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중국은 창어(嫦娥)4호 탐사기를 발사해 

2개 “최초”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인류 최초로 달뒷면에 탐사기를 연착륙한다. 

최초로 지구와 달 사이 라그랑주 포인트(L2) 지점에서 

지구-달 중계통신을 구현한다. 창어4호는 여러 중대 

독창적 과학연구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또한 심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군민융합, 혁신 발전에 중요한 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4월 24일 
중국 우주의 날 



중국의 궤도상 위성수 200개 초과 

“창정(長征)” 시리즈 운반로켓 누계 226차 발사, 

성공률 96% 초과 

궤도상 완전한 통신, 원격탐사, 항법 및 기술시험 등 

시리즈화 위성 약 150개 보유 

18개 업종 관련 1,100여 개 기관 및 25개 성(자치구, 

직할시)가 고해상도 응용종합정보서비스플랫폼을 

통해 고해상도 데이터 네트워크 공유 구현 

30여 개 국가, 우주기구, 국제조직과 100여 건 

협력계약 체결 

숫자로 본 우주 성과 
2018년 4월 기준 



우주 제품 수출 관련 상업발사 누계 44차 및 탑재 

발사 10차 완성, 완제품 위성 9개 수출 

중국 위성 응용 및 전략적 신흥산업 규모 연평균  

성장률 20% 초과 

2017년에 18차 우주발사를 완성해 여러 개 중국 

최초 나아가 세계 최초 달성 

2017년 말 기준으로 고해상도 특별프로젝트를 

통해 20여 개 업종 관련 응용 시범시스템 구축 

추진, 30개 성급 데이터·응용센터 설립, 중국 민용 

원격탐사위성 데이터 발송량 누계 1,000만 장면 

초과  



선저우5호 

선저우6호 

선저우7호 

선저우9호 

선저우10호 

선저우11호 

2018년 4월 1일은  중국우주인센터 설립 50주년 기념일이다. 

유인우주  프로젝트 가동 후 동 센터는 21명의 우주인을  양성하였다. 

그중 11명이 6차 유인우주비행 임무를 수행하였다. 

양리웨이(楊利偉) 

페이쥔룽(費俊龍) 

네하이성(聶海勝) 
자이즈강(翟志剛) 

류보밍(劉伯明) 

징하이펑(景海鵬) 징하이펑(景海鵬) 

류왕(劉旺) 

류양(劉洋) 

징하이펑(景海鵬) 

천둥(陳冬) 

네하이성(聶海勝) 

장샤오광(張曉光) 

왕야핑(王亞平) 



1970년 4월 24일 

1975년 11월 26일 

중국 첫 인공위성 둥팡훙(東方紅) 1호 발사 성공 

중국 첫 반환식 위성이 주취안(酒泉)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 3일 후 예정대로 지면에 반환 

1981년 9월 20일 중국 최초로 1개 로켓에 3개 위성 발사 성공 

1988년 9월 7일 
창정4호 로켓으로 1개 실험성 기상위성 펑윈(風

雲)1호 발사 성공 

중국의 우주 대사기 



1999년 11월 20일 중국 첫 실험용 유인우주선 선저우 (神舟)1호 실험적 

발사 

2003년 10월 15일 
우주인 양리웨이가 선저우5호 우주선을 타고 중국 첫 

유인우주비행 임무를 성공리에 완성 

우주인 페이쥔룽, 네하이성이 선저우6호 우주선을 

타고 중국 두번째 유인우주비행 완성 

1990년 4월 7일 
창정3호 운반로켓으로 미국이 제조한 야저우(亞

洲)1호 통신위성 발사 성공 

2005년 10월 

 12일~17일 

2007년 10월 24일 창어1호 발사 성공 



우주인 징하이펑, 류왕, 류양이 선저우9 우주선을 

타고 톈궁1호에 진입 

2010년 10월 1일 창어2호 발사 성공 

우주인 자이즈강, 류보밍, 징하이펑이 선저우7호 

우주선을 타고 중국 세 번째 유인우주비행 완성 

2008년 11월 12일 
창어1호 영상 데이터 기반 “중국 첫 달 전체 영상도” 

발표 

2008년 9월 

25일~28일 

2012년 6월 16일 

선저우8호와 톈궁(天宮)1호가 2차례 무인자동 우주 

랑데부·도킹 완성 

2011년 11월 

  3일~14일 



2013년 4월 26일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이 지역서비스 제공 

가오펀(高分)1호 위성 발사, 예정궤도 진입 

2013년 6월 11일 
우주인 네하이성, 장샤오광, 왕야핑이 선저우10호를 

타고 첫 응용성 우주비행 임무 수행 

2013년 12월 2일 창어3호 발사 성공 

2012년 12월 27일 

2013년 12월 14일 창어3호 탐사기가 달의 무지개만 지역에 착륙 성공 



2014년 12월 7일 

2016년 

창정4호을(乙) 운반로켓으로 중국-브라질 

지구자원위성 04위성 발사, 예정궤도 진입  

매년 4월 24일을 중국 우주의 날로 지정 

2017년 4월 20일 톈저우(天舟)1호 우주화물선 발사 성공 

2017년 6월 첫 경질X선 우주천문위성 “후이옌(慧眼)” 발사 성공 

2017년 7월 2일 창정5호 야오(遙)2 로켓 발사 



2017년 12월 26일 

2018년 4월 24일 

창정2호병(丙) 운반로켓으로 야오간(遙感)30호 03조 

위성 발사 

창어4호 중계위성 “췌차오(鵲橋)“라 명명 

2018년 5월 
창어4호 중계위성 발사, 창어4호 탐사기를 위한 

지구-달 중계통신 지원 

2018년 말 
창어4호 탐사기 발사,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 

순시탐사 진행 예정 

2018년 말 
18개 베이더우3호 네트위킹 위성을 발사해 

“일대일로” 참여국 커버 예정 



30개 네트워킹 위성 발사 완료, 글로벌 서비스 능력 구비 2020년 

2020년 전후 

유인우주비행, 달탐사 프로젝트, 베이더우 항법, 

고해상도 관측 등 추진 중인 중대 과학기술 

특별프로젝트 완료 

2022년 전후 중국 우주정거장 완성 

2025년 전후 

2030년 

2050년 이전 

국가 민간우주인프라 전면적 구축, 우주정보 응용의 

규모화, 업무화, 산업화 발전 추진 

전반적 차원에서 우주강국 반열에 등극 

선도적 지위의 우주강국으로 부상 

중국의 향후 우주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