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톈궁 1호’는 중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으로 2011년 9월 발사되었으며,
고도 340km에서 우주인 체류시험, 랑데뷰와 도킹시험 등을 수행하고
2016년 3월 공식임무를 종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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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주위험 대응 훈련 실시
-「2017 안전한국훈련」연계, ’17년말~’18년초 지구 추락예상

중국 우주정거장‘톈궁1호’대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한원용, 이하 ‘천문연 ’)은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우주물체 추락 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우주위험 대응훈련』을 11월 2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올해 12월말에서 내년 3월 중에 지구로 추락 예상 되는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 1호’의 추락을 재난상황으로 설정하여 실시한다.
*

* 중국 국제연합(UN)대표부(’17.5) 및 미국 Aerospace Corporation(’17.10) 발표 등 감안

*

무게 8.5톤, 길이 10.5m, 직경 3.4m

ㅇ 현재 이 우주정거장은 293km(10.30. 기준) 고도에 위치해 있으며, 매일
약 15회 지구를 공전 중이나 지구중력으로 인해 매일 1~2km 정
도씩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
ㅇ ‘톈궁 1호’가 한반도에 추락할 확률은 전 지구면적 대비로 볼 때
약 0.4%로 낮고, 또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대부분 소실되나
열에 강한 일부 부품은 낙하하여 피해를 줄 수도 있다.
ㅇ 정확한 추락 시점․지점 예측은 1~2시간 전에 가능하므로 추락상황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과기정통부, 천문연은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협력하여 ‘텐궁1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추락이 임박한 7일전부터는 추락
상황을 홈페이지, 트위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 톈궁 1호’ 개요 1부.

톈궁 1호’ 궤적 및 추락 가능범위 >
ㅇ 행안부, 국방부(공군), 천문연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매뉴얼에
< ‘

따른 상황별 대응절차를 숙달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토론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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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남준 사무관(☎ 02-2110-24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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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톈궁 1호’개요

명

칭

톈궁(Tiangoong) 1호

구

분

우주 정거장 (중국 최초)

발사 일시

2011년 9월 29일 15:16 (UTC)

발사 장소

중국 주취안 위성발사센터(Jiuquan Satellite Launch Center)

임무

무인인공위성과 도킹 및 우주인 체류 실험

무게

8,500kg (발사시)

길이

10.5m

직경

3.4m

태양전지판

2 패널 (약 7m x 3m)

3

모듈

거주 실험용 모듈(15m )+
궤도 랑데뷰 및 도킹 실험용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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