increasing at home and abroad. In particular, the 

mission of OOS and active debris removal (ADR) service, which was difficult to find in the old 

space era in the past, is expected to enter the new space industry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OOS technologies, and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major technologies required, domestic status and development 

potential, and the possibility of future OOS mission development. The technology trends and future 

prospects of OOS described in this paper are expected to be useful reference materials for further 

researching related fields in domestic situations where related research is insufficient.

초   록

2020년 세계 최초의 궤도상서비싱(On-Orbit Servicing, OOS) 임무 MEV(Mission Extension Vehicle) 

-1의 성공으로 궤도상서비싱에 대한 관심이 최근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 올드스페이스

(Old Space) 시대에서는 찾기 힘들었던 궤도상서비싱과 우주쓰레기 능동제거(Active Debris Removal, 

ADR) 서비스 임무는 최근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이하여 근미래에 신 우주산업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궤도상서비싱 기술 개발 사례들을 살펴보고, 소요되는 

주요 기술들의 특징, 국내 현황 및 개발 가능성 그리고 향후 궤도상서비싱의 산업 측면과 기술 측면에서

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논문에서 기술한 궤도상서비싱의 기술 동향과 향후 전망은 관련 

연구가 미흡한 국내 상황에서 관련 분야를 새롭게 연구하고자 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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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ld Space vs. New Space [2]

Servicing, OOS)이라고 한다[1]. 지금까지 대부분 위성

의 임무들이 지구관측, 기상, 방송·통신, 항법 서비스를 

지구 위 사용자(인간)를 주로 대상으로 하였던 것에 반

해 궤도상서비싱 임무는 우주 궤도에서 우주물체를 대상

으로 한다는 점에서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 스페

이스 시대의 새롭게 떠오르는 미래 혁신기술로써 최근 

주목받고 있다[2].

사실 궤도상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는 그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 이전에는 우주왕복선(Space Shuttle)이 대상 

물체에 접근하여 우주인이 외부 활동을 통해 일부 부품

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서비스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

[3]. 1973년에 이미 우주정거장 Skylab의 우주인이 외

부 태양전지판과 태양가림막을 전개하거나 일부 과학탑

재체를 수리한 적이 있으며, 미국은 1983년부터 1999년

까지 12회 우주왕복선을 이용하여 우주인이 허블우주망

원경(HST)과 몇 개의 위성(’84 Soar Max Mission 위

성이 최초 대상)들을 대상으로 수리, 교체 서비스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궤도상서비싱은 모두 우주인

(사람)이 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로봇위성(Robotic Spacecraft)에 의한 무인 궤도상서비

싱 기술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한편, 본격적인 무인 

로봇위성에 의한 궤도상서비싱 기술 개발 가능성과 향후 

전망에 대한 초기 타당성 연구는 이미 2010년 미국 

NASA를 통해 시작되었다[4].

이후 10여 년이 지난 최근에야 무인 궤도상서비싱 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난 2020년 세계 최초로 상업 목적

의 궤도상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성의 수명 연장에 성공

하게 되었다(2절에서 상세 후술). 이를 계기로 향후 위

성의 수명 유지 및 연장,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임무는 

향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올드 스

페이스 시대와는 다르게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우주개발

을 하면서 지구 주위 우주 환경이 악화되는 것과도 관련

이 있다. 궤도상서비싱의 종류 중에는 궤도 폐기(De- 

orbiting)도 포함되는데, 이 서비스는 우주쓰레기를 대상

으로 능동적으로 제거하는 기술(Active Debris Removal, 

ADR)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궤도상서비싱 기술과 우주쓰레기 능동제거기술은 

우주환경보호를 위한 핵심기술로써, 자국의 우주자산의 

임무 수명을 담보하고 우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우

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점차 각 국

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

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우주개발 계

획 수립과 함께, 민간 우주 산업체 육성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우주환경보호 노력에 동참하고자 ’20년 7월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안)’을 선포한 바 있다[5].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도 궤도상서비싱 기술과 우주쓰레기 능동제거 기술 개발

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6]. 국내에서는 2019년 

참고문헌 [7]에서 궤도 서비스 위성 개발 현황을 간략하

게 소개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궤도상서비싱 기술 

개발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기술들을 분석하였다. 국내 관련 기술 

개발 역량과 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국내에서 본격

적인 궤도상서비싱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

으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들은 국내에서 관련 연구들이 활성화되고 연구 저변

이 확대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해외 개발 동향

2.1 미국

2.1.1 Orbital Express(OE)

본문을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는 민간업체

인 MDA, Boeing, Ball과 함께 자동 궤도상서비싱에 필요

한 기능 시험을 2007년 3월 우주에서 성공하였다[8]. 시

험의 핵심은 ‘자동화 단계’에 따라 지상의 명령으로 서비

싱 프로세스를 멈추었다가 재실행하거나, 하나의 지상 명

령으로 전체 서비싱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OE 

임무는 서비싱을 제공하는 서비서 ASTRO(Autonomous 

Space Transfer & Robotic Orbital Servicer, Boeing 개

발)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 위성인 NextSat(Ball 개

발)으로 이루어졌다.

핵심 탑재체인 로봇팔 OEDMS(Orbital Express De- 

monstration Manipulator System)(Fig. 2)는 MDA사가 

제작하였으며, 비협조적 조건으로 비행 중인 클라이언트인 

NextSat을 자동으로 붙잡고, ORU(On-Orbit Replaceable 

Unit)로 불리우는 궤도상 교환 가능 유닛(배터리와 탑재

ASTRO & NextSat OEDMS Robot Arm ORU underside

Fig. 2. Orbital Express Demonstration Syste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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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들을 교체하는 기능을 갖추었다. 모든 OEDMS 

로봇팔의 동작은 지상국의 수동적 모드에서의 명령이 아

닌 미리 정의된 명령 스크립트(pre-scripted)와 자동화 

프로세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는 타겟 형상과 자세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식자를 장착한 타겟 기반 시

각 시스템(Target-based vision system)과 시각적 서보 

제어 모드(Visual servo control mode)를 이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시각적 서보 제어 모드에서는 특히 두 위성

이 최종 캡쳐 및 도킹되는 과정과 부품 교환 서비싱 임

무 수행 시 로봇팔 종단(End-effector)에 부착된 카메라

가 타겟의 목표물을 연속적으로 인식하고, 로봇팔과 같

은 매니퓰레이터의 관절들이 작업 경로대로 움직이도록 

지속적인 피드백(관측치)를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2.1.2 MEV, MRV & MEP

미국 노스롭그루만(Northrop Grumman)의 자회사 

SpaceLogistics는 2020년 2월 25일 세계 최초로 위성 수

명 연장 서비스를 위한 MEV(Mission Extension Vehicle) 

1호를 정지궤도상의 Intelsat IS-901에 성공적으로 도킹

하였다[9]. MEV-2는 2020년 8월 15일 발사되어 21년 

4월 12일 Intelsat IS-1002와 도킹하였다[10]. 두 임무의 

차이는 MEV-1은 연료가 거의 소진되어 우주무덤으로 폐

기된 정지위성에 도킹한 후 정지궤도로 다시 이동시킨 후 

자체 추력과 자세제어 제공을 통해 서비스를 재가동시킨 

것이며, MEV-2는 운영 중인 정지궤도 상의 위성에 도킹

한 것이다. 이들 위성이 제공하는 수명 연장 서비스는 연

료를 직접 재급유하거나 부품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

상 위성에 도킹하여 자체 추력으로 궤도와 자세를 유지 시

킴으로써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킹 방법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가느

다란 전개형 막대기를 클라이언트 위성의 추력기(Apogee 

Kick Motor) 노즐 안으로 삽입한 후 MEV 위성이 이를 

당기면서 마지막에 집게 모양의 장치가 클라이언트 위성 

몸체에 닿아 고정이 되는 방식을 택했다(Fig. 3). 이 방

식을 이용하면 현재 정지궤도 상 80% 위성들을 대상으

로 서비스 할 수 있다.

사상 첫 상업 목적의 궤도상서비싱의 이용료는 1기 위

성당 5년간 약 한화 780억 원이며, 2기 위성 모두 5년 

동안 수명 연장 서비스를 제공한 후 언도킹하여 다른 위

MEV-1 Docking(‘20.2.25) Docking Device of MEV

Fig. 3. MEV-1 Docking Event [9]

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MEV-1 위성은 2,000kg급 위성을 15년 동안 견인할 수 

있는 연료를 갖고 있다.

MRV(Mission Robotic Vehicle)는 클라이언트 위성을 

대상으로 궤도에서 수리, 부품 교체, 조립 및 검사를 제

공하는 위성이다. 이 임무는 2020년 DARPA로부터 로보

틱 서비싱 임무로 선정되어 2025년 우주 재급유와 우주

쓰레기 제거까지 수행할 예정이다[11]. 

이러한 임무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주용 로봇팔 개발과 이를 장착하여 제어할 수 있

는 고성능의 로봇위성 기술이 핵심이다. 즉, 앞서 소개한 

MEV 임무는 단순히 상대 위성을 집게형 디바이스로 붙

잡아 자세 및 궤도 제어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써 고난이

도의 우주 로보틱스 기술은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

노스롭그루만은 이 우주 로보틱스 기술을 발전시켜서 

2030년부터는 우주공간에서 위성의 일부를 추가 조립, 

확장시키거나 구조물을 건설하는 로봇위성 서비스 제공

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면 발

사체 체적/무게 제한을 고려하여 초거대 위성 혹은 대형 

우주 구조물들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발사하여 우주에

서 조립을 수행함으로써 발사체 탑재용량을 늘리기 위한 

비용이나 유인 우주선 왕복에 따른 막대한 비용들을 절

감할 수 있다. 또한 우주인에 의한 수동적인 조립 작업의 

위험성과 조립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추후에는 궤도

상에서 위성의 고장난 휠이나 센서들을 교체하거나 심지

어는 통신 탑재체를 광학카메라 탑재체로 교체함으로써 

위성의 임무를 완전히 변경하는 구상도 계획하고 있다.

MEP(Mission Extension Pods)는 상대적으로 작고 간

단한 부가적인 추력 장치(위성 본체 포함, 아래 Fig. 4 

참고)인데, 궤도상의 클라이언트 정지위성의 외부에 부착

하여 추력기 역할을 함으로써 3~10년까지 추가적인 서

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MRV 위성이 이 MEP 장치

들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클라이언트 위성에 로봇

팔을 이용하여 부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방식은 

클라이언트 위성의 형상이나 도킹 가능한 장치 유무에 

덜 민감하므로 15개 클라이언트 위성과 협의 중에 있다

고 하며, ’24년에 첫 번째 MEP 장치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12-14].

Table 1은 MEV, MRV 그리고 MEP의 서비스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MEP는 (초)소형위성체와 

자체 추력기를 이용하는 것으로써 서비스의 제한이 있는 

반면, 로보틱스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로봇팔로 다양한 

서비싱을 제공하는 것은 MRV 임무임을 알 수 있다.

Fig. 4. MEP Concept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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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pabilities Comparison btw MEV, MRV, 
MEP [13]

2.1.3 RSGS

미국 DARPA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RSGS(Robotic 

Servicing of Geosynchronous Satellite) 프로그램을 통

해서 정지궤도위성을 대상으로 위성 수명 연장을 위해 

필요한 다재다능한 로보틱 운영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DARPA는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해상도 상태 검

사, 이상 상태 해결, 궤도 재조정 및 장치 업그레이드 작

업이 가능한 다목적, 다용도의 로봇팔 및 그와 관련된 

제어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이 로보틱 모듈 장치를 민

간 회사의 로봇위성 개발에 활용하는 산·연 협력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 협력체계의 예로써 SpaceLogistics사는 

DARPA와 계약을 맺어 DARPA로부터 로보틱 모듈을 공

급받으며, 이를 이용하여 앞 절에서 소개한 MRV 임무 

개발에 활용하게 된다. RSGS는 2023년경 발사 예정이다

[15,16]. 

2.1.4 OSAM (前 Restore-L)

OSAM-1(On-orbit Servicing, Assembly, and Manu- 

facturing 1) 임무는 명칭 그대로 궤도상서비싱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궤도에서 우주 재급유, 조립 및 제작하

는 기술을 데모하는 것이다[16]. NASA는 약 1,700억 원 

예산으로 해당 임무에 소요되는 몇 가지 기술들을 Maxar 

Technologies를 통해 공동 개발하고 있다[18-25]. NASA 

GSFC(Goddard Space Flight Center)가 2개의 로봇팔

을 개발하고, SPIDER(Space Infrastructure Dexterous 

Robot)로 불리는 궤도에서의 조립과 제작 데모용 탑재체

를 장착하게 된다.

Fig. 5. RSGS Mission Concept [15]

Fig. 6. OSAM Mission Concept [24,25]

SPIDER는 세 번째 로봇팔을 이용하여 Tethers Un- 

limited사가 제작한 MakerSat의 일부 구성품과 통신 안

테나를 궤도에서 조립하게 된다. 위성 본체와 SPIDER는 

Maxar Technologies사가 맡는다[22,23].

이 임무는 Fig. 6과 같이 궤도상서비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위성이 아닌 기존 위성(Landsat-7)을 그

리고 저궤도 위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

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시작하여 2021

년에 상세설계(CDR)를 끝내고 2022년 제작을 종료한 

후 2024년 발사 예정이며, 총 개발비용은 약 1.5조 원이

다(1.3 Billion USD)[24,25].

2.1.5 OSAM-2

미국 NASA는 Artemis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달로 인

간을 보내고 그 이후 화성으로 유인 탐사선을 보낼 계획

이다. 이 로드맵에서 NASA는 우주 궤도에서 하드웨어나 

콤포넌트,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자동적으로 조

립 및 제작하는 로보틱 기술들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26-28].

OSAM-2는 OSAM-1에 이어서 보다 복잡하고 고난 

이도 궤도상서비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Made in 

Space사와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자 한다. 냉장고 크기 

정도의 소형위성 OSAM-2는 위성체 내부에서 3D 프린

팅 기술을 적용하여 위성체 양옆으로 각각 약 10m 길이

의 태양전지판을 조금씩 제작하여 전개시킨다(Fig. 7). 

그리고 태양전지판과 위성 본체와 연결이 필요한 하드웨

OSAM-2 Release full solar panel

Fig. 7. OSAM-2 Mission Concept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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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내부에서 자체 제작한다. 이 

새로운 방식의 태양전지판은 기존 태양전지판의 전력생

산보다 약 5배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발사 예정인 이 임무가 성공하면 지상이 아닌 

우주 궤도에서 직접 대형 우주망원경을 조립하거나, 연

료 저장소를 제작하거나, 달 또는 화성 표면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즉, 거대 구

조물들을 지상에서 제작하여 발사체에 탑재하는 경우 발

사 비용은 물론 탑재할 수 있는 부피의 제약도 없앨 수 

있다.

2.1.6 Orbit Fab

스타트업인 오피트팹은 벤치마크 스페이스 시스템즈

(Benchmark Space Systems)사와 함께 과산화수소 추

진제를 실은 오피트팹 탱커위성(Tanker spacecraft)이 

벤치마커의 추력기에 연료를 재급유할 수 있는 기술 개

발을 하고 있다[29,30]. 이들 회사는 2021년 6월 30일 

첫 번째 기술 검증용 위성 Tanker-001 TENZING을 스

페이스 X사의 Falcon 9에 발사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를 통해 저궤도상에서의 우주 재급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위성의 상태를 근접 비행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서비스도 고려 중이다(Fig. 8).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

표는 우주 주유소(Satellite Fuel Depot)이며, 미공군을 

비롯한 정부기관 및 일반 위성운용기관들도 관심을 보이

고 있다. 이 회사에서 개발 중인 ‘Rapidly Attachable 

Fluid Transfer Interface(RAFTI)’는 미공군에서 36억

(3M USD)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주

군(Space Force)에게 있어서 우주에서의 재급유 개념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Gas Station in Space TENZING Spacecraft

Fig. 8 OrbitFab Mission Concept [29,30]

CleanSpace One mission ESA ADRIOS Mission

Fig. 9. ESA’s ADR/OOS Mission Concept [31,32]

2.2 유럽

유럽우주청(ESA)은 2009년부터 Clean Space initi- 

ative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e.Deorbit으로 불리는 우주쓰레기 능동제거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31,32].

e.Deorbit 프로그램의 후속으로 스위스의 벤처회사인 

클리어스페이스사가 약 1,600억 원의 예산으로 ClearSpace 

One 프로그램으로 2019년 시작되어 2025년까지 100kg

급 Vespar 상단로켓을 로봇팔로 포획, 제거하는 것을 목

표로 개발하고 있다(Fig. 9). 한편 ESA의 프로그램은 

그동안 우주쓰레기 능동 제거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하

는 것이었으나, 여러 가지 다양한 로보틱 서비스(연료 

재급유 및 위성 수리 등)를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 로봇

위성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ADRIOS, Active Debris 

Removal/In-Orbit Servicing)로 2019년 변경되었으며, 

예산은 약 4,100억 원 규모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궤도상서비싱 기술과 공통 기술을 가

진 우주쓰레기 능동제거 기술(ADR)을 영국 SSTL사의 

주관으로 유럽 내 Airbus D.S.를 비롯하여 총 8개 산· 

학·연 기관들이 참여한 RemoveDebris 임무를 2018년 

수행한 바 있다[33]. 이 기술검증 임무를 통해 3가지의 

능동제거 기술(그물 포획, 하푼(Harpoon), 대기저항 돛

(Drag Device)) 그리고 근접운영 및 자율 운영 기술들

을 시험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ESA의 지원으로 스위

스 EPFL 센터 중심으로 CleanSpace-One의 초소형위성 

버전을 개발하였는데, 10kg급 기술검증 위성 개발에 약 

1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34].

2.3 일본

2.3.1 JAXA’s ADR and OOS

일본은 1997년 11월 ETS-VII(Engineering Test 

Satellite) 프로젝트를 통해서 2m 로봇팔을 이용한 무인 

자동 랑데부/도킹 시험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바 있으

며, 이를 토대로 우주 궤도상서비싱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련 기술들을 습득한 바 있다[36].

일본은 OOS와 공통의 기술을 가지는 ADR을 이용하여 

우주물체를 효과적으로 폐기하는 기술을 2017년 우주에

서 데모를 시도하였다[36]. JAXA가 개발하고자 하는 

ADR 기술은 EDT(Electrodynamic Tether)로 전도성 밧

줄을 길게 늘어뜨린 후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지구 주

위 자기장 속에서 로렌츠 힘의 반발력에 의해 점차 고도

를 낮추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 실험을 위해 무인수송선

인 HTV(H-II Transfer Vehicle, or Kounotori)를 이용

하였으며(임무명 KITE, Kounotori Integrated Tether 

Experiment), 약 700m에 이르는 전자기 밧줄을 HTV로 

늘어뜨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016년 12월에 발사

된 HTV6는 ISS에 접속한 뒤 이탈하여 2017년 1월 

EDT를 전개하기로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JAXA는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JAXA Space Vision 2050’을 통해 2030년대까지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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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Japan’s Space Technology Roadmap [37]

기술의 실증, 2040년대까지 로봇위성을 이용한 우주쓰레

기 제거, 2050년대까지 자동 우주쓰레기 청소기술을 개

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37]. 특히 OOS 기술은 우주

기술의 자동/자율 기술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데, 2020년

대 중반까지 OOS 기술의 데모를, 2030년대 궤도에서 부

품 교환 및 수리 등을 자동 로봇에 의해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후 2040년대부터는 자동 로봇

에 의해 궤도상에서 구조물을 조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2050년대까지 달과 행성 자율 탐사, 우주 

자원 자동 채취에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2.3.2 ELSA-d

2013년 Astroscale사는 세계 최초의 우주쓰레기 전문 

벤처기업으로 출발하였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일본, 

미국, 영국과 합작벤처로 시작한 이 회사(2020년 이스라

엘 지사 합류)는 회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2,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38]. ELSA-d End-of-Life 

Services by Astroscale-demonstration) 임무는 첫 번

째 ADR 기술 데모로써, 160kg의 체이서 위성과 20kg의 

타겟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11의 운영 개념을 가지고 2021년 3월 발사된 

ELSA-d는 같은 해 8월, 타겟 서치, 타겟 조사(Inspe- 

ction), 캡쳐 및 폐기에 이르는 ADR 전 과정 중 일단 

Fig. 11. ELSA-d Mission Concept [39]

초기 위성 운영과 캡쳐 시험에 성공하였다[39]. 이 프

로젝트는 JAXA와 ESA와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다. 

Astroscale사는 ADR, EOL(End-of-Life) 서비스뿐만 아

니라 OOS의 서비스 분야인 수명연장(Life Extension, 

LEX) 그리고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특히 LEX 임무는 궁극적

으로 정지궤도위성의 수명 연장 서비스를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Astroscale U.S.와 Astroscale Israel이 중

심이 되어 개발하고 있다.

2.4 중국 

중국은 2016년 6월 30일 우주공간에서 인공위성에 연

료를 추가 공급하는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언론에 보도하

였다[40]. 우주 재급유를 비롯한 9가지의 실험을 위한 

위성의 이름은 Tianyuan-1(텐위안 天源)이었으며, 중국 

국방과기대학이 개발하였다. 이 위성을 탑재한 창정(CZ- 

7-Y1) 로켓의 상단에는 Yuan Zheng-1A라고 불리는 상

단부가 있었으며, 이것은 자체 추력기가 없는 위성들을 

임무궤도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일종의 ‘Space Tug’ 개

념으로 개발되었다. 중국은 해당 실험을 통해 60kg 정도

의 연료를 재주입할 경우 1년 동안 약 172억 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41]. 한편 해당 발사

체에는 하얼빈공대가 개발한 Aolong-1 위성이 함께 탑재

되었는데(Fig. 12), 이 위성의 임무는 위성에 장착된 소

형 로봇팔을 이용하여 우주물체를 포획하는 실험이었다. 

참고로 중국의 우주 로봇팔 개발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

었으며, 우주에서의 실험은 Aolong-1이 처음이었다[42].

최근 2022년 1월에는 중국 SJ-21 위성이 정지궤도 

상의 버려진 자국의 Compass-G2 위성에 다가가 도킹한 

후 해당 위성을 300km 위의 우주무덤으로 보낸 후 다

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관측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39].

2.5 기타

독일 DLR은 1987년 TV-Sat1의 태양전지판 및 안테

나 전개 실패로 인한 손실을 통해 OOS 기술 개발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 초기 OOS 연구를 위한 ESS 

(Experimental Servicing Satellite) 위성의 개념을 발표

Fig. 12. Aolong-1 seperation from upper stag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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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43]. 이후 DLR은 DEOS(DEutsche Orbitale 

Servicing mission)과 OLEV(Orbital Life Extension 

Vehicle) 임무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Fig.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DEOS는 저궤도 상에서 비협조적인 우주물체

의 포획과 제어 상태의 폐기 기술을, OLEV는 연료가 바

닥 난 지구정지궤도 위성을 대상으로 하는 수명연장 기

술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이들 개념 연구를 통해 OOS 

임무에 필요한 항법기술, 센서기술, 지상시험 기술에 대

한 요구사항들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후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44].

대상으로 검사, 수명연장, 궤도수정, 업그레이드 그리고 

궤도 폐기 서비스까지 제공 가능한 O.CUBED 임무와 

Space Tug 임무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Altius Space Machines 사는 다량

의 저궤도 위성군을 대상으로 폐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Bulldog 임무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Busek사는 소형위성

을 이용하여 상대위성에 매달려서 궤도상서비싱을 제공하

는 컨셉을, Chandah Space Technologies(CST)사는 지

구정지궤도에서 위성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InsureSat 위

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1].

DEOS Mission OLEV Mission

Fig. 13. DLR’s DEOS/OLEV Mission Concept [43,44]

O.CUBED (Airbus) Bulldog (Altius)

SOUL (Busek)
Space Drone

(Effective Space and IAI)

iBOSS (iBOSS) Archinaut (MIS)

Fig. 14. On-Orbit Servicing Developments [1]

영국의 Effective Space사와 이스라엘의 IAI사는 수 

명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Space Drone 개념의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독일의 iBOSS사는 Intelligent Building 

Blocks for On-Orbit Satellite Servicing and Assembly 

개념의 iBOSS 임무를 개발하면서 형상 변경이 가능하고 

모듈러 개념, 표준 인터페이스를 갖춘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Maxar사는 Dragonfly 임무를 통해 우주 구조물과 

위성을 조립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연구하고 있다. 그밖

에 미국의 Made in Space사는 거대 구조물을 우주에서 

조립, 제작하는 Archinaut 임무 개념을 설계하고 있다[1].

Ⅲ. 궤도상서비싱 시장 전망

궤도상서비싱의 세계 최초 계약은 앞서 언급한 노스롭

그루만사의 MEV 임무이다. 2020년 IntelSat으로부터 매

년 한화 약 156억 원(13M USD)을 5년 동안 받는 총 

780억이 세계 최초의 궤도상서비싱 대가에 대한 지불 

비용이다. 이를 시작으로 2030년대 초까지 향후 10년 

이내 궤도상서비싱 시장 규모는 한화 약 3.7조 원(3.1B 

USD) 규모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42]. 또

한 궤도상서비싱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우주쓰레기 제

거 서비스 시장에 국한하더라도 2030년대까지 한화 약 

3천억 원(273.5M) 규모로 예상된다[45].

현재 궤도상서비싱 시장은 막 탄생한 새로운 우주산업

으로써 향후 발전 가능성은 분명하나, 계란과 닭의 문제

(Chicken-and-Egg)[46]로써 실제 서비싱을 필요로 하

는 수요자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급자 사이에서 

누가 먼저 시작하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궤도상서비스의 필요성은 이미 위성사업자들이 필

요로 하고 있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서비

싱 기술의 성숙도가 원숙하지 않기 때문에 선뜻 투자하

거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궤도상서비싱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MEV와 같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황(연료소모로 정상궤도에서 벗어

나 있는 위성)에서 도킹 및 연결 후 궤도와 자세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서 벗어나 복잡 다양한 상황과 

고장을 해결할 수 있는 궤도상서비싱 기술은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매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즉, 공급자는 보다 고난도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서

비싱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선 투자가 필요

한 상황이기도 하다[47-49]. 결국 기술 개발의 진행 속

도와 수요자의 서비싱 필요성이 동시 증가하면서 적절한 

규모의 수요와 공급을 통한 점진적인 시장 성숙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앞서 해외 궤도상서비싱 기술 개발 프로젝트들을 살펴

본 바, 2030년 초까지 정지궤도뿐만 아니라 저궤도 위성

을 상대로 하는 고난이도 궤도상서비싱 임무가 우주에서 

검증되기 시작한다면 관련 신 우주산업은 2030년대 초

부터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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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시장 자료를 언급하였으며, 해당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적, 산업적 분석은 추후 별도 논문

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Ⅳ. 소요기술 분석

궤도상서비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소요

기술들과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0-60]. 여기

서 분석한 기술들은 자율/자동 방식의 무인 서비싱 로봇

위성(Servicer, Robotic Spacecraft)에 필요한 기술들을 

전제로 하였다. 아래 각각 기술들이 궤도상서비싱 임무 

수행을 위한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Fig. 15에 도

식화 하였다.

Navigation System : 성공적인 랑데부/도킹을 위

해 필요한 navigation system은 핵심 요소로써 항법센서

들의 타겟과의 관측오차는 1% 이내여야 하며, 이를 ‘1% 

룰’이라고 한다(Fig. 16).

Optic camera : 랑데부/도킹 과정에서 최근접 상

태로 접근 시(수백 m 이내), 시각센서가 매우 중요하다.

Contact dynamics : 상대물체를 캡쳐하기 위한 마

지막 단계에서 체이서가 타겟과 접촉 시 감지하는 접촉 

및 토크 강도를 정밀하게 센싱하여 두 물체 간의 상대운

동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대 오차 : 최종 도킹 단계에서 상대물체와의 상

대거리 오차는 mm 수준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상대

거리 관측 불확실성은 서브 mm여야 한다.

Absolute Navigation : far range rendezvous 단

계 종료 직전(대략 1~2km 내외)까지 지속적으로 타겟

과의 시선 각과 거리를 좁혀가는 데 필요하며, 주로 지

 Fig. 16. Typical operation ranges of rendezvous 
sensors: 1% rule [60]

상에서 레이더를 통한 ranging 또는 GPS 데이터를 이용

하여 각 우주물체의 궤도와 자세 등을 결정한다.

Relative Navigation : close range rendezvous 단

계(수 km~수 m)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지상에서의 관측

에 의한 두 물체 간의 상대거리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

에 위성에 장착된 상대항법 센서들 즉, Relative GPS 

(RGPS), Radar, LIDAR, Camera type sensor들이 필요

하다. 하지만 수 km에서 수백 m에 이르는 동안 어느 

시점에 절대 항법에서 상대 항법으로 전환할 지 여부는 

상대물체의 크기와 센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Fully autonomous RVD algorithms : 에어베어링

을 이용한 2차원 또는 로보틱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3차

원에서의 최종 근접 및 도킹 시험 수행을 통한 검증 필

요, 또는 무중력 비행 상태에서의 검증 후 최종 궤도에

서의 검증 수행 필요

랑데부 궤적 최적화 기술 : 두 우주물체의 서로 

다른 궤도에서 쫓아가는 동안 시간 최소화, 연료 최소화, 

Fig. 15. Technologies for RVD sequences (background image from 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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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위험 회피, 강건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최적화 기술

들이 필요하다.

상태추정(Pose estimation) : 상대 우주물체의 회

전속도, 회전 중심각, 자세각, 방향 그리고 상대 거리 등

을 추정하는 기술로써 최종 도킹 또는 포획(캡쳐) 직전 

상대 물체와의 도킹 또는 포획(캡쳐) 메커니즘을 자동/

자율적으로 구동하는 데 중요하다.

근접운용(Proximity operations) : 보통 타겟까지 

100m ~ 10m 내외에서 이루어지며, 도킹 직전 상대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상대 물체의 상태를 관찰하

기 위한 단계이다. 매우 가까운 상대거리를 유지하기 위

한 추진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분출되는 추력의 

영향에 의한 센서 오염, 추가적인 토크 발생, 태양전지판

이나 외부 방열판 오염 등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

다.

다물체 동역학 해석(Multi-body Dynamics) : 상 

대물체 포획, 재급유, 부품 교체 등을 위한 외부 로봇팔 

장착한 로봇위성의 자세 유지, 몸체 대비 로봇팔의 상대

운동 등을 해석하는 기술

Fine-control Propulsion : 랑데부/도킹, 근접운용

을 유지하기 위한 추력기 정밀 제어 기술

Path planning and control of single-arm and 

multiple-arm systems : 미세중력 환경에서 하나의 로

봇팔 또는 다수의 로봇 매니퓰레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기

술로써, 반발 토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력이나 전력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매니퓰레이터의 경로에 따른 동적 특

이점(dynamic sigularity)을 회피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다.

Ⅴ. 국내 현황 및 향후 전망

5.1 국내 현황

국내 출연(연)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 최초로 궤도상서비싱 관련 선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우주쓰레기 캡쳐시스템 지상시험모델(KARICAT)’을 

2016년 개발하여 지상 환경에서 시험한 바 있다(Fig. 

17). 이후 본격적인 궤도상서비싱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걸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의 융합사업으로 제안을 한 바 있으나 최종 선정되지 못

했다. 대신 항우연 기본사업으로 ‘미래 우주탐사 핵심기

술 개발’ 과제(’15~’19)와 ‘AI기반 랑데부/도킹 기술검증

용 위성개발’ 과제(’19~’21)를 통해 궤도상서비싱 관련 

핵심기술인 랑데부/도킹, 상대항법, 시각기반 우주물체 인

식 기술들을 연구하였다[62,63]. 이들 기술들을 심화 연

구하기 위해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궤도상서비싱 기반

기술 개발’ 과제를 기본사업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항우연 이외 출연(연) 중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기연)이 항우연 위탁과제 ‘캡쳐/도킹용 로봇 매니퓰

레이터 기술 개발(’17~’19)’을 통해 궤도상서비싱에 필

요한 우주 로봇팔 선행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생

[KARICAT Ground Test
(KARI), ‘16.12)]

[Robotic Manipulator EM 
(KITECH), ‘19.12)]

[RVD Demonstration Satellite 
KARDSAT(KARI), ‘21.12)]

[Docking Ground Test 
(KARI), ‘21.1)]

Fig. 17. KARI Research Projects

기연은 본격적으로 ‘궤도상서비싱 로봇위성 기반기술 개

발(항우연 위탁과제)’을 2022년부터 5년간 수행할 예정

이다.

국내 대학에서는 KAIST, 연세대, 충남대 등에서 랑데

부/도킹을 위한 제어기술, 센서 기술 등에 관한 기초연구

를 수행한 바 있으나[64-70], 궤도상서비싱 임무를 목표

로 하드웨어 개발이나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한 사

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다만, 궤도상서비싱과 연계할 

수 있는 우주쓰레기 능동제거 기술 개발 사업이 2022년 

2월 과기정통부의 ‘스페이스챌린지 사업’으로 공고되었

고, 미래선도 우주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과제도 같은 달 

공고가 된 바 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학회 우주정보연구

회를 통해 ‘국가 우주자산 보호를 위한 ADR/OOS 기술 

활용방안’ 과제가 ’21년 2월 공고되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공고되는 다수의 사업들을 통해 국내 대학에서도 

점차 우주쓰레기 제거를 포함한 궤도상서비싱 기술에 대

한 관심 제고와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국내 산업체들은 아직까지 우주쓰레기 능동 제

거를 포함한 궤도상서비싱과 관련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또는 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례는 없는 실정

이다. 다만, 한화그룹이 지난 2021년 ‘스페이스 허브’ 

조직을 구성하여 우주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장기

적으로 위성 주유소, 우주쓰레기 제거, 소행성 탐사 등을 

수행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71]. 최근 들어 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우주물체 포획 및 제거 관련 소요 기

술들과 랑데부/도킹 및 근접 센서, 랑데부/도킹용 정밀 

추력기 등과 같은 소요 부품들에 대한 국산화 과제들이 

공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우주산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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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내 기술 개발 가능성 분석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궤도상서비싱 

관련 기술들의 상당 부분들이 기초 연구 수준에 머무르

고 있고 하드웨어 개발은 거의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

다. 다만, 랑데부/도킹을 위한 궤적설계, 자세제어, 상대

항법용 센서 데이터 처리 기술과 연관된 기초연구들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항우연과 생기 연

을 중심으로 궤도상서비싱 시스템과 우주 로보틱스에 대

한 선행연구 이후 심화연구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궤도

상서비싱 로봇위성 시스템 개념설계 기술과 우주환경에

서 동작 가능한 우주 로봇팔 기본기술들을 TRL 4~5 수

준으로 향후 5년 이내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들어 궤도상서비싱 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우주쓰레기 능동제거 기술과 관련된 랑데부/도킹, 근접운

용 기술, 자동/자율 운영 기술, 상대항법용 센서 기술, 

포획 및 제거용 로보틱스 및 제어 기술들에 대한 기초연

구 과제들이 공고되어 연구개발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이들 소요기술들에 대한 기본 역량도 향후 3~5년 이내 

최소 TRL 3~4 수준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연구과제들을 통해 확보된 소요기술들은 궤도상서비싱 

기술검증용 위성 개발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년 공포 예

정) 내 국가 우주 개발 로드맵에서 우주쓰레기 능동제거 

기술 개발과 궤도상서비싱 기술 개발 임무가 반영될 것

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산·학·연·군의 다양한 연구개발 

주체들 이 관련 임무 개발을 위해 역량을 모을 경우 향

후 10년 이내 우주에서 궤도상서비싱 기술 검증을 이루

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관련 연구자들의 저변을 확대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모여 시스템 레벨의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3 향후 전망

지금까지 궤도상서비싱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외 동향

을 살펴보았다. 궤도상서비싱은 최초의 상업 서비스를 

2020년 제공하였으나, 그 방법은 정지궤도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랑데부/도킹 방법을 사용하고, 

별도의 로보틱스 기술과의 결합은 없다는 점에서 아직까

지 본격적인 궤도상서비싱 기술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

렵다. 특히 저궤도 위성을 대상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우

주물체를 대상으로 접근하여 실제 서비싱을 제공한 사례

는 전무하고 기술 검증 계획이 2030년 이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궤도상서비싱 기술의 성숙과 본격적

인 시장 형성은 2030년 초 이후로 예상된다.

그러면 향후 궤도상서비싱 기술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본 바[72-84], 다음과 같

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AI기반 OOS : 궤도상서비싱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상대물체에 최근접한 상태에서 상대거리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로봇팔 등을 이용한 작업 수행 시 현재 상황 

즉, 서비서와 클라이언트 위성 상호 간의 자세, 매니퓰레

이터 종단의 위치, 작업 부분 인식, 상대물체 식별 등이 

필요하다. 준실시간으로 이를 원격으로 조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지 궤도위성이 아닌 저궤도 위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의 상당 부분을 서비서 

위성이 지상국 관제 범위 밖에서 자율/자동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고난이도 

작업과 프로세스를 스마트하게 수행하고, 지상국의 의존

Table 2. Technologies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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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줄이고 작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

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AI기반의 OOS 기술 개발은 향후 

OOS 기술 성숙에 있어서 핵심이 될 전망이다.

(초)소형위성 기반 OOS 기술 검증 : OOS 기술의  

핵심기술들은 랑데부/도킹 및 우주 로보틱스, 자율/자동 

운영과 같이 고난이도 기술들이므로 우주 검증을 위한 

기술검증용 위성 개발 시 막대한 개발비용과 실패 위험

이 상존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상환경에서 미세중

력을 모사하여 시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Remove 

Debris, ELSA-d, SwissCube처럼 초소형위성 또는 소형

위성으로 우주검증을 먼저 수행한 후 중·대형 실증위성 

개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소형위성체를 이용

한 궤도상서비싱이 MEP 임무처럼 모선에 탑재하여 클라

이언트에 서비싱을 제공하는 사례처럼 향후 소형화된 궤

도상서비싱 위성체 개발 또는 아이디어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모듈러(Modular) 타입 위성체 개발 : 궤도상서비

싱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고, 위성체의 임무를 필요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MMS(Multmission Modular Space- 

craft)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러한 타입의 위성체 개발은 ORU(Orbital Replacement 

Units)의 적용을 통해 위성 구조 복잡도를 낮추고, 개발 

및 운용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도 가진다.

ISM, OSAM으로의 확장 : 궤도상서비싱에 소요되

는 기술들을 기반으로 위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싱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거대 구조물을 조립하나 새로운 부품 

또는 장착물을 제작하기 위한 ISM(In Space Manufac- 

turing) 또는 OSAM(On-Orbit Servicing, Assembly, 

and Manufacturing)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기존의 

OOS 서비스 영역에도 조립과 제작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성의 수명 연장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OOS에 반해 

ISM과 OSAM은 우주에서 직접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을 

제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술로써 앞으로 특화될 것으

로 사료된다.

Ⅵ. 정  리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궤

도상서비싱 기술의 국내외 연구개발 사례, 관련 소요기

술 분석, 관련 상업 시장 분석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술하

였다. 2020년 위성 수명연장을 위한 최초의 상업 서비스

가 성공한 이후 국내에서도 관심 제고와 관련 연구사업

들이 산·학·연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추세에 따라 국내에

서도 본 논문에서 기술한 내용들이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궤도상서비싱 기술은 해

외에서 수입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기술이자 국방분야와 

연관된 기술이며, 국가우주자산 보호와 수명연장에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과거 올드스

페이스 시대의 ‘정부 주도→우주개발전문기관 수행→산

업체 기술이전’ 순서의 우주개발과는 달리,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산·학·연·군 관련 연구자들이 장기적이고 

구체화 된 로드맵에 의해 융합연구 형태로 연구개발 사

업 준비단계부터 한데 모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후  기

본 논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AI기반 랑데부/도킹 

기술검증용 위성 개발’ 및 ‘궤도상서비싱 기반 기술 연

구’ 사업 연구 성과의 일부이며, 지원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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