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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류

의 기술로는 지구에

서 화성까지 가려면 평균 7개월 이상 걸린다. 화학 로켓 

방식의 한계로 더 이상 추진력을 높이기 어려워서다. 그

런데 화성까지 단 3개월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이 본

격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에서의 원자력 응

용에 관한 새로운 행정 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우주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핵추진 우주선의 개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우주 정책이 

될 이번 지침의 정식 명칭은‘우주 정책 지침-6(Space 

Policy Directive 6, SPD-6)’,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

이 서명한 여섯 번째 우주 정책이라는 뜻이다.

SPD-1은 공식적으로 미국 우주비행사를 다시 달로 

보내고, 유인 화성 탐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었다. 이후 미국은 우주 개발 방향을 급선회해서 2024년 

달 재착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바로 아르테미스 계획

이 시작된 배경이다.

SPD-2는 민간 우주비행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SPD-3은 우주 교통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군을 설립토록 지시한 SPD-4는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SPD-5는 우주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SPD-6은 미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미국 정부 

기관들에게 달, 화성 등에서 사용할 핵분열 발전 시스템

과 우주 핵추진 시스템의 개발을 촉구하는 일종의 가이

드라인이다. 지금껏 우주 정책 지침이 해왔던 역할을 생

각하면 그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 국립우주위원회의 스콧 페이스(Scott Pace) 사무

총장은 백악관 

보도 자료를 통해“우주 

원자력 발전 및 핵추진 기술은 화성과 그 

너머로 향하는 심우주 임무를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한

다.”라면서“미국은 우주에서 원자력 기술을 지속적으

로 안전하게 적용하면서 우주 개발 국가 중 선두주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주 핵추진 시스템 다시 개발

우주 핵 발전 시스템은 이미 NASA에서 개발 중이기에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 10kW급 소형 원자로를 달 남극

의 기지에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핵추진 시스템

에 대한 개발 촉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주 개발 초창기, 미국은 우주 공간에서 효율적

인 추진력을 얻기 위해‘열핵추진(Nuclear Thermal 

Propulsion)’기술 개발을 시도했다. 핵분열 반응에서 

나오는 원자로의 열을 이용하여 연료를 가열하고, 이때 

발생한 고온·고압가스를 분사하여 추진력을 내는 방식

이다.

이론상 열핵추진 로켓 엔진은 화학 로켓 엔진보다 최

대 3배가량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 반면, 추력이 비교

적 약해서 대기권이 아닌 우주 공간에서나 사용 가능하

다. 열핵추진 엔진을 탑재한 우주선은 화성까지 100일 

만에 도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우주 지배권 확보가 목적

핵추진 우주선은 우주로 핵 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에

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주 핵 군비경쟁을 유

발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원자로

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처리 문제도 한 이유 다.

그러나 유인 화성 탐사를 위해 핵추진 기술이 필수적

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미국의 몇몇 기업은 잊힌 과

거 기술을 재현하여 열핵추진 로켓 엔진을 개발 중이다. 

SPD-6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우주 핵추진 기술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우주 굴기도 미국의 심우주 지배권 확보 노력

에 한몫을 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중국이 핵추진 로켓

을 연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도 마냥 손 놓

고 있기 어려운 처지다.

차기 미국 행정부가 같은 정책을 지속할지는 의문이지

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우주군을‘가디언즈’라

고 부르며 유지할 의사를 밝힌 바 있어서 SPD-6의 지

속 가능성도 엿보인다.

▲ NASA의 핵추진 유인 

화성 우주선 코페르니쿠스

(Copernicus) 상상도. 3개의 대형 열핵추

진 엔진을 탑재할 계획이었으나 방사선 처리 등의 

문제로 개발이 취소됐다. 사진=NASA

지구에서 화성까지
3개월 만에 
도달할 수 있을까?

▲ 화성 기지에서 사용할 소형 핵 발전 시스템 상상도. 사진= NA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