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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의 시기에 걸쳐 카이스트 인
공위성연구센터(SaTReC)가 위성기술을 습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추적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환경, 특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및 그 변화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았다. 대학의 소규모 
연구센터에 불과했던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가 한국 최초로 위성 설
계 및 제작 기술의 개발을 시도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인공위성연구센터의 기술습
득 전략과 실천이라는 미시적 차원,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그 변화라는 거시적 차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
다.
   먼저, 이 논문은 기술적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인공위성연구센터
가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위성을 설계, 제작, 운용하는 기술을 습득했고, 
기술의 응용과 발전을 거쳤는지 그 과정을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해 살펴
보았다. 첫째는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이 기술 학습을 했던 영국 서
리대학 위성 UoSAT의 특징이고, 둘째는 카이스트 독자모델의 위성제작
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기술학습과 기술개발 전략, 셋째는 기술이전의 
상호작용이다.    
   더불어 이 논문은 우리별 1호에서 3호 제작에 이르는 10년간의 인공
위성연구센터 위성사업이 어떤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살
펴보았다. 우리별 2호가 발사된 1993년 한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
고, 이후 위성제작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다목적실용위성 아리
랑 사업의 총괄주관기관으로 항공우주연구소가 선정되었다. 이는 인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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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구센터에 위기를 초래했고, 우리별 3호의 개발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9년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존립의 위기를 겪으며 위상변화
를 겪었고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연구원들이 인공위성연구센터를 떠나
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축적한 위
성 기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어 :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서리대학교, 우리별, 소형위성,     
          기술학습 전략, 
학  번  : 2011-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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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2년 8월 11일 프랑스령 기아나(Guyane) 쿠루(Kourou) 우주센터에서 현
지 시각으로 오후 8시 8분 7초, 아리안 42P(Ariane 42P) 로켓에 실려 한국 최
초의 실험위성 우리별 1호가 발사되었다. 우리별 1호의 궤도 진입이 공식적으
로 확인되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을 알리는 쾌거”
라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으며, 각 방송사와 신문사들도 우리별 1호 발사 성공 
소식을 특집방송으로 내보내고, 우리별 1호와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첫 교신 소
식과 우리별 1호가 촬영한 지구 사진을 앞 다투어 공개하는 등 실시간으로 우
리별 1호가 내려 보내는 소식을 기사화했다.1) 
   하지만 이런 성공신화 류의 기사는 월간지 『길』의 같은 해 10월호 사회면
에 실린 “우리별 1호는 공보처가 쏘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 그리고 서울대
학교 『대학신문』에 기고한 항공우주공학과 김승조 교수의 “<우리별>발사에 
드러난 과학기술의 과대홍보를 보고”라는 기사 이후 잦아드는 경향을 보였다. 
월간지 『길』에서는 우리별 1호의 발사가 6공 치적 중의 하나로 국민들의 관
심을 끌기 위해 공보처와 언론이 만들어 낸 합작품일 뿐 “우리 기술”이 아니라
는 논지를 과학기술 전문가의 말을 빌려 뒷받침했다.2) 『대학신문』에 실린 김
승조 교수의 기고는 과학기술의 허위 과대 홍보의 한 예로 우리별 1호를 들며 

1) MBC에서는 발사 당일인 11일 오전 <한국의 위성시대 개막>이라는 특집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별 1호의 발사광경을 생중계했고, KBS에서는 발사 전인 8월3일 집중기획으로 <우주

개발기술 어디까지>라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다.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경향신문에서

도 8월 한 달 동안 우리별 1호의 성공적인 발사 소식과 한국의 위성기술 발전을 소개하는

기사를 총 78건 내보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 아리안 42P 로켓은 아리안스페이

스(Arianespace) 사가 제작한 로켓으로 '42P' 에서 4는 아리안 스페이스 사의 제4세대 로

켓이란 뜻이며, 2는 보조 추진체 수량, P는 보조 추진체가 고체연료라는 뜻이다. 아리안스페

이스는 1980년 설립된 위성발사 대행 회사로 아리안 1호부터 5호까지 개발했다. 이중 우리

별 1,2호를 발사한 아리안 4호는 1988년에서 2003년까지 116번 발사해 113번 성공하는 기

록을 세우며 세계 상업위성 발사 시장의 50%를 장악했다.

http://www.ar ianespace.com/launch-services-ariane-heri tage/Ariane-4.asp;

http://www.astronautix.com/lvs/arine42p.htm#chronology

2) 이현숙, “우리별 1호는 공보처가 쏘았다”, 『길』 (1992.10), 128-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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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들이 대서특필했던 “위성 설계기술 축적의 개가”라는 평
가가 허구임을 보여줬다. 이현숙은 우리별 1호 발사를 언론 플레이를 통해 확
대 재생산해 정권홍보에 이용하는 정부를 비판했고, 김승조는 과학기술에 대한 
과대홍보가 연구풍토를 저급화하고 연구비의 흐름을 왜곡할 수 있음을 지적했
다.3) 이들의 주장에는 공통적으로 우리별 1호가 “우리 기술”이 아니라는 전제
가 깔려있었다. 이 두 기사가 나간 후 “우리별”은 “남의별”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별”의 제작을 담당한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다. 영국에서 100% 외국 부품으로 만들
어 발사된 우리별 1호를 놓고 “우리가 만든” “우리 기술”을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별 1호를 둘러싼 논란은 1980년대 이후 한국 정부의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기 시작한 ‘기술 자립’의 지향이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된 정황을 잘 보여준다. 이미 박정희 정부의 수입 억제, 수출 장려 정책을 
통해 수출은 “선”, 수입은 “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어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와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급격한 경제성장 등
으로 인해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독
자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던 것이다.4) 
   이로 인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졌
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시행된 국책연구사업인 ‘특정
연구개발사업’으로 1982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추진과 함께 출범되
었다.5) 이는 한정된 연구개발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산
학연 협동의 국가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목적지향적인 연구개발 추진
을 목표로 한 사업이었다.6) 즉 모든 기술을 단계별로 개발하기보다 핵심거점기

3) 김승조, “<우리별>발사에서 드러난 과학기술의 과대홍보를 보고 - 사회적 평가 포함한 연

구결과 평가 시스템 정착 필요”, 『대학신문』 (1992.10.26), 4면.

4) 한국연구개발단지 공동대변인실, 『1980년대 과학기술정책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1986), 2-3쪽.

5) 과학기술처,『특정연구개발 사업 시행 5년 』 (교육부, 1987), 3쪽.

6) 김지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개황 : 특정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전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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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선정해 이를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전후방 파급 효과를 높이자는 전략
이었다.7) 이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특정기술 분야를 선택 육성하는 정
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과학기술계의 연구 수행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의 정부출연연구소들의 연구방식이 주로 산업계로부터 연구 과제를 의뢰받
아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아 수행하는 “계약연구방식”이었다면, 특정
연구개발 사업은 실현 가능한 핵심 거점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
가 연구 과제를 먼저 선정한 후 연구수행기관을 공모하는 “정부주도 연구방식”
이었던 것이다.8) 비슷한 시기 기업연구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도 강
력하게 추진되었다. 정부가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 연구원
의 병역특례와 해외연수 확대, 신기술제품의 계획구매, 신기술 투자에 대한 지
원을 늘리면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총 연구개발
비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36.1%에서 1990년에는 80.6%까지 올
라갔다.9) 이 시기에는 대학연구 지원에 대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지원도 이루어
졌지만 “본격적”이라 할 만한 지원은 1990년대부터 시행된 한국과학재단의 우
수연구센터 지원 사업이었다.10) 
   이렇듯 ‘기술 자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우리별 1호 발사 이후 있었

널』 133권 (1988.1.), 5쪽.

7)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에는 특정연구개발 사업의 목적이 실현 가능한 “핵심 산업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석식, “특정연구개발 사업!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나?”, 『기계와 재료』 4권 (1990), 6-7쪽.

8) 계약연구체제에 대해서는 문만용,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변천과 연구활동”, 『한국

과학사학회지』 제28권 제1호 (2006), 85-92쪽을 참고.

9) 과학기술40년사 편찬위원회 편, 『과학기술 40년사』(과학기술부, 2008), 112쪽.

10)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과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87-1991)에 “기초연구 및 공공기술 개발”, “과학기술인력개발의 지원과 기초연구의

강화”를 포함시켰고, “기초과학연구진흥법(1989)”을 제정해 대학의 기초과학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983년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기초과학부문

세부사업에 목적기초사업을 추가하면서 대학 연구비 지원이 늘어났다. 송성수, 『과학

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한국과학재단, 『기초

연구지원 통계연보』 (2002), 12쪽. 하지만 올바른 <과학기술 정립을 위한 연대회의>

자료에 의하면 기초과학을 위한 제도는 수사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올바른 과학

기술 정립을 위한 연대회의, “ ‘6공화국의 과학기술정책’ 비판”, 심포지움 자료집,

1992월 11월 26일 6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소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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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우리별” “남의별” 논쟁은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들에게 “우리 기술”을 가
시적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압력으로 다가왔고, 우리별 2호, 3호 제작 시 연
구원들은 “우리 기술”, “국산 부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많은 노력
을 기울였다.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지 1년 만인 1993년 9월 26일 발사된 우리
별 2호의 경우, 부품의 국산화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영국 서리대학
(University of Surrey) 연구원들의 기술지원 없이 제작된 우리별 2호에서는 
차기 위성인 우리별 3호를 겨냥한 다양한 기술적 실험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6년 후 “카이스트 독자모델”의 플랫폼에 기반하여 제작 발사된 우리별 
3호로 결실을 보았다. 
   1992년 우리별 1호를 둘러싼 상반된 평가, 그리고 이후 ‘기술 자립’을 강조
하며 이루어진 우리별 2, 3호의 개발 과정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정부출
연연구기관, 기업체연구소, 그리고 부분적으로 대학에서 연구개발이 본격화되는 
1980, 90년대 한국 과학기술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논문은 1989
년부터 1999년까지 10년의 시기에 걸쳐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위성기
술 습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환경, 특히 정부의 변화하는 과학기술정책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볼 것
이다. 대학의 소규모 연구센터에 불과했던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가 한국 
최초로 위성 설계 및 제작 기술의 개발을 시도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인공위성연구센터의 기술습
득 전략과 실천이라는 미시적 차원,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과학기
술정책과 그 변화라는 거시적 차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것이다.
   우선 이 논문은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위성제작 기술을 습득하고 개선해 가는 
구체적 과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인공위성연구센터는 한국에서 위
성제작을 처음 시작한 곳이고 이곳에서 10년 동안 이룬 기술적 성과와 인력이 
한국의 위성 개발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위성제작 기술을 
어떻게 습득했고 개선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공위성
연구센터 혹은 한국의 위성개발 사업 전반을 다룬 연구로는 인공위성연구센터
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를 통해 한국 우주개발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본 정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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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와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나로호 
1,2차 발사 사례를 통해 분석한 김훈기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11) 하지만 위의 
두 논문은 위성사업의 제도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결과 위성 개발과 관
련된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정승미의 경우는 인
공위성연구센터의 “뛰어난 기술적 성과”가 항우연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기술적 성과”가 무엇이며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를 이루어냈
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이 논문은 기술적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인공위성연구센터가 독자적으
로 위성을 설계, 제작, 운용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
해 인공위성연구센터 측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을 세웠고, 어떤 방법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루어나갔는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첫째,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이 기술 학습을 했던 영국 서리대학 위성 
UoSAT의 특징이다. 김훈기의 연구에서 우주개발은 거대과학이라 전제했고 정
승미도 우리별 1호 사업을 대형 사업으로 인식했듯이 우주개발은 예산과 인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대사업이라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위성의 
경우 수 톤에 이르는 거대 상업위성이 있는가하면 몇 주 내에 만들 수 있는 무
게 1kg 미만의 소규모 과학실험위성도 있기 때문에 위성기술을 논할 때 그 위
성이 어떤 부류의 위성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UoSAT은 아마추어무선통신용 
위성인 오스카에서 파생된 50kg의 초소형 위성으로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도 제
작이 가능했기에 소규모로 위성제작을 처음 시작하는 인공위성연구센터에 더 
없이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 
  둘째,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카이스트 독자모델의 위성제작을 염두에 두고 추진
했던 기술학습과 기술개발 전략이다.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서리대학 유학생 팀과 
인공위성연구센터 팀으로 이원화해서 우리별 1호와 2호 개발을 동시에 추진했
11) 정승미, “Looking into SaTReC to Track Korean Space Development : From the

Only One to One of Them”, (KAIST 석사학위논문, 2012) ; 김훈기, “과학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사회 여론의 형성 : 나로호 1,2차 발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34권 제1호 (2012), 141-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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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과정에서 영국에서 학습한 기술이 인공위성연구센터 팀에게 곧바로 전달
되도록 함으로써 기술학습이 영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나아
가 이 공유된 기술정보를 토대로 카이스트에서는 전수된 기술의 응용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별 2호를 통해 
실험했고 여기서 검증된 기술 중 상당수가 우리별 3호에 사용될 수 있었다. 
  셋째, 기술이전이 서리대학에서 인공위성연구센터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 두 기관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인공
위성연구센터와 서리대학 사이에 체결된 <공동연구협약서>는 두 번의 수정을 
거쳤는데 이 교섭 과정을 통해 기술전수의 내용과 방법, 범위, 비용 등이 정해
졌고, 이 과정에서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의지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반대로 
인공위성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초기 단계였던 서리대
학의 위성제작 프로그램도 더욱 구체화되고 정교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공위성연구센터의 기술 습득 과정은 1980년대 들어 본격화된 정
부의 과학기술 연구 지원 정책을 배경으로 그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별 1호에서 3호 제작에 이르는 10년간의 인
공위성연구센터 위성사업이 어떤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도 주목할 것이다. 우수연구센터 지원 등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기본적으로 인
공위성연구센터의 위성 사업에 우호적 환경을 제공했지만, 그럼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센터의 위성 사업은 물론 그 존립 자체의 위기를 야기한 원인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에 따르면, 1999년 불거진 인공위성
연구센터의 존폐위기는 표면적으로 항우연이 센터를 흡수하려는 구도로 진행되
었기 때문에 항우연과 센터 사이의 갈등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정
승미도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상변화를 항우연과의 경쟁구도 하에서 분석했
다.12) 그는 인공위성연구센터를 정부출연연구소처럼 정부의 필요에 의해, 정부
의 지원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보았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초창기 인공위성연구

12) 정승미,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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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연구계획, 관리, 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 우주개발의 대표기관이었다. 이러한 센터가 1999년 존폐 위기를 겪게 된 
데 대해 정승미는 센터를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한 항우연이 센
터를 와해시키기 위한 “책략(maneuver)”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둘 중 
더 성공적인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한국 우주개발의 대표기관이 되는 상황에서 
항우연이 인공위성연구센터의 뛰어난 기술성과에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
는 이러한 항우연과 센터의 주도권 경쟁 틈새에서 정부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기회를 얻었고, 그에 따라 한국우주개발 정책이 과기처 장관의 교체와 같은 정
치적 변화에 요동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13) 
   본 논문에서는 1999년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존폐 위기와 이후 그 위상의 변
화를 서로 다른 두 가지 국가연구개발 정책이 충돌하면서 기인한 현상으로 이
해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으로 대학 연
구소인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우리별 사업은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우리별 
사업은 한국과학재단의 대학연구 지원사업인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
었고 동시에 정부의 국책연구사업으로도 지정되었다. 이렇듯 성격이 다른 두 사
업이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인공위성연구센
터의 우리별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인지했고 인공위성연구센터 측은 이를 센터
의 자율적 연구사업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1993년 우
리별 1·2호 사업이 끝나자 이를 국책사업이 종결된 것으로 이해한 정부는 때마
침 시작한 정부주도 위성제작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인공위성연
구센터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입장에서 보면 센터
의 우리별 사업 목표는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이 끝나는 1999년까지 “카이스트 
독자모델”의 위성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아직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었기에 정
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이 끝나는 1999

13) 인용은 같은 논문, 20쪽. 그는 항우연과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상황이 과기처 장관이 바뀜에 따

라 변화했음을 보여주었다. 즉 1993년 센터는 제1차 존립 위기를 넘긴 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긴 상황이었는데, 1994년 12월 과기처 장관이 정근모로 바뀌면서 센터는 과기처로부터 다시

연구비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반해 항우연은 심각한 위기를 겪었지만, 이후 1999년 서정욱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는 센터가 다시 위기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논문, 1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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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센터는 존립 위기를 겪으며 위상변화를 겪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인식 차이를 가진 정부와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나가려 헸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도가 어떻게 성
공하고 실패했는지에 주목해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위기가 있었던 1993년 인
공위성연구센터는 우리별 사업이 항우연이 추진하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사업과 다른 “기술실험위성”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내세웠던 중복투자 논리에 대
응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1995년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정부조직개편 때 
IT 강국을 지향하며 확대된 정보통신부를 겨냥해 위성제작과 운용을 위한 “인
력 양성”과 “기초기술개발”을 강조한 결과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었다. 1999년 아리랑 2호 사업을 시작한 정부는 이 사업에 위성제작 능력
을 갖춘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을 항우연에 흡수
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때 정부가 내세운 흡수 통합의 이유는 인공위성연구센
터가 “인력양성에 실패한 집단”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연구원들은 반발하며 인
공위성연구센터를 떠났고 센터는 결국 위상변화를 겪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위성개발사업이 대학 연구소 차
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위성개발 사업의 경우 
장기간에 거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이기에 대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대학 연구소에서 시작되어 이후 정부주도
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절에서는 대학 연구소에서 위성제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을 국내적 요인과 세계적 위성개발 경향,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3절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위성 제작 사
업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
센터 소장 최순달이 당시 체신부의 무궁화위성 사업과 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
터 지원사업이 시작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성개발사업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비슷
한 시기 인공위성연구센터와 영국 서리대학 사이에 이루어진 위성 관련 기술이
전 협약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서리대학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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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기술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었으며, 심지어 서리대학의 위성제작 프
로그램 자체도 인공위성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체계화
되고 정교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절에서는 <공동연구 협약서> 체결과정을 통해 정해진 공동연구 조건 내에
서 실제 기술습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나아가 인공위성연구센터 측이 습득한 
기술을 어떻게 변형, 개선했는지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서리대학에서 
인공위성연구센터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체제를 분석함으로써, 기술 습득의 과
정이 영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보일 것이다. 둘째, 영국에서 우리
별 1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이 우리별 2호의 제작 과정에서 어떻
게 변형 개선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입장에서 우
리별 2호는 영국으로부터 기술습득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물임과 
동시에 차기위성인 우리별 3호의 설계와 제작을 위해 다양한 기술시험을 수행
했다는 의미를 지녔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우리별 2호 이후 6년 뒤에 발사되는 우리별 3호의 개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10여년에 걸친 인공위성연구센터의 기술습득 과정이 “독
자 모델” 위성의 설계, 제작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 
과정을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할 것이다. 우선 1993년 이후의 달
라진 사회, 정치적 환경이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성개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별 2호가 발사된 그 해 한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후 위
성제작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그때까지 정부 및 국공립연구소와는 구
분되는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해온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우리별 3호의 개발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이러한 환경에서 이루어
진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우리별 3호 개발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인공위성연구센
터는 우리별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카이스트 독자모델”의 위성을 만들고자 계
획했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 하에 해외의 연구기관으로 학생들을 파견하며 
기술습득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별 3호의 발사 
즈음 하여 일어난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난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
상 변화를 살펴보고, 그 사건이 끼친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해 논의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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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9년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존립 위기를 겪으며 연구원들이 센터를 떠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축적한 위성 기
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주장할 것이다.
   본 논문은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내부 자료를 주로 참고했다. 최순달
이 작성한 “우수연구센터 지원신청서”와 서리대학과 인공위성연구센터 간에 시
차를 두고 체결된 3개의 “공동연구협약서”는 센터의 위성제작 사업 방향성, 기
술학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분석하는 좋은 자료이다. 특히 
“인공위성연구센터 주간 회의록” (1992.9.15.-1997.1.6.), “인공위성연구센터 
팀 주간 업무 보고서” (1991.9.30.-1992.7.21.), “인공위성연구센터 팀 주간 회
의록” (1992.4.1.4–1992.6.9.)은 불연속적으로 남아 있는 센터 공식보고서의 빈 
곳을 채워주었고,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단서를 제공했다. 영국에서 작성된 
“KITSAT-1 팀 주간 회의록” (1991.5.15.-1992.5.1.)의 우리별 1호 사업 조
직표와 유학생들의 “일일 개인 스케줄표” (1990), 유학생들의 임무 할당 메모 
“ACTIONS KITSAT –A PROJECT”는 영국에서 이루어진 기술이전의 구체적 
양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끝으로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수많은 기술보고서들을 통해 영국에서 학습한 기술이 이후 응용되고 개
선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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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의 태동 

   인공위성은 우주환경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궤도에 올려 지상과 통신할 
수 있는 인공물이기에 위성 제작은 전자공학, 통신공학, 컴퓨터, 기계공학, 재료
공학, 항공공학 등 여러 분야의 종합기술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많은 예산과 인
력, 시간 등이 소요되는 거대과학(Big Science)분야였다. 따라서 위성제작은 이
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이른바 “기술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
고, 실제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기술선진국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부터 진행된 위성의 소형화 추세에 따라 위성제작의 기술적, 경제적 문턱이 낮
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들어 많은 우주개발도상국들이 소형위성을 
통해 자국 최초의 위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 카이스트 인공위성연
구센터에 의해 제작 발사된 “한국 최초의 위성”, 우리별 1호도 그 한 사례이다.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우리별 사업은 비록 대학 연구센터가 추진한 사업이었
지만 정부로부터 충분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한국 정부
가 추진하던 기술개발지원 정책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대학에 대한 정
부의 연구비 지원도 198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990년대 들어서는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 지원 사업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특히 인공위성
연구센터의 위성개발 사업은 위성전문 인력의 양성을 표방했다는 면에서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무궁화위성 사업과도 방향이 일치했고, 그에 따라  과학기술처
와 체신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당시 세계적으로 
진행되던 위성의 소형화 경향도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위성제작을 추진할 수 있
는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 소형위성은 제작기간이 짧고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도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인공위성연구센터 같은 대학 연구소 차원에서도 위성 
기술을 학습하고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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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980년대 정부의 대학연구 지원 정책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
다. 그때까지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은 1966년 설립된 KIST를 비롯해 1970
년대 중화학공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소에 집중되었고 따라서 상
대적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다.14) 하지만 1990년대부터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급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1986년 교육부의 학술진흥재단을 통
한 대학연구 지원과 1990년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시작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 보고서는 이 같은 대학연구 지원 사업이 “선진국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극복”하고 “원천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임
을 명시하고 있지만 박희제는 이 같은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 과학자사회의 
노력이 중요했음을 강조했다.15) 그는 KIST와 정출연에 집중된 정부의 연구비 
지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대학 연구자들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등 과학
자사회가 언론 보도를 적극 이용하여 의견의 공명을 이루면서 “대학연구 지원 
여론”을 형성했음을 보여주었다.16) 홍성주 역시 대학 연구역량 향상에 대학의 
자구노력이 중요했음을 보여주었다. 1960년대 말 실험실습 시설도 제대로 갖추
지 못했던 대학 사회는 연구중심 대학원을 표방하며 정부로부터 파격적 지원이 

14) 1970년대 초반까지 국공립을 모두 포함한 대학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국공립 및 정

출연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1/10에도 미치기 못했다. 주요 연구주체가 사용한 연구

개발비 추이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자료를 각 연도 별로 참고했다. 한국과

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서”, http://www.kistep.re.kr; 박희

제, “대학의 구조변동을 통해 본 한국 대학 연구의 특성: 1980년대 이후 연구개발비

흐름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학회 전기 학술대회』(2006), 70쪽.

15) 과학기술40년사 편찬위원회 편, 『과학기술 40년사』 (과학기술부, 2008), 266쪽.; 박

희제, 앞의 논문, 78-79쪽.

16) 그는 기초과학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들이 1970년대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나

타났음을 중앙일보의 기사와 칼럼을 실례로 보여줬다. “기초과학 냉대”(1977.12.28),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비 너무 빈약하다”(1978.10.5), “기술드라이브 정책 그늘에서 푸

대접 받는 기초과학”(1982.3.15), “기초과학 투자 너무 인색하다”(1984.3.13), “기초과학

에 과감한 투자 아쉽다”(1989.2.23), “기초과학 다져야 한다”(1989.4.10). 한국과학기술

총연합회도 1985년 “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방안”, 1986년 “2000년 향한 기초연구중

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초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

원 확대를 요구했다. 박희제, 앞의 논문, 7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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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한국과학원 설립에 반대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971년 한국과학원 설립
을 계기로 정부에 연구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결국은 제도변화를 이
끌어 냈다는 것이다.17)

   이 같은 과학자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교육
부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교육부는 일반
성, 보편성을 중시하여 대학연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우수대학원 중점육성사업, 
BK21 사업 등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환경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고 과학기술부
는 대학연구의 목적지향성을 중시하여 목적기초연구비 지원, 우수연구센터 지원 
등 탁월성 위주의 선도 집단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연구지원 사업을 진행
했다.18) 
   이 중 가장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되는 것이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대학의 기초연구 심화, 대학과 산업체 간 협동적 연
구풍토를 조성하고자 시작되었다. 즉, 대학의 연구와 산업현장의 경험을 조화시
키는 활동, 학제 간, 기술 간 상호 협동과 연구의 집단화를 통해 국제수준의 원
천기술 창출을 위한 지식기반을 형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우수연구센터 지원 사
업은 과학연구센터(Science Research Center, SRC)와 공학연구센터
(Engineering Research Center, ERC)로 구분해 지원했는데, 선정된 센터에 1
년에 많게는 10억 원까지 9년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독립채산식 회
계에 의해 연구비 운영이 센터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 사업의 
특징 중 하나였다. 1990년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를 포함해 13개 센터, 26
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00년에 52개 센터, 443억 원의 예산으
로 그 규모가 증가했다.19) 
   이처럼 우수연구센터 사업은 이전의 대학 연구지원에 비하면 유례없는 규모
17) 홍성주, “대학 과학연구 지원 정책과 제도의 형성 (1960-70년대)” 한국근현대과학사

워크숍, 8-9쪽.

18) 김성수, “대학연구 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STEPI 연구보고서 정책연구 (2000)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2http://www.kistep.re.kr

/policy/data/db_list.jsp

19) 한국과학재단 3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과학재단 30년사』 (한국과학재단, 2007), 21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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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연구과제 수행 주체의 면에서도 대학교수 “개인”이 아니라 “연구조직”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우수연구센터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기존의 일반연구 지
원 사업이 포괄하기 어려웠던 학제 간 연구와 산학 협동 연구를 강조했다. 과제 
선정에 있어서도 ERC의 경우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향식
(top-down) 방식이 제안되었다.20) 하지만 실제로 대학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
획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는데 황혜란과 윤정로는 이를 과학기술 지원제
도가 해당 국가의 과학기술수준, 연구자 집단의 상황과 무관하게 시행될 수 없
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았다. 이들은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
에 대해 당시 대학의 연구수준이 학제 간 연구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고 기존 학문분과 간 통합 및 재조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
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하향식 선정 방식이 이루어질 수 없었
던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학학술원(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같
이 대학 연구자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 없었기 때문에 상향식의 자
유과제 공모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21)

   우수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의 연구능력 저변확대보다는 탁월성 위주의 선도
집단 육성을 지향했기 때문에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지원
했다. 그 결과 소수의 대학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1997년 현재, 서울
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3개 대학이 우수연구센터 수 기준으로 44개 연구센터 
중 26개(59%) 연구센터에 지정되었다.22) 특히 수월성 원칙은 “연구중심 이공
계 특수대학원”을 표방하며 시작한 카이스트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20) 기획단계에서 ERC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차별성을 강조했

다. 첫째, 긴밀한 산∙학∙연 연계, 둘째, 다분야 간 협동연구, 셋째, 대학 연구활동의

조직화와 경영의 새로운 방식이었다. 정근모, 『대학연구지원사업과 대외 과학기술협

력사업의 추진방안: 한구과학재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재단, 1988)

21) 우수연구센터 사업 초기에는 장려되었던 학제 간 연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이 사업 첫 번째 사이클이 종료되고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 2000년 대학의 연구

능력과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황혜란∙윤정로, “한국의 기

초연구능력 구축과정: 우수연구센터(ERC/SRC) 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

지』 제6권 제1호 (2003), 7-10쪽. 예외적으로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사업 초창기부터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여러 학과의 전문 분야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위

성제작의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22) 같은 논문,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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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 해인 1990년 ERC 사업에 선정된 7개 연구센터 중 인공위성연구센터
를 포함해 카이스트에서 3개 연구센터가 선정되었다.23) 
   
2.2. 정부의 무궁화 위성 운용계획 
   
   1980년대 한국 정부는 과학기술연구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위성개발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981년 11월 11일, 제5차 경제사
회발전 5개년 계획 중 통신 부문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TV 난시청 지역해소와 
서울 올림픽대회를 대비하기 위해 위성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통신방송위성사업 타당성 연구조사위원회를 발족해 검토해 본 결
과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24) 하지만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노태우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통신, 방송위성 확보에 관한 기본 구상안을 
내놓으면서 위성확보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고,25)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
에서는 1989년 통신방송위성사업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했다.26) 이
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이 내놓은 “국내 통신 방송위성 사업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

23) 1990년에 지정된 공학연구센터(ERC)는 다음과 같다. 신소재박막 가공 및 결정성장

연구센터(서울대), 센서기술연구센터(경북대), 인공위성연구센터(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센터(카이스트), 첨단유체공학연구센터(포항공대), 생물공정연구센터(카이스트),

동물자원연구센터(건국대)이다. 한국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 사업실적 통계집, 199

5』 (1996), 31쪽.

24) 이 위원회는 체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전문가 10명이 위원으

로 참가했다. 한국통신 위성사업본부 편, 『무궁화위성 백서』 (1996), 98-99쪽.

25) 구상안은 위성확보 계획을 3단계로 나뉘어 제시했다. 제1단계(1988-1992)는 독자소유의

위성보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이 시기에 위성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

진 전담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한다. 제2단계(1993-1997)는 위

성체 제작과 지상망을 건설하는 시기이고, 제3단계(1998년 이후)에 이르러 국내 독자소유의

위성을 확보한다. 한국통신 위성사업단 편, 『무궁화위성 3호 백서』 (1999), 70쪽.

26) 추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우재 체신부 장관이, 위원으로는 각 부처 차관과 공사 사장, 연구

소 소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었으며, 실무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소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국장과 공사 본부장, 대학 교수들이 위촉직으로 구성되었다. 『무궁화위성 백서』

에 실린 <통신 방송 위성사업 추진 위원회> & <실무 위원회 명단> 표 참조. 한국통신 위

성사업본부 편, 『무궁화위성 백서』 (1996), 108-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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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를 토대로 통신 방송위성사업 종합추진계획이 같은 해 12월 확정되었다. 
이 계획에는 위성 서비스 수요분석과 전망, 제공 서비스를 비롯해 예상 투자비
와 수익성, 재원조달 방안, 소요인력과 양성계획, 추진 전담기구와 추진 체제, 
관련 법령 정비계획과 기술개발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 해 2월 업무보고 
때 체신부는 “1996년도에 중형급 통신 방송 복합위성을 확보 운용하며,” “국내 
통신 방송 위성 사업은 한국통신이 전담하고 연구개발은 ETRI가 산업체와 공
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27) 즉 위성사업의 기획
조정은 체신부에서, 집행은 한국통신이, 연구개발은 ETRI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정부의 위성 사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한국 독자 
소유의 위성을 확보해 발사하는 무궁화위성 사업과 외국의 위성 중계기를 임차
해 서비스를 실시하는 임차위성 사업인데, 임차위성 사업은 무궁화위성을 도입 
발사하여 운용될 때까지 기술을 습득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은 
무궁화위성 사업의 준비단계라 볼 수 있다. 
   위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통신은 무엇보다 인력 확보와 양성에 많은 비
중을 두었다. 당시 국내에서 통신 방송 위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없었기에 한국통신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과학자나 전문
가들에게 눈을 돌렸다. 1990년 한국통신은 자사 해외 사무소를 통해 현지 광고
를 내고, 과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성 사업에 동참해달라는 사장 이해욱의 편
지를 발송하는 등 해외 과학자들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였다. 결국 페어차일드 
스페이스(Fairchild Space)와 MRJ(Mitsubishi Regional Jet)사에서 첨단 통신위
성 및 미국 군용통신 위성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발사 감리에 경험이 많은 황
보한 박사가 위성사업 단장에 임명되었고, 미국 TRW사(Thompson Ramo 
Wooldridge Inc.)에 근무하던 송영두 박사가 심의 조정1실장에, 미국 휴즈
(HUGHES)사에 근무하던 이규종 박사가 심의조정 2실장에 임용되는 등 1996
년까지 총 18명의 해외 과학자들이 위성 사업에 동참했고,28) 이들 중 일부는 

27) 같은 책,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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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장으로 파견되기도 했다.29) 다른 한편 기술직 요원은 위성통신분야 또
는 전송 분야 유경험자와 위성통신에 관한 해외교육 이수자 중에서 선발했다. 
임차위성사업의 경우는 52명의 요원들이 1년 동안의 이론과 기술훈련을 거친 
뒤 현장에 투입되었다. 이에 비해 무궁화위성사업의 경우는 훈련기간이 길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4년 동안 48명의 요원들이 기술전수 훈련을, 56명의 
요원들이 지상국 운용기술 훈련을 연차별로 해외에 파견되어 받았다.30) 『무궁
화위성 백서』에 실린 <기술전수 훈련계획>과 <운용기술훈련계획>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궁화위성 사업의 경우는 위성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위성을 도입해서 운용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기 때문
에 기술전수훈련보다는 지상국 운용기술 훈련에 더 많은 요원들이 배치되었으
며, 기술전수 훈련의 경우에도 성능시험이나 평가, 운용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성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그 후 1996년 정부차원의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하에 수행된 우주기술개
발사업에서도 전문 인력 부족현상은 해결되지 않았고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체제의 부재는 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2001년 국정감사에서 장기적 양
성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전문 인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가칭 
“우주기술인력 양성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제안되었고,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
계공학부 교수 장연근은 성공적인 국내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비지원 사례로 21
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과 우수연구센터(SRC/ERC)사업을 들었다.31) 이러
한 위성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깊은 관심은 카이스트 인공위성연
구센터 측에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실제

28) 『무궁화위성 백서』에 실린 <해외 과학자 유치현황> 표 참조. 같은 책, 139쪽.

29) 위성감리실의 최덕희 박사는 영국 Matra Marconi사의 현장 감리소장으로, 발사체팀장 정

기환 국장은 미국 MD(McDonnell Douglas)사 현장사무소장으로, 위성감리국장 김성중 박

사는 미국 General Electronics사 현장 감리기술자로 파견됐다. 같은 책, 138쪽.

30) 『무궁화위성 백서』에 실린 <기술전수 훈련계획>과 <운용기술 훈련계획> 표 참조. 같은

책, 119쪽.

31)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1 국정감사자료집(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소관-』 (대

한민국국회, 2001), 27-28쪽 ; 장영근,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 수정 및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한국과학재단, 2007), 135-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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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위성제작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학생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는 인력양성계획을 강조함으로써 체신부나 과학기술처의 연구비 지원을 얻
어내려 했다.

2.3. 1980년대 말 이래 위성의 소형화 경향

    하지만 위성 제작이 대학 연구소 차원에서 간단하게 이룰 수 있는 작업은 
아니었다. 1960-70년대 초창기 우주개발을 선도했던 우주개발 선진국들의 경
우 위성개발은 주로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이루어졌다.32) 더
욱이, 미∙소의 우주경쟁으로 인해 위성의 크기는 커지고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그 결과 제작 및 운용 비용이 증가했다. 1965년 세계 최초의 상업 통신 위성 
인텔샛 1호(Early Bird) 발사 이후 민간 주도의 상업위성 개발이 이어졌고, 여
기서 기술 개발의 초점은 위성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었다. 통신위성을 정지궤도
까지 올리는 데 발사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한 번 발사할 때 가능한 많은 수
의 중계기를 탑재해야하고, 배터리 파워를 높여 위성의 수명을 연장해야 수익이 
늘어나는 상업위성의 속성 상 위성의 크기가 커지는 쪽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
지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위성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할 정도로 위성
의 소형화 경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부터 1999년까지 약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소형위성의 제작이 두드러졌다.33) 소형위성 제작기술과 운용에 
32) E. G. Carayannis and R. I. Samanta Roy, “The speed and accelera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small satellite manufacturing industry: A

co-opetitive dynamics perspective", IEEE EMS IEMC 1998 Conference, San Juan,

Puerto Rico, Oct 11-13, 1998, p. 222.

33)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소형위성(mini-satellite)이 238대, 마이크로위성

(micro-satellite)이 249대 발사됐다. 이 중에서 통신위성이 6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과

학(14.4%), 기술시험(11%), 군사(2.3%), 교육(1.7%), 지구관측(1.4%) 위성이 뒤를 잇는다.

소형위성의 제작 주체로는 민간(37.1%)과 군(35.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부(17.3%),

대학(5.4%), 아마추어(5.1%) 순이다. Y. Xue et al., "Small satellite remote sensing

and applications-history, current and fu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 29, No.15 (2008), pp. 4340-4341. 위성은 무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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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출판과 국제심포지엄도 활발히 이루어졌다.34) 
   위성 소형화 경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위성제작 기술의 
발달로 위성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소형화되는 경향으로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주기술선진국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경우는 반도체와 고집적 기술을 적
용함으로써 위성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면서도 동시에 그 규모를 소형화할 수 
있었다. 우주기술선진국인 미국의 위성 소형화 추세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
격화된 냉전 종식이 한 몫을 했다. 1990년 11월, 22개 국가들이 유럽재래식무
기감축조약(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CFE)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냉
전 시대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에 우주관련 예산삭감을 초래했고, 
그에 따라 적은 예산으로 위성을 제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부각된 것이 소형
위성이었던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군사적 용도로 소형위성의 제작이 이루어지기는 했다. 수 톤
씩 되는 대형위성은 제작기간과 제작비가 많이 들뿐더러 유사시 바로 발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개발 가능하고, 신기술 적용에 대한 부
담이 적으며,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대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소형위성은 좋
은 대안이 될 수 있었다.35)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소형위성
은 위성 크기의 제약 때문에 고성능의 탑재체를 개발해 싣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고, 고정밀 자세제어 시스템을 탑재하기도 어려워 높은 자세정밀도를 
요구하는 임무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태양전지판의 제한된 면적 때
문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없어 데이터의 전송 속도나 전송 방식에도 제약

다. large satellite : >1000kg, medium satellite : 500-1000kg, mini satellite :

100-500kg, micro satellite : 10-100kg, nano satellite : 1-10kg, pico satellite :

0.1-1kg, http://centaur.sstl.co.uk/SSHP/sshp_classify.html.

34) 국제우주학회(International Academy of Astronautic, IAA)에서는 1997년부터 2007년

동안 소형위성관련 심포지엄을 6번(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열었다. G.

Swinerd, "Special issue on small satellite engineering",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Part G-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G4, (1999), pp. 1-2.

35) E. G. Carayannis and R. I. Samanta Roy, "Davids vs Goliaths in the small satellite

industry : the rol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dynamics in firm competitiveness",

Technovation 20(2000), p.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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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 되는 등 위성의 성능 면에서 정교함까지 갖출 수는 없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전기, 전자, 반도체 기술과 고집적 기술의 발달로 기계
적 요소들, 전자부품들이 마이크로 제조공정을 통해 실리콘 기판 위에서 하나로 
통합되면서 크기가 작으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마이크로전자기계시스템(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MEMS), 즉 미시 전자기술 및 미세 기계기술과 같은 소형화 기술이 위성개발
에 적용되면서 소형위성으로도 중, 대형 위성이 해내던 역할을 소화해 낼 수 있
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들 소형위성들이 무리(constellation)를 이뤄 하나의 시
스템으로 작동하면서 소형위성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36) 
   이와 같이 위성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우주기술선진국의 경
향과는 또 다른 계보의 소형화 경향이 있었다. 아마추어 무선통신 회원들에 의
해 제작된 아마추어무선통신용 위성에서 비롯된 위성이 그것이다. 이 경우는 아
마추어 무선통신 회원들이 자금을 모아 제작한 간단한 통신위성에서 출발한 위
성이었기에 앞서 언급했던 우주기술선진국에 의해 제작된 소형위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능이 단순했고 또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했다. 이처럼 
저렴하고 단순한 위성은 위성제작을 처음 시작하는 우주기술 개발도상국들이 
접근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 1990년대 한국을 비롯해 파키스탄, 포르투갈, 
태국, 말레시아, 칠레,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우주기술 개발도상국들이 
이 같은 소형위성을 통해 자국 최초의 위성을 제작해 발사할 수 있었다.37)

36) 위성군(satellite constellation)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저궤도(Low Earth Orbit, LEO)

통신위성이다. 1990년 미국 모토롤라는 국제 컨소시움을 통해 지상 8백50km 상공에 66개

의 소형위성을 띄어 지구촌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한다는 이리듐(Iridium)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어 미국의 Loral 사와 Qualcomm 사가 주도하는 글로벌스타(Globalstar)는 총

18억 달러를 투자해 1천3백90km 상공에 48개의 위성을 발사해 위성전화, 데이터, 팩스, 위

치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McCaw Cellular

Communication 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소형위성 840기로 지구를 덮어 세계 규모의 고

도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화통화는 물론 의학영상부터 쌍방향 비디오 회의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텔레데식(Teledesic)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M. A. Sturza,

“LEOs-the communications satellites of the 21st century”, IEEE Xplore

Conference, Nov 4-6, 1996, pp.114-118 ; http://www.iridium.com/default.aspx

37) 세계 각국의 최초 위성발사에 대한 내용은 "NationMaster"라는 사이트에 정리되어 있다.

“First satellites of countries including launched indigenously or by help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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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기술전수를 받았던 위성이 영국 서리대학의 UoSAT
이었는데 이 역시 아마추어무선통신사들(HAM)이 취미로 제작하기 시작한 아
마추어무선통신용 위성, 즉 OSCAR(Orbiting Satellite Carrying Amateur 
Radio) 시리즈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OSCAR는 구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가 발
사되고 넉 달 후인 1958년 1월, 미국이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자 캘리포니아
를 중심으로 한 아마추어무선통신사들(West Coast group of HAMs)이 ‘우리도 
아마추어무선통신을 위한 위성을 발사하자’는, 어찌 보면 몽상 같은 생각에서 
시작된 위성이었다. 이들은 “Project OSCAR”라 불리는 조직을 구성해 아마추어 
위성의 제작 및 발사를 천명했고, 인류 최초의 위성이 올라간 지 4년 만인 
1961년, 미국 아마추어무선연맹(American Radio Relay League, ARRL)과 미
국 공군의 도움으로 발사기회를 얻어 OSCAR-1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
다.38) 
   이처럼 발견과 개발, 실험을 즐기는 아마추어무선통신사들의 활동은 전자공
학과 무선통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분야에서 기술의 발달을 견인했다.39)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에 대한 아마추어무선통신사들의 기여는 헤르츠에 의해 
전파의 존재가 확인되고 마르코니의 송수신기 발명에 의해 1901년 대서양 횡단 
무선통신이 성공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초기 아마추어무선통신사 
중 하나였던 에드윈 암스트롱(Edwin Howard Armstrong, 1890-1954)은 콜롬
비아 대학 학생시절인 1912년 무선회로의 전기재생(Regeneration)에 관한 장
치를 만들어냈고 반사를 이용한 장거리 단파통신 실험에 성공했다. 아마추어무
선통신사들이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에 공헌한 것은 그들 중 많은 수가 전자산
업이나 통신업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연구업무에 종사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http://www.nationmaster.com/encyclopedia/Satellite#History_of_artificial_satellites.

38) K. Baker(KB1SF) and D. Jansson(WD4FAB), “Space satellite from the world’s

garage : The story of AMSAT”, A paper presented to the National Aerospace and

Electronics Conference, Dayton, Ohio, 23-27 May 1994.

39) 아마추어무선이란 1943년 제정된 『국제 전기통신조약 부속 무선통신 규칙』에 따르면

“금전상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를 위해 행하는 자기훈련통신

과 기술적 연구의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무선국 관리사업단, 『국내 아마추어무선

통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0),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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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40)  
   아마추어무선통신사들의 통신용 위성으로 제작된 OSCAR 시리즈는 상업성
을 배제하고 아마추어 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금활동을 통해 기금을 모으고 아
마추어무선통신회원들이 직접 제작해 올린 위성이었다. 회원들은 연구소가 아닌 
주차장 창고나 지하실에서 기존 위성의 예비용으로 제작된 부품을 기부 받아 
사용하거나 구할 수 없는 것은 일반 부품을 활용해 위성을 제작했는데, 이는 통
신 장비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했던 아마추어무선통신사들의 전통이 이어진 것
이라 할 수 있겠다.41) 
   1961년 발사된 OSCAR-1은 간단한 모르스 신호로 수신하며, 실려 있는 전
지의 수명이 곧 위성의 수명이었던 간단한 구조의 위성이었다. 통신을 위해 작
은 비콘 트랜스미터만 탑재한 5kg짜리 위성으로 22일간의 작동으로 끝났지만 
그 기간 동안 28개국, 570명의 아마추어무선통신사들이 수신했다. 이어진 
OSCAR-2는 OSCAR-1을 개선해 배터리 수명을 연장했고, OSCAR-3은 음성 
트랜스폰더(Voice Transponder)를 탑재해 음성통신을 지원했다. 그러다 1969
년, 아마추어무선사들의 국제적 조직인 AMSAT(Radio Amateur Satellite 
Corporation)이 비영리단체로 설립되면서 오스카 시리즈의 제작은 국제적인 협
력 사업으로 확대되었다.42) 그와 함께 오스카 시리즈는 기술적인 비약도 이루

40) 미국아마추어무선연맹(America Radio Relay League, ARRL)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

우 아마추어무선통신사들의 평균학력은 대학 2.5학년으로 미 국민 평균 학력보다 4년 높다.

직업별로는 아마추어무선통신사 반 이상이 전자통신 및 전기공학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85% 이상이 아마추어무선통신사 활동이 계기가 되어 이 분야의 직업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선국 관리사업단, 『국내 아마추어무선 통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0), 17-20쪽.

41) J. E. Kasser, “Amateur radio : past, present, future, 100 years of radio”, 5-7

September 1995, Conference Publication 411, IEE, 1995, p.120.

42) 1970년 1월 발사된 Australia-OSCAR 5는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대학의 학생들과

AMSAT 회원들이 공동 제작한 것이고, AMSAT-OSCAR 6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

일에서 서브시스템을 제작했는데 저장 & 전달(store-and-forward) 모르스와 teletype 메

시지를 제공하고 AMSAT-OSCAR 7과는 위성 간 릴레이 통신을 수행하기도 했다. 시험

용 리피터(repeater) 패키지와 원격명령 시스템, 예비의 명령 시스템을 탑재했던

AMSAT-OSCAR 7은 독일,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의 AMSAT 회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제작한 것이었다. AMSAT-OSCAR 8은 일본, 미국, 서독, 캐나다 AMSAT 회원

들에 의해 제작된 위성이었다. 같은 글,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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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00년 11월 16일 발사된 AMSAT-OSCAR 40은 1991년 당시 정지궤
도 통신위성을 구상하고 있던 미국 햄과 독일 햄이 고성능의 통신위성을 만들
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 햄들도 참여하
기 시작해 그 수가 1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위성에는 마이크로파와 단파대가 
추가되었고, 출력이 증가되었다. 안테나는 커지고 GPS를 이용한 정교한 조정 
장치로 지구를 조준할 수 있어 비교적 간단한 수신 장비로도 교신이 가능해졌
다.43) 

2.4. 영국 서리대학 UoSAT 위성의 특징

   영국 서리대학의 소형위성인 UoSAT 역시도 처음에는 AMSAT 회원들의 도
움으로 시작된 오스카 시리즈 중 하나였다. 서리대학에서 UoSAT 제작이 가능
하도록 학생들을 모으고 대학 당국을 설득하며 실질적으로 UoSAT 제작을 주
도했던 당시 서리대학 연구학생 스위팅(Martin N. Sweeting) 역시도 콜사인
(Call Sign) G3YJO인 아마추어무선통신사였다.44) 1974년 스위팅은 위성에서 
보내는 영상과 음성을 수신할 수 있는 지상국(Satellite Groundstation)을 개인
적으로 설치해 운용하며 미국의 기상위성 NOAA, 러시아의 기상위성 
METEOR, 그리고 오스카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MSAT-OSCAR 6이 
문제가 생기자, 스위팅이 수동으로 이를 추적해 문제를 해결하여 위성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스위팅은 위성 추적과 통신 경험을 쌓았으며, 지상국을 운용하는 

43) 아마추어무선통신사들이 무선통신 및 위성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개발한 신기술을 공인받은 전문 학회에 발표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글.

44) 스위팅(1951~ )은 서리대학에서 전자공학 & 통신을 전공했고 1979년부터 UoSAT 위성
시리즈 제작을 주도한 인물이다. 2002년 소형위성산업을 이끈 공로로 영국 여왕으로부터 작

위를 받기도 했다. 2013년 현재 SSTL(Surrey Satellite Technology Limited) CEO이자

서리우주센터(Surrey Space Center) 센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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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위성체 내부의 동작원리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작지만 정교한 위성을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결국 위성을 직접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
웠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지지해 달라며 대학 당국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부
총장과 몇몇 스텝들의 도움으로 학교 실험실과 클린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고 기업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부품과 테스트 장비를 구비할 수 있었다. 미
국의 나사에서는 스위팅이 계획한 것이 교육적 기반의 위성이라는 이유로 위성
의 무료발사 지원을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AMSAT 회원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
다. 1979년 5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서리대학의 위성제작팀은 UoSAT-1의 디
자인을 시작했고 1981년 이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45)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리대학의 UoSAT은 아마추어무선통신용 위성인 오스
카에서 발전한 위성으로 우주에서 검증된 고가의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의 소형
위성과는 달리 지상에서 사용하는 COTS(Commercial Off the Shelf)를 응용해 
제작했기에 미국의 소형위성에 비해 신뢰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
예산으로 좋은 성능의 위성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46) 
COTS 사용을 통해 위성에 사용된 상용부품이 우주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부품을 검증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UoSAT은 위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CCD 카메라를 탑재하고 
신호처리나 우주입자 실험을 위한 탑재물들을 개발하면서 그 임무가 복잡해졌
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마이크로프로세스를 탑재한 컴퓨터를 위성에 설치했다. 
통신이 주 임무였던 기존 오스카위성과는 달리 위성의 임무가 다양해지고 복잡
해지면서 임무마다 새로운 하드웨어로 구현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하드웨
어가 복잡해지게 되어, 종래의 복잡한 하드웨어를 대체하고 다양한 임무에 대응
하기 위해 컴퓨터가 탑재된 위성의 개발이 시도된 것이다. 오스카 시리즈 중에
서 위성체에 컴퓨터를 처음 탑재한 위성이 바로 1981년 서리대학에서 제작한 

45) M. N. Sweeting, “25 years of space at surrey - pioneering modern microsatellites”,

Acta Astronautica Vol. 29. No 12. (2001), p. 681.

46) COTS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이미 상품화되어 나와 있는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

기에 경제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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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SAT-1(UoSAT-OSCAR 9)이었고, 카메라를 처음 탑재한 위성도 1984년 
발사된 UoSAT-2였다. 아울러 여기에는 음성합성기 디지토커(Digitalker)와 과
학실험을 위한 탑재물도 함께 실렸다.47)      
   스위팅이 이끄는 위성제작팀에 의해 제작된 두 번째 위성 UoSAT-2가 발사
된 1984년 서리대학에는 위성통신공학 석사과정(MSc in satellite 
communication engineering)이 개설되었다. 이는 위성제작의 이론과 실습을 병
행하면서 실제 서리대학의 위성인 UoSAT을 직접 제작, 테스트하고 발사해 운
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48) 서리대학 위성프로그램에는 주로 우주기술 
개발도상국들이 저비용으로 간단한 위성제작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참가했는데 
한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들은 서리대학 위성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최초 위성을 
제작해 발사할 수 있었다. 서리대학은 이들 나라들과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1985년 대학기업인 SSTL(Surrey Satellite Technology Ltd)을 설립했
다.49) 이어 1990년에는 대학에 위성공학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교육과 훈련,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출 수 있었다. 
   SSTL은 서리대학 바로 옆에 위치해 대학의 연구팀들과 밀접하게 협력했고, 
위성 디자인과 제작, 통합, 발사 서비스, 위성의 지상국 운용 등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과 상업적 계약을 맺었다. 위성제작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훈련시키는 
SSTL의 KHTT(Know-How Transfer and Training) 프로그램은 위성통신공학 
이론 과정을 포함해 실습과 위성 제작, 발사 서비스, 지상국 운용 등이 일괄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비롯해 파키스탄, 포르투갈, 남아공, 칠레, 타

47) “Space Today Online”이라는 사이트는 아마추어무선통신용 위성의 기술적 특징을 정리

했다. http://www.spacetoday.org/Satellites/Hamsats/AmateurSatLaunchTable.html

48) 이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참여한 나라는 파키스탄으로 1981년부터 저궤도 소형위성제작 계

획을 수립했던 파키스탄의 상층대기권연구위원회(SUPARCO, Space & Upper

Atmosphere commission)는 저궤도 소형위성개발의 일환으로 10명의 엔지니어들을 서리

대학에 파견(1984-1988)했다.

49) SSTL은 1985년 영국 남동부 길포드에 있는 서리대학에서 분사(spin off)되어 설립된 회

사로 서리대학과 긴밀히 협력하며 90년대 위성통신공학 교육을 선도했다. 지금은 EADS

Astrium에서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ADS Astrium은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

(EADS, European Aeronautic Defence and Space Company N.V.)의 자회사로 상업용

우주발사체인 아리안 로켓을 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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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랜드, 말레시아 등 우주개발을 시작하는 나라들과 계약을 체결해 영리를 추구
했다.50) SSTL의 프로그램을 거쳐 간 위성개발도상국의 연구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위성개발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SSTL은 이들과 맺은 인
연을 이들 나라의 후속 위성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회로 삼기도 했다.51) 이렇듯 
오스카 시리즈에서 분화되어 나온 위성이었지만 UoSAT시리즈는 오스카의 아
마추어 정신을 뒤로하고 상업성을 추구했다. 
   SSTL 프로그램에 참가한 나라들은 각기 처한 상황이 달랐고 원하는 기술도 
달랐기에  SSTL은 그들이 원하는 기술을 제공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SSTL은 
위성의 기본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
하는 위성을 짧은 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SSTL에서 개발한 첫 번
째 플랫폼은 전체 질량 50-70kg 정도의 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Microsat-70 
플랫폼으로 군사용 및 민간용 지구관측, 통신, 과학실험, 위성기술검증 등 고객
이 원하는 다양한 임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쉽도록 필요한 모듈 박스를 쌓
아올리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이 플랫폼을 기본으로 제작된 위성은 1991년 
발사된 UoSAT-5를 시작으로 우리별 1,2호를 포함해 2002년 발사된 Picosat
까지 총 14개 위성이다. 
   Microsat-70을 기본으로 제작된 위성들은 직육면체 모양으로 4면의 몸체에 
태양전지판이 부착되었으며 –Z면의 각 모서리에는 다운 링크 안테나가 장착되
어 있고, 회전에 의한 중력경사 및 자기 토커를 자세제어로 사용해 균형적인 전
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Z 면에는 붐과 각종 센서류, -Z 면
에는 카메라 헤드, 안테나, ASAP Fixture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크기는 가로 
352mm, 세로 356mm, 높이 670mm로 무게는 50kg 이하이다.(그림 1 참조)52) 
위성체 내부는 직사각형의 모듈을 차례로 쌓아 올려 조립하는 적층형(Stacked 

50) M. N. Sweeting, "Space at Surrey: Micro-Mini-Satellites for affordable access to

space", Air & Space Europe, Vol. 2 No. 1 (2000), pp.46-47.

51) B.G. Evans, “Training in Satellite Engineering provided by the University of

Surrey”, p. 3.

52) 김병진∙이현우∙성단근, “우리별 위성의 자세제어 시스템”, 『제어로봇시스템학회지』 제

3권 제2권 (1997), 34-40쪽.

- 27 -

Type) 구조로 설계해 위성체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서브시스템만 바꿔주는 것으로 위성의 임무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처
럼 서브시스템을 모듈화해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면 위성의 임무 변경도 쉬워져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임무의 위성을 저비용으로 짧은 기간 내에 제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모듈화 구조는 기술을 습득하는 입장에서도 기본 플
랫폼과 서브시스템 제작 기술만 잘 익히면 다른 임무를 위한 위성으로 쉽게 응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모듈화된 각 서브시스템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서브시스템을 쉽게 부착하고 제거할 수 있고 소프
트웨어의 설치 및 제거만으로도 간단히 시스템의 구성을 바꿀 수 있다. 
   이렇듯 서리대학 UoSAT의 기술발전은 저비용, 개발기간 단축, 고성능 추구, 
모듈구조로 설계된 서브시스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사용, 서브시스템 모듈의 
부착 및 제거 용이성 증대, 서브시스템 모듈에서 하드웨어의 역할을 줄이고 운
용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증대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졌다. 이후 SSTL에서는 
70-130kg 정도의 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Microsat-100 플랫폼(2002-2009
까지 7개 위성 발사), 400kg 정도의 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Minisat-400 플랫
폼(1999년 UoSAT-12와 2005년 Giove-A), 6-12kg 정도의 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SNAP 플랫폼(2000년 SNAP-1)을 개발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해갔
다.53) 
     

53)“Encyclopedia Astronautica”라는 사이트는 서리대학에서 제작한 플랫폼과 그 특징들을

정리해 놓았다. http://www.astronautix.com/mfrs/surre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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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궤도상에서의 우리별 위성 자세제어 구조 (출처: “우리별 위성의 자세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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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성 기술 습득을 위한 준비 과정, 
   1989-1991

   앞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부터 진행된 세계적인 위성의 소형화 추세는 적
은 비용과 인력으로 짧은 기간에 위성 제작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위성제작을 
처음 시작하는 우주기술개발도상국들에게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낳았다. 
비슷한 시기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대학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 198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무궁화사업으로 위성전문 인력이 절실해
진 상황은 위성제작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
센터가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위성 제작 사업
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
터 소장 최순달이 당시 체신부의 무궁화위성 사업과 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시작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성개발사업을 정
당화하고 나아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최
순달이 예산 확보를 위해 우수연구센터 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한국과학재단이 
추구하는 산학연 협동과 국제 공동연구를 강조하고 과학기술처와 체신부의 연
구비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당시 한국 위성사업에 필요한 위성전문 인력양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음을 보일 것이다. 둘째로 이 절에서는 비슷한 시기 인공
위성연구센터와 영국 서리대학 사이에 이루어진 위성 관련 기술이전 협약의 과
정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둘 사이의 <공동연구협약서>가 두 번의 수정을 거
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서리대학에서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로 기술이
전의 내용과 방법, 범위, 비용 등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인공위성연구센터 측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서리
대학 측이 제공하는 기술의 수동적 수혜자에 머문 것이 아니었으며, 서리대학의 
위성제작 프로그램 자체도 인공위성연구센터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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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욱 체계화되고 정교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1.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소형위성제작 계획

   정부차원에서 상업통신위성인 무궁화위성을 들여와 운용한다는 계획이 진행
되던 1989년, 한국과학기술대학(KI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최순달 교수는 위성
을 직접 제작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54) 당시 통신 방송 위성사업 추진 위원
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최순달은 무궁화위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서는 우선 위성관련 전문가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사업추진 실무진들이 해외에 나가있는 위성관련 
전문가와 과학자들 유치에 전력하고 있을 때 최순달은 위성분야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직접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55) 위성기술을 습득해 직접 제작하고 운용
해 보는 과정을 통해 위성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작고 간
단한 위성이라도 직접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순달은 대구공업중학교(현 대구공업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전기
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 가서는 UC 버클리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한편 휴렛팩커드에 취직하여 원자 주파수 원기를 개발하기 위해 마이
크로웨이브를 연구했다. 이후 스탠포드 대학 전기공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한 뒤
에도 마이크로웨이브를 계속 연구하여 이 주제로 1969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76년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부설 나사 제트추
54) 한국과학기술대학(KIT)은 1989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통합되었으므로 이후 명칭

은 카이스트로 통일한다. 단 영국과의 협약서나 회의록에는 1989년 이후에도 계속 KIT로

명기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영국 자료를 통해 언급되는 경우는 원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KIT로 한다. 카이스트의 명칭 변경과정은 다음과 같다. 카이스트는 1971년 2월 설립된 한

국과학원(KAIS)이 전신이며, 1981년 1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통합해 한국과학기

술원(KAIST)으로 발족하였다. 1989년 6월 연구부문이 다시 독립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 되고, 교육부문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 한국과학기술

원은 그해 7월 한국과학기술대학(KIT, 1985.6.설립)과 통합되었다. 2008년부터 대외 공식

명칭은 카이스트(KAIST)이다.

55) 최순달 인터뷰. 2012.8.27. 최순달교수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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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연구소(NASA-JPL, Jet Propulsion Laboratory)에서 미국이 1973년 발표한 
‘그랜드투어(Grand Tour, 우주선 하나로 태양계 전체를 관측하려는 프로젝트)
의 일부로 이루어진 우주선 통신 시스템 개발 등에 참여했다. ‘어떻게 하면 멀
리서도 적은 전력으로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할 수 있는가?’가 연구 과제였는데, 
최순달은 그곳에서 7년 간 우주선 통신장치 개발책임자로 일한 경험이 훗날 한
국 국적의 위성 제작을 시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술회했다.56) 
   최순달의 위성제작에 대한 관심은 그가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1987.2-1989.2)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8년 1월 20일부터 17일 간 최순
달은 TDX 사업을 함께하며 인연을 맺었던, 전 TDX 연구개발 단장 양승택, 카
이스트 교수 명노훈 등과 함께 영국 포츠머스(Portsmouth)에 있는 마르코니사
를 방문해 향후 위성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양자 간 공동연구의 
가능성과 연구 인력의 교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같은 해 6월 28일에는 
한국과학재단 후원으로 미국 통신전문가인 스투베르드 박사(A. Stubberud)와 
헤젤리그 박사(G. Hazelrigg)를 초청해 국내 인공위성 관련 과학자 8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통신위성기술 강연회’를 열었다. 여기서 위성에 관심 있는 사람
들이 모여 가칭 ‘인공위성 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 11월 29일에도 역시 과학재단 후원으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마르코니사와 영국 사우스햄턴 대학(University of 
Southampton)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의 우주통신 연구 및 개발계획’이라는 
제목의 강연 후에 30여 명의 참석자들과 구체적인 연구 분야에 대한 협의가 있
었다.57) 
   최순달은 1989년 봄, 카이스트(당시 KIT) 교수로 발령받고, 교수 연구과제
로 인공위성을 선택하면서 위성제작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같은 해 7월 

56) 최순달, 『48년 후 이 아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행간풍경,

2005). 25-48, 85-114쪽.

57)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우수연구센터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추진일정” 중 “현재까지

의 추진경과” 항목을 보면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위성사업을 위해 최순달이 어

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엿볼 수 있다. 인공위성연구센터, “우수연구센터 지원신청서” (1989),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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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달과 명노훈은 한국과학재단과 카이스트에서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아 영
국 사우스햄턴 대학에서 열리는 위성체 공학 관련 단기 강좌(7.16-7.21)와 서
리대학(University of Surrey)에서 열리는 탑재체 공학 및 통신위성에 관한 단
기 강좌(7.23.-7.28)에 참석했다. 특히, 최순달은 서리대학 강좌를 주최한 에반
스 교수(B. G. Evans)의 강의에 감명 받았다고 한다.58) 내용은 “위성을 이용한 
통신분야”였는데, 그들이 만드는 50kg짜리 초소형 위성에서 최순달은 적은 예
산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 단기강좌를 통해 인공위성에 대한 이론교육을 제공하면서 실제 위성을 
제작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서리대학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 
학교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유학보내기로 결심했다.59)  
   강의가 끝나자 최순달은 주최자인 에반스를 찾아가 위성개발을 위한 학생파
견과 기술훈련, 그리고 위성제작에 관한 그의 구상을 이야기하며 카이스트와 서
리대학의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에반스는 이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세
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ETRI에 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60)시스템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었기에 이제 막 위성 사업을 시
작하려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모르지 않았다.61) 서리대학에서 제공하는 위성
이 UoSAT이라는 초소형위성이었고 1980-90년대 서리대학의 프로그램을 거쳐 
간 나라들이 주로 위성개발도상국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에반스가 방
학을 이용해 위성통신 관련 단기강좌를 개최했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위성개
발도상국을 유치하려는 것이었다.62) 그렇다면 학생들을 유학 보내고 UoSAT 
58) 최순달 인터뷰. 2012.8.27. 최순달교수 연구실.

59) 최순달, 『48년 후 이 아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196-197쪽.

60) 일반적으로 초소형안테나(직경2미터 이하)를 사용하는 지상의 송수신국(지구국)을 말한다.

61) KIT, 마르코니, 서리대학 3자가 서명한 협약서에는 공동연구의 목적과 배경, 방법, 향후 일

정 등이 간단히 기술되어 있는데, 배경 항목을 보면 에반스 교수가 ETRI 세미나에 참석했

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 Agreement to Establish a Collaboration in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Engineering Research and Training between the

U.K. and Korea”, July 1989.

62) 당시 서리대학 프로그램을 이수한 나라는 파키스탄(84-88)을 시작으로 한국의 카이스트 인

공위성연구센터(89-92), 남아공(89-92), 포르투갈(92-94), 태국(95-97), 말레시아(96-98),

칠레(94-98), 싱가포르(96-97) 등으로 대개가 위성사업 개발도상국이었다. SSTL, "Space

- 33 -

제작기술과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최순달의 공동연구 제안을 에반스가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최순달은 여기에 학생들을 가을에 먼저 유학 보내고 학
비는 이듬해에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한 가지 더 했다. 이제 겨우 연구과제로 위
성제작을 선택해 정보를 수집하며 구상하는 단계였으니 당장 재정지원을 받을 
곳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최순달이 유학비를 “외상”으로 하면서까지 반
드시 그 해 가을 학생들의 유학을 강행하려 한 데는 어떤 의도가 있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카이스트 교수로 발령 받기 전까지 한국과학재단의 이사장
으로 있었던 최순달은 다음 해(1990년) 한국과학재단에서 우수연구센터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고 여기에 지원할 계획도 하고 있었을 것
이다.63) 최순달은 만약 서리대학과 체결한 국제공동연구협약서가 있다면 카이
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우수연구센터로 지정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리라 생
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에반스는 유학비를 “외상”으로 해달라는 최순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최순달은 영국에 있는 인맥을 활용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영국인 
친구 팻 시노트(Sinnott)와 영국의 방위산업체인 GEC 마르코니사의 기술이사 
바도(W. S. Bardo)를 찾아가 위성 개발을 위한 학생 유학과 기술훈련계획, 그
리고 위성의 제작과 발사까지 그의 구상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원을 부탁했
다.64) 최순달의 증언에 따르면, 바도는 이전에 한국의 방위산업체인 금성정밀공
업(주)에 무기 수출을 위해 몇 번 한국에 왔었는데 이 때 최순달과 만나 <한국
과 영국의 기술개발협력>을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
고, 이 생각이 나서 그를 찾아갔다고 한다.65) 결국 1989년 7월 29일 서리대학 
에반스 교수의 연구실에서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최순달 교수, 서리대학
Mission Training and Development", SSTL brochure.

63) 우수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최순달이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1987-1989)

계획된 것이다.

64) 후에 마르코니 사는 무궁화1호 사업 시 한국통신의 부계약자로 중계기 서브시스템과 관제

장비 시스템의 제작을 맡았다. 당시 주계약자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였다. 『무궁화위성 백

서』 (1996), 211쪽.

65) 최순달 인터뷰. 2012.8.27. 최순달교수 연구실 ; 최순달, 『48년 후 이 아이는 우리나라 최

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19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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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반스, 마르코니사의 바도가 위성기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인함으로써 3자의 합의가 이루어졌
다.66)

   한국에 돌아와서 최순달은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 ERC 지원신청서를 
작성했다. 지원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는 한국과학재단이 표방한 우수연구센터 
사업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과학재단에서 우수연
구센터 ERC를 육성할 때 역점을 둔 큰 방향은 “산업과 연계된 기초기술의 연
구를 통해 국제수준의 원천기술을 창출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다분야 간 산,학 
협동 연구를 통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 것”이었다.67) 최순달은 
영국에서 작성한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서>를 첨부하며 서리대학에서 보
유하고 있는 수준의 위성과 지구국을 개발해 운용하고 서리대학과의 국제공동
연구를 통해 1차 사업 종료년도인 1993년까지 70여 명의 인공위성 관련 전문
가를 양성해 1990년대 고급 두뇌 수요에 대비할 것임을 강조했다.68) 또한 최
순달은 산학연 협동연구를 강조하기 위해 6개 대학, 3개 연구소, 6개 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구센터 지원연구그룹을 제시했고 기업의 연구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한 방안도 명시했다. 우리별 사업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양성된 인력을 기업으
로 이전함으로써 확보한 기술을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69) 하지만 지
원신청서에 밝힌 계획과는 달리 이후 인공위성연구센터는 기술이전이나 확산에 
노력하기보다는 센터 및 연구원들의 역량을 차기 카이스트 모델의 위성 개발 
사업에 집중했다.
   우수연구센터 지원신청서는 영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66) 같은 책, 199쪽.

67) 『한국과학재단 30년사』 (2007), 217쪽.

68) “우수연구센터 지원신청서”, 11, 28쪽.

69) 최순달이 제시한 연구센터 지원연구그룹은 다음과 같다. 대학 : 고려대(물리학과 김정흠),

연세대(전자공학과 박한규), 한양대(전자공학과 이만영), 서울대(전자공학과 이종덕, 이충

웅), 전북대(전자공학과 정성종), 아주대(물리학과 오수기), 연구소 : 표준연구소(강홍렬), 에

너지연구소(원동연), 화학연구소(이재학), 기업 : 금성반도체(하용진), 대우통신(박성규), 삼

성전자(강진구), 현대전자(남궁석), 쌍룡 특수사업부(장근호), 한국통신개발(양승택). 이상

“우수연구센터 지원신청서”, 18,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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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달 혼자 작성했다.70) 한국과학재단의 전직 이사장으로서 한국과학재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염두에 두고 지원신청서를 작
성한 덕분인지 인공위성연구센터는 1990년 1월 우수연구센터에 선정됐다는 통
보를 받을 수 있었다. 이어 최순달은 체신부를 방문해 이우재 장관을 만나 구상
하고 있던 인공위성 개발 사업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었다.71) 최순달에 따르면, 당시 한국통신과 함께 무궁화위성 사업을 진행한 체
신부는 위성 전문 인력이 없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유치하려고 
수소문하던 차에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학생들을 유학 보내 위성전문가를 양성
한다는 계획을 반가워했다.72) 이 역시 최순달의 폭넓은 인맥이 돋보이는 대목
으로, 그가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소 소장부터 체신부 장관, 한국과학재단 이사
장 등을 두루 거친 고급 “과학기술관료” 출신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실제로 최순달은 인공위성개발을 위한 연구비 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체신부는 10억 원씩 4년간 40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과학기술처도 체신부처럼 
1년에 10억 원씩의 연구비 지급을 약속하며, 발사될 위성의 크기를 배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발사체 상황 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별 1호
와 같은 초소형 위성의 경우는 전용 발사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위성이 
발사될 때 남은 공간을 활용해 피기백 방식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그 규격을 맞
춰야 했다.73) 결국 과학기술처는 위성체에 들어갈 탑재물에 과학기술처가 원하
는 과학실험 부분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인공위성연구센터에 연구비 지원을 약

70) 최순달은 인공위성 연구의 시의 적절성으로 미루어 우수연구센터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 믿고 지원신청서 작성을 시작했지만 구상 단계에 있던 인공위성개발계획에 참여하려는

교수가 없었다고 한다. 최순달, 『48년 후 이 아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

니다』, 200-201쪽.

71) 같은 책, 201쪽.

72) 최순달 인터뷰. 2012.8.27. 최순달교수 연구실 ; 한국통신 위성사업본부 편, 『무궁화위성

백서』(1996), 136-140쪽.

73) 우리별 1호는 아리안스페이스의 ASAP(Ariane Structure for Auxiliary Payload)에 실

려 발사되었는데, 여러 개의 위성을 안전하게 고정시켜주는 구조물인 ASAP에 들어갈 수

있는 위성의 규격은 400mm X 400mm X 600mm, 무게는 50kg이다. Direction

Commercial Technical Support Department, “Ariane 5 Auxiliary Payload User

Guide” (Arianespa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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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했고, 1990년 8월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우리별 사업”은 체신부와 과학기술처
의 국책과제로 정해졌다.74) 이로써 인공위성연구센터는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
구센터 지원(4년간 16억 원)을 제외하고도 91년부터 93년까지 체신부와 과학
기술처로부터 총 69억 4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75) 이는 우수연구
센터 지원신청서에서 최순달이 1단계(90년-93년) 예산확보계획으로 제시한 
47.5억 원을 뛰어 넘은 액수로 “우리별 사업”의 전반기 예산을 확보한 셈이었
다.76) 

 3.2. 인공위성연구센터와 서리대학의 위성제작 공동연구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우리별 사업(KITSAT Programme)은 1989년 
7월 29일 영국 서리대학과 GEC-마르코니사 그리고 KIT 간에 체결된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서”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최순달은 같은 해 8월 8일 
마르코니사로부터 3년에 걸쳐 25만 달러를 지원해주겠다는 확약서를 받았고 다
음 날인 9일에는 서리대학으로부터 7월에 체결한 협약서 개요를 받았다. 
   협약서 개요의 내용은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 유학 온 KIT 
학생들에게 대학원 과정을 통해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위성인 UoSAT을 제작
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며, 둘째, 서리대학에 파견 나온 KIT 교수들에게 지상국 
운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주고 KIT에 위성 지상국을 설치해주며, 셋째, 한국 
최초의 위성을 디자인, 제작, 테스트, 발사하여 이후 위성을 운용할 수 있도록 

74) 최순달, 『48년 후 이 아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202쪽 ; 인공

위성연구센터, 『우리는 별을 쏘았다』 (김영사, 1993), 216쪽 ; 체신부, 『인공위성연구센

터 지원에 관한 총괄 보고서 : 실험용 소형 인공위성 개발연구(4)』 (1994), 7쪽.

75) 3년에 걸쳐 체신부에서 38억 4천만 원(91년:18억4천만 원, 92년:10억, 93년:10억), 과기처

에서 31억 원(91년:15억, 92년:10억, 93년:6억)을 지원했다.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 연

구기획과, “과학위성 ‘우리별 1호’발사 관련 참고자료”, (1992.8.12).

76) 지원서에서 제시한 예산 총 47.5억 원은 영국 마르코니사 50만 달러, 과학재단지원금 16억

원, 기업 참여금 20억 원, 과기처 4억 원, 체신부 4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수연구센터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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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리대학에서 제시한 대략의 비용은 학비와 실
습비(Bench Fee)를 포함해 9만7천 파운드, 지상국 설립 비용 7만5천 파운드, 
지상국 운용 교육비 2만5천 파운드, 위성의 엔지니어 모델(EM, Engineering 
Model) 제작비 50만 파운드, 비행 모델(FM, Flight Model) 제작비 100만 파
운드, 그리고 실습비 10만 파운드, 서리대학과 KIT 간 공동연구를 위한 세미나 
교차 개최 비용 12만5천 파운드를 포함해 총 192만 파운드였다.77)

   하지만 사업 초창기 몇 가지 변수가 발생하여 애초의 계획에 중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우리별 사업” 계획은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이 서리
대학에서 기술학습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인 1993년경 한국에서 위성을 제작하
는 것이었다. 하지만 1990년 “우리별 사업”이 체신부와 과학기술처의 국책사업
으로 확정되면서 과학기술처가 위성을 조기발사토록 제안함에 따라 발사계획이 
1992년으로 앞당겨지게 되었다.78) 그에 따라 기술학습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
와서 위성을 제작한다는 당초 계획도 변경되어야 했다. 따라서 “우리별 사업”은 
1992년 영국에서 우리별 1호를 제작하고 1993년 다시 한 번 한국에서 우리별 
2호를 제작하는 것으로, 즉 위성을 두 대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또 
다른 변수는 1990년 1월 SSTL(Surrey Satellite Technology Ltd)에서 발사한 
UoSAT-4가 코로나로 인한 전송 장애로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때 
잃어버린 위성을 대체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부터 계획에 없던 UoSAT-5를 
SSTL에서 제작하게 된 것이다. SSTL은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을 
UoSAT-5 제작에 참여시켰고, 그 결과 그들은 우리별 1호에 앞서 실제 위성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변수들 때문에 1991년 1월 서리대학과 인공위성연구센터는 
UoSAT-5 공동연구를 포함해 우리별 2호의 위성제작이 추가된, 더욱 구체화된 
공동연구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는 총 6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인공위성연

77) M. Sweeting, “Summary of Proposed Collaboration between the University of

Surrey and the Korean Institute of Technology”, (1989.8.9.)

78)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인공위성연구센터 지원에 관한 총괄 보고서』 (체신부,

1994),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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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내 용

제 1조 기술자문 및 단기 연수 관련 조항

제 2조 UoSAT-5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전수 관련 조항

제 3조 UoSAT-5 라이센스 조항

제 4조
우리별1호와 2호의 EM & FM 제작과 SSTL 연구원들

의 참여 범위

제 5조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의 서리대학 대학원 과정 이

수와 관련된 조항

제 6조 지상국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조항

표1. 1월 “협약서”와 6월 “리뷰”에서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

구센터에 이에 관한 두 개의 문서가 남아있다. 하나는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된 
시점인 1월에 받은 “협약서”(the Agreement between Surrey Satellite 
Technology Limited and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1.1.3.)이고, 또 하나는 UoSAT-5 공동연구가 완료되고 우리
별 1호 사업의 임무결정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인 6월에 받은 “공동연구 프로그
램 조항 리뷰”(Review of Collaborative Programme Elements – Technology 
Transfer, 1991.6.17. 이하 “리뷰”로 약함)이다. 6월 “리뷰” 역시 1월 “협약서”
와 마찬가지로 총 6개 조항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협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만 6월 “리뷰”는 이미 UoSAT-5 제작이 끝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UoSAT-5 제작 관련 조항의 경우 사후 보고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 두 개의 문서를 통해 기술습득의 내용과 범위, 비용 등을 둘러싼 서리대
학과 인공위성연구센터 사이의 교섭과정 그리고 UoSAT-5를 거쳐 우리별 1호 
제작 과정에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두 문서가 언급한 6개 조항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두 문서 모두 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은 비슷하지만 1991년 
1월부터 6월 사이 SSTL이나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또 공
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교섭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역할이 조금씩 달
라짐에 따라, 문서의 내용이 바뀐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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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조항 중 교육 관련 조항은 1조, 5조, 6조로서 이들 조항에 의거해 카이
스트 교수 6명이 서리대학에 가서 지상국 운용과 관련된 단기 연수를 받았고 3
회에 거쳐 KIT 학생 10명이 서리대학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다. 지상국 
설치와 운용, 업그레이드의 경우는, 서리대학 연구원들이 카이스트에 와서 교육
과 세미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졌다. 
   기술전수와 관련된 조항은 2조, 3조, 4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2조와 
3조는 앞서 언급했듯이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이 예기치 않게 참여했던 
UoSAT-5 제작과 관련된 조항이었다. 이 중 3조에는 UoSAT-5 라이센스 범
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UoSAT-5와 이와 관련한 문서 패키지
(Documentary Package)에 대한 라이센스로 카이스트 측이 40만 파운드를 지
불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버스시스템에만 해당되지 탑재물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KITSAT-A(우리별 1호) 제작 시 탑재물시스
템은 공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 결과물도 공동 재산이 
되어 추후 양측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KITSAT-A
의 4가지 탑재물시스템인 저장 및 전송 통신 실험, 지구관측 실험, 한국어 방송
실험, 우주입자 실험 중 앞의 두 가지는 이미 SSTL이 보유한 기술이었기에 제
작은 공동연구가 아닌 기술전수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권리
는 카이스트 측에 없었다. 물론 카이스트와 SSTL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진 한국
어 방송실험과 우주입자 실험은 SSTL과 카이스트의 공동 재산이 되는 것이었
다.  
   2조는 UoSAT-5 공동연구와 관련된 조항으로 특히 UoSAT-5의 제작이 완
료된 후인 6월에 작성된 “리뷰”에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공동연구의 범위를 다
루었다. 이에 따르면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이전”의 구체적 방식이 관련 기술문
서가 제공되거나 SSTL 연구원들의 공식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이 UoSAT-5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실무경험
(on-the-job-experience)’을 통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위성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프랑스 툴루즈(toulouse)에서 있었던 발사체와의 전기적/기계
적 접합시험(fit-check) 회의, 내부 진행회의 및 설계회의, 마르코니 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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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환경시험, 프랑스 기아나에서 있었던 발사 준비 등 다양한 회의에 참
석할 기회까지 포함되었다. 6월 “리뷰”는 이와 관련하여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
생들이 UoSAT-5 제작 공동연구과정에서 SSTL 팀과 융합을 잘 이뤘고, 나아
가 디자인, CAD, 부품의 통합,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구성과 테스트 등의 작
업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위성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위성의 설계와 제작, 테스트에 관련된 다
양한 분야를 학습했고 일정부분 성과도 냈다는 것이다. 
   유학생들이 좋은 팀워크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인공위성연구센터에
서 파견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을 듯하다. 6월 “리뷰”에는 
빠졌지만 1월 “협약서”는 문서 정리부터 전반적인 위성제작의 감독, 스케줄 관
리, 예산, 환경 테스트, 발사 준비까지 전반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교
육 관련 항목도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는 1991년 1월 인
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 팀의 매니저로 김용훈 연구원을 서리대학에 파견했
다.79) 하지만 8개월 후인 9월, 우리별 1호 제작이 진행 중일 때 김용훈이 개인
적인 사정으로 귀국하며 우리별 사업에서 빠지는 게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
지 대부분의 사료에서 김용훈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고 프로젝트 매니저
의 구체적 역할도 확인하기 힘들다. 다만 “협약서”의 내용을 통해, 그리고 후임
으로 온 박찬왕의 행적을 통해 유추해 보자면 영국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
국 팀의 리더로 활동하며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의 스케줄을 조정, 관리하
고, 나아가 한국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와 가교 역할을 하며 유학생들의 기
술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워크 강화에도 일조했던 것으로 보
인다. 박찬왕의 경우 “마음씨 좋은 털보아저씨”(대부분의 유학생들이 1967년 
혹은 1968년생이었던 데 비해 박찬왕은 1959년생이었다)로 유학생들에게 불렸
는데, 그는 가끔씩 유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 향수를 달래주고 유대를 강화하는 
등 유학생들이 우리별 1호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80) 

79) J. Radbone, “Progress Report on the Collaborative Programme Between KAIST

and the University of Surrey”, (1992.1.31.)

80) 인공위성연구센터, 『우리는 별을 쏘았다』, 7,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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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별 1호의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서면서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은 
UoSAT-5 제작 때보다 그 과정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상대적으로 
SSTL 연구원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선듯한 느낌을 준다. 6월 “리뷰”에 따르면 
KITSAT-A는 KIT 프로그램 매니저(KIT Programme Manager)의 관리 하에 
카이스트 연구팀이 담당하고, SSTL은 그 과정을 지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81) 
즉 KITSAT-A 제작부터는 인공위성연구팀들이 주축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진
행하고 SSTL 연구원들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기술 지원을 제공해주는 형식
으로 바뀐 것이다. 더불어 “리뷰”에는 SSTL이 카이스트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인력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그렇게 하면 카이스트 연구원들 스스가 
프로젝트에 가능한 많이 참여해 학습기회를 최대한 제공받을 수 있고, 기술이전 
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는 SSTL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
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1년 6월 30일 
프로젝트 매니저 워드가 최경일에 보낸 메모를 보면 스케줄과 예산 상 중요하
니 SSTL 멤버들이 도와야 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
다.82) 우리별 1호 위성의 제작에서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의 주도권이 강
화된 데는 협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유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습기회를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이 시기 SSTL에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의 S80/T를 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S80/T는 1992년 8월 11일 메인 위성인 기상위성 토펙
스-포세이돈(TOPEX-Poseidon)의 피기백(piggy-back)으로 KITSAT-A와 함
께 올라가는 위성이었기에 제작 일정이 KITSAT-A와 정확하게 겹쳤다. 이러
한 사정으로 SSTL의 연구원들이 KITSAT-A 제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여력

81) 여기서 “KIT Programme Manager”는 최순달을 지칭하는 것 같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

겠지만, 영국에서 작성된 회의록에 삽입된 간단한 조직표에는 우리별 사업(KITSAT

Programme)은 KITSAT 프로그램 디렉터인 최순달 아래, KITSAT-1A 프로그램 매니저

인 Sweeting이 있고, 그 아래 계약 매니저 Radbone, KITSAT-1A프로젝트 매니저

Ward, KITSAT 프로젝트 매니저 김용훈, 그리고 KITSAT 한국팀이 있다. “KITSAT

Programme Organization”, 1991.4.25.

82) 예를 들어 원격검침과 원격명령 시스템에서 네빌(Neville)이 김성헌을 몇 시간 도와야 하는

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워드가 최경일에게 보낸 메모”, 19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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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83)  
   KITSAT 제작과 관련한 조항은 4조인데, 이 조항은 기술전수와 관련하여 
서리대학과 인공위성연구센터 측이 진행한 교섭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조항에
는 KITSAT-A(우리별 1호)의 엔지니어링 모델(Engineering Model, EM)과 비
행 모델(Flight Model, FM)은 서리대학에서 제작하고 KITSAT-A의 복사판
(replica)인 KITSAT-B(우리별 2호)는 인공위성연구센터 팀에 의해 한국 카이
스트에서 제작되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SSTL에서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리대학과 인공위성연구센터 측의 협상은 이 중에서 우리별 1호의 EM
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EM과 관련해서 1월의 “협약서”에는 KITSAT-A의 EM
을 서리대학에 남겨둔다고 되어있었다. EM을 SSTL에 남겨야 KITSAT-A에 
문제가 생겼을 때 SSTL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디버깅할 수 있다는 것
이었다. 하지만 인공위성연구센터 측에서는 KITSAT-A의 EM을 카이스트로 
가져오기를 원했다. 결국 교섭을 통해 6월 “리뷰”에서 KITSAT-A의 EM을 
SSTL에 남겨둔다는 조항을 뺄 수 있었고 인공위성연구센터는 KITSAT-A의 
EM을 인도받았다.84) EM은 실제 궤도에 올라가는 FM을 만들기 전에 그와 똑
같은 형태의 구조, 인터페이스 및 동작이 가능하도록 미리 만들어 보는 엔지니
어링 모델로, 실제 궤도에 올라가 있는 위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EM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도 EM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 보고 문제가 없을 때 실제 위성에 사용하는 등 위성을 운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위성제작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교재로도 유용

83) S80/T는 KITSAT-A와 마찬가지로 SSTL의 플랫폼 Micrisat-70을 사용하기 때문에

KITSAT-A와 비슷한 위성이라 볼 수 있지만 S80/T는 VHF Transponder를 실험해보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KITSAT-A와는 탑재물이 달랐다. S80/T 위성의 특징과 임무는 서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http://www.sst-us.com/missions/s80/t--launched-1992/t/s80 ;

http://space.skyrocket.de/doc_sdat/s80t.htm

84) KITSAT-A의 EM을 정확하게 언제 인도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1992년 9월의 회의록

을 보면 이미 EM이 인공위성연구센터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 회의에서

우리별 2호 제작 시 부품 조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별 1호 EM의 송신기를 빼서 쓰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최순달은 EM을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인공위성연구센터 주간 회의록” (19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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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KITSAT-A의 EM을 인공위성연구센터가 
가져온 것은 이후 KITSAT-A의 운용에 서리대학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문서는 각 조항마다 소요되는 비용을 제시했다. KITSAT 
제작 비용과 관련해 UoSAT-5의 OBDH(On Board Data Handling, 데이터처리 
시스템) 부품 키트(kit)가 2만5천 파운드, EM 제작과 FM 제작을 포함한 
KITSAT-A 비용이 107만5천 파운드, EM과 FM 부품 키트를 포함한 
KITSAT-B 관련 비용이 50만 파운드로 KITSAT 비용으로만 160만 파운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던 UOSAT-5와 문서패키지 라이센스로 40
만 파운드, 기술자문과 단기연수 관련비용이 16만 파운드, UoSAT-5 공동연구 
관련비용이 14만 파운드, 서리대학 대학원 과정 이수와 관련해 41만 7천 파운
드, 지상국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추가 비용 2만 파운드를 합하면 총 274만 파
운드였다. 하지만 그 해 12월, 최순달은 서리대학의 레드본(Radbone) 교수로부
터 앞의 두 문서가 제시한 “비용추가(Cost Plus)” 방식을 고수할지, “고정가격
(Fixed Price)” 방식을 선택할지 결정하라는 팩스를 받았다. “비용추가” 방식은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직접경비(direct cost)를 지출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에 문제가 생겨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 비용도 고객(인공위성연구센터)이 
져야한다. 반면 “고정가격” 방식은 공급자(서리대학&SSTL)가 고객의 사양
(specification)에 대한 비용과 계약조건을 미리 견적 낸 뒤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부담을 공급자가 지는 것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추가비용 지출이 발생하
지 않는다.85) 결국 인공위성연구센터는 레드본(Radbone) 교수가 “고정가격
(Fixed Price)”으로 제시한 284만 파운드를 최종 비용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1
월 협약서에서 제시한 비용보다 10만 파운드 가량 증가한 액수였다.86) “고정가
85) J. Radbone, “A New Proposal for Resolving the KITSAT-A Costing Mechanism”,

(1991.12.17.)

86) 레드본은 임무가 정해진 KITSAT-A의 탑재물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고, 한국에 보낼 테스트 장비들에 대한 비용과 중간에 프로젝트 매니저 김용훈이

빠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리 업무의 증가가 비용 증가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J.

Radbone, “A New Proposal for Resolving the KITSAT-A Costing Mechanism”,

(199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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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SSTL 연구원들의 기술도움도 추가비용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87) 
   살펴보았듯이 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1989년 7월의 최초 협약서에 비해 6
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1991년 1월 “협약서”와 6월 “리뷰”는 내용 면에서 상당
히 구체화되고 정교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위성제작 프로
그램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던 서리대학의 프로그램에는 내용과 형식을 구체
적으로 갖춘 정교한 협약서 프로토콜이 없었고, 따라서 인공위성연구센터와의 
상호 교섭 과정과 공동연구 과정을 통해 기술이전 프로그램이 구체화되고 체계
화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서리대학에 위성통신공학 석사과정이 개
설되고 위성제작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1984년으로 이 프로그램에 최초로 참
가한 팀은 파키스탄(1984-1988)이었다. 하지만 당시 서리대학 프로그램은 아
직 체계적인 틀을 갖춘 상태는 아니었다. 1985년 SSTL이 설립되었고 1990년 
위성공학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교육과 훈련,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구
조를 갖추었으므로 1980년대 중반 파키스탄이 서리대학과 체계적인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으리라 짐작된다. 파키스탄 최
초 위성은 1990년 7월 16일 중국 창정(長征) 로켓에 실려 발사된 무게 52kg, 
위성 수명 35일의 Badr(New Moon)-1이었다. 이 위성은 26면체(26-Facet 
polyhedron) 구조로 이루어진 통신실험위성으로 파키스탄 상층대기권연구위원
회(SUPARCO, Space & Upper Atmosphere commission)가 설계, 제작한 토착 
위성이었으며, 따라서 서리대학 UoSAT 기술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88) 그 다음 서리대학 프로그램에 참가한 팀이 카이스트 인공위성연

87) 이로 인해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이 얼마나 더 자유롭게, 더 자주 도움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S80/T의 제작 때문에 SSTL 연구원들이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

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터이므로 지불 방식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

리라 추정해 볼 뿐이다.

88) 두 위성은 외형적 구조만 보아도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왼쪽 사진은 26면체 구조의

Badr-1이고 오른쪽 사진은 우리별 1,2호를 포함한 6면체 구조의 UoSAT 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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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센터(1989-1992)와 남아프리카공화국(1989-1992)이었다. 남아공 최초 위
성 SUNSAT의 경우 구조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UoSAT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지만 1999년 2월에야 발사한 것으로 보아 당시 서리대학에서의 기술
이전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서리대학 위성제작 프
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첫 번째 팀을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로 보아
도 무방할 것 같다.89) 
   요약하자면 서리대학과 인공위성연구센터는 두 번의 협약서 수정 과정을 거
치면서 구체적인 기술전수 내용, 방법, 범위 등을 정했다. 특히 협상을 통해 우
리별 1호의 EM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수정한 것은 우리별 1호의 운용
에서 서리대학에 기술적으로 크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인공위성연구센터 측의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유학생들은 의도
치 않게 이루어진 UoSAT-5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름 기술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더 많은 기술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이후 우

Salim Mehmud, "Pakistan's space programme", SPACE POLICY, (1989), pp. 222-223
;

http://satellitescience.blogspot.kr/2009/07/space-beyond-pakistans-new-moon.html

; http://induction8402.blogspot.kr/2011/03/badr-1-pakistans-first-experimental.html

; http://satellitescience.blogspot.kr/2009/07/pakistan-space-program.html.

89) 남아공은 1992년 논문에서 자국 최초 위성 SUNSAT의 진행상황과 세부적인 기술 시스템

을 소개했는데 이를 통해 위성구조나 OBC(80C186), CCD 카메라, 원격검침 시스템 등에서

UoSAT의 기술적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SUNSAT이 1995년 1월 아리안 로

켓에 의해 발사될 예정이라 밝혔지만 실제 발사된 것은 1999년 2월 이었다. G. W. Milne,

"The SUNSAT Microsatellite Programme. concepts, progress and opportunities",

IEEE,(1992), pp.37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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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별 1호 제작 시에 더 많은 책임과 자치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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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성제작 기술습득과 그 개선, 
   1991-1993

   앞 절에서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성제작 준비과정을 예산확보 과
정과 서리대학과의 <공동연구 협약서> 체결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절에
서는 <공동연구 협약서> 체결과정을 통해 정해진 공동연구 조건 내에서 실제 
기술습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나아가 인공위성연구센터 측이 습득한 기술을 
어떻게 변형, 개선했는지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서리대학에서 인공위
성연구센터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체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술 습득
의 과정이 영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보일 것이다. 즉 영국에서 서
리대학 연구원과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이 각 시스템 내 세부분야 별로 팀
을 이루어 작업하면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습득한 기술이 실시간으로 한국의 카
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로 전달됨으로써 한국의 팀도 동시에 위성제작 기술습
득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영국에서 우리별 1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기
술이 우리별 2호의 제작 과정에서 어떻게 변형 개선되는지의 과정을 분석할 것
이다.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입장에서 우리별 2호는 영국으로부터 기술습득이 적
절히 이루어 졌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물임과 동시에 차기위성인 우리별 3호의 
설계와 제작을 염두에 둔 다양한 기술시험을 수행했던 위성의 의미를 지녔다. 
즉 우리별 2호의 제작을 통해 인공위성연구센터 측은 단순한 기술의 습득을 넘
어 소규모위성을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 운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던 것이다.  

4.1. 서리대학의 위성체 제작기술 습득

   우리별 1호와 2호가 SSTL의 Microsat-70 플랫폼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
진 위성이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초반에 인공위성연구센터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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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유학생들 대부분은 서리대학에서 유학했다.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 10명 
중 전기 및 전자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6명, 전산과가 3명, 물리학과가 1명이었
다. 이는 서리대학의 UoSAT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즉 기
계구조보다 전기, 전자에 더 많이 의존하는 위성이라는 특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UoSAT 제작 기
술, 그 중에서도 버스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익혀서 서리대학 연구원들의 기술지
원 없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를 제작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학습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학습한 기술을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 팀에게 바로바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별 사업계획이 애초 위성을 1대 제작하는 것에서 2대로 변
경되면서 우리별 1호와 2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최순달의 전략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서리대학에서 유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술습득이 카이스
트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5명의 학생이 1989년 10월 3일 영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
들 인공위성연구센터 1기 유학생들은 KIT 86학번 동기들로서 이들 중 장현석, 
김성헌, 박성동은 전기 및 전자공학을, 김형신, 최경일은 전산학을 전공한 KIT 
1기 졸업생들이었다. 이들은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1년 과정인 서리대학 위성통
신공학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다. 이 과정은 처음 두 학기는 수업 위주로, 세 번
째 학기는 실험 위주의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학기에는 자신이 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실험 보고서를 논문으로 제출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세 
번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치르는 석사시험은 학위를 받기 위한 최대 고비였
다고 한다.90) 그동안 배웠던 12-16과목을 치르는 시험이었는데 인공위성연구
센터 유학생들은 모두 시험에 통과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91) 1기 유학생
들이 모두 학위를 받고 UoSAT-5 제작에 들어간 즈음인 1990년 10월, 전기 
90) 서리대학의 석사과정은 1년 4학기제였다. 인공위성연구센터, 『우리는 별을 쏘았다』, 35

쪽.

91) 1기 유학생들이 시험 보던 해에는 서리대학의 위성통신공학과 전체 학생 30명 중에서 5명

은 탈락하고 10명은 수료에 머물렀으며, 15명만이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다음 해 가을, 2

기로 유학 온 이현우는 이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최우수학생으로 졸업했다. 같은 책,

34-40쪽; J. Radbone, “Progress Report on the Collaborative Programme Between

KAIST and the University of Surrey”, (19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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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자공학을 전공한 유상근, 박강민, 이현우 그리고 물리학을 전공한 민승현
이 2기 유학생으로 서리대학에 합류했다. 이들은 1기 유학생들이 거친 과정 그
대로 위성통신공학 석사과정을 이수하다가 1991년 초반이 지나면서 UoSAT-5 
제작에도 참여하게 되었다.92) 이때부터 2기 유학생들은 학생 겸 연구원 신분으
로 대학원 과정과 병행하면서 UoSAT-5 제작에 참여했고, 이로써 UoSAT-5 
공동연구에 1,2기 유학생 9명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 
   1991년 6월 “리뷰”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UoSAT-5 공동연구는 문서 제공
이나 공식적인 교육 없이 유학생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해 ‘실무경험’을 통해 기
술을 습득해야했기 때문에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은 SSTL 연구원들에게 
수시로 질문하며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했다. 유학생들의 회고에 따르면, 언어 
장벽을 비롯해 가끔씩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SSTL 연구원에게 확인하지 않
고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결국 유
학생들은 낮에 SSTL 연구원들과 함께 시험하며 발견된 문제점들을 새벽에 다
시 실험실에 나와 해결하는 방식으로 다음 날 실험 스케줄에 차질 없도록 했다
고 한다.93) 이러한 현장 실무경험이 쌓이면서 설계, CAD, 통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작 및 실험 등 몇몇 분야에서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이 책임지
고 맡아 참여하는 경우가 생겼다. 김성헌의 경우 자세제어 및 안정화 시스템의 
지구수평센서(Earth Horizon Sensor) 부분과 전력 시스템의 태양전지기술실험
(Solar Cell Technology Experiment, SCTE) 부분을 전적으로 맡아 참여했
다.94) 이 같은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는 더 많은 
기술학습 기회로 이어졌다.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들에게는 프랑스 툴루즈
(toulouse)에서 있었던 발사체와의 전기적/기계적 접합시험(fit-check) 회의나 
내부 진행회의 및 설계회의, 프랑스 기아나에서 있었던 발사 준비 등에 참여할 

92) 1월 “협약서”에는 UoSAT-5 제작에 카이스트 유학생 5명이 참여한다고 명시했지만 6월

“리뷰”에는 “5명”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카이스트 유학생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1

월 이후 어느 시점부터 2기 유학생 4명이 UoSAT-5 제작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반

영한 것으로 보인다.

93) 인공위성연구센터, 앞의 책, 48-53쪽.

94) 프로젝트 매니저 제프가 김성헌에게 보낸 메모. RE : Personal Work Plan 199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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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는 1월 “협약서”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유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얻게 된 부수적인 경험이었으리라 짐작된다.95) 
  이와 같이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파견된 유학생들은 처음에는 유학생 신분으
로 서리대학 위성통신공학 석사과정을 이수했고, 이어 학생연구원 신분으로 
UoSAT-5 제작에 참여하며 실무경험을 쌓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91년 4월 우리별 1호 제작을 시작할 즈음에는 위성제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양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본격적인 우리별 1호 제작이 시작되면서 인공위성연구센터와 SSTL 공동연
구팀은 “우리별 사업 조직표(KITSAT PROGRAMME ORGANISATION)”와 “우
리별 1호 사업 조직표(KITSAT-1A PROJECT ORGANISATION)”를 작성했
다.96) “우리별 사업 조직표”는 우리별 1호와 2호 사업을 포괄하는 조직표로서, 
이를 통해 우리별 사업이 한국 팀과 영국 팀으로 이원화되어 우리별 1,2호 사
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우리별 사
업을 총괄하는 ‘우리별 사업 디렉터(KITSAT Programme Director)’에 최순달, 
우리별 1호 사업을 총괄하는 ‘우리별 1호 사업 매니저(KITSAT-1A 
Programme Manager)’에 스위팅이 배치되었다. 스위팅은 ‘계약 매니저’ 레드본
과 ‘프로젝트 매니저’ 워드와 함께 우리별 1호 사업을 진행했고 우리별 사업을 
총괄하는 최순달은 스위팅을 포함해 전체를 아우르면서 한국 팀과 ‘우리별 프로
젝트 매니저’ 김용훈을 직속으로 관리했다.(그림 3 참조) 
   우리별 사업 전체 구조에서는 스위팅이 최순달의 하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우리별 1호 사업 조직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에서 진행되었던 우리별 1호 
사업의 경우는 최순달과 스위팅이 동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 아래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워드와 ‘부매니저’ 박찬왕이 실무를 총괄했고 각 시스템별로 
95) J. Radbone, “Review of Collaborative Programme Elements – Technology

Transfer”, (1991.6.17.)

96) “우리별 1호 사업 조직표”의 경우 1991년 5월 16일 처음 작성된 이후 대동소이한 몇 개의

조직표(5월에 작성된 조직표에는 우리별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로 김용훈을 게시하고 있다.)

가 더 있지만 여기에는 가장 나중에 작성된 것을 게시했다. “KITSAT PROGRAMME

ORGANISATION”, (1991.5.23) ; “KITSAT-1A PROJECT ORGANISATION”,

(199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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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를 나눠 기술담당자와 기술지원자를 함께 배정했다.97) 대개의 경우 기
술담당자에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을, 기술지원자에 SSTL 연구원을 배치했
는데, 자세제어 및 안정화 시스템(ADCS/Safety Systems) 중 태양감지센서
(Sun Sensors)와 수평감지 센서(Horizon Sensors)의 경우 이례적으로 이현우
를 기술지원자 자리에, SSTL 연구원을 기술담당자 자리에 배치했다. 2기로 들
어 온 이현우의 특이한 점은 서리대학 위성통신공학 대학원 과정을 최우수학생
으로 졸업했다는 것인데 그의 졸업논문 주제가 감지센서와 관련된 연구가 아니
었는지 추측해 보게 한다.(그림 4 참조) 

97) 여기서는 부매니저로 스위팅을, 괄호 안에 박찬왕을 표기했는데 이는 9월 박찬왕이 갑자기

김용훈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로 스위팅을 배정한 것

같다. 실질적으로 부매니저 역할은 박찬왕이 담당했다. 각 시스템 별로 세부분야 담당자에

괄호 안에 한두 명 씩 더 배당했는데 앞에 배당되어 있는 연구원을 기술담당자로, 괄호 안에

배당되어 있는 연구원을 기술지원자로 정리한다; “KITSAT-1A PROJECT

ORGANISATION”, (199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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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별 사업 조직표(출처: 인공위성연구센터에 남아 있는 서리대학 자료)

- 53 -

그림 4. 우리별 1호 사업 조직표 (출처: 인공위성연구센터에 남아 있는 서리대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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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세부 분야 기술담당자 기술지원자

기계 시스템

팀 리더

장현석

기계

모듈 박스

태양 패널

L-V I/FACES

붐

thermal

장현석

장현석

장현석

장현석

장현석

박성동

M. Meerman

M. Meerman

M. Meerman

M. Meerman

M. Meerman

C. Underwood

자세제어 및

안정화 시스템

Magnetometer(자기계)

태양감지 센서

이현우

M. Day

Mansi/Ong

이현우

표 2. 우리별 1호 기술습득 시 기술담당자와 기술지원자

   조직표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별 1호 제작기술 습득은 SSTL 연구원과 인공
위성연구센터 유학생이 기술지원자와 기술담당자로 팀을 이뤄 수행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위성의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관한 교육을 살펴보자. 
데이터 처리시스템(OBDH Systems)은 원격명령 시스템(Telecommand 
System)과 원격검침 시스템(Telemetry System), 주컴퓨터(OBC-186), 보조
컴퓨터(OBC-80), RAMDISK, OBC-186 소프트웨어, 모뎀, 하네스, 방사선의 
8개 세부분야로 구성되어 있다.98) 데이터처리 시스템 중 보조컴퓨터, 원격명령 
시스템과 원격검침 시스템은 SSTL의 연구원 빈(Bean)의 기술지원을 받아 김
성헌이 맡았다. 주컴퓨터와 램디스크는 티글러(Tiggler)의 기술지원을 받아 김
형신이, OBC-186의 소프트웨어는 옹(Ong)의 기술지원으로 최경인이 담당하였
다. 모뎀은 월(Wahl)의 기술지원을 받아 박성동이 맡았고, 하네스는 JTD의 기
술지원을 받아 최경일이, 방사선은 언더우드(Underwood)의 기술지원을 받아 
박성동이 책임지고 학습했다. 분야별 세부 내용과 임무를 맡은 기술 담당자와 
기술지원자를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98) 컴퓨터를 두 대(OBC-186, OBC-80) 설치하는 이유는 데이터처리 시스템이 위성체 내의

모든 장치들을 관리하고 제어하며 지상국과 통신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무엇보다 신뢰성

과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명적 오류 없이 복구 가능

(fault tolerance)하도록 하기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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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리더

M. Day

수평감지 센서

지구감지 센서

매그네토커

안정화 회로

자세제어 소프트웨어

M. Meerman/LSAM

이현우

장현석

이현우

이서림/이현우

이현우

M. DAY

M. Meerman

M. DAy

WTO

전력 시스템

팀 리더

남승일

BCR/PCM/PDM

배터리

BCM

태양 전지판

남승일

김형신/장현석

남승일

남승일/정현석

V. Zel

C. Lovette

V. Zel

V. Zel

초고주파 시스템

팀 리더

R. Curiel

Up-link RX

Down-link TX

안테나

EMC

박성동

민승현/MNA/R.Curiel

박성동

박성동,민승현/R.Curiel

Z. Wahl/MNS

-

R. Curiel

-

테스팅

팀 리더

M. Meerman

S/C MAIT

S/C EAIT

SPIN

MoI-CoG

VIBRN

TH-VAC

EMC

매그네틱

장현석

최경일

장현석

장현석

장현석

박성동/최경일

박성동/R. Curiel

이현우

M. Meerman

J. Ward/NPB

M. Meerman

M. Meerman

M. Meerman

C. Underwood

-

Mansi

데이터처리

시스템

팀 리더

최경일

원격 명령

원격 검침

OBC-80

OBC-186/RAMDISK

OBC-186소프트웨어

모뎀

하네스

방사선

김성헌

김성헌

김성헌

김형신

최경인

박성동

최경일

박성동

N. Bean

N. Bean/Mansi

N. Bean

H. Tiggler

Ong

Z. Wahl

JTD

C. Underwood

탑재물

팀 리더

J. Ward

S/F COMMS

CCD 카메라

디지털신호처리실험

우주방사건측정실험

최경일

MF/유상근

박강민/김형신

Jackie Brooks

/C. Underwood

J. Ward

C. Underwood

Z. Wah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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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

장현석

최경일

박성동

M. Sweeting

M. Meerman

R. Curiel

종합 시험 최경일 J. Ward

문서 정리 박찬왕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별 1호 제작은 SSTL 연구원과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
생이 팀을 이루어 진행되었지만 기술담당자로서 유학생들이 수동적 학습자에 
머물지 않고 실제 위성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시스
템 별 세부 분야의 설계와 기술을 정하는 문제도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1991년 6월 5일 처음 열린 데이터처리 시스템 팀 미팅에
서, 우리별 1호를 제작할 때 UoSAT-5 데이터처리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지, 
탑재물과 원격검침, 원격명령 채널은 어떻게 할 것인지, OBC-186 소프트웨어
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토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는 최경일, 워드, 김성헌, 김형
신, 박강민이 참석했는데 회의 참가자들의 만장일치로 원격검침, 원격명령 채널
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수정이 필요 없고 타임 스케줄이 촉박하니 불필요한 
재설계는 피하자는 쪽으로 데이터처리 시스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99) 이
렇듯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은 우리별 1호 제작의 중요한 결정과 진행상황
을 공유하기 위해 매 주 수요일 SSTL 연구원들과 함께 하는 미팅을 가졌고, 
그 외에도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은 독자적으로 매주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필요할 때마다 세부 분야별 회의와 기술세미나를 열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정리된 기술적 자료, 우리별 1호 제작 시 습득한 기
술과 진행 상황이 모두 문서로 정리되어 우리별 사업 한국 팀으로 보내졌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기술지원을 하는 SSTL 연구원들
과 나눈 메모나 프로젝트 매니저 워드가 임무를 할당하거나 진행상황을 점검한 
메모들까지도 인공위성연구센터로 보내 영국에서의 모든 진행상황을 한국에서 

99) “MEMO, Subject : OBDH System Team Meeting”, 5. Jun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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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학생들은 정기적으로 그동안 한 일과 앞으로의 계획, 
어떤 새로운 임무를 맡았고, 고민하던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며, 현재 
작업하는 프로그램이 무엇과 호환이 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언제 마무리할 수 
있는지 등 본인이 맡은 일의 세세한 진행상황까지도 상세히 전했다. 예를 들면 
최경일이 한국의 인공위성연구센터에 보낸 계획서를 보면 OBC 186의 하드웨어
가 PCE와 거의 같고 거기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들도 100% 호환성을 갖는 특징
을 보인다는 분석과 함께 현재 하네스 원(原) 프로그램을 분석 중이며 그것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프로그램과 함께 보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100) 다른 
한편, 김성헌이 보낸 계획서에는 현재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SCTE(Solar Cell 
Technology Experiment, 태양전지 기술실험) 제작에 관해 언급한 뒤, 이후 새
로 실험이 진행할 것에 대한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그는 SCTE가 STRV-1이
라는 다른 위성에도 쓰일 예정인데 서로 다른 두 위성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제 회로에서 최대한 공통점을 가진 두 개의 제어 인터페이스 회로(Control 
Interface Circuit)을 만들었음을 보고하며 실험 결과에 대한 기대도 피력하고 
있다. 그는 워드와 네빌, 크레그를 따라 지상국 운용을 견학했던 경험을 전하기
도 했다.101) 
  

4.2. 카이스트와 SSTL의 공동연구 : 한국어 방송 실험과 우주입자 실험

   서리대학과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체결한 협약서 3조, 즉 UoSAT-5 라이센스 
범위를 규정한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인공위성연구센터가 라이센스로 지불

100) 최경일, “최경일이 우리별 한국 팀에 보낸 계획서” (이 계획서는 1990년 10월 10일 워드

가 유학생들에게 임무 할당을 한 이후 유학생들이 배당받은 임무의 진척 상황을 최순달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UoSAT-5 공동연구 기간(1990.10-1991.4.)에 작성된 것

으로 추정된다.)

101) 김성헌, “김성헌이 우리별 한국 팀에 보낸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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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만 파운드는 우리별 1호 버스시스템에만 적용되고 탑재물 시스템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별 1호 제작 시 탑재물시스템은 공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탑재물 시스템 중 저장 및 전송 통신 실험
과 지구관측 실험은 서리대학이 이미 보유한 기술이었기에 기술전수의 형식으
로 제작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국어 방송실험과 우주입자 실험만 서리대학과 
인공위성연구센터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다. 
   UoSAT-5가 1991년 7월 14일 발사되고, 그보다 앞서 그 해 초 우리별 1호
의 발사일이 1992년 8월11일로 결정되면서 인공위성연구센터 과제의 초점은 
우리별 1호로 모아졌다.102) 1991년 9월에는 전산학을 전공한 이서림이 마지막
으로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으로 합류하면서 우리별 1호 제작에는 10명의 인
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과 이들의 리더 자격으로 2명의 연구원까지 총 12명이 
참여했다.  
   우리별 1호의 발사일이 정해지자 1991년 6월 카이스트에서 최순달 소장을 
비롯해 성단근, 유평인, 나정웅, 김충기, 윤명중, 박규호 교수가 우리별 1호의 
실험 탑재물을 정하는 설계심사를 위해 서리대학에 왔다. 출장 온 교수들, 인공
위성연구센터 유학생과 연구원, SSTL 연구원들이 몇 차례의 마라톤 회의 끝에 
우리별 1호의 임무를 다음의 4가지로 정했다.103) 첫 번째 임무는 실험용 위성
이라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지상과의 통신 실험이었다. 지상에서 송신한 메시
지를 위성체의 기억장치(RAMDISK)에 저장했다가 지구상의 원하는 곳에서 메
시지를 수신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저장 및 전송 통신
(Store-and-Forward Packet Communication)을 실험해 보는 것이었다. 우리

102) 우리별 1호 같은 초소형위성은 전용 발사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위성이 발사될

때 남은 공간을 활용해 발사되기 때문에 발사 날짜와 궤도를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다. 우리

별 1호 발사 때의 메인 위성은 미국 NASA와 프랑스 CNES의 과학 협력 프로젝트로 제작

된 기상위성 토펙스-포세이돈(TOPEX-Poseidon)으로 우리별 1호는 이 위성에 맞춰 발사

날짜(92.8.11.)와 궤도(1300km 원궤도)가 정해졌다. 우리별 2호의 경우는 메인 위성이 프랑

스 원격탐사 위성인 SPOT-3이었는데 이에 맞춰 발사 날짜(1993.9.26.)와 궤도(800km 태

양동기궤도)가 정해졌다.

103) 인공위성연구센터, 『우리는 별을 쏘았다』, 56쪽;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인공위

성연구센터 지원에 관한 총괄 보고서』 (체신부, 1994),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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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1호는 11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하루에 13바퀴 돌지만 고도가 그리 높
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지구와 교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즉 인공위성연구
센터 지상국에서 우리별 1호와 교신할 수 있는 기회는 하루에 15분씩 일곱 번 
정도였다. 이 때 통신할 수 있는 정보는 문자 정보를 비롯해 디지털 음성 정보, 
화상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 CCD 지구사진, 우주입자 검출실험자료 등 제약
이 없었다. 우리별 1호의 두 번째, 세 번째 임무는 각각 지구촬영 실험과 한국
어 방송이었다. 이는 우리별 1호가 최초의 한국 국적 위성이었기에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기위해 기획된 것으로,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실제 위성이 우
주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었다. 
즉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카메라’와 ‘우리말 방
송’이 선정된 것이다. 우리별 1호의 마지막 임무는 우주 방사선 검출 실험으로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입자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었는데 방사선이 전자회로 
소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규명하는 실험이었다.
   이 중 ‘우리말 방송’ 실험은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칩을 이용해 음
성합성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는 것이었다. 여기에 필요한 한국어 음성합성 기술
은 디지털 신호처리 실험을 응용해보는 기술로 카이스트 연구원들에 의해 개발
되었다. 디지털 신호처리 실험 중 디지토커(Digitalker)의 개발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이황수 교수의 지휘 하에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에서 진
행되었다.104) 디지토커는 원격검침 시스템에서 수집한 각 서브시스템의 온도, 
전압, 전류 등의 정보나 시범으로 녹음한 메시지를 디지털 음성합성 방법으로 
합성한 후 합성된 신호를 멀티플렉서 및 FM 변조기를 통해 지상으로 전송함으
로써 지상에서 음성메시지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음성합성 장치이다. 음성 합
성기에 합성된 아날로그 신호는 저역 통과 여파기와 증폭기를 거쳐 멀티플렉서
에서 변조된 다음 지상으로 전송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성의 정보 데이터
를 효과적으로 압축하는 부호화 기술인데, 이황수 연구팀에서 사용한 부호화 방
식은 당시 여러 나라에서 이동통신 부호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고 비교적 적

104) 이황수 외, “KITSAT DIGITALKER 개발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 1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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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의 데이터로도 좋은 음질을 얻을 수 있는 CELP(Code-Excited Linear 
Predictive) 방식이었다.105) 이는 단어 단위로 음성을 부호화해 기억장치에 저
장해 놓고 이를 필요한 순서대로 연결해 합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체 문장
을 한꺼번에 저장해 합성하는 것보다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팀에서는 적당히 
포즈(Pause)를 주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
다.106) 이렇듯 한국어 음성합성 기술은 카이스트 연구원들에 의해 개발되었지
만 이러한 음성합성장치는 많은 양의 계산이 요구되므로 OBC(On Board 
Computer)로 실시간 처리(Real Time Processing)할 수 있는 DSP 칩이 필요했
는데, 이 부분의 제작은 영국 서리대학 연구원 월(Wahl)의 기술지원 하에 박강
민과 김형신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주입자 실험을 위해서는 우주 방사선 측정기가 탑재물로 실렸는데, 이 또
한 카이스트와 SSTL의 공동연구로 제작되었다. 이 탑재물은 고도가 1300km이
고 적도와의 경사가 66도인 우리별 1호의 궤도에 분포해 있는 방사선 입자들을 
검출해 분석하는 장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정기가 있는데, 하나는 래드펫
(RADFET)이라는 감지기를 이용해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방사선 총 조사량 측
정기(Tatal Dose Experiment, TDE)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입자검출기(Cosmic 
Particle Experiment, CPE)였다. TDE가 종합적인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CPE는 특정한 범위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을 그 세기에 따라 검출해 그 
양을 정밀히 검출해 내는 것이었다. 이 측정 장치의 개발은 SSTL 연구원 브룩
스(Brooks)와 언더우드(Underwood)가 담당했고 측정 장치를 제어하는 소프트
웨어의 개발은 김성헌과 카이스트 연구원이 담당했으며 제작은 공동으로 진행
했다. 
105) CELP의 경우 음성을 부호화하는데 많이 계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음성을

CELP로 부호화하고 동시에 합성하려면 DSP 칩으로도 구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별

1호 디지토커에서는 부호화는 하지 않고(다른 컴퓨터를 이용해 부호화한 다음 디지토커 내

메모리에 저장시키는 방법 사용) 합성만 하기 때문에 구현이 가능하다. 같은 글.

106) 보통 음절사이에는 2개의 포즈신호를 주고 단어 사이에는 4개 정도의 포즈신호를 주면 좋

은 소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자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이나 작은 프레임을 가진 단어

는 어색하게 들렸으므로, 단어조합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했다.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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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우리별 2호의 제작: 기술습득 확인과 차기 위성제작을 위한 준비 

   이와 같이 우리별 1호 제작이 인공위성연구센터와 서리대학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제작과정에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과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 연구원들의 기술적 기여가 있었음에도 영국에서 100% 외국 부품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우리별 1호는 발사 직후 “남의별”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당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기술 습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카이스트 측의 기술적 기여가 어느 정도
였는지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별 1호가 발사되고 서리대학에서 유학생들이 돌아온 1992년 9월부터 
우리별 2호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별 2호 제작을 위한 첫 회의에
서 최순달은 세 가지 대원칙을 천명했는데, “첫째, 우리별 1호 운용 중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한다. 둘째, 가능한 국산 부품을 최대한 사용한다. 셋째, 국내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최대한 사용한다.”는 것이었다.107) 이 세 가지 원칙은 “남의
별”이라는 우리별 1호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인공위성연구센터 
측이 우리별 2호에서는 국내 부품비율을 높이고 국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의 자립도를 가시적으로 높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의 경우, 우리별 2호 제작이 우리별 1호의 지상국 운용과 병행
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92년 9월 15일자 회
의록을 보면 지구관측 카메라를 맡고 있는 유상근이 우리별 2호 CCD 카메라 
개발 준비 상황을 보고하면서 우리별 1호가 촬영한 이미지에 흰색 줄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 보고했다. 곧 이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고 20일쯤 후인 10월 6일자 
회의록에는 ‘이미지 위의 흰색선을 없애는 작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
다. 이렇듯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들은 우리별 1호의 지상국을 운용하는 과

107) “회의록” (1992.9.8. 14:00-16:30), 인공위성연구센터 회의실, 참석자 : 최순달 소장, 유평

일 교수, 이흥규 교수, 최용원 과장, 박찬왕, 이종인, 김일태, 정용길, 김봉두, 김광식, 이동우,

양한복, 이병현, 최경일, 김성헌, 장현석, 김형신, 박성동, 민승현, 이현우, 박강민, 유상근, 삼

성연구원 ; 김영안, 박형원, 이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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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기술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원칙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보였던 것은 세 번째, 즉 “국내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최대한 사용한다”는 목표였다. 앞서 “우리별 사업 조직표”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별 사업은 한국 팀과 영국 팀으로 이원화되어 동시에 진행되었
다. 유학생들은 서리대학에서 습득한 기술을 실시간으로 한국 카이스트 팀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별 2호를 제작할 즈음에는 우리별 1호 버스 시스템에 대
해 양 팀 모두 학습이 완료된 상태라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별 2호 제작을 위
해 남은 과제는 서리대학의 기술지원 없이 한국에서 제작해야 한다는 것과 우
리별 2호의 궤도와 탑재물이 달라짐으로 인해 해결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
결하고, 더 나아가 차기 카이스트 고유모델의 위성 제작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시험을 해 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별 2호는 외형상으로는 
우리별 1호의 복제판이라 할 정도로 비슷했지만 차세대 위성제작을 위한 기술
실험 위성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 제작과정에서 나름의 기술적 응용과 진화가 
이루어졌다.   
   기술의 이전과 응용, 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원격명령 시스템과 원격검침 
시스템에서 컨트롤 섹션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대체해 구조적 유연성을 얻는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영국에서 우리별 1호 제작 시 SSTL 빈(Bean)의 기
술지원으로 원격명령 시스템과 원격검침 시스템을 학습한 김성헌은 학습한 자
료를 기술지원팀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김형명 팀에 넘겨줬다. 이를 
토대로 김형명 팀은 차기 위성(우리별 3호)에 자체 개발한 원격명령 시스템과 
원격검침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목표로 기술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했
다. UoSAT-5의 VLSI-A나 VLSI-B와 같은 컨트롤 섹션을 우리별 2호에서 
87C51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대체한 것이 좋은 예이다. 마이크로 컨트롤
러로 기본적인 설계를 변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하드 와이어드 로직(Hard-Wired Logic) 방식으로 설계할 때 많은 
부피를 차지하던 컨트롤 섹션과 프로세싱 부분을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 하나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치의 복잡성과 위성의 부피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시스
템 개발과 디버깅 작업 또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프로그램 수정, 보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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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차기 위성을 개발할 때 새로운 하드웨어
를 구성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차원의 수정만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성능을 
보완할 수 있다. 즉, 우리별 2호는 UoSAT-5보다 시스템이 덜 복잡하고 시스
템 개선 및 보정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시도되었다.108) 
   궤도 조정과 자세제어, 원격명령과 원격검침, 탑재물 관리, 지상국과 교신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주컴퓨터의 개발도 카이스트 기술지원팀들에 의해 이루
어졌다. 위성에 탑재하는 컴퓨터(On Board Computer, OBC)가 지상의 컴퓨터
와 구분되는 가장 큰 요인은 우주 환경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지상국으로부터 
원격 제어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별 같은 마이크로위성에 탑재
하는 주 컴퓨터를 설계할 때 연산 능력, 메모리 용량, 오차보정 능력, 입출력 
성능, 전력소모, 시스템의 신뢰도 및 방사선 차폐(radiation hardness) 능력 등
이 고려되어야 했다.109) 카이스트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차기 위성(우리별 
3호)에 탑재할 32비트 컴퓨터 KASCOM(KAIST Satellite Computer)을 개발했
고 이를 실험해 보기 위해 우리별 2호에 OBC-186과 OBC-80과 더불어 
KASCOM까지 총 3대의 컴퓨터를 올렸다. 차세대 컴퓨터 KASCOM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박규호 팀에서 궁극적으로 주컴퓨터인 OBC-186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했다.110) KASCOM의 중앙연산처리장치인 Intel 80960MC는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111) 구조로 되어있고 정수 연산장치, 
부동소수점 연산장치, 캐쉬메모리 등을 내장하고 있어 계산 능력 면에서 
OBC-186보다 뛰어났다. 또 KASCOM에는 10Mbytes의 메모리가 장착었는데, 
그 중 2Mbytes는 우주환경에서 기억소자에 발생하는 오차를 찾아내고 정보를 
복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처럼 KASCOM을 시험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
108) 김형명, 『KITSAT 원격명령 및 검침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 (한국과

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1991)

109) J. Wertz and W. Larson, eds., Space Mission Analysis and Design (El Segundo,
CA : Microcosm Press, 1999), pp. 646-650.

110) 박규호, “KITSAT의 On Board Computer 개발 과제의 최종연구보고서”, (한국과학기술

원 인공위성연구센터, 1991.12.)

111)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성하는 명령세트 중의 하나로 CPU 안의 명령어를 최소로 줄여 단

순하게 만든 프로세서로 작업속도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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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스템에서 기존의 OBC와 RAMDISK를 한 모듈로 통합하면서 공간을 확
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KASCOM 운용체제로 “별지기”라는 실시간 
다중처리 운영체제도 개발했는데, 이는 위성 내 여러 업무를 각각의 독립된 프
로그램으로 만들어 함께 실행시킬 수 있도록 했다.112)

   탑재물시스템 중 하나인 지구표면 촬영 카메라도 우리별 2호에서는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탑재된 카메라 2대 중 컬러 사진
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하나 내장했다는 것이다.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
라는 지표면을 촬영해 지상국으로 전송하는데, 위성이 지상국과 통신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므로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한정된 속도로 전송하기 위
해서는 데이터를 압축해 전송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압축되어 부호
화된 정보를 전송할 경우 정보량이 증대되어 전송 오류가 복원된 영상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압축률을 높이면서 전송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이용훈 연구팀에서는 
영상포착을 위한 CCD 카메라 보드와 영상데이터의 압축 및 오류 정정 부호화
를 위한 트랜스퓨터 보드를 개발하였고, 영상 데이터 압축 기법으로 JPEG 알고
리즘을 구현하였다. 또 오류 정정을 위해 Reed-Solomon 부호를 첨가하는 다양
한 기술과 이를 복호화 할 수 있는 지상용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는데 이 기술은 
우리별 3호의 고해상도 영상전송 기술의 근간이 되었다.113) 구조상에서도 신뢰
성을 높여 한 곳에서 생기는 고장에 의해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
고, 두 개의 영상처리부와 두 개의 카메라 제어부를 연결해 다양한 형태로 일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제1 영상처리부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1 카
메라의 정보를 제2 영상처리부가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하나의 영상처
리부가 처리하기에 너무 많은 양의 계산이 있을 때는 나머지 영상처리부가 나
누어 계산하는 병렬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112) 박재현, 이흥규, “별지기 : 우리별 2호를 위한 실시간 운연체제의 구현”, 한국정보과학회
199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제20권 제 2호, (1993.10.) 549-552쪽 ; 이흥규 외,

“KITSAT OBC 운영체제 개발연구 보고서”, (인공위성연구센터, 1993.12.31).

113) 이용훈 외, “KITSAT 디지털 이미지 코딩/이미지 메일 개발과제 최종 보고서”, (인공위

성연구센터,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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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별 2호에서는 한국어 방송에 사용되었던 디지털 신호처리 실험부의 하
드웨어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추가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변복조 실험을 시
도했다. 당시 우리별 1호와 우리별 2호의 변조기와 복조기는 하드웨어로 만들
어져 있었는데, 고속 변복조 실험 장치에서는 TMS320C30과 TMS320C25와 
같은 디지털 신호처리 전용 프로세서를 사용해 소프트웨어로 구현했다.114) 이
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변복조기를 만들 경우 위성체 내부의 공간을 줄
일 수 있었으며, 나아가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전송속도를 높일 수 있
고 여러 가지 변복조 방식을 소프트웨어를 바꾸어가며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우리별 2호의 설계와 제작에는 이밖에도 여러 소소한 기술적 변형이 필요했
다. 우리별 2호가 우리별 1호와 똑같은 버스 플랫폼을 쓴다고 해도 두 위성의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열제어 방식의 변경이나 자세제어 센서들의 수정, 송신기
의 출력 변경들이 필요했고, 탑재물이 바뀜에 따라 버스 플랫폼 내부의 데이터 
전송경로의 수정도 이루어져야 했다.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지 1년 1개월 만인 1993년 9월 26일 우리별 2호는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V-59 로켓에 실려 고도 820km, 경사각 
98.73°의 원 궤도에 올려졌다. 영국의 기술지원 없이 한국에서 제작된 우리별 
2호를 소개하는 당시 기사들을 살펴보면, 과거 우리별 1호와 관련된 “남의별” 
논란을 의식한 듯, “진짜 우리별 자신감”, “독자기술로 제작”, “순수 우리기술로 
완성” 등 우리별 2호가 국내 기술임을 강조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115) 특
히, 경향신문 김의태는 우리별 2호 제작에 국내 17개 업체에서 제작한 827개의 
부품이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우리별 2호가 국내 부품을 실험하는 실험장임을 
강조하는 기사를 작성했다.116) 

114)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최종 연구보고서 : 과학기술 실험용 소형 인공위성 개발연

구 4』, (과학기술처, 1994).

115) “국내 기술진의 손으로 설계 제작한 두 번째 과학위성” (한겨례, 1993.9.25.) ; “‘우리별 2

호’ 탑재 컴퓨터 우리 손으로 개발성공” (한겨례, 1993.2.20.) ; “‘우리별 2호’ 독자기술로 제

작” (매일경제, 1993.7.14.) ; “‘우리별 2호 완성’ : 순수 우리기술로 완성돼” (경향신문,

1993.7.14.) ; “발사성공 2호 실린 뜻 ‘진짜 우리별’ 자신감” (경향신문, 199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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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위성 총 부품 12,165개 중 국산 부품이 827개 사용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상당히 낮은 “국산화” 비율이었다.117) 표3을 보면 우리별 2호에 사용된 
국산 부품이 주로 인쇄회로기판이나 수정 진동자, 메모리 소자, 적외선감지기 
소자, 촬영 소자 등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성이라는 것이 발사 
후 우주궤도에 올라가면 아무리 사소한 부분의 고장이라도 고칠 수 없다는 특
수성 때문에 위성에 사용되는 부품은 지상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품질보증이 필요하고 극한 우주환경과 발사 시 진동과 충격에 잘 견디도록 설
계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기준을 맞출 설비나 기술을 갖춘 회사가 사실상 국내
에는 없었다. 설령 능력이 된다고 해도 국내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회사도 없었을 것이므로 단기간에 부품의 국산화
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실현가능한 목표가 아니었을 것이다. 
    인공위성연구센터 측이 국산부품의 사용 비율을 무리하게 강조한 것은 부
품의 “국산화”를 “기술 자립”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했던 언론과 여론의 향방을 
깊이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부품의 국산화”는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한국 산업의 수준에서 현실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과연 그것이 “기술 자립”의 
합리적 지표인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우
리별 1호와 2호의 제작 과정을 통해 위성의 설계, 제작, 운용 기술을 상당부분 
습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별 2호의 제작 과정에서 고속 변복조 실
험장치, KASCOM, 지구표면 촬영장치, 저에너지 전자 검출기, 적외선 감지기 
실험장치 등을 통해 차세대 위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시도가 수행되었고 이
를 토대로 이루어졌던 기술들이 실제로 차세대 위성인 우리별 3호에서 사용되
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별 2호는 영국으로부터 기술습득이 충분히 이루어졌음
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물임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의 개선을 시도
함으로써 소규모 위성을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 운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
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 진전을 이룬 시도였다. 

116) 김의태, “1호와의 차이점과 특성, ‘국산부품 실험장’ 우리별 2호” (경향신문, 1993.9.25.)

117)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인공위성연구센터 지원에 관한 총괄 보고서』 (체신부,

1994), 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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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스 템 부 품 명 종 류 수

자세 제어부 인쇄회로기판

태양감지기 소자

5종 8개

1종 2개

전력부 인쇄회로기판 2종 2개

송신부 수정 진동자 1종 2개

수신부 수정 진동자 6종 8개

변복조부
인쇄회로기판

수정 진동자

2종 2개

2종 3개

주컴퓨터 및

보조기억장치부
인쇄회로기판 1종 1개

원격명령 및 검침부
인쇄회로기판

메모리 소자

2종 2개

2종 4개

지표면 촬영부

인쇄회로기판

수정 진동자

메모리 소자

캐패시터

촬영 소자

2종 2개

1종 2개

2종 8개

1종 45개

2종 2개

디지털신호처리부
인쇄회로기판

수정 진동자

1종 1개

3종 3개

저에너지입자검출기

인쇄회로기판

수정 진동자

트랜스포머

1종 1개

2종 2개

1종 2개

적외선감지기
인쇄회로기판

적외선감지기소자

1종 1개

1종 3개

차세대 컴퓨터부

인쇄회로기판

수정 진동자

메모리 소자

1종 1개

1종 1개

1종 20개

기계구조부 금속/비금속 부품 230종 698개

총 합계 총1,928종 12,165개 275종 827개

표 3. 위성 각 부분에 사용된 국산부품의 종류와 수

(출처: 인공위성연구센터 지원에 관한 총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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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주도 우주기술개발 사업 환경에서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
성 개발, 1993-1999

   앞서 살펴본 우리별 1,2호 제작은 서리대학에서 기술을 습득해 이를 체화하
고 개선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었다. 이 절에서는 우리별 2호 이후 6년 뒤
에 발사되는 우리별 3호의 개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10여년에 걸친 인공위성
연구센터의 기술습득 과정이 “독자 모델” 위성의 설계, 제작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 과정을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할 
것이다. 우선 1993년 이후의 달라진 사회, 정치적 환경이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성개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별 2호가 발사된 그 해 한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후 위성제작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사업의 총괄주관기관으로 항공우주연구소가 선정되었다. 이는 
그때까지 정부 및 국공립연구소와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해온 인공
위성연구센터에 위기를 초래했고, 구체적으로는 우리별 3호의 개발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이러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우리별 
3호 개발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우리별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 “카이스트 독자모델”의 위성을 만들고자 계획했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계
획 하에 위성제작 기술과 탑재물시스템 기술을 구분해 그 기술이 특화된 해외
의 연구기관으로 학생들을 파견하며 기술습득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살펴볼 것
이다. 마지막으로, 이 절에서는 우리별 3호의 발사에 즈음하여 일어난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난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상 변화를 살펴보고, 그 사
건이 끼친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1999년 인공
위성연구센터는 존립의 위기를 겪으며 그때까지 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했던 연구원들이 센터를 떠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인공
위성연구센터가 축적한 위성 기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살
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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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정부주도 위성사업의 본격화   

   우리별 1호와 2호가 발사 된 이후인 1996년 4월 과학기술부가 <우주개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차원의 국가 우주개발 사업이 본격화되었
다. 이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7월 미국 순방 일정 중 재미 과학자들
과의 만남에서 “2000년대 우주기술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을 “21세기 과학 선진국” 청사진의 하나로 내놓으면서부터였
다.118) 사실 우주개발사업이 1991년 발표된 대형국책 사업인 선도기술개발
(G7) 사업에 선정되었다면 국가 우주개발사업이 더 일찍 시작되었을 수도 있었
다. 하지만 항공우주분야가 G7 검토대상 184개 과제 중 하나에 올랐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은 G7과는 별
도로 수행되어야 했다.119) 
   국내 위성수요의 자체조달과 우주 및 위성관련기술을 개발해 첨단과학기술
의 복합체인 우주개발기술로 21세기 첨단기술 경쟁시대를 대비한다는 국가 
<우주개발중장기계획>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크게 3분야로 나누어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는 위성체 분야로 총 19기(통신위
성 5기, 다목적위성 7기, 과학위성 7기)의 위성을 개발하여 저궤도 소형인공위
성의 국내 독자개발 능력과 국제공동위성개발사업에 주도적 참여능력을 구축하
는 것을 목표로 했다. 둘째, 발사체 분야의 경우는 위성발사체 시스템기반기술 
확보(1단계), 500-700kg급 위성의 600-800km 궤도진입능력 확보(2단계), 
그리고 우주발사체지원(3단계)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셋째, 위성이용 및 

118) 이웅환, “핵 융합 실용화, 우주개발 박차”, 매일경제 (1995.7.25) ; 최맹호, “에너지-우주
첨단기술시대 시동”, 동아일보 (1995. 7.25.)

119) 매일경제에서 G7 검토대상 184개 과제를 부문별로 소개했다. “차세대 G7 프로젝트 선정

착수”, 매일경제 (1991.5.24.), 최종 선정된 G7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제품기술 개발과 기반
기술 개발 두 분야에서 14개 분야 445개 핵심기술 개발과제로 다음과 같다. △초고집적 반

도체 분야(17개) △인공지능 컴퓨터(45개) △차세대 수송기계·부품(83개) △HDTV(20개)

△광대역 ISDN(10개) △전기자동차(19개) △신의약·신농약(19개) △첨단생산시스템(50

개) △정보·전자·에너지첨단소재(72개) △신기능생물소재(11개) △환경공학(25개) △신에

너지(33개) △차세대 원자로(23개) △감성공학(18개) 등이었다.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

감』 (1992), 415-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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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탐사분야에서는 통신방송 및 지구관측 등의 위성이용 핵심기술의 자립, 우
주관측 및 우주정거장 등의 국제 협력사업 참여, 위성관제 및 수신기술 자립, 
국내 원격탐사센터 설립, 위성자료의 국가적 이용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여 우주
개발 자립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120) 
   하지만 전체 우주개발 사업 중 위성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그보다 앞서 제기
되고 있었다.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이 수립되기 3년 전인 1993년 3월 12
일,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항공우주산업 육성방안 중 하나로 <다목적실
용위성 개발사업> 추진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중점과제로 우주 항공기술 개발 추진이 결정되었고, 
위성분야에서는 실용급 위성을 산·학·연이 공동 개발하여 국내 위성수요를 충족
시킴과 동시에 인공위성 개발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1994년 5월 9일 종합
과학기술심의회에서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개발 사업의 추진이 의결되었다.121) 
이 사업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가 공동 참여하는 범부처적 연구
개발 사업으로, 항공우주연구소를 총괄 주관기관으로 하고, 전자통신연구원
(ETRI)이 관제 시스템 개발을,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우주과학 탑제체 개발을 담
당했다.  
   아리랑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이 된 항공우주연구소는 처음에는 한국기계연
구소 부설 항공우주연구소로 설립(1989.10)되었다가 1996년 11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재
단법인 한국 항공우주연구소로 독립되었다. 이후 2001년 1월 항공우주연구소에
서 항공우주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4년 10월부터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에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감독기관이 변경되었다.122) 항공우주
연구소는 애초에 발사체 연구를 주된 연구과제로 삼았는데, 1993년 1단형 고체

120) 이상목, “국가우주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나라경제』, 1999년 12월호, 67-70쪽; 김진

철·황도순·심은섭·최성봉·이상률·최기혁·백명진,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위성개발 현

황”, 『항공산업연구』, 제61집 (2002. 5), 1-24쪽 ; 장영근,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 수

정 및 우주개발 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한국과학재단, 2007).

12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목적실용위성 1호 개발사업 백서』 (2001), 50-52쪽.

122) 과학기술부, 『2006 우주개발백서』 (2007),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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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과학로켓(KSR-1)이 성공적으로 시험발사를 마쳤고 1993년부터 제작을 
시작한 2단형 중형과학 로켓(KSR-2)은 1998년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123) 
   1994년 항공우주연구소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이 되었다. 아리랑 사업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연인원 2,433
명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였고, 총 연구비가 2241억 9천만 원이 투입된 거대 사
업으로, 사업 목표는 지구관측, 과학실험 등을 위한 위성의 국산화 개발, 운용 
및 이용 기술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항공우주연구소를 총괄 주관기관으
로 하여,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를 비롯해 대한항
공, 두원중공업,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스페이스테크놀러지, 한화 
등의 기업들도 참여했다. 1995년 12월 항공우주연구소와 미국의 TRW사가 위
성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1996년 12월 OSC사와 발사 용역계약을 체결하
면서 아리랑 개발 사업은 본격화되었다.124)  
   우리별 2호의 제작이 한창이던 1992년 말까지만 해도 한국 기계연구소의 
부설 연구소로 발사체 연구를 주로 담당했던 항공우주연구소는 우리별 2호의 
환경시험을 맡아 수행하는 등 인공위성연구센터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었다.125) 
하지만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중점과제로 우주항공기술개발이 
결정되고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가 위성개발 사업을 주
도하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정부가 위성개발 사업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항공우주연구소가 아리랑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이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인공위성연구센터와 항공우주연구소가 서로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1993년 9월 인공위성연구센터와 중국 공간기술연구원은 소
형위성 공동개발에 대해 합의하였지만 후에 과학기술처가 중국 과기부와 유사

123) 2단형 중형과학 로켓(KSR-2)은 150㎏의 과학탑재물을 150㎞ 고도까지 올릴 수 있는 것

으로, 2단형 고체 추진기관의 단 분리가 이루어지고 조종 날개에 의해 자세 제어가 이루어

지는 특징을 가졌다. 첫 발사는 1997년 7월 9일에 있었으나 발사 28초 후 통신이 두절되었

고, 다음해인 1998년 6월 11일 발사에 성공했다. 강광남,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 『한

국통신학회지』 제13권 8호 (1996), 753-754쪽.

12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목적실용위성 1호 개발사업 백서』(2001), 52-74 쪽.

125) “회의록” (19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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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위성개발 사업을 항공우주연구소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인공위성연구센터와 중국과의 계약은 백지화되었다. 그동안 인공위
성연구센터는 중국 공간기술연구원과 수차례 만나 구체적인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었다.126) 
   최순달의 회고록에 따르면 중국과의 계약이 백지화되기 전 과기처로부터 
“인공위성연구센터 문을 닫아주셔야겠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최순달은 “위성 연구를 못하게 하고 싶으면 연구비를 안 주면 되지, 당신들이 
내게 연구를 하라말라 할 권한이 어디 있소”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이후 이 문
제는 과기처 장관(당시 김시중)과의 힘겨루기로 치닫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최
순달은 “과기처의 횡포”에 대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
며 호소했지만 그럼에도 인공위성연구센터는 폐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갔다. 
1993년 10월 14일 대덕연구단지 내 과기처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회 국
정감사에서 카이스트 원장이 “항우연이 추진하고 있는 실용위성과 인공위성연
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실험위성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인공위성연구센터의 해체는 결코 바람직한 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127)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인공위성연구센터의 해체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93년의 사건은 우리별 3호 제작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우리별 3호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연구비 지원을 정부에 
신청했음에도 항우연의 아리랑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우리별 2호 발사 이
후 1년이 지나도록 과제 선정이 지연되었던 것이다.128) 결국 우리별 3호의 개

126) 권오주, “한∙중국 위성 공동제작”, 경향신문 (1993.9.29.) ; “회의록” (1993.9.28.) ; 최
순달, 『48년 후 이 아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223쪽; 정승미,

앞의 논문, 17-18쪽. 인공위성연구센터와 중국 사이의 소형위성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서에

따르면, 위성개발은 3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개념 설계 단계로 40명의 인원이 투입

되며 1994년 1월 1일 시작되어 6개월 정도 소요된다. 2단계는 실험모델을 제작하는 단계로

중국에서 제작되고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3단계는 비행모델을 제작하는 단계로 한국에

서 제작된다; “회의록” (1993.9.28.)

127) 최순달, 앞의 책, 224-225쪽; 정승미, 앞의 논문, 18쪽.

128) 최순달, 앞의 책, 226쪽; 정승미, 앞의 논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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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 1994년 4월부터 정부의 지원 없이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자체 연구개발 프
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1994년 말에 있었던 정부조직개편은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정부의 재
정지원을 다시 받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94년 12월 4일 김영삼 정부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며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경제 관련 부
처들을 축소 통폐합하는 등 무리한 개편으로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는 비판을 받기도 한 이 조직개편에서, 체신부는 상공자원부의 전자정보국, 과
기처의 기술개발국, 공보처의 방송매체국 등이 통합되어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
편되었다.129)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1월 6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정보화시대라는 새로운 조류가 지구를 하나로 만들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다”며 
“기술개발 없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 IT 강국을 지향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출범한 정보통신부(당시 장관 경상현)는 1995년 1월 11
일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정보통신산업 육성, 신규 정보매체 활성화, 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지원, 통신이용 편익 증진 등을 주요 계획으로 발
표했다.130)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위성제작과 운용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초기술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1995년 10월부터는 과기처로부터도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
었는데, 이에는 직전의 조직개편 당시 신임 과기처 장관으로 임명된 정근모가 
최순달과 사돈 관계였다는 사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131) 정보
통신부는 1995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2년 동안 총 20억 원을 지원했고, 
과기처는 1995년 10월부터 1997년까지 총 34.22억 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한
국과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우수연구센터 지원비까지 포함해 우리별 3호 사업에
는 약 80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었다. 더불어 우리별 3호 개발에는 정부출연

129) 하태수, “김영삼 정권 전반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분석”, 『한국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2011), 367-402쪽 ; 정용덕, “한국의 정부조직개편”,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1호

(1995), 64쪽.

130) 이현덕,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6)”, 전자신문 (2010.8.13.)
131) “정근모 과기처 핵 물리학분야 세계적 권위자”, 경향신문 (199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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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를 비롯해 국내 기업의 참여도 확대되었다. 이 사업에는 현대전자(연구원 
파견 및 제작 참여), 삼성전자(대용량 기억장치용 반도체 소자 패키징), 한라중
공업(기계구조), SM정밀(기계구조 가공), 싸니전기(수정 진동자), 청주전자(인
쇄회로기판 제작), 쌍신전기(유전체 공진기) 등의 기업체와 항공우주연구소(위
성체 환경시험), 표준과학연구원(부품 및 재료특성시험), 원자력연구소(전자부
품에 대한 방사선시험) 등이 참여했다.132)   

5.2. “카이스트 고유모델” 우리별 3호의 제작 

   우리별 2호 발사 직후 사업의 중복성 문제로 정부의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도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차기 위성 개발을 위한 기술습득과 개발을 지속했다. 우
리별 1호를 제작하면서부터 최순달의 최종 목표는 “카이스트 고유모델”의 위성, 
우리별 3호를 제작한다는 것이었기에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는 이미 1990년부
터 우리별 3호를 겨냥한 유학생 파견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인공위성연구센터
는 위성기술 학습을 위해 1989년 9월부터 96년까지 6차례에 거쳐 27명의 학생
들을 영국 서리대학과 런던대학, 일본 도쿄대학, 미국 아이오와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으로 유학 보냈다. 이들 중 초기(89,90년)에는 앞서 보았듯이 주로 위성체 
제작을 목적으로 서리대학으로 유학 보냈지만, 90년 이후에는 차기 위성인 우
리별 3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곳으로 유학 보냈다. 우리별 3
호의 지구관측 탑재체, 신호처리, 영상 처리, 우주과학 탑재체 등 주로 탑재체 
기술학습을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미국, 영국, 일본의 대학들로 유학 보낸 
것이다. 특히 인공위성연구센터는 광학카메라와 영상처리 기술에 중점을 두었는
데, 이를 위해 김이을(디지털 신호처리, 광학, CCD 컨트롤러 디자인), 전홍준
(영상처리), 신동석(영상처리), 김태정(영상처리), 김승범(영상처리), 이준호(광
학 디자인), 김도형(광학 디자인)을 영국 런던대학으로 유학 보냈다.133) 

132) 인공위성연구센터, 『우리별 3호 우주로』 (인공위성연구센터, 1999),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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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 유학 학교 임무 기간

장현석 과기대

전기 및

전자공학

과

영 국

(Surrey)
전력시스템, 기계구조 89.10-92.7

김성헌 " " " 지구수평센서, 태양셀 기술 "

표 4.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파견한 유학생들

   고해상도 관측 카메라나 정밀자세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이 쉽
지 않은 기술이었다. 정부 차원(과학기술처)에서 1996년부터 시작한 <우주개
발 중장기 기본계획> 세부계획 중에도 과학/실험위성을 개발해야 할 이유가 선
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어려운 기술들을 실험해봄으로써 위성기술의 조기자
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명시했듯이 국방과 관련해 기술이전이 민감한 부분의 
기술습득 전략이 필요했다.134) 1995년 3월 8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유럽순
방에 때를 맞춰,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해외 현지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따
라 런던대학에 2개의 연구실이 개설되었다. 하나는 고해상도(5m급)의 지구관측 
카메라 시스템 설계 및 시험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고해상도 광학시스템 연구실
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 시험용 합성개구레이더 (Synthesized Aperture Radar, 
SAR)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을 위한 합성개구레이더 연구실이다.135) 실제로 
이 시기 한국의 광학기술개발은 런던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1996년부터 인공위성연구센터도 박사과정의 이우경, 김문규, 양호
순을 런던대학에 유학 보냈는데, 이우경은 초고주파공학, 전자파 산란해석, 김
문규는 SAR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양호순은 광학계 측정과 광학계 조립시험
을 공부했다. 표 4는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1989년부터 96년까지 유학 보낸 
총 27명의 유학생들이 맡은 임무와 전공, 유학 학교와 유학 기간을 정리한 것
이다.  
 

133) “유학생 현황 자료”

134)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조사연구』 (과학기술처, 1996), 228-230쪽.

135) 한국과학재단, “해외 현지센터 운영 – 탑재체 기술 선행연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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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DH, 방사선

박성동 " " "

R F 시 스 템 , 안 테 나 , 지 상

국,Porable Ground terminal,

EMC

"

김형신
경기

과학고
"

전산학과
"

지상국 소프트웨어, 원격검침

데이터 포맷팅
"

최경일 " " " O/S, PCE, 하네스 "

유상근
"

전기 및

전자공학

과

" 지구관측용 카메라 90.9-92.7

박강민
"

“ " 디지털신호처리 "

민승현
경기

과학고
" 물리학과 " RF "

이현우 "

전기 및

전자공학

과

" 자세제어 "

김병진
대전

과학고
" " 영국(UCL) 제어 "

김이을 " " " "
디지털 신호처리, 광학,

CCD 컨트롤러 디자인
"

선종호
전남

과학고
" 물리학과

미 국

(IOWA)
channeltron "

남명룡
경기

과학고
"

기계공학

과

일본 ( 동경

대학)
자세제어

9 1 . 9 - 9 3 . 1 2

이서림 " 전산학과
영 국

(Surrey)
GS프로그래밍 "

이임평
경기

과학고
"

전기 및

전자공학

과

영국(UCL) 자세제어 "

전홍준 " " " 영상 처리 "

박원규 " "
미 국

(IOWA)
신호 처리 "

신동석
경기

과학고
" " 영국(UCL) 영상 처리 "

김태정 " " " " 영상 처리 "

류봉균 " " "
미국 (콜롬

비아)

위성을 이용한 근거리 통신

망 연결
"

김승범
전남

과학고
" " 영국(UCL) 영상 처리 "

박성민 " " " RF 9 3 . 9 - 9 4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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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경기

과학고
"

기계공학

과
" 광학 디자인

김도형 " 물리학과 " 광학디자인 94.9-

이우경 광주

과학고

"
전기 및

전자공학

과

" 초고주파공학, 전자파 산란

해석(박사과정)

96.1-

김문규 " 물리학과 "

SAR 데이터처리소프트웨

어

(박사과정)

양호순 연세

대학교
물리학과 "

광학계측정, 광학계조립시

험

(박사과정)

 
   1998년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는 해외 현지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런던대학 내에 설치되었던 고해상도 광학시스템 연구실과 합성개구레이더 연구
실의 운영도 종료되었지만 이때의 연구 성과가 우리별 3호의 다채널 지구관측 
카메라(Multi-spectral Earth Imaging System, MEIS) 제작이나 아리랑 5호에 
탑재한 영상레이더(SAR) 기술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별 3호는 이전의 우리별 1,2호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카이스트 인공
위성연구센터 연구진들이 개발한 카이스트 고유의 플랫폼을 토대로 설계, 제작, 
시험을 완료한 위성으로 크기도 50kg에서 110kg으로 2배 이상 커졌고 기술적
으로도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밀 자세제어 기술은 선진
국들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민감한 부분이었다. 서리대학에서 습득한 우리별 1,2
호의 자세제어는 중력 경사를 이용해 위성의 자세를 제어하는 방식이었는데, 자
세지향 정밀도가 5도 이내로서 정밀관측이나 천문관측 등의 고급 임무를 수행
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다. 우리별 3호는 우리별 2호에 비해 훨씬 정밀한 13m 
해상도의 다채널 지구관측카메라와 우주환경 측정기를 탑재했는데 자세제어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실험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므로 우리
별 3호는 3축 안정화 방식의 자세제어를 시도했다. 이는 위성체 시스템의 총 
모멘텀을 영(zero)으로 유지시키면서 반작용 휠이나 추력기를 이용해 3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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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는 방식인데, 이를 이용해 우리별 3호는 자세지향 정밀도를 0.5도까지 높일 
수 있었다. 위성의 최대 출력도 150W로 확장되었고, 짧은 지상국 통신 기간 동
안 모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영상 데이터나 실험 데이터 등 대용량 데
이터를 지상국으로 송출할 때는 X 밴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전송 속도를 높
였다.136) 우리별 2호를 통해 기술실험을 했던 KASCOM이 우리별 3호에서 주
컴퓨터로 사용되었고, 우리별 1,2호에서 주컴퓨터로 사용되었던 OBC-186은 
보조컴퓨터로 기능했다. 카이스트에서 자체 개발한 “별지기”도 우리별 3호에서 
주컴퓨터 운용 소프트웨어로 사용되었다. 태양전지판을 몸체에 부착한 우리별 
1,2호와 달리 몸체 양쪽에 한 개씩 두 개의 태양전지판을 전개하도록 설계한 
것도 우리별 3호의 특징 중 하나이다. 국산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대용량 기억
장치(10 Gbits)를 개발한 것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텔렌보쉬 대학과 공동연
구로 15 미터급 해상도의 3 파장대 선형 CCD 카메라를 탑재한 것은 우리별 3
호의 기술적 성과라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별 1,2호에서 사용된 면적형 촬상소
자가 아니라 팩스나 주사장치(Scanner) 등에 사용되는 선형 촬상소자를 사용한 
것으로 위성의 움직임에 의해 2차원적인 영상을 얻어내는 방식이었다. 우리별 
3호의 다채널 선형 CCD 카메라는 향후 고성능 지구관측용 카메라에 필요한 핵
심기술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상용 지구관측위성에 사용되는 기
술이었다. 
   우리별 2호가 올라간 지 6년만인 1999년 5월 26일 인도 사티시 다완 우주 
센터에서 우리별 3호가 PSLV(Polar Satellite Launch Vehicle)-C2 로켓에 실
려 발사되었다. 발사 후 17분 40초 만에 고도 720km 궤도에 진입했고 발사 4
일 만인 5월 30일에는 자세 안정화에 성공해 지상촬영을 시작했다. 우리별 3호
가 보내온 영상자료는 기대 이상이었다.137) 우리별 3호의 발사 및 초기운용결

136) 우리별 1,2호의 경우 전송속도가 9.6kbps였는데 우리별 3호에서는 3.3Mbps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과학실험용 저궤도 소형 인공위성 우리별3

호 개발연구』 (과학기술부, 1999), 273쪽.

137) 2000년 1월 1일 KBS 9시 뉴스에서 새해 스케치로 우리별 3호에서 전송된 한반도 영상을

내보냈다. 소형실험위성치고는 훌륭한 화질이었다. 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우리별 3호의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었고 그 성능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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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홍보하기 위해 인공위성연구센터는 홈페이지에서 영상자료들도 공개했는
데 99년 5월초부터 3개월에 걸쳐 8만 건 이상의 접속건수를 기록했다. 인공위
성연구센터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우리별 3호는 TV, 일간지 등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다. 우리별 3호 관련 논문발표나 특허 출원, 프로그램 등록도 상당수 
이루어졌다.138) 

5.3. 1999년 이후의 인공위성연구센터

   이처럼 어느 때보다 많은 기술적 성과를 보여줬음에도 인공위성연구센터는 
1999년 과기처로부터 항공우주연구소와 통합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과기처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위원회에 올린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최순달은 다
음과 같이 술회했다.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인력양성에 실패했다. 따라서 카이스
트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연구비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문을 닫고, 그 연구원들을 
항공우주연구소에서 흡수하기로 했다.”139) 당시 인공위성연구센터는 과기처로
부터 과학위성 1호를 연구과제로 받아 1998년부터 개발을 시작하고 있었다. 하
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과기처 장관이 바뀌면서 인공위성연구센터에 대
한 정부의 평가가 급격히 바뀌게 되었다.140)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들은 인력양성에 실패한 집단이라고 평가하며 연구
소를 폐쇄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연구원들은 집단행동을 통
해 강력히 반발하며 항공우주연구소로의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다음의 두 가지
를 내세웠다고 한다. “인공위성연구센터 53명의 연구원 모두가 함께 가야”하며 
“독립적인 부설 조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공우주연구소 측

138) 논문 및 학회 발표가 32건, 특허 출원 18건, 소프트웨어 등록이 65건이다. 카이스트 인공

위성연구센터, 『과학실험용 저궤도 소형 인공위성 우리별3호 개발연구』 (과학기술부,

1999). 225-229쪽.

139) 최순달, 앞의 책, 234쪽.

140) 김대중 정부 들어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은 강창희(1998.3-1999.3)였고 후임 장관은 서정

욱(1999.3-2001.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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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모든 연구원들은 개인적인 자격 심사를 거쳐 채용 하겠다”며 두 조건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141) 이에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들은 항공우주연구소
로의 이동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 인공위성연구센터를 떠났다. 우리별 사업
을 주도했던 27명의 유학생 중 11명이 벤처기업 세트렉아이로 창업해 나갔고, 
8명이 대학교수로, 나머지는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142) 결국 인공위성연구
센터의 폐쇄는 면했지만 중추적 역할을 하던 연구원들은 떠났고 이로 인해 이
후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상도 변했다. 
   인공위성연구센터가 폐쇄 위기를 겪은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1980년대부터 강화된 정부의 과학기술지원정책의 흐름이다. 특정연
구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G7 사업,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까지 정부가 특정기
술 분야를 선택,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대형국책사업은 국
가 연구관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즉,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 과제를 선택
하고 예산을 확보해 수행하는 “자율적 연구관리방식”에서 정부주도로 핵심 전략
기술을 먼저 결정해서 연구수행기관에 과제를 분배하는 “정부주도 연구관리방
식”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토대로 우주개발사
업이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자율적 연구관리방식”으로 연구를 진행
하던 인공위성연구센터는 더 이상 이 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인공
위성연구센터가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이라는 로드맵 하에서 정부가 원하
는 연구를 수행하는 하위 연구기관이 되기를 원했고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999년 항공우주연구소와의 통합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1998년부터 항공
우주연구소에서 아리랑 1호의 후속 사업으로 아리랑 2호 개발 사업을 시작한 
것도 통합의 필요성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아리랑 1호가 미국 TRW사와 
공동개발을 통해 제작되었던 것과는 달리 아리랑 2호는 위성기술의 국산화, 고
도화를 이룬다는 목표로 계획된 사업이었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성제
작 경험이 있는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들의 참여가 필요했을 것이다.143) 그

141) 박성동 & 김형신 인터뷰. 2012.2.24. 세트렉아이 박성동 사무실.

142) 최순달, 앞의 책, 235, 243-244쪽.

143) 한국한공우주연구원, 『우주 속의 대한민국 아리랑위성 2호 백서』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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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당시 과기처는 인공위성연구센터를 항공우주연구소에 흡수하기로 결정
한 이유를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인력양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과기처가 이런 평가를 내린 데는 한국과학재단의 평가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 한국과학재단이 지원기간 마지막 해에 내린 <1990년도 지정 우수연구센
터 최종 종합평가>에서 인공위성연구센터는 공학연구센터(ERC) 가운데 82.84
점으로 최하 점수를 받으며 그 이전 9년간 지원한 과제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후속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센터가 되었
다.144) 평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위성연구센터는 공학연구센터 가운데 논
문발표, 공동연구, 기술이전, 박사학위 취득자,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평가에서 
하위, 산학협력실적, 상품실용화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145) 하지만 이러
한 평가항목은 위성제작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애초부터 인공위성
연구센터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니었다. 국내에서 위성제작을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동연구를 할 산업계가 있을 리 없었고 상품의 
실용화나 기술이전이 이루질 수도 없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서리대학 1기 
유학생 김형신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폈다. “위성을 만드는 것은 대학에서 성공
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우리별 제작은 예외적인 일이었고 따라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식의 평가는 적합하지 않다. 그 단계(위성제작 초기
단계)는 만드는 단계였다. 우리는 논문을 쓰지 않고 일을 했다.”146) 
   인공위성연구센터가 겪은 위기의 두 번째 요인은 우리별 3호 사업이 끝나는 
시점의 정치적 변수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1993년, 1999년 인공위성연구센터
에 닥친 두 번의 위기는 모두 새로운 정권(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
고 관계 기관의 장관(과기처, 체신부)이 바뀐 해에 이루어졌다. 이는 우리별 2

2009), 29-34쪽.

144) 과학재단 내부자료 (1999). 경종철, “협력연구 사업의 과학기술 연구인력 양성체계 분석:

우수연구센터(SRC, ERC)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책학박사학위 논문 (2001),

136-139쪽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 후속지원은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 제약 때문에 1년간만

시행되고 지원이 종료되었다.

145) 같은 논문, 78,97,103,122,135쪽.

146) 박성동 & 김형신 인터뷰. 2012.2.24. 세트렉아이 박성동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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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우리별 3호가 발사된 시점, 즉 사업이 끝난 시점과 맞물렸기에 더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면 정권, 관계 기관 장관이 
바뀐다고 인공위성연구센터가 폐쇄 위기까지 겪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1999년이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 지원기간 9년이 종료되는 시점
이었다는 것도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기를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1999년 사건 이후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상도 변했다. 1980년대부터 본격
화된 정부의 기술지원 정책은 대학 연구소에도 그 혜택이 돌아갔고, 이에 힘입
어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위성개발 사업을 계획할 수 있었다. 1990년 
본격화된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성개발 사업은 위성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
면에서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무궁화위성 사업과 방향이 일치했기 때문에 인공
위성연구센터는 자율적 연구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99년 이후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연구방식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우주개발 로드맵에 의해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과제를 수주 받아 연구
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인공위성연구센터는 항우연의 하부
에 위치한 협력기관이 되었다.  
   인공위성연구센터 입장에서는 원치 않았던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1999년 사
건은 인공위성연구센터가 보유한 위성기술이 외부로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들이 대학, 연구소, 기업, 창업 등 다양한 경로로 진출
하여 위성기술을 전파했고 이들이 서로 연계하여 협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위성
기술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설립한 
벤처회사 세트렉아이는 이들 연구원들이 기술을 학습했던 영국의 SSTL과 비슷
한 역할을 담당했다. 모델명 SI-100, SI-200, SI-300 플랫폼 등 고유의 소형
위성 버스 시스템을 개발했고, 광학탑재체(EOS-A, EOS-C, EOS-D, 
EOS-H), 지상국(위성영상 처리시스템), 위성부품(센서 및 통신, 데이터 처리
부품) 등도 상품화해 수출했다. 이들은 SSTL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개설하
여 위성기술도 판매했다. 실제로 SI-200 플랫폼과 EOS-C 전자광학카메라로 
이루어진 SpaceEye-2 시스템을 토대로 말레시아의 RazakSAT과 아랍에미리트
의 DubaiSat-1을 수출했다.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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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주도했던 연구원들이 빠져나가고 위상변화도 겪었지만 인공위성연구
센터 역시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위성 
1,2,3호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위성 시리즈의 개발 목적은 다목
적실용위성 아리랑과 같은 실용위성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 시험하고 우주개
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참여기관을 확대해 우주기술을 확산시키는 데 있
었다. 1998년부터 시작된 과학기술위성 1호는 과학기술부 주관 하에 항공우주
연구소가 총괄기관으로, 인공위성연구센터가 개발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148) 우
리별 3호의 플랫폼을 토대로 제작된 과학기술위성 1호는 연구기간 5년 3개월, 
총 연구비 117억 원, 무게 106kg, 최대전력 180W의 위성으로 우리별 시리즈
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이 위성은 아리랑과의 중복성이 문제가 되
었던 지구관측 임무는 피하고 대신 우주관측으로 임무를 선회했다. 과학기술위
성 1호는 카이스트, 한국천문연구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3개 기관이 공동 
개발한 원자외선 분광기(FIMS)를 탑재해 자외선 전천영상(All Sky Image)을 
제작하려 했지만 운영상의 미숙으로 전천영상 제작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우주
관측기기의 공동 개발을 통해 우주천문 및 관련분야 연구 수준을 국제적 수준
으로 끌어 올릴 수 있었고 관련분야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과학기술위성 2호는 한국 최초의 실험 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실려 
올라갈 계획이었지만, 실패 가능성에 대비해 쌍둥이 위성으로 두 개의 위성
(STSAT-2A와  STSAT-2B)이 제작되었다. 이전 위성들이 적층형 보드로 구
성되었던 것과 달리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장 박스들로 구성되어 고성능 
위성의 모듈형태를 갖출 수 있는 프레임 타입(frame-type)의 구조로 제작해 
공간의 효율을 높였고, 복합소재 태양전지판, 듀얼 헤드(Dual Head)별 센서, 
CCD 디지털 태양센서, 펄스형 플라즈마 추력기, 소형위성용 탑재컴퓨터, 지구 
대기 및 복사에너지를 관측하는 고주파 라디오미터 DREAM, 레이저 반사경 등 
다양한 핵심기술도 선보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나로호가 두 번(2009년, 2010

147) https://www.satreci.com/ds3_1_1.html

148) 서울대학교, 『과학위성 1호기 개발을 위한 연구기획사업』 (과학기술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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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모두 실패하는 바람에 이들의 실험결과는 알 수 없게 되었다. 레이저 반사
경의 경우는 아리랑 5호의 탑재체에도 선정되어, 과학기술위성 2호의 개발 및 
운영경험을 활용하려 했던 것인데 그것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두 번의 발사 실
패로 나로호 3차 발사에 탑재할 위성개발이 급하게 진행되었고 그동안의 과학
기술위성 시리즈보다 다소 기능이 축소된 나로 과학위성이 제작되어 2013년 1
월 발사되었다.149) 
   2007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과학기술위성 3호는 2013년 11월 21일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드네프르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인
공위성연구센터가 우리별 1,2,3호와 과학기술위성 시리즈를 제작하며 축적한 기
술들을 여러 관련 대학의 실험실과 함께 개발함으로써 위성기술 저변확대 및 
인력양성, 기술의 확산을 특히 강조하며 제작한 위성이다. 과학기술위성 3호 탑
재컴퓨터(On-bard Computer)는 차세대 우주용 프로세서로 주목받고 있는 
Leon3-FT Processor를 기반으로 설계 및 제작되었고 우주용 고속 통신 표준
인 SpaceWire 통신 채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위성발사 후에도 하드웨어의 재
구성이 가능하도록 “On-orbit Reconfigurable Hardware”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이렇듯 인공위성연구센터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과의 중복성이 문제가 되
었던 지구관측 임무에서 벗어나 첨단 소형위성 개발을 통한 우주탐사, 학술연구 
및 핵심우주기술 연구와 우주개발 핵심인력 양성 기관으로 변신하면서 항공우
주연구원과 그 기능을 차별화할 수 있었다.150)

149) 2013년 1월 30일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나로 과학위성을 탑재한 나로호

(KSLV-1)가 발사에 성공했다. 다음날 오전 3시 28분, 나로 과학위성은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와 첫 교신에 성공했고 목표 궤도에 진입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

내왔다.

150) 현재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설립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우주개발 연

구 인력양성 전문기관, 2. 핵심 우주기술 연구개발 수행기관, 3. 과학기술위성 개발기관.

http://satrec.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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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영국 
서리대학 등에서의 기술습득을 통해 기술의 응용과 개선을 이루었고 다양한 기
술 실험과 시험을 통해 종국에는 “독자모델”의 위성을 설계, 제작, 운용할 수 있
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과정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살펴보았
다. 
   첫째, 이 논문은 인공위성연구센터 유학생들이 기술 학습을 했던 서리대학 
위성 UoSAT의 기술적 특징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위성개발 사업의 경우 장
기간에 거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이기에 대개 국가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대학의 연구소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이는 UoSAT이 아마추어무선통신용 위성인 오스카에서 파생된 
50kg의 초소형 위성이었기 가능했던 것으로, 이는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위성
제작을 시작하는 인공위성연구센터에 더 없이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 
   둘째는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카이스트 독자모델의 차기 위성제작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기술학습과 기술개발 전략이었다.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유학생 팀
과 인공위성연구센터 팀으로 이원화해서 우리별 1호와 2호 개발을 동시에 추진
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에서 학습한 기술이 인공위성연구센터 팀에게 바로바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기술학습이 영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했고, 
나아가 이 공유된 기술정보를 토대로 카이스트에서는 전수된 기술의 응용과 개
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우리별 2호는 영국으로부터 기술습득이 이루어졌음
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물이기도 했지만 기술의 습득과 응용, 개선 과정을 잘 보
여주는 위성으로서 이를 통해 독자적으로 위성을 설계, 제작, 운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위성이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별 2호를 통해 실험했고 
여기서 검증된 기술 중 상당수가 우리별 3호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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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는 기술이전이 서리대학에서 인공위성연구센터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었다. 인공위성연구센터와 서리대학 사이에 체결된 <공동연구협약서>는 두 번
의 수정을 거쳤는데 이 교섭과정을 통해 기술습득의 내용과 방법, 범위, 비용 
등이 정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협약서 수정의 원인은 외부 변수에 의해 발생하
기도 했지만 서리대학과 인공위성연구센터의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중에 유학생
들이 그 과정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혹은 서리대학의 기술 지원 없
이 위성을 운용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수정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더
불어 영국 서리대학의 위성제작 프로그램도 서리대학과 인공위성연구센터가 공
동연구를 수행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체계화되고 정교화 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년에 걸쳐 “독자모델”의 위성을 제작할 수 있었지만 인공위성연구센터는 
달라진 정치적 환경과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로 1999년 중추적 역할을 했던 연구
원들이 떠나는 등 위상변화를 겪어야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공위성연구
센터의 위기를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국가연구개발 정책이 충돌하면서 기
인한 현상으로 이해했다.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우수연구센터에 선정되고 동시에 
국책연구사업으로도 지정되면서 우리별 사업은 “자율적 연구”와 “정부주도 연
구”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는 우리별 사업에 대한 정부와 인공위성
연구센터의 인식 차이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 차이를 가진 이
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나가려 했는지에 주목해 살펴보았다.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센터의 자율적 연구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우리별 사업이 
정부주도 사업인 아리랑 사업과 다름을 강조했고, 연구비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지향점과 부합함을을 강조했다. 그에 비해 정부는 아리랑 2호 사
업에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들의 참여를 필요로 했지만 센터의 독자적 능력
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결국 인공위성연구센터와 항우연의 통합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센터의 연구원들은 상당수가 인공위성연구센터를 떠났다.
   인공위성연구센터 입장에서는 원치 않았던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1999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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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인공위성연구센터가 보유한 위성기술이 외부로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들이 대학, 연구소, 기업, 창업 등 다양한 경로로 진출
하여 위성기술을 전파했고 이들이 서로 연계하여 협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위성
기술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설립한 
벤처회사 세트렉아이는 위성기술을 상품화하여 수출하며 이들 연구원들이 기술
을 학습했던 영국의 SSTL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인공위성연구센
터 역시 사업을 주도했던 연구원들이 빠져나가고 위상변화를 겪었지만 우주개
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실용위성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
발, 시험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참여기관을 확대해 우주기술
을 확산시키고 있다. 
   
 



- 88 -

참고문헌

1. 인터뷰 및 회고

인터뷰 : 최순달(전 인공위성연구센터 소장, 2012.8.27.)
인터뷰 : 박성동 & 김형신 (전 서리대학 유학생, 2012.2.24.) 
이메일 인터뷰 : 박성동 (전 서리대학 유학생, 2012.7.15. / 2012.7.20. / 

2012.7.24. / 2013.1.15.)
                 이서림 (전 서리대학 유학생, 2012. 7.20)  
인공위성연구센터, 『우리는 별을 쏘았다』 (김영사, 1993)
최순달, 『48년 후 이 아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행간풍경, 2005).

2. 우리별 사업관련 비 간행 회의자료 및 보고서

“KITSAT-1 팀 주간 회의록” (1991.5.15. - 1992.5.1.)
“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 6차년도 평가회의” (1995.12.4.~5.)
“센터 유학생 현황자료”
“우리별 1호 운영 및 우리별 2호 개발현황 자료”
“인공위성연구센터 주간 회의록” (1992.9.15. - 1997.1.6.) 
“인공위성연구센터 팀 주간 업무 보고서” (1991.9.30. - 1992.7.21.)
“인공위성연구센터 팀 주간 회의록” (1992.4.1.4 – 1992.6.9.)
“일일 개인 스케줄표” (1990)
인공위성연구센터, “ 2/4분기 추진 실적 보고서”, (1991). 
인공위성연구센터, “우수연구센터 지원신청서”, (1989).
한국과학재단, “해외 현지센터 운영 – 탑재체 기술 선행연구”
      
“ACTIONS KITSAT –A PROJECT” (임무 할당)

- 89 -

“An Agreement to Establish a Collaboration in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Engineering Research and Training Between the U.K. and Korea“, 1989. 
7.

“MEMO” (SSTL 연구원들과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들 간에 오간 다수의 메모) 
“The Agreement between Surrey Satellite Technology Limited(”SST“) and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 
1991.1.3.

Bardo, W. S., “Collaboration in Satellite Communications”, (1989.8.8.)
___________ “Collaboration in Satellite Communications”, (1989.8.8.)
Bradford, A., "Small Satellite Programmes to Enable National Space 

Capability", (2011.7.)
Evans, B. G., "Training in Satellite Engineering provided by the University 

of Surrey" 
Radbone, J., “A New Proposal For Resolving the KITSAT-A Costing 

Mechanism”, (1991.12.17.)  
__________, “Agreement between Surrey Satellite Technology Limited and 

the University of Surrey Mechanical Engineering Workshop for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STRV Power Module”, (1992.2.20.)

__________ “Agreement between Surrey Satellite Technology Limited and 
the University of Surrey Mechanical Engineering Workshop for the 
manufacture of CERISE Satellite Items”, (1991.11.26.) 

__________ “Agreement between Surrey Satellite Technology Limited and 
the University of Surrey Mechanical Engineering Workshop for the 
manufacture of KITSAT-A Satellite Items”, (1991.11.20.) 

__________ “KITSAT-A Costing and Monitoring”, (1991.12.16.)
__________ “Progress Report on the Collaborative Programme Between 

KAIST and the University of Surrey”, (1992.1.31.)
__________ “Review of Collaborative Programme Elements – Technology 



- 90 -

Transfer”, (1991.6.17.)
__________ “Schedule of KITSAT-B Costs”, (1992.6.25.) 
SSTL, "Space Mission Training and Development", SSTL brochure. 
Sweeting, M., “Summary of Proposed Collaboration between the University 

of Surrey and the Korean Institute of Technology”, (1989.8.9.)

3. 우리별 사업 관련 공식 보고서

KT네트워크부문, 『과학기술위성 3호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과학기술부, 2006)
계명대학교, 『우주기술개발사업 : 소형위성용 다기능 플랫폼 개발연구』 (과학기술

부, 2004)
곽윤근, 『KITSAT 구조물(Engineering Model)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의 최

종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1992.8.)
김병진∙이현우∙성단근, “우리별 위성의 자세제어 시스템”, 『제어로봇시스템학회지』 

제3권 제2권 (1997), 34-40쪽.
김성헌∙성단근∙김형명∙최순달∙N. Bean, “저궤도 소형위성 우리별 1,2호의 원격검침 

및 명령부”, 『J. Astron. Space Sci』 제13권 2호 (1996), S30-S40쪽.
김형명, 『KITSAT 원격명령 및 검침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 (한

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1991.12.) 
김형신∙이홍규∙최순달, “우리별 1,2,호 주 컴퓨터부”, 『J. Astron. Space Sci』 

제13권 2호 (1996), S41-S51쪽.
명노훈, 『UHF 대역에서 동작하는 C급 전력 증폭기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1991.12.)
민경욱, 『우리별 인공위성을 이용한 우주 플라즈마 환경연구의 최종보고서』 (한국

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1994.1.) 
민승현∙명로훈∙최순달, “우리별 1,2,호 통신 시스템”, 『J. Astron. Space Sci』 

제13권 2호 (1996), S82-S93쪽.

- 91 -

박강민∙김형명∙최순달, “우리별 1,2,호의 디지털 신호처리부(DSPE) 실험의 고
찰”, 『J. Astron. Space Sci』 제13권 2호 (1996), S163-S172쪽. 

박규호, 『KITSAT의 On Board Computer 개발 과제의 최종연구보고서』 (한국과
학기술원 인 공위성연구센터, 1991.12.)

박동조, 『KITSAT 자세제어, Magnetorquer, Boom Deployment 개발연구의 최
종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1991.1.2.)

박원훈, 『우수연구센터 지원기간 종료 후 적정대책 방안과 우선육성분야 도출
을 위한 조사 연구』 (한국과학재단, 1996)

서울대학교, 『과학위성 1호기 개발을 위한 연구기획사업』 (과학기술부, 1998)
성단근, 『KASCOM 위성용 컴퓨터를 위한 패킷 무선 프로토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1993.12.)
윤명중, 『KITSAT BCR, PCM, PDM, Power Supply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1992.8.)
_____ 『KITSAT 전력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의 최종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1994.1.)
이승우∙박종오, “과학기술위성 3호 개발 현황”,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2), 857-863쪽.
이승헌∙박종오∙심은섭, “과학기술위성 2호 시스템”, 『항공우주기술』 제4권 제

2호 (2005), 60-64쪽.
이영로∙정태진∙이서림∙성단근, “우리별 1,2,호 위성의 축적 및 전송 탑재물” 

『J. Astron. Space Sci』 제13권 2호 (1996), S117-S133쪽.
이용훈, 『KITSAT Digital Image Coding/Image Mail 개발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

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1992)
이황수, 『KITSAT DIGITALKER 개발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 (한국과학기

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1991.12.)
이흥규, 『KITSAT OBC 운영체제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인

공위성연구센터, 1993.12.)
인공위성연구센터, 『우리별 1로 우리별 우주로』 (인공위성연구센터, 1992)
______________ 『우리별 3호 우주로』 (인공위성연구센터, 1999)



- 92 -

카이스트 생산공학과, 『복합재료 통신위성 구조의 개발에 관한 연구』 (카이스
트 인공위성연구센터, 1991)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과학기술위성1호 개발사업 : 저궤도 과학실험용 과학
기술위성 1호 우주과학탑재체 개발』 (과학기술부, 2003)

______________________ 『과학실험용 저궤도 소형 인공위성 우리별 3호 개발연
구』 (과학기술부, 1999) 

______________________ 『우리별 3호 개발 및 발사관련 자료 - 우리별 3호 우주
로』 (1999.5) 

______________________ 『우주기술개발사업 : FPGA를 이용한 우주용 
On-Board Computer의 소형화/경량화 기술개발』 (과학기술부, 2004)

______________________ 『인공위성연구센터 지원에 관한 총괄 보고서』 (체신부, 
1994)

______________________ 『최종 연구보고서 : 과학기술 실험용 소형 인공위성 개발
연구 1』 (과학기술처, 1991)

______________________ 『최종 연구보고서 : 과학기술 실험용 소형 인공위성 개발
연구 2』 (과학기술처, 1992)

______________________ 『최종 연구보고서 : 과학기술 실험용 소형 인공위성 개발
연구 3』 (과학기술처, 1993)

______________________ 『최종 연구보고서 : 과학기술 실험용 소형 인공위성 개발
연구 4』 (과학기술처, 1994)

한국항공대학교, 『핵심우주기술개발사업 : 극소형 위성시스템 설계 및 핵심부품 기
술연구』 (과학기술부, 200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활용을 위한 Payload Data Interface 기술연구(2)』 
(과학기술부, 2003)

4. 기타 정부 과학기술정책 관련 자료

- 93 -

강광남,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 『한국통신학회지』 제13권 8호 (1996), 
751-758쪽.  

강박광, “특정연구개발 사업 추진현왕 및 발전적 확대개편방향”, 『전기저널』 
152권 (1989.8.), 2-7쪽.

경종철, “협력연구 사업의 과학기술 연구인력 양성체계 분석: 우수연구센터
(SRC, ERC)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과학기술부, 『2006 우주개발백서』 (2007)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위

한 기획 조사 연구』 (과학기술처, 1996)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 연구기획과, "과학위성 ‘우리별 1호’발사 관련 참고자료", 

(1992.8.12)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1992)
_________ 『과학기술연감 1992』 (1993)
_________ 『특정연구개발 사업 시행 5년 』 (교육부, 1987)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1 국정감사자료집(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대한민국국회, 2001)
김지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개황 : 특정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전

기저널』 133권 (1988.1.), 4-7쪽.
김진철·황도순·심은섭·최성봉·이상률·최기혁·백명진,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위성개발 현황”, 『항공산업연구』 제61집 (2002. 5), 1-24 쪽.
김학민, 『선도기술개발사업의 프로그램 종합분석(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 2002)
민철구 외, 『이공계 대학연구의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박승덕,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 『기술혁신연구』 제6권 제1

호 (1998), 30-50쪽. 
배찬우, “기초과학연구기관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대학 내 우수연구센터

(SRC, ERC)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서울대학교, 『과학위성 1호기 개발을 위한 연구기획사업』 (과학기술부, 1998)
올바른 과학기술 정립을 위한 연대회의, “‘6공화국의 과학기술정책’ 비판”, 심포

지움 자료집, 1992월 11월 26일 6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소강당. 
위성방송연구위원회, 『이동통신 기술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1995).
이상목, “국가우주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나라경제』 12월호 (1999), 67-70



- 94 -

쪽.
이승우, “과학기술위성의 역할과 미래”, 『전자공학학회지』 제37권 제12호 

(2010), 1342-1351 쪽. 
장영근, “아리랑위성 국산화개발 개요 및 전략”, 『통신위성, 우주산업연구회

지』 제6권 1호    (1998), 82-94 쪽. 
장영근,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 수정 및 우주개발 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

한 기획연      구』 (한국과학재단, 2007)
정근모, 『대학연구지원사업과 대외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추진방안: 한구과학재

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재단, 1988)
정선종, “위성통신기술개발 계획”, 『한국통신학회지』 제9권 3호 (1992), 

13-16쪽.
정용덕, “한국의 정부조직개편”,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1호 (1995), 58-47

쪽. 
체신부, 『인공위성연구센터 지원에 관한 총괄 보고서 : 실험용 소형 인공위성 개발

연구(4)』 (1994)
최석식, “특정연구개발 사업!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있나?”, 『기계와 재

료』 4권 (1990), 5-19쪽.
한국무선국 관리사업단, 『국내 아마추어무선 통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0) 
한국연구개발단지 공동대변인실, 『1980년대 과학기술정책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1986)
한국통신 위성본부 편, 『무궁화위성 논문집』 (1998)
한국통신 위성사업단 편, 『무궁화위성 3호 백서』 (1999)
한국통신 위성사업본부 편, 『무궁화위성 백서』 (1996)
한국통신학회, “최종연구보고서 :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추진체제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3)
한국한공우주연구원, 『우주 속의 대한민국 아리랑위성 2호 백서』 (교육과학

기술부, 200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목적실용위성 1호 개발사업 백서』 (2001)

5. 인공위성, 우주개발 관련 자료 

- 95 -

김광영, 『위성통신 시스템공학』 (진한엠앤비, 2012)
이채욱∙ 우홍체∙ 이대식∙ 양진모∙ 박철영 공저, 『전기전자 정보통신공학 개

론』 (피어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1999)
이해욱, 『풀어쓴 정보통신 기초지식』 (전자신문사, 2001)

Baker, D. et al., “An overview of the solar, anomalous, and magnetospheric 
particle explorer”,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Vol 31 No.3 (1993), pp. 531-541.

Baker, K.(KB1SF) and Jansson, D.(WD4FAB), "Space satellite from the 
world's garage : The story of AMSAT", Text of a paper presented to 
the National Aerospace and Electronics Conference, Dayton, Ohio, 
23-27 May 1994.

Carayannis, E. G. and Samanta Roy, R. I., "Davids vs Goliaths in the small 
satellite industry : the rol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dynamics in firm 
competitiveness", Technovation 20 (2000), pp. 287-29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Speed and Accelera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Small Satellite Manufacturing Industry : 
A Co-opetitive Dynamics Perspective", IEEE EMS IEMC 1998 
Conference, San Juan, Puerto Rico, Oct 11-13, 1998, pp. 221-230.

Jason, S et al., “Capacity building in emerging space nations: Experiences, 
challenges and benefits”, Advances in Space Research 46 (2010), pp. 
571-581.

Kasser, J. E., "Amateur Radio : Past, Present, Future”, 100 Years of Radio, 
5-7 September 1995, conference Publication 411, IEE, 1995, 
pp.120-127.

Learner, K. O. and Barr, G., "AMSAT/National Space Society(NSS) Space 
Education Network", AMSAT-NA Firth Space Symposium in Southfield, 
Michigan November 6-8, 1987, pp. 78-84.



- 96 -

Leloglu, U. M. and Kocaoglan, E., “Establishing space industry in developing 
countries: Opportunities and difficulties”, Advances in Space Research 42 
(2008), pp.1879-1886.

Lyons, J., “SMEX-LITE Modular Solar Array Architecture”, 37th 
Intersociety Energy Conversion Engineering Conference, (2002)

Mehmud, S., "Pakistan's space program", SPACE POLICY (1989), pp. 
217-226.

Milne, G. W., "The SUNSAT Microsatellite Programme. Concepts, Progress 
and Opportunities", IEEE (1992), pp. 373-377.

Ryan, M. H., “ The role of national culture in the space-based technology 
transfer process”, Comparative Technology Transfer and Society Vol. 2 
No. 1 (2004), pp. 31-66.

Sturza, M. A., “LEOs-the communications satellites of the 21st century”, 
IEEE Xplore Conference, Nov 4-6, 1996, pp. 114-118.

Sweeting, M. N., "Space at Surrey: Micro-Mini-Satellites for affordable 
access to space", Air & Space Europe, Vol. 2 No. 1 (2000), pp.38-52.

______________ “25 years of space at Surrey - Pioneering Modern 
Microsatellites”, Acta Astronautica Vol. 49 (2001), pp.681-691

Swinerd, G., "Special issue on small satellite engineering",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Part G- 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G4, (1999)

Watzin, J., “SAMEX-Lite : NASA’s next generation small explorer”, 
Technical Session II : New Mission Concepts I, 10th AIAA/USU Small 
Satellite Conference (1996)

Wertz, J. and Larson, W. eds.,  Space Mission Analysis and Design (El 
Segundo, CA : Microcosm Press, 1999) 

Xue, Y. et al., "Small satellite remote sensing and applications-history, 
current and fu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 29, 
No.15 (2008), pp. 4339-4372.

- 97 -

6. 연구논저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20년사』 (2003)
과학기술30년사 편찬위원회 편, 『과학기술 30년사』 (과학기술처, 1997)
과학기술40년사 편찬위원회 편, 『과학기술 40년사』 (과학기술부, 2008)
과학기자 모임, 『신한국 과학기술을 위한 연합 보고서』 (희성출판사, 1993).
권재철·문종범·유왕진·이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관한 연구: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
지』 제15권 1호 (2012), 185-202쪽.

김영우∙최영락∙이달환∙이영희∙하헌표∙오동훈, 『한국 과학기술정책 50년의 발자
취』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7)

김인수, 임윤철 · 이호선 역, 『모방에서 혁신으로』 (시스마인사이트컴, 2000)
김훈기, “과학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사회 여론의 형성 : 나로호 1,2차 발사 사례

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4권 제1호 (2012), 141-166쪽.
문만용,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변천과 연구활동”,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28권 제1호 (2006), 81-115쪽.
_____ “박정희시대의 과학기술정책」” 정성화∙강규형 엮음, 『박정희시대와 한국현

대사: 연구자와 체험자의 대화』 (선인, 2007).
_____ 『한국의 현대적 연구체제의 형성: KIST의 설립과 변천, 1966~1980』 (선

인, 2010).
박희제, “대학의 구조변동을 통해 본 한국 대학 연구의 특성: 1980년대 이후 연

구개발비 흐름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학회 전기 학술대회』 (2006)
송성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______ “기술능력 발전의 시기별 특성: 포항제철 사례연구”, 『기술혁신연구』 

제10권 제1호 (2002), 174-200쪽.
______ “포항제철 초창기의 기술습득”,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8권 제2호 

(2006), 329-348쪽.
______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과학기술학연

구』 (2002), 63-83쪽.



- 98 -

______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정책』 (르네상스, 2006)
______ 『이동통신 기술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 기술정치와 기술학습의 상호작

용』 (과학기술 정책관리연구소, 1999).
송위진∙황혜란, “탈추격체제에서 부품업체의 기술혁신활동: 휴대전화 부품업체 

사례연구” 『기술혁신연구』 제9권 제3호 (2006), 435-450쪽.
정성화, 『박정희시대와 한국 현대사』 (선인, 2006)
정승미, “Looking into SaTReC to Track Korean Space Development : From 

the Only One to One of Them)”, (KAIST 석사학위논문, 2012) 
최형섭, “재료공학의 태동과 미국의 사회변화: 장기 1960년대의 학제적 연구”, 

『서양사연구』 제4집 (2014), 155-174쪽.
통우연 20년사 편찬위원회 편, 『우리나라 위성통신 및 우주산업 발전사 : 통신

위성∙우주산업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1991~2011』 (사단법인 통신위성∙
우주산업연구회, 2011)

하태수, “김영삼 정권 전반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분석”, 『한국정책연구』 제
11권 제2호 2011), 367-402쪽.

한경희, “이공계 대학특성화의 기회와 제약”, 『한국사회학』 제40권 제1호 
(2006), 157-182쪽.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20년사』 (1992).
한국과학기술원 사반세기 편찬위원회 편, 『한국과학기술원 사반세기』 (한국과

학기술원, 1996).
한국과학재단 3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과학재단 30년사』 (한국과학재단, 

2007).
한국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 사업실적 통계집, 1995』 (1996)
한국기술경영연구원, 『70~90년대 주요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성과조사 분석』 (과학기술부, 200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년사: 1976~2001』 (2001)
홍창선, “과학과 정치 그리고 우주항공 기술개발”, 『KSAS 매거진』 제4권 2호 

(2010), 8-13쪽.
황혜란∙정재용∙송위진, “탈추격 연구의 이론적 지향성 및 과제”, 『기술혁신연

구』 제20권 제1호 (2012), 75-114 쪽.
황혜란∙윤정로, “한국의 기초연구능력 구축과정: 우수연구센터(ERC/SRC) 제도

를 중심으로”,『기술혁신학회지』 제6권 제1호 (2003), 1-19쪽.
 

- 99 -

Cohen, G., Technology Transfer : Strategic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Sage Publications, New Delhi, 2004) 

Cohen, W. and Levinthal, D., “Absorptive capacity :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5, No. 
1, Special Issue: Technology, Organizations and Innovation (1990), pp. 
128-152.

Kim Dong-Won and Stuart, W. Leslie., “Winning markets or winning Nobel 
Prizes?  KAIST and the challenge of late industrialization”, Osiris, 1nd 
Series, Vol.13,  Beyond Joseph Needham :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in East and Southeast Asia (1998), pp. 154-185.

Lundvall, B.,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Toward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London: Pinter Publisher, 1992) 

Seely, B. E., “Editorial introduction: NASA and technology transfer in 
historical perspective”, Comparative Technology Transfer and Society 
Vol. 6 No. 1 (2008), pp. 1-16.

Seely, B. E., “Historical patterns in the scholarship of technology Transfer”, 
Comparative Technology Transfer and Society Vol. 1 No. 1 (2003), pp. 
7-48.



- 100 -

Abstract
The Study of Micro-Satellite Manufacture 

Technologies by KAIST SaTReC: 1989-1999

Euikyung Tae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trace the process of obtaining and 
improving satellite technologies by the KAIST Satellite Technology 
Research Center (SaTReC) over a period of ten years from 1989 to 
1999 and examine its exchanges of influence with the surrounding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especially the government'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their changes. What were the causes 
behind KAIST SaTReC's attempts to develop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for the nation's first satellite and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m when it was only a small-sized 
university research center? The study took a two-pronged approach 
to the issues: a microscopic approach involving its strategies and 
practice of technology acquirement and a macroscopic one involving 
the government'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their changes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The study first focused on the technological details and delved 
into the process of SaTReC's obtaining the technologies to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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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and operate a satellite in terms of strategies and methods and 
the center's applying and developing technologies in three aspects, 
which include the characteristics of UoSAT, a satellite by University 
of Surrey in the U.K., where the students of the center studied 
technologies, the strategies of technology study and development 
with the manufacture of KAIST's own satellite in mind, and the 
interactions of technology transfer. 
   The study also looked into the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center's satellite projects of KITSAT 1~3 over a 
period of ten years. A new regime began in the nation in 1993 
when KITSAT 2 was launched. Since then the satellite project was 
carried ou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with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ppointed to supervise the project of 
Arirang, a Korea multi-purpose satellite. Those developments 
caused a crisis to SaTReC and resulted in the postponement of 
KITSAT 3 development. In 1999, the center went through changes 
to its status in the midst of a crisis to its survival and had to 
witness researchers with pivotal roles leave, but it paradoxically led 
to an opportunity to spread the satellite technologies accumulated by 
the center around society.

keywords : KAIST Satellite Technology Research Center (SaTReC),  
          University of Surrey,  KITSAT, Micro-Satellite,          
          Strategies of Technology Study, 
Student Number : 2011-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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