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이 자료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포일시

2021. 9. 10.(

담 당 부 장 고위공무원 정규헌

금)

대변인실
☎ 02-2079-6020~2
www.dapa.go.kr

총

3

쪽

담 당 부 서 지휘통제통신사업부 위성사업팀

(02-2079-5200)

담 당 팀 장 수석전문관 이지형(02-2079-5850)

“ 365일, 24시간 한반도를 지키는 눈”
- 군 정찰위성과 초소형 위성체계 확보를 통한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확보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올해 8월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 조직의 신설에
이어 군 정찰위성과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 등 우주 국방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5호 등 광학(EO/IR)1) 위성과 영상
레이더(SAR)2) 위성을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ㆍ

횟수가 적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핵 미사일 등 위협을 실시간
탐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미국의 정찰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다수의 위성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년대 중반에는 우리 군 독자적으로 북한의 주요 위협을

’20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1) EO/IR(Electro-Optical/Infrared) : ‘전자광학/적외선’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레이더와 달리 근적외선 및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영상 획득
2) SAR(Synthetic Aperture Radar) : ‘합성개구레이더’의 약자로 전자파를 지표면에 발사하여 반사되는 파동의 시간차를 통해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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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군 정찰위성은 고성능 영상레이더와 광학위성이 탑재되어 한 차원
높은 해상도로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으며, 위성 방문주기도 단축되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 광학(EO/IR) 위성 형상 >

< 군 정찰위성 영상레이더(SAR) 형상>

❍ 또한,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은 ’22년부터 착수될 예정이며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시한성 긴급표적에 대한 위협요소를 신속하게 감시하여 조기 경보
능력을 구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은 다수의 군집 위성이 저궤도에서 각자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탐지 지역의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체계로서, 현재
개발 중인 군 정찰위성과 상호 보완적인 운용을 통해

365일, 24시간

한반도를

지켜보는 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 감시정찰 자산이 될 것이다.

<초소형위성체계 형상 및 운용도>

<이동식 미사일 등 탐지 및 운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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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은 올해 8월부터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년간 국방 위성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10

약 1.6조 원의 투자가 계획되어 국방 우주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게
될 전망이다.
❍ 아울러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의 시험평가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방
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및 관련 계약특수조건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ㆍ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통해 군 독자적인 감시정찰 자산 확보를

향후 법

위한 우주개발 사업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규헌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은 “이번 군 정찰위성 사업 및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 등 우주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신속하게 징후를 감시하고 조기 경보 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국방 우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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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