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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2021-가-01 담당부서
등록번호
작성자
사 업 명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o 추진배경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른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나로호(KSLV-Ⅰ) 개발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발사체 독자개발
o 추진기간 : 2010. 3. 1. ～ 2022. 10. 31.
o 총사업비 : 1,957,200백만원
o 주요내용
-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 및 액체엔진 기술 확보
- 발사체 개발 기반 확충을 위한 시험설비 10종 구축
액체엔진을 한국형발사체의 기본엔진으로 개발
사업개요 -- 75톤급
액체엔진의 개발 성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
및
기본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하여 3단형 발사체 개발 발사
추진경과 o-추진경과
- ’06.10 :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위한 기획연구
- ’09. 5 :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위한 상세기획연구
- ’09. 9 :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10. 3 :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1단계 사업 착수
- ’11.12 : 한국형발사체 개발 계획 확정(국가우주위원회)
- ’12. 6 : 한국형발사체 시스템 설계 검토회의 개최
- ’14.12 : 한국형발사체 예비설계 검토회의 개최
- ’15. 8 :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2단계 사업 착수
- ’16.10 : 엔진 및 서브시스템 상세설계 검토회의 개최
- ’17.12 : 시험발사체 엔진 및 서브시스템 상세설계 검토회의 개최

- ’18. 3 :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3단계 사업 착수
- ’18.11 :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 ’19.12 : 한국형발사체 시스템 상세설계 검토회의 개최
o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책임연구원 조광래
- 최종 결재자 : 원장 이상률
o 사업 관련자
담당업무내용)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업무분담
사업수행자
한국형발사체 고정환 책임급 ’10.3～현재
사업 총괄
(관련자 및 개발사업본부장
발사체체계
업무분담
장영순 책임급 ’10.3～현재 발사체 체계 개발 총괄
개발부장
내용)
발사체추진기관 오승협 책임급 ’10.3～현재 발사체추진기관개발총괄

개발부장
발사체기술
개발부장 옥호남 책임급 ’10.3～현재 발사체 기술개발 총괄
발사체엔진
개발부장 최환석 책임급 ’10.3～현재 발사체 엔진개발 총괄
발사체신뢰성
발사체 신뢰성, 안전
안전품질보증부장 한상엽 책임급 ’10.3～현재 품질보증 총괄

분야
기업명
체계총조립
한국항공우주산업
엔진총조립
한화테크윈
터보펌프
한화테크윈
비츠로테크
엔진 연소기/가스발생기
추진기관 공급계 하이록코리아,
네오스펙 등
한화,
네오스펙,
파이로점화기(시동기) 삼양화학공업 등
임무 관성항법유도시스템
두산DST 등
지상제어시스템,
한화, 유콘시스템, 라이노
배관조립체,
엄빌리칼
등
다른기관 또는 체계종합
구동장치시스템,등 한화, 스페이스솔루션 등
유도
추력기시스템
민간인 관련자 제어
GPS수신기
넵코어스
등
전자
전자탑재
단암시스템즈, 기가알에프 등
에스앤케이항공,
이노컴,
구조
탱크, 동체 등 두원중공업,
한국화이바등
열/공력 열제어/화재안전 등
한양이엔지 등
지상장비
발사대
현대중공업 등
한화,
한화테크윈,
현대로템,
설비
구축
한양이엔지,
비츠로테크
등
시험설비
한진중공업,
계룡건설,등
토목/건축
동일건설,
대우산업개발

o 시험발사체 인증모델(QM) 연소시험을 통한 성능확인,
비행모델(FM) 제작 완료 및 발사
- (QM 연소시험) 실제 비행모델과 동일한 인증모델의 개발을
완료하고 종합연소시험 수행 완료
- (FM 조립) 총 조립 절차(총 167 공정 및 시험)에 따라
시험발사체 비행모델(FM) 총 조립 수행 완료
- (발사대 인증) 나로호 발사대를 시험발사체 발사대로
개조하고 시험발사체 QM을 활용한 발사대 인증시험 완료
o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위한 각 단(1단, 3단)별 체계모델
제작 및 성능검증 추진
- 3단 체계개발모델(EM) 제작 및 수류시험 완료
추진실적 - 3단 인증모델(QM) 제작 및 종합연소시험 완료
- 1단 체계개발모델(EM) 제작 완료 및 인증모델(QM) 제작 완료
- 1단 인증모델(QM) 추진기관 종합연소시험 착수
o 7톤/75톤급 액체엔진 성능검증을 통한 신뢰도 확보(지속)
- 7톤/75톤 엔진 구성품(연소기, 터보펌프 등) 성능시험 지속 수행
- 7톤/75톤 구성품 조립을 통한 액체엔진 개발 및 내구성,
성능 등의 확인을 위한 시험 수행
- 75톤급 엔진(1단용, 2단용) 및 7톤급 엔진 인증시험 완료
o 발사체 개발을 위한 필수 시설인 추진기관 시험설비 확보
- 엔진 구성품 시험부터 추진기관의 시험을 통한 지상검증이
가능하도록 추진기관 시험설비 10종 구축 완료
o 한국형발사체 발사대시스템 구축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