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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2단형 소형발사체 선행기술 개발
o 추진배경
-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에 따르면 500kg급 위성의
경제적 발사를 위해 한국형발사체 기술의 소형발사체 플랫폼
으로의 확장(’25～’30)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양한 소형 및
초소형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임무가 계획되어 있음
o 추진기간 : 2020. 1. 1. ～ 2023. 12. 31.
o 총사업비 : 11,620백만원 (현 사업계획서)
o 연구개발 목표
성능(태양동기궤도 500 km, 페이로드 500 kg)을
사업개요 - 투입
만족하는 경쟁력 있는 2단형 소형발사체의 시스템 구성안
및
도출, 상단용 고성능 엔진과 추진제 탱크 등 핵심 서브
추진경과
시스템 예비설계 및 저비용 제작기술 선행 개발
o 추진경과
- ’19. 5.16 : 과학기술부 ’20년 출연금 자문회의 설명회의
- ’19. 9. 3 : ’20년 예산(안) 기재부 최종 심의 결과 통보
- ’19.12.10 : ’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통과
- ’20. 1. 1 : 2단형 소형발사체 선행기술 개발 과제 착수
- ’20. 2.28 : 사업비 증액 요청서 제출
- ’20.12. 9 : 사업비 증액 확정(직접비 379백만원 증액)
- ’21. 1. 1 : 2차년도 사업 착수
o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선임연구원 이기주
사업수행자 - 최종 결재자 : 원장 이상률
(관련자 및
담당업무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업무분담
업무분담 내용)
내용)
연구책임자
미래발사체연구단 이기주 선임급 ’20.1～현재 (시스템
예비설계)

과제
실무자
미래발사체연구단 임병직 책임급 ’20.1～현재 (적층제작 엔진
부품 설계, 제작)
다른기관 또는 o 관련 위탁과제 수행
민간인 관련자 - 충북대학교
o 소형발사체 시스템 구성안 도출
- 기준 궤적 및 스테이징 설계 수행
- ASTOS/DATCOM/HYPERSIZER 등 통합설계 개발
- 다기준 의사결정기법 기반 발사체 구성안 비교분석
- 부스터 낙하점 분산 관련 유도제어 연구 추진
o 상단 엔진 예비설계 수행
- 엔진 사이클 비교 분석 및 선정의 정량화
- 운용개념(ConOps)/요구조건에 의한 스키매틱 구성
- PBS/WBS 기반 개발품의 중량 및 비용 정량화
추진실적 - 축소형 연소기 시험용 이동형 추진기관 장치 개발
- 3톤급 엔진 연소기용 시험장치 개량 설계
- 적층제작 기반 추진제탱크 제작기술 연구
- 고성능-저비용 확보를 위한 연소기 설계/제작 연구
- 추력조절 연구를 위한 축소형 연소기 설계/제작
o 위성수요 기반 임무 개발전략 정의
- 소형위성 발사수요 분석(～2030년)
- 서비스 관점의 PUG(Payload User Guide) 초안 작성
- 위성 다중탑재/분리 개념 연구
- 킥스테이지 기반 소형발사체 활용 탐사임무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