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시작에 앞서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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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우주개발을 위한 기술발전방향 논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미래 우주전장 및 기술발전 세미나 개최 -

국가 우주산업의 도약을 위해 국기연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이어 최호천 방위사업청 미래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우주라는 미래 전장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무기
체계 확보 및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이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행사가 청 정책 수립을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군 및
국방기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출연 및 산학연에서 발표를 진행한다.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임영일)는
10월 20일(수) 서울 아덱스(ADEX) 2021(서울공항)에서

미래 우주전장

- 첫 번째 세션에서 공군은 우주 공간을 포함한 미래 작전환경을 구
상하고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예상되는 미래 무기체계 소요를

및 기술발전 세미나 를 개최한다.

제시하며, 국과연과 국기연에서는 초소형 위성의 군사적 활용방안
❍ 이번 세미나는

➊

가속화되는 우주 방위산업 발전추세,

➋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조성된 본격적 국내 우주개발 여건,

➌

기술발전에

따른 초소형 위성의 군사적 활용방안 확대 등에 따라 개최되었다.

과 주요 기술현황 및 발전방안, 미래 감시정찰 위성의 핵심기술 및
확보방안을 발표한다.
-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항우연, KAIST, 천문연에서 소형위성을

❍ 국기연이 주관하고 방위사업청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 행사는 군

위한 우주발사체 기술개발 현황, 저궤도 소형위성 개발 및 운영현황,

관련 기관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레이저 추적 우주감시체계 기술개발 현황 등 민간 분야 우주기술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 미래 우주전장 및 기술발전 세미나 개요 >

❍ 금번 세미나를 통해 국방 우주개발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 교류 및

• 일시/장소 : ‵21. 10. 20. (수) 오후 13:45~16:50 / 서울공항 ADEX 세미나장3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우주 기술력의 현 위치를 확인하고,

• 주관/후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방위사업청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국방 우주개발 계획

• 목적 : 국방 우주개발을 위한 군·산·학·연 정보교류 및 기술 발전방향 논의
• 참석 : 방위사업청, 각 군, 정출연, 방산업체 등 우주분야 관련 기관 및 기업

수립 및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 행사 관련 사진은 10. 20. (화) 오후 15시경 전 매체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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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행사 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분)

개회/주요인사 소개

분)

환영사(연구소장), 축사(방사청 미래본부장), 기념촬영

분)

미래 작전환경 및 소요 예상 무기체계

공군

분)

미래 감시정찰 위성 핵심기술 예측 및 확보방안

국기연

분)

초소형 위성체계 군 활용 및 발전방안

국과연

분)

Break Time

분)

소형위성을 위한 우주발사체 기술개발 현황

항우연

분)

저궤도 소형위성 개발 및 운용현황

KAIST

분)

레이저 추적 우주감시체계 기술개발 현황

천문연

분)

폐회

13:45-13:50 ( 5

13:50-14:00 (10

14:00-14:25 (25

14:25-14:50 (25

14:50-15:15 (25

15:15-15:30 (15

15:30-15:55 (25

15:55-16:20 (25

16:20-16:45 (25

16:45-16:5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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