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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요 약

제1장

사업 개요 및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사업목표
□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07.6)을 수립하여 ‘발사체 기술개발
및 자립’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전략목표로 채택
○ 소형위성발사체(KSLV-Ⅰ)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KSLV-Ⅰ사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라 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30
톤급 액체엔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습득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
□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07.11)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KSLV-Ⅱ
자립화를 목표로 제시
○ 1.5톤급 실용위성 발사체 자력 개발, 대형 액체추진기관 기술, 구조경
량화 기술 등 확보,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2017년까
지 발사대시스템 변경구축 및 실용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
□ 동 사업은 1.5톤급 실용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KSLV-Ⅱ를 2017년까지 자력으로 개발하고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사업 추진경위
□ 우리나라 최초 액체추진로켓인 과학로켓(KSR-Ⅲ)을 개발('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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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02.11)하여 위성발사체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
□ 100kg급 소형위성을 지구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성능의 발사체
개발 및 발사를 목표로 KSLV-Ⅰ개발사업을 수행(2002.8～현재) 중
□ KSLV-Ⅱ 개발 전략에 대한 ‘실용위성 발사체(KSLV-Ⅱ) 개발 사업을
위한 조사분석 연구(KAIST, 박승오)’를 수행(’06. 3～10)
□ ‘발사체 기술자립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2007.5-7)를
통해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
발하며, 추진기관은 자력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을 채택

다. 사업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독자적 우주개발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우주개
발 육성정책과 위성 자력발사 능력 확보가 중요
○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간 이전이 제한되는 전략기술이기 때문에 발
사체 기술의 자주권 확립은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
○ 동북아 5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국(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은 현재 위성을 자력발사 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
□ 우주발사체 기술은 첨단/전통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대형 복합
시스템 기술이며, 발사체기술 확보는 국내 관련 산업계에 파급되는
기술적 효과가 큼
라. 사업 내용
□ 동 사업은 9년 동안(2009∼2017) 총사업비 1조 4,976억 원을 투자하여
1.5톤급 실용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를 자력으
로 개발하여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요약 3

○ 항우(연)을 주관기관으로, 산․학․연이 공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 사업내용은 ① 발사체 시스템 설계, 제작 및 시험, ② 시험 설비 개발
및 구축, ③ 고추력 액체로켓엔진 개발, ④ 발사체 발사 관련 시설/
장비 개발 및 구축, ⑤ 발사체 체계종합 및 운용 능력 확보, ⑥ 발사
체 비행시험 및 실용위성 발사 등으로 구성
○ 3단형 발사체(총길이 약 50m, 직경 약 3m, 중량 200톤)로 75톤급 액
체엔진 4기를 조합한 1단, 75톤급 액체엔진 1기로 구성될 2단, 5～10
톤 액체엔진 1기로 구성
○ 사업 예산은 발사체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한 H/W성 경비가 1조
2,465억 원, 인건비, 간접비 등 S/W성 경비가 2,511억 원으로 계획되
어 있으며, 각종 시험설비구축에 4,370억 원을 투자할 예정
마. 추진전략 및 체계
□ KSLV-Ⅰ 사업을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발사체 기술
의 자립을 목표로 발사체의 설계, 제작, 시험, 조립, 발사운영 등 발사
체 개발의 전 과정을 국내 주도로 추진
○ 지금까지의 발사체 개발 경험 및 기확보된 기술 및 시설을 적극적으
로 활용
□ 산․학․연 주체 간에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기관의 특성에 부합
하는 역할분담을 통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생산 체계를 구축
○ 발사체 개발에 대한 참여 의지, 개발 경험, 보유 기술 및 시설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여 산업체를 국산화 전문업체로 육성
○ 주관기관인 항우(연)은 발사체 시스템 개발 총괄(체계관리, 시스템설
계), 핵심기술 개발, 발사장, 조립장 등 기반시설 구축, 발사운영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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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및 관련 연구소는 발사체 관련 선행 및 기초 기술 연구, 요소
기술 개발, 추진기관 설계 및 시험 관련 기술, 유도제어시스템 관련
기술, 시스템 설계 및 분석용 소프트웨어 개발, 탱크 제작 등의 최적
화 방법 연구, 인력 양성(대학) 등을 담당
○ 산업체는 부품 및 서브시스템 제작 및 시험, 발사체 총조립, 발사체
개발을 위한 가공․제작 기술 습득 및 개발, 국산화 개발 참여

2.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가. 정책적 타당성
(1) 국가 전략적 중요성
○ 우주발사체 개발 및 자력발사 능력 확보의 국가 전략적, 안보적, 산업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검토
○ 우주발사체 기술의 특성, 사업성과의 사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민간
업체의 참여의사, 산업화 전략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의 타당성을
검토
○ 우주발사체 개발 전략, 우주발사체 또는 고추력 액체추진기관의 개발
능력 등의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검토

(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사업 토탈로드맵, 현 정부 국정과제, 우
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 국가우주기술전
략지도 등과의 부합성을 검토

(3)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및 대응 방안
○ 해외 우주발사체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KSLV-Ⅱ 개발 과정에서 나타

요약 5

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인을 검토
○ 발사체 개발의 핵심기술 중 미확보 기술의 확보 가능성, 미확보시 대
응방안의 적정성을 분석, 소요 인력의 충원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4) 사업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 주체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 개발기술 사업화
및 이전 등을 고려한 산업체 참여 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사업의 투명한 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효과적 대응
등을 위한 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

나. 기술적 타당성
(1)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 기 수행 중인 우주개발 R&D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
※ 사업 및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과제에 대한 분석은 제외

(2)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
○ KSLV-Ⅱ 자력개발의 적정성,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 기술개발계획
의 적정성 등을 조사
○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수준, 자력개발시 예상되는 애로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하여 자력개발의 적정성을 검토
○ 발사체 구성안을 성능 요구조건과 국내 개발 가능성, 외국 발사체와
의 경쟁력, 발사체의 임무 확장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
○ 일반적인 우주개발 단계에 비추어 사업계획, 시험평가계획의 적정성
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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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우주발사체, 액체추진기관 분야의 기술수준을 조사하고, 현재 미확보
기술 확보 전략의 타당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등을 분석
○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Delphi 조사를 실시(2회 조사)
○ 미확보기술의 기술확보 전략, 기술확보 가능성, 미확보시 대응방안
등을 기술별로 검토
다. 경제성 및 파급효과

(1) 비용 및 편익 추정
○ 우주 운송시스템 비용 추정 모델인 TRANSCOST 모델을 활용하여
비용을 추정하고, 국내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
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으며, 관련 해외 사례를 비교 자료
로 활용
○ KSLV-Ⅱ 개발의 직접적인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국내외 위성 발사
수요를 분석

(2) 파급효과
○ KSLV-Ⅱ사업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
- 기존 KSLV-Ⅰ에 대한 산업연구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에
따른 추정, 미국 FAA의 우주발사체 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 소개, 2003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는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 성과의 예측치를 정
량화하여 지식증진 및 과학기술 경쟁력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

요약 7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1.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현황
○ 1990년부터 3년 4개월에 걸쳐 개발, 1993년에 고체 추진기관을 이용
한 1단형 과학관측로켓(KSR-I)을 발사
○ 1993년부터 4년 8개월에 걸쳐 개발, 1998년에 발사에 성공한 2단형
중형과학로켓(KSR-II)을 통해 고체로켓 분야의 기술 축적 및 인력을
확보
○ 1997년부터 4년 11개월에 걸쳐 개발, 2002년 국내 최초로 액체 추진
기관을 이용한 과학로켓(KSR-III)을 성공적으로 발사
- 액체추진기관, 엔진구동장치, 관성항법장치, 전자탑재부, 대형탱크,
발사통제장치 등 우주발사체 개발에 활용 가능한 기초기반기술을
축적
○ 100kg급 위성을 지구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
발사를 목표로 2002년부터 항우(연) 주도로 KSLV-Ⅰ개발을 진행 중
※ 러시와의 기술협력 지연 등으로 당초 2008년 12월 발사계획이
2009년 2/4분기로 연기

2. 해외 동향
□ 우주발사체 개발은 과거 정부주도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지배적이던
추세를 벗어나 기관간 연구교류 등을 통한 개발 양상으로 변화
□ 우주발사체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우크라이나 포함),
유럽(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브라질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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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LV-Ⅱ와 같은 시장을 노리는 실용위성급 발사체는 개발 중에 있는
러시아 Khrunichev社의 Argara 발사체와 프랑스 Arianespace社의
Vega 발사체를 포함하여 9종의 소모성 발사체가 가용
□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94억 달러 규모의 상용발사체 시장의 47.3%
정도를 Arianespace社가 독점하고 있으며, International Launch
Services社(24.4%),

Boeing社와

Sea

Launch(12.3%),

러시아

Khrunichev社(9.5%), 중국의 CGWIC社(6%) 등이 활동 중임
□ 발사서비스 시장은 1991년부터 수요가 하락하는 반면 공급은 업체간
경쟁에 의해 계속 성장하여 공급과잉/수요부족으로 장기 침체 중
○ 발사체 시장은 인공위성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전적으로 그들의 수요에 의존해 있는 시장구조
○ 시장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체들은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거
나, 국제협력을 통한 시장 점유율 유지 등의 생존전략을 취하고 있음
□ 위성수요를 통해 발사체 수요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궤
도별 발사서비스는 405억 달러로 전망
○ 위성수를 기준으로 할 때 GEO 36%, MEO 10%, LEO 50%, 심우주탐
사가 4%를 차지할 것이며, 발사 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는 GEO 68%,
MEO 8%, LEO 18% 등으로 예상

요약 9

제 3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국가 전략적 중요성
가. 국가 안보적 측면
□ 우주발사체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국내 위성발사 수요, 위성 발사서
비스 시장 진입,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고, 향후 우
주발사체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력개발을 통한 안정
적인 추진시스템 및 엔진 수급 체계 구축은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함
○ 우주발사체 자력 개발 및 발사 능력 확보는 국가 위상 제고 및 신뢰
성 향상 등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나. 정부 지원의 타당성
□ 우주발사체 개발은 고도의 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
요되는데 비하여 일반 시장수요가 작고 대부분 공공목적 또는 특수
목적용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크게 의존함
○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의 초창기에 있어 우주발사체 개발은 국가적 수
요에 의한 사업으로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이 타당

다. 사업 추진의 시급성
□ 우주발사체 사업은 국가의 우주개발 전략상 정책 목표와 기술개발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함
○ 우주발사체 기술의 자립화는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므로, 기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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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총집결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고려 필요

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가. 정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과의 부합성
○ 동 사업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가안위 확보와 국제사회에 기
여하는 연구개발 강화’라는 추진전략과 ‘거대과학 기술 기반 구축’ 등
의 추진과제와 부합함

(2) 국가R&D사업 토탈로드맵과의 부합성
○ 우주개발은 국가위상 제고와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안정적․장기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주발사체 기술을 특성

화 후보기술로 선정하였으며, 정부주도 선행연구 및 정부의 적극적
인 역할 조정을 제안

나. 범부처 계획과의 부합성
(1)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Space Vision 2016)과의 부합성
○ 동 사업계획은 75톤 고추력 액체엔진을 기반으로 1.5톤급 실용위성
발사체 자력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주개발진흥계획과 부합
○ 액체로켓엔진은 국내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취약한 분야는 부품 레벨
의 국제협력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자립화 전략과도 부합

(2)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Space Roadmap 2007∼2026)과의
부합성
○ 동 사업계획은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을 R&D사업으로 구체화

요 약 11

한 것으로 기술개발전략 및 목표, 산업화 전략 등이 부합함

3.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가. 우주발사체 비행실패 사례의 시사점
□ 1957년부터 2003년까지의 우주발사체 비행실패 사례 중 추진기관 계
통의 오작동이 전체 실패 원인의 50%를 넘고, 단 분리 및 전자탑재
장비의 오작동도 주요한 실패원인으로 분석
○ 한편, 처녀비행의 경우 추진시스템으로 인한 실패비율이 줄어든 대신
전자탑재 장비 및 구조 계통의 실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실패사례의 단별 분포를 보면, 1단 보다 2단 및 3단의 실패 비율이
높음
□ 실패의 최소화를 위해 과거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설계, 제작상의 핵
심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많은 시뮬레이션과 지상시험을 거쳐 안
전성 및 신뢰도 확인이 필요
□ 비행실패 사례를 분석한 결과 KSLV-Ⅱ 각 단의 추진시스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기술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해외 발사체의 실패사례의 원인 및 극복 방안 등을 서브시스템별로
분석하여 사전에 기술개발계획 및 대응 전략을 수립이 필요

나. 핵심기술 미확보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동 사업계획은 핵심기술의 확보 전략, 미확보시 대응방안 등을 사전
에 분석․수립하고 있으나, 기술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부분 국내 자
력으로 개발해야 하므로 상세한 기술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그 결과
를 발사체 개발 및 제작, 기술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위험요인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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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 협력을 통해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53개 핵심요소기술 중 계획
대로 확보 가능한 기술이 27개(55.1%), 확보가 용이한 기술이 20개
(40.8%), 해외협력이 어려운 기술이 2개(4.1%) 등으로 자체 분석
○ 기술 확보 전략에 따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38개 기술은 국내 자체
개발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며, 그 다음으로 협력선 변경, 시스템 변경
등의 대안을 세우고 있음
○ 미확보기술별 국내 역량, 관련 기술 현황 파악, 협력선의 다변화, 자
체개발시 기술개발 주체 및 계획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다. 인력충원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 동 사업은 기술개발, 발사체 개발 및 제작, 시험평가시설 구축 등 사
업범위가 방대하여 상당한 인력 소요가 예상되므로 주관기관 이외의
대학, 산업체의 연구역량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주관기관의 인력 규모는 해외 개발 사례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이 아
니어서, 부족한 인원은 산학연 연계를 통한 외부 인력의 아웃소싱
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의하면 발사체 및 우주센터 분야에 약 1,400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주관기관(200명 계획)
및 대학의 연구인력 증가는 쉽지 않아 산업체 인력의 활용 및 유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요 약 13

4.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가. 산업체 참여 등 산․학․연 역할분담의 적정성
□ 주무부처 및 주관기관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단계별, 분야별로 산․
학․연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를 수립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동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산업체는 부품 및 서브시스템의 제작, 시험,
발사체 조립을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
드맵에서 제시한 ‘전체 시스템 총 조립, 상세설계 참여’에도 미치지
못함
○ 이러한 추진체계는 참여업체의 수익성 악화, 전문 인력 및 시설․장
비 유지의 어려움 등 산업체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미약하
며, 부분품에 대한 제작, 납품 형태로 민간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향
후 국가 수요에 의한 발사체의 적기 공급, 위성발사 서비스 시장의
진출을 위한 대형 민간 발사체 기업 육성 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됨
□ 현행 항우(연)이 사업관리, 핵심기술개발, 발사체 설계/조립/시험평
가 등을 모두 주도하는 방식에서 산업체가 핵심기술개발, 발사체 설
계/조립/시험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산
업체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체계 및 전략의 재기획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체의 기술력 등 현실적인 수준을 고려
되어야 하며, 민간주도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 구상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함
○ 외국도 우주개발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정부
(연구기관), 서비스업체, 제작업체 등의 공동개발 또는 합작연구를 통
해 경제성 추구하는 체계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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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 체계의 적정성
(1) 성과평가 및 관리 체계의 적정성
□ 주관기관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사업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

업 추진실적관리, 성과검증, 위험요인 대응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지원할 수 있는 외부평가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단계별, 연도별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
정하여 평가․관리 할 필요가 있음

□ 주관기관은 통합사업관리(Program Life-cycle Management)시스템,
일정관리(Time Management)시스템, 위험관리(Risk Management)시
스템 등 다양한 사업관리체계를 제시
□ 동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많은 위험요인 및 기술적 애로가 예상되므
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대응방안
을 강구할 수 있는 외부평가체계가 필요함
○ 사업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적
자문․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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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가. 중복성 검토 대상사업
□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주개발관련 연구개발
사업 5개(2,145억 원)와 항우(연)의 기관 운영 및 연구사업 등임
○ 이중 동 사업과 기술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은 ‘우주발사
체개발사업-KSLV-Ⅰ개발사업‘과 ‘우주센터건설사업(1단계)’, 항우(연)
의 ‘우주엔진 K사업’ 등
<우주개발 관련 주요 국가R&D사업 현황(08년 기준)>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교육
과학
기술
부

우주발사체개발
우주센터건설사업
우주인배출사업
다목적실용위성개발
과학기술위성개발 등
우주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7년 예산

’08년 예산

증감

95,810
38,000
2,500
32,480

60,864
50,682
62,280

△34,946
12,682
△2,500
29,800

%
△36.5
33.4
△100.0
91.7

2,720

7,580

4,860

178.7

26,000
26,791

33,100
32,295

7,100
5,504

27.3
20.5

□ 우주발사체(KSLV-Ⅰ)개발사업
○ 사업목표 : 100kg급 소형위성을 지구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
체 개발 및 이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 제작, 조립, 시험 및 발사 운용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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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발사체 시스템 설계 및 제작/시험, 위성 궤도 투입 기술
및 발사 운용 기술 확보, 위성 발사체 발사 관련 시설/장비 개발 및
구축, 고추력 액체엔진 개발을 위해 30톤급 액체엔진 기술 선행 연구
○ 사업기간 및 예산 : 2002년 ～ 2008년 / 5,025억 원
□ 우주센터건설사업(1단계)
○ 사업목표 : 2007년까지 지구저궤도 위성 발사를 위한 인공위성 발사
장 확보 및 운영
○ 사업내용 : 발사대, 발사체 종합조립시설, 위성 및 고체모터시험시설,
발사통제시설, 추적레이더시설, 우주과학관 등 우주발사체 관련 시설
구축 및 장비 도입
○ 사업기간 및 예산 : 2000년 ～ 2008년 / 3,125억 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Top-brand ‘우주엔진 K'사업
○ 사업목적 : 우주발사체용 액체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핵심기초기술
연구, 요소기술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액체엔진 개발 성공가능성
제고
○ 사업내용 : 75톤급 액체엔진 시스템 성능 검증기술개발, 고성능 터보
펌프 기술개발, 고압 연소기/가스발생기 기술개발, 고압/대유량 공급
시스템 기술개발, 고성능 액체엔진 사이클 요소기술개발
○ 사업기간 및 예산 : 2007년 ～ 2014년 / 223억 원

나. 중복성 검토 결과
□ 동 사업과 우주발사체개발사업(KSLV-Ⅰ개발), 우주센터건설사업(1단
계) 등은 국가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복성은 없음
○ 국가 계획에 따라 기획된 사업은 중복성 보다 기존 사업의 연구성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등 연계 정도를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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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
가. KSLV-Ⅱ 자력개발의 타당성
(1) KSLV-Ⅱ 자력개발안 채택 과정
□ KSLV-Ⅱ 개발 사업을 위한 조사분석 연구(KSIST, 2006)
○ KSLV-Ⅱ 개발 목표, 임무 요구조건,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하여 8개의
발사체 구성안을 검토한 후 해외협력안(VC1)을 우선안으로 제안하
고, 해외협력이 어려울 경우 자력개발안(VK2)을 차선으로 제안
□ 발사체 기술자립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
○ KSLV-Ⅱ 자력개발 전략은 2007년 5월에서 7월까지 세 차례 걸쳐 개
최된 ‘발사체 기술자립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확정
○ 한국형발사체 개발 전략으로 세 가지 방안에 제안되어 토론
- [방안 1] : 30톤급 액체엔진을 개발하여 중소형급(500kg 수준) 위성
발사체를 개발
- [방안 2] : 중소형급 위성 발사 및 기술 검증 후, 80톤급 액체엔진을
개발하여 1.5톤급의 실용위성 발사체를 개발
- [방안 3] : 30톤급의 액체엔진은 EM 수준에 개발을 종료하고, 80톤
급의 액체엔진을 개발하여 1.5톤급의 실용위성 발사체를
개발
○ [방안 1]은 국가 전략적 소요 및 위성 탑재중량의 제한에 따른 효용
성 문제로, [방안 2]는 장기간의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추가 문제
로, [방안 3]은 기술적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최종 임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EM 수준이지만 30톤 액체엔진의 개발 경험이 있는 것을 고
려하여 [방안 3]으로 자력개발 전략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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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LV-Ⅱ 자력개발안의 적정성
□ 기술수준 대비 자력개발의 타당성
○ KSLV-Ⅱ 자력개발은 KSR-Ⅲ, KSLV-Ⅰ, 30톤급 액체엔진 개발 등을
기술적 전제로 하여 채택되었으나 기술 확보 여부가 객관적으로 검
증되지 못함
- KSR-Ⅲ 엔진은 지상용 엔진으로 고공용인 KSLV-Ⅱ 3단 엔진에 직
접 활용이 어려움
- KSLV-Ⅰ사업에서 고추력 액체엔진 기술은 이전되지 않으며, 발사체
체계기술, 상단 기술 등은 KSLV-Ⅰ 발사가 연기되어 검증 이전임
- 30톤급 액체엔진 선행연구는 엔진 구성품별 EM 수준까지만 개발하
여 엔진시스템 기술 확보 여부가 검증되지 않음
○ KSR-Ⅲ은 1단형 액체로켓으로 당초 탑재물 150kg을 60초 동안 연소
하여 고도 200km까지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53초 동안 연소하여 고
도 42.5km까지 비행하여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위성발사체 개발에서 요구되는 액체추진기관, 추력벡터 제어를 위한
Gimbal 엔진구동장치, 관성항법장치, 전자탑재부, 대형 탱크, 발사통
제장치 등 위성발사체 개발에 활용 가능한 기초기반기술은 확보
- 그러나 KSR-Ⅲ 로켓엔진 기술을 KSLV-Ⅱ에 직접 활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항우(연)은 자체 연구를 통해 30톤급 액체엔진의 연소기, 가스발생기,
터보펌프, 엔진공급계 등 서브시스템별로 EM을 개발하였고, 2008년
현재 TP-GG(터보펌프와 가스발생기) 연계 시험 중
- 주관기관은 재생 냉각형 연소기, 가스발생기 및 터보펌프 기술을 확
보하였고, 연소 불안전성, 재생 냉각형 연소기, 가스발생기, 터보펌프
등의 설계, 제작, 지상시험시설을 확보하여 75톤급 액체엔진을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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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자체 평가
- 또한, 30톤 액체엔진과 75톤 액체엔진은 터보펌프식이고 open
system을 적용하는 동일 사이클의 엔진이므로 유량을 증가시킴으
로써 75톤급 액체엔진을 구현할 수 있고 최소한의 엔진시스템 기술
인 TP-GG 연계시험을 수행하고 있어 KSLV-Ⅰ 완료 시점에 75톤급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 그러나 KSLV-Ⅱ는 75톤급 액체엔진을 우주발사체에 직접 적용하여
발사할 비행모델(FM)로 개발하는 것이고, 특히 2단은 고공용으로 개
량하여 개발해야 하는 것임. 그러나 30톤급 선행연구는 엔진시스템
의 EM 개발이 아닌 서브시스템별로 EM까지 개발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기술적 난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
- 즉, 항우(연)이 선행연구를 수행한 30톤급 액체엔진은 엔진시스템으
로 조립하여 연소시험을 하거나, FM모델까지 개발 하는 등 기술력
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KSLV-Ⅱ 자력개발, 특히
75톤급 액체엔진 개발의 기술적인 전제로는 근거가 미약
○ KSLV-Ⅰ사업을 통해 확보된 체계기술, 상단개발기술, 1단 대형추진
제 탱크개발 기술 등은 KSLV-Ⅱ 개발에 직접 활용할 계획임
- 그러나 한 번의 기술협력으로 발사체 시스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지 의문이며, 확보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증 없이 신규
발사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위험이 있음
- 우주발사체 상단 기술의 핵심은 고공환경에서 탑재물을 원하는 궤도
에 투입할 수 있는지에 있다고 볼 때 상단 기술의 확보 여부는
KSLV-Ⅰ의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 검증될 수 있을 것임
□ 주요국의 개발 과정 대비 자력개발의 타당성
○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 따르면 우주발사체용 로켓엔진을 추력기준으
로 10톤급 → 30톤급 → 75톤급 등 단계적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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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러시아 등은 미사일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발사체를 개발․활
용하면서 경험을 축적한 후에 단계별로 액체엔진 규모를 증가시키
며 개발
- 중국, 일본, 인도 등은 외국과의 기술협력, 엔진도입 등을 통해 발사
체를 개발하고, 수차례의 개발 및 발사 경험을 통해 기술을 축적한
후에 자력으로 발사체를 개발
○ 미국은 1957년 추력 12톤 1단 엔진 Vanguard를 사용하는 3단형 위성
발사체인 Vanguard을 개발하고, 1958년 V-2 로켓을 개량한 추력 40
톤 규모의 Redstone 엔진을 활용한 Juno-1 발사체를 개발하고, 같은
해 추력 68톤 규모의 Jupiter 엔진을 개발하여 Juno-2 발사체를 개발
○ 러시아는 1948년 추력 30톤급 R-1A 발사체를 개발한 후 1957년 추력
40톤급 R-2A 발사체를 개발하고, 1959년 추력 100톤 규모의 R-7 엔
진을 개발
○ 프랑스는 1950년 추력 4톤급 Veronique 61엔진을 개발하고, 1964년
7.5톤급 VezinB 엔진을 4개 조합한 Diamant-1 엔진을 1단에 사용하
는 Diamant 발사체를 개발하고, 1979년 Ariane-1 발사체를 개발하였
으며 추력 61톤급 Viking 2 엔진을 4개를 조합하여 사용
○ 일본은 1975년 미국의 Delta 로켓엔진에 대한 라이센싱을 통해 2단형
우주발사체인 N-1을 개발하였으며, 1981년 N-2, 1992년 H-1 발사체
까지 미국 Delta 엔진을 활용 한 후 1994년 100% 자력개발 전략에
의해 추력 100톤급 액체엔진을 기반으로 한 H-2 발사체를 개발
○ 인도는 1993년 고체 엔진을 기반으로 한 4단형 PSLV 발사체를 개발
하였으며, 이중 2단에는 유럽 EADS의 72톤급 액체엔진인 Viking 엔
진을 도입하여 사용
□ 자력개발시 애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정성
○ 조사분석연구에서는 ① 엔진 개발, 시험, 납품 일정 관련 문제, 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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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설비구축 관련 문제, ③ 미확보 기술의 확보 전략 관련 문제 등 7
가지의 자력개발시 애로점을 제시
○ 엔진 개발 및 납품을 위한 시험 계획과 관련 시험설비 구축 기간을
고려할 때 2개의 엔진 연소시험설비를 구축하여 동시에 시험을 수행
해야 일정내 발사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
- 이에 대해 주관기관은 2008년부터 설비 개념 정립 및 예비설계 작업
을 선행하여 2011년까지 지상연소시험설비를 구축하고 2012년 6월까
지 고공연소시험설비를 구축하며, 유사 시험설비인 연소기, 터보펌프
시험설비와 시설 공유 및 기초/토목공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설비구
축기간을 단축하고,
- 지상연소시험설비, 고공연소시험설비를 독립적으로 운용하여 양 설
비의 보완 운영이 가능토록 시험시스템을 구축하고, 1회 시험으로
다수의 엔진 운용점 조건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험회수를 감소시켜 엔진 개발 시험기간을 단축한다는 대응방안을
제출
- 그러나 2017년까지 KSLV-Ⅱ를 개발하여 발사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 설비인 지상연소시험설비(450억 원), 고공연
소시험설비(지상연소시험설비+고공모사설비, 530억 원)를 중복으로
건설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대
안이며,
- 복수의 시험평가시설을 동시에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엔진 시험기간
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은 일반적인 엔진개발 방식으로는 적정하지
않음
○ 엔진 서브시스템 납품 일정을 앞당기고, 엔진 시험기간을 단축하고,
엔진 QR(Qualification Review)이 끝나기 전에 비행용 엔진을 납품하
도록 계획되어 있어 일정단축에 따른 개발 위험도 증가를 우려
- 이에 대해 주관기관은 엔진 개발시험 초기에는 다소 완화된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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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시스템 개발규격을 적용하여 개발 난이도를 줄이고, 단계적으로
개발규격을 높여, 점차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서브시스템을 엔진개발
시험에 활용함으로써 개발 위험도를 완화시키고, 초기 엔진 개발시
험과 서브시스템 인증시험을 일정 부분 병행하여 서브시스템 및 엔
진개발 일정 단축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을 제시
- 그러나 개발 규격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개발위험도를 완화시킨다
는 대안은 단계별 기술개발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집
중적으로 개발과 시험을 반복해야 하는 엔진개발의 현실과 괴리되
고, 개발기간 및 예산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이 제기
○ 75톤 액체엔진 개발에 있어서 엔진 서브시스템은 30톤급 액체엔진
선행개발 기술을 직접 활용할 계획이나, 엔진시스템 기술(엔진 체계
종합, 시험평가)은 시급한 확보가 필요
- 이에 대해 주관기관은 우크라이나와의 75톤급 엔진 설계 자문 및 엔
진조립 관련 국제협력과 산업체(대한항공)와의 기술용역계약을 통해
해결한다는 대응방안을 제시
- 75톤급 엔진 총조립 기술 개발, 75톤급 액체엔진 설계의 해석 및 검
증 기술 등을 우크라이나 Yuzhnoye社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E/L 승인 여부에 따라 KSLVⅡ 개발 일정의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어 협력선 다변화 등의 대책
이 필요
○ 생산 및 시험 설비, 개발 인력의 확보, 적절한 개발체계 확립 등의 필
요성을 제기
- 개발 초기에 상세한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항우(연)/산업
체가 유기적인 개발 체계를 구성하고, 원활한 예산 확보 및 집행을
통해 생산설비, 시험설비 구축 및 개발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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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09년에 발사체 시스템, 각단 추진시스템, 서브시스템의 개념
설계 및 규격개발, 선행시제품 시험평가, 주요 시험설비에 대한 설계
및 기초 토목공사 등이 계획되어 있어 사업추진상 위험요인을 극복
할 수 있는 상세 기술개발계획을 초기에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
- 특히, 고추력 액체엔진, 실용위성급 우주발사체를 개발해 본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기술개발계획은 2017년 제작 및 발사라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패에 대한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일정이
세워져 있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추진기관 종합시험설비 구축에 필요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 등 시
설구축 관련 애로점을 제기
- 이에 대해 주관기관은 KSLV-I용 발사대 설비(발사패드, 화염유도로
등)를 수정하고, 추진제 공급설비(저장탱크, 부품류 등)를 증설하여
1/2단 추진기관 종합시험설비로 활용한다는 대응방안을 제시
- 그러나 1단에 대한 종합시험은 75톤급 엔진에 대한 충분한 시험평가
와 발사대를 이용한 시험으로 충분하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종합시험설비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한편, KSLV-Ⅰ 발사대의 수정, 증설을 통해 구축할 계획이라면 1/2
단 종합시험설비에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1,105억 원은 일부
절감하여 조정 할 수 있을 것임
- 추진기관 종합시험설비의 신규 구축은 투자되는 예산이 많고,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상세한 시설구축 및 활용 계획이 제시
되지 않아 타당성 판단이 어려우므로 상세 기술개발계획, 시설구축
및 활용 계획, 설계도 등이 확정되면 신규 구축의 타당성에 대한 신
중한 검토 필요
○ 엔진개발 일정과 추진기관 종합시험 일정이 일치하지 않아 최종 검
증이 완료되지 않은 엔진으로 수직형 full-duration 연소시험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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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진기관 종합시험 및 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
- 이에 대해 주관기관은 개발 및 시험단계에서 엔진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개발시험의 일부를 인증시험단계에서 실시하는 등 일정 조
정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위해 시험설비를 조기에 구축하여 일정을
단축하여 엔진시스템 개발시험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며,
- 해외 기관의 자문/용역을 통해 엔진시스템 개발시험 및 신뢰성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시험기간 및 시험 횟수를 최적화 하여 개발일정
불이치를 해소한다는 대응방안을 제시
- 그러나 이러한 개발일정의 불일치는 2017년까지 기술개발, 발사체,
엔진, 엔진서브시스템 등의 제작, 시험평가, 주요 시험시설의 구축
등을 모두 병행해야 하는 추진계획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및 대응방안 제시가 필요
○ 일정상 종합시험용 엔진의 예비품을 생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1
set의 엔진으로 추진기관 종합시험을 완료해야 하는 위험요인이 제기
- 이에 대해 주관기관은 엔진 수량을 최적화 하여 종합시험을 위한 엔
진을 2set 이상으로 확보 하고, 시험용으로 사용한 엔진을 재사용하
여 추가 예비용 엔진을 준비하고, 개발 단계에서 단품에 대한 철저
한 검사 및 인증을 통해 최대한 완벽한 성능의 추진기관 구성품을
확보, 1set의 엔진만으로 시험을 완료한다는 대응방안을 제시
- 그러나 추진기관 종합시험을 1set 엔진으로 완료하는 것은 매우 위
험한 계획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최소 2set 이상의 엔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엔진 제작 및 시험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KSR-III, KSLV-Ⅰ 등 발사체 개발을 통해 획득한 정책적, 기술적 문
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KSLV-Ⅱ 개발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며, 개발일정에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충분한 마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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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SLV-Ⅱ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
(1) KSLV-Ⅱ 발사체 구성안의 적정성
□ 우주발사체 구성안 선정 과정
○ 우주발사체 설계는 위성체의 중량 및 목표 궤도 설정 → 비행중 속도
손실을 고려한 총 요구속도 산출 → 추진기관 종류(액체, 고체) 및 추
력 성능 결정 → 단 수 결정 → 각 단 구조비 결정 → 단별 초기 가
속도 및 최대 가속도 한계 설정 → 단별 필요속도 배분 → 각 단 무
게 산출 → 궤도 특성 분석 및 낙하점 점검 → 외형설계 → 부분체별
개념 설계 → 발사체 전체 개념 설계 등의 과정을 반복 수행하게 됨
○ 전체 발사체 무게에서 순수 구조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구조비이며,
구조비가 작을수록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은 발사체라고 볼 수 있음
- 저단은 크기가 크므로 내부 체적의 활용효율이 좋아 낮은 구조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상단은 가용 체적 활용효율이 비교적 낮으며 전
장시스템과 위성체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구조비가 비교적
높음
○ 단 수를 증가시킬수록 중량은 감소하는데 2단형에서 3단형으로 갈
때 이륙중량 감소효율이 가장 큼
- 단수가 증가하면 단 분리 횟수가 많아지고 시스템이 복잡해져 신뢰
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 이상과 같이 발사체의 임무에 따른 필요속도를 결정하고, 단 배분과
전체 이륙중량 및 추진기관 추력 등이 결정되면 개략적인 외형을 설
정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궤도분석, 낙하점 분석, 비행환경
분석 등을 수행하고, 발사체의 제어 조건 및 동압 조건 등이 제시되
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인 발사체의 개념이 확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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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LV-Ⅱ 발사체 구성안
<KSLV-II 발사체 단 구성안>
1단

2단

페어링

3단

위성

각단 총중량(kg)

150,000

36,000

800

11,500

2,000

추진제 중량(kg)

135,000

31,500

9,700

구조+잔류추진제 중량(kg)

15,000

4,500

1,800

구조비

0.100

0.125

0.157

진공 추력(ton)

300 (75x4)

75

5

연소 시간(sec)

134

134

620

진공 비추력(sec)

297

320

320

속도 증분(m/sec)

3,260

3,100

3,970

○ KSLV-Ⅱ 발사체 구성안은 ① 고도 700km 태양동기궤도에 1.5톤급
위성을 투입해야 하는 탑재 성능 요구조건, ② 케로신/액체산소를
사용하는 터보펌프식 75톤급 액체 엔진, 추력 대 중량비 80 이상의
엔진 비추력 및 무게 성능, ③ 잔류추진제를 고려한 현실적 구조비,
④ 운용중인 발사체의 기술 수준에 의한 이륙중량 대비 궤도 투입성
능 분석을 통한 적정 이륙 중량, ⑤ 각 단의 낙하점을 고려한 속도
증분 배분 등의 요구 및 구속 조건과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됨
□ KSLV-Ⅱ 발사체 구성안에 대한 검토
○ 가스발생기 사이클 엔진을 사용하여 3단형으로 구성된 발사체로
KSLV-Ⅱ와 유사한 구성을 가진 발사체는 Rockot, Cyclone, LM-3B,
Ariane 2 등이며, 이들 4개의 3단형 발사체 구성을 분석하면 각 단
의  는 최소 2,700 m/sec, 최대 4,820 m/sec(수소 엔진)이고, 평균
3,500 m/sec임
- 1단의 추진제 중량은 최소 121톤, 최대 183톤이고, 평균 152톤이고,
구조비는 최소 5%, 최대 10.5%이고, 평균 6.7%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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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의 추진제 중량은 최소 28톤, 최대 49톤이고, 평균 36톤이고 구조
비는 최소 6.7%, 최대 10.5%이고, 평균 8.5% 임
- 3단의 추진제 중량은 최소 8.3톤, 최대 14.2톤이고, 평균 10.4톤이고
구조비는 최소 6.6%, 최대 21.9%이고, 평균 15% 임
○ KSLV-Ⅱ 1단은 추진제 중량 135톤, 구조비 10%로, 2단은 31.5톤, 구
조비 12.5%로 계획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추진제의 중량이 낮고, 구조
비가 높게 설정되어 보수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 위성 및 페어링 무게의 유동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륙중량 200톤, 이
륙 추력 300톤은 1.5톤급 실용위성을 태양동기궤도(700km)에 진입시
켜야 하다는 요구조건만을 고려한다면 보수적이고 저성능으로 계획
- 발사체를 구성시 우리나라의 발사체 기술 수준 등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나, 75톤급 액체엔진이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성공가능성에 논
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능 요구조건, 해외 발사체 개발 사
례,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사체 구성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KSLV-Ⅱ 3단 엔진 요구사항을 보면 3단형으로 전이궤도 투입시 탑재
성능은 1.5톤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며, 가압식으로 이를 만족
시키기 위해서는 비추력 320초에 구조비 15% 정도가 필요하여 제시
된 3단 성능 요구사항은 이를 만족함
<KSLV-II 3단 엔진의 성능 요구조건>
추진제

가압제

연소실
압력

케로신/
액체산소

헬륨

IMPa

추력

5톤
(진공)

비추력

운용
시간

점
화
횟
수

팽
창
비

연소기
중량

320sec
(진공)

620sec

2회

60

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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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케로신/액체산소 추진제 조합의 가압식 엔진으로 요구조건
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성능의 엔진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관련 예산 및 사업기간의 범위 내에
서 개발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의문이 제기됨
- 미국 Falcon 1의 2단만이 케로신/액체산소 가압식 액체엔진으로 비
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엔진이며, 이 엔진의 연소기에는 달착륙선에
서 활용하던 pintle분사기를 heritage로 사용하고 있고, 정확성에 마
진이 큰 군용 또는 단시간 활용 우주용 엔진에 적용되는 삭마냉각방
식을 활용하고 있고, 노즐 복사냉각을 위해 초경량 내열성 합금인
니오브(niobium)를 사용하는 등의 최첨단 기술이 활용
- KSLV-Ⅱ 3단에 이러한 첨단 기술 및 소재를 활용할 가능성은 낮아
계획한 성능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한편 발사 실패사례를 분석한 결과 3단형 발사체의 경우 3단에서 실
패한 사례가 전체의 46.5%에 해당하므로 3단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
○ KSLV-Ⅱ 발사체 시스템에 대한 개념설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관련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여 관련 기술공동체의 검증이 필요하며,
가능 범위에서 해외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칠 필요도 있음
□ 국내 개발 가능성 측면에서의 적정성
○ 액체엔진 관련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NSSTRM 작성시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기술전문
가 Delphi 조사에서는 56∼69%로 수준으로 조사
○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에서 액체엔진 및 액체추진기관공급 기
술의 현재 자립화 수준이 40%이며, 이를 2017년까지 90%까지 높이
고, 액체엔진시험, 연소기/터보펌프 시험, 추진기관 종합시험 등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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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관 시험분야의 자립화 기술은 10∼40% 수준인데 2017년까지 80
∼85% 수준까지 올릴 계획으로 2배 이상의 기술적 진보를 계획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동 사업계획이 제시
한 기술개발목표는 상당한 기술적 도약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술개
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해외 발사체와의 경쟁력에서의 적정성
○ 우주발사체 상용서비스 시장에서 발사체의 경쟁력은 발사서비스 단
가 즉, 가격경쟁력과 발사체의 신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계획에는 KSLV-Ⅱ 개발단가, 발사대행 비용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향후 양산체계가 구축되어야 구체적인 단가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KSLV-Ⅱ와 유사한 구성인
LM-3A와 Rockot 발사체의 발사 단가가 2,500∼3,000만 달러 수준으
로 추정 가능
- 해외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도 지구저궤도 발사체의 가격경쟁력은
550만 달러로 예측하고 있어 향후 가격 경쟁력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
- 한편, 신뢰성 측면에서도 해외 주요 발사체는 1960년대에 개발되어
수차례 발사에 성공하는 등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KSLV-Ⅱ는
2017년에 개발이 완료된 후 상당한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간이 필요
하여 해외 발사체에 비해 신뢰성 측면의 경쟁력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동 사업계획은 우리나라 기술수준으로 최대한 개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이라는 목
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가격경쟁력과 기술적 신뢰성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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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확장 가능성 측면에서의 적정성
○ 주무부처 및 주관기관은 동 사업계획상 구성안을 기본형으로 하고
임무 목적에 따라 75톤 엔진의 다른 조합으로 응용형을 개발하여 활
용하고,

KSLV-Ⅱ 실용화 단계에서는 달탐사위성의 발사에 활용 가

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75톤급 액체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조합하여 1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확보하면, 향후 임무에 따라 다양한 구성으로 조
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

다. KSLV-Ⅱ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
□ 우주발사체 개발 단계 개요
○ 사전조사 및 연구 단계
- 발사체 요구성능, 개발 비용, 기술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주어진 임
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개(2~3개)의 시스템 개념을 설정
○ 개념설계 단계
- 발사체 시스템을 확정하고, 불확실한 기술을 정의하는 등 발사체의
개념 정의, 개발, 선정, 정밀분석, 최종결정 등이 수행
○ 예비설계 단계
- 발사체 전체설계는 물론,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각 단계별 구성요소
의 사양을 제공하는 개발사양서 및 신뢰성, 형상, 안전등에 대한 관
리계획서의 작성, 개발공정 작성과 발사체를 발사할 발사장 시설, 설
비에 대한 설계요구서 작성까지를 포함
○ 상세설계 단계
- 예비설계 단계에서 나온 형상, 성능과 설계사양에 의거하여 시제품
을 제작하고 서브시스템 레벨의 각종 기능시험을 수행하며, 서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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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레벨의 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분야별 정밀 설계를 수행
○ 시스템 종합시험 단계
- 상세설계 단계를 거쳐 제작된 EM에 대한 시스템 레벨의 기능시험을
수행하며 발사체가 비행 중에 접하게 되는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환경시험을 수행
○ 시험발사 및 평가
- 발사전 전 시스템 기능 확인의 절차를 거쳐 발사시험을 수행하며 발
사 후 시험 결과분석을 통하여 설계된 발사체가 예측된 성능과 궤도
에 따라 시험용 위성체를 목표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는지를 점
검 분석
○ 개발완료 및 활용
- 기 개발된 발사체 시스템을 위성발사 등에 활용하며, 다음 단계의
발사체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시험 등을 수행
□ KSLV-Ⅱ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 조사분석연구의 기술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 조사분석연구는 KSLV-Ⅱ 발사체 구성 및 예비설계, 발사체 개발 전
략 등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사업추진체계, 일
정,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발사체 성능 요구조건, 해외발사체 사례 및 동향, 실용위성급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핵심 소요기술, 미확보 기술에 대한 확보 방
안 등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시하였음
- 조사분석연구는 위성체 및 시스템 요구조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 우
주발사체에 대한 기초 시스템설계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발사체 개
발 분야별 기능 분석 및 개발 항목, 상세 개발계획, 주요 부품에 대
한 개발 및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아 충분한 기획연구보고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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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시스템별 시험평가계획, 주요 시설의 상세 예산 내역, 미확보 기
술의 기술확보 가능성 및 미확보시 대응방안, 연도별 단계별 성과목
표 및 성과평가 체계 등은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
○ KSLV-Ⅱ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 NSSTRM은 국가우주개발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개발단계를 임무선
택단계 → 예비설계단계(SDR, PDR) → 상세설계단계(CDR) → 제

작, 조립 및 검증 단계(PSR) → 운영․활용 단계 → 종료단계로 구
분하고 있음
- 일반적인 항공우주시스템 개발 단계에 의한 구분으로 시스템 요구조
건의 정의 및 분석(SRR) → 시스템 설계 및 타당성 검토(SDR) → 설
계(PDR, CDR) 및 제작(FAC, PCA, FQR) → 총조립 및 시스템 종합
시험 → 운용 및 지원 등의 단계로 구분
- 즉, 상세설계 검토회의(CDR)를 통해 시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세
설계를 확정한 후 제작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 사업계
획은 엔진 및 서브시스템의 CDR이 인증모델(QM) 구성품 및 엔진제
작의 종료시점에 계획되어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동 사업계획에는 엔진시스템 CDR은 2012년 말, 발사체 CDR
은 2013년 초로 계획되었으나, 추가적으로 제출한 ‘한국형발사체 개
발 일정 Gantt Chart', '한국형발사체 엔진 개발일정 Gantt Chart'에
의하면 발사체 CDR은 2013년 3월로 사업계획 동일한 반면, 엔진서
브시스템 CDR은 2015년 12월, 엔진시스템 CDR은 2016년 3월로 제
출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함
○ 시험평가계획에 대한 검토
- 연소기, 터보펌프, 가스발생기, 엔진공급계 등 모든 서브시스템의
DM#1 시제에 대한 시험평가의 시작이 사업 시행 이전인 2008년 7
월(가스발생기)과 사업시행 초기인 2009년 6월(3단용 연소기)사이에
예정되어 있어 서브시스템에 대한 개념설계 및 규격개발이 완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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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태에서 - 계획에 따르면 서브시스템 개념설계는 2009년 3
월에 시작될 예정임 - 비록 선행시제품이지만 시험평가를 계획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엔진시스템에 대한 지상연소시험과 고공연소시험이 별도의 시설을
이용하여 동시에 번갈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시험평
가계획이 무리하게 계획되어 있음
- 시험평가시 문제가 발생할 때 고장탐구 및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아 현실
성이 부족하며, 이러한 시험평가계획에 의해 발사체를 개발할 경우
개발 위험의 증가, 일정 지연 가능성 등이 우려

3.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가. 기술수준 분석
(1) 국가우주기술전략지도 상 우주발사체 분야 기술수준
□ NSSTRM의 의하면 우리나라는 발사체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70∼
75% 수준의 연구능력을 보유
○ 발사체 분야의 298개 핵심기술의 88%인 262개 기술이 선진국 대비
70%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반면, 30% 미만으로 연구개발 능력이
불확실한 기술은 약 2%인 7개 기술인 것으로 조사
□ 액체엔진 분야는 우주기술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에 도달하여 독
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
○ 251개 핵심기술의 약 71%인 178개 기술이 70% 이상의 기술력을 보
유하고, 30% 미만으로 연구개발 능력이 불확실한 기술은 3.5%인 9개
기술로 조사되었으며, 9개 기술은 발사체용 엔진시스템 설계 기술,
엔진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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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Delphi 조사에 의한 우주발사체 분야 기술수준
□ KSLV-Ⅰ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30톤급 액체엔진 선행연구가 일
정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는 등의 기술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
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Delphi 조사를 실시
○ Delphi 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학계 27명, 연구계 5명, 산
업계 3명 등 35명이 응답
□ 발사체 분야의 기술수준은 52.9%∼70.2%, 액체추진시스템 분야 기술
수준은 56%∼69%로 조사
○ 액체추진시스템 기술은 우주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53.2%수준이며,
체계기술 분야의 기술수준은 58.9% 수준임. 전자탑재시스템기술이
선진국의 70.2% 수준으로 가장 기술수준이 좋은 것으로 분석
○ 액체추진시스템 분야에서는 엔진시스템기술이 선진국 대비 56.0% 수
준이며, 터보펌프기술이 59.2%, 연소실기술이 59.6% 수준으로 조사

나. 미확보 기술 확보 전략의 적정성
□ 조사분석연구에서는 KSLV-Ⅱ 자력개발에 요구되는 발사체 분야별
225개 핵심 소요기술에 대하여 국내 기술확보 정도를 5등급으로 구
분하여 제시
○ 이미 기술을 확보하였거나 사업기간 내 국내 자력개발이 가능한 것
으로 조사된 기술이 전체의 76.8%에 해당하는 174개 기술인 것으로
조사
○ 해외기술협력, 직접적 해외 기술도입, 소요 부품을 해외에서 직접 도
입 등이 필요한 기술이 전체의 23.2%에 해당하는 53개 기술로 조사
○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53개 미확보 핵심기술에 대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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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확보 전략, 기술확보 비용, 기술확보 가능성, 기술확보 불가시 대응
방안 등을 제출받아 평가
- 조사분석연구 단계에서부터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핵심기술별 기술
확보 정도를 검토․분석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국
내 개발을 통해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은 수립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다.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전문가 Delphi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동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65.7%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였으며, 28.6%는 보통, 나머지 5.7%만
이 부정적으로 응답
○ 우리나라 전체 기술 수준 측면에서는 77.1%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
면, 항우(연)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는 51.4%만이 가능하다고
응답
○ 인적자원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71.4%가 가능
하다고 응답한 반면, 항우(연) 소속 인력을 기준으로 할 때는 42.9%
만이 긍정적으로 예상
□ 관련 전문가들은 동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항우(연)의 기술수준, 인적자원 기준으로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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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1. 경제성 분석
가. 비용 검증 및 적정 규모 추정
(1) 개요
□ 우주발사체 개발 비용 추정에는 발사체 개발 경험을 토대로 분야별
소요 예산을 취합하는 엔지니어링 기법, 비용추정 모델을 활용하는
비용추정 기법, 유사한 사례를 통한 유추 기법 등의 방법이 있음
○ 비용추정 기법 중 NASA에서 주로 상용하고 있는 모델은 ‘REDSTAR’,
‘NAFCOM’, ‘PRICE’, ‘SEER’모델 등이 있음
○ 우주 운송시스템 비용 추정에는 과거 개발 비용 데이터에 기초한 비
용추정 모델인 TRANSCOST 모델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유추기법은 개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동 사업은 2009∼2017년까지 9년 동안 1조 4,976억 원의 사업비를 투
자할 계획이며 이 비용은 작업분류체계(WBS)에 따른 개발 실무진의
추정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
○ KSR, KSLV-Ⅰ 상단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예산 자료와 개발 실무진
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 소요 예산을 취합하는 ‘엔지니어링 기법’
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TRANSCOST 모델을 활용한
비용 추정 결과를 제시
□ 본 조사에서는 TRANSCOST 모델에 따른 비용 추정 결과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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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내 민간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제시된 사업비용을 검증하고, 해
외 전문업체의 비용 추정 결과를 제시함

(2) 비용추정모델을 활용한 비용 추정
□ TRANSCOST 모델은 1971년 발사체 전용 시스템 모델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1960년부터 2002년까지 43년간의 발사체 및
엔진 비용 데이터를 비용추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
○ 엔진 및 발사체 시스템 개발 비용, 생산 비용, 지상 및 비행운용 비용
등으로 구성
○ 발사체에 대한 충 개발비용은 부스터, 엔진 및 발사체시스템 개발비
용의 합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체계 종합 인자( f 0)와 프로그램의

비용 영향인자(   , f 7,   )를 곱한 값으로 추정

    

   
주)





 

  는 strap-on booster,   는 vehicle system /stages,   는 각 stage 의 engine 개발비

○ 소모성 발사체에서 사용되는 액체엔진 개발 비용을 추정하는 관계식
은          를 사용
□ TRANSCOST 모델에 의하면 KSLV-Ⅱ 개발비용은 19,632 MYr로 추
정되며, 이에는 시스템개발에 12,014 MYr, 1/2/3단 엔진개발 5,437
Myr가 포함되며, KSLV-Ⅱ 총 생산비용은 약 2,657 MYr로 추정
○ 동 사업의 비용에는 발사체 개발비용과 함께 생산비용도 포함되어야
하나, 조사분석연구에서는 생산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 조사분석연구의 1 MYr를 기준(KSLV-Ⅰ사업 과제계획서의 1인당 인
건비 소요 약 1.0억 원)에 따르면 발사체 개발비용은 1조 9,632억 원
이, 생산비용은 2,657억 원이 소요되어 총 2조 2,289억 원으로 당초 1
조 4,976억 원보다 7,313억 원(48.8%)이 많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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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COST 모델에서 제시한 1 Myr 기준에 따르면 총 개발비용이
약 6조 555억 원 규모

(3) 민간 전문업체에 의한 KSLV-Ⅱ 개발 비용 검증
□ 민간 전문업체의 비용 검증 결과 당초 제시한 H/W성 예산 1조
2,465억 원에서 3,823억 원이 감액된 8,642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이는 사업계획상 1조 4,976억 원 보다 약 25.5% 감소한
규모
○ 체계 종합비용은 1,812억 원에서 1,235억 원으로 약 577억 원을 감액
조정 가능하며, 액체엔진 개발비는 5,158억 원에서 3,163억 원으로 약
1,995억 원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
○ 추진기관 체계 개발비는 기존 2,169억 원에서 918억 원으로 1,251억
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개발분야별 비용추정 결과 총괄 현황>
(단위 : 억원, %)

분야
추진
기관

체계종합(A)
액체 엔진(B)
추진기관체계(C)
구조 (D)
임무설계 (E)
제어 (F)
전자탑재 (G)
열/공력 (H)
합계
전체 사업비

사업계획
예산
비중
1,812
14.5
5,158
41.4
2,169
17.4
1,790
14.4
110
0.9
820
6.6
514
4.1
92
0.7
12,465
100.0
14,976
-

비용검증 결과
예산
비중
1,235
14.3
3,163
36.6
918
10.6
1,790
20.7
110
1.3
820
9.5
514
6.0
92
1.1
8,642
100.0
11,153
-

증감

증감율

△577
△1,995
△1,251
△3,823
△3,823

△31.8
△38.7
△57.7
0.0
0.0
0.0
0.0
0.0
△30.7
△25.5

□ 비목별 예산을 검증한 결과, KSLV-1에서 수행된 사업과의 중복 및
설비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경우 국제협력비는 기존 257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약 190억 원 감액 가능하며, 국내용역비는 기존 3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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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116억 원으로 224억 원 감액 가능할 것으로 판단
<비목별 비용추정 결과 총괄 현황>
(단위 : 억원, %)

분야
국제협력
국내용역
제품개발
장비
시설
기타
합계
전체 사업비

사업계획
예산
비중
257
2.1
340
2.7
6,645
53.3
1,157
9.3
3,781
30.3
286
2.3
12,465
100.0
14,976
-

비용검증
예산
67
116
6,191
804
1,178
286
8,642
11,153

결과
비중
0.8
1.3
71.6
9.3
13.6
3.3
100.0
-

증감

증감율

△190
△224
△454
△353
△2,603
△3,824
△3,823

△73.8
△66.0
△6.8
△30.5
△68.8
△30.7
△25.5

□ 발사시스템 부문에서는 발사체 총조립(SA) 용역에 324억 원의 예산
이 책정되어 있으나, 75톤 엔진시스템부문의 엔진시스템 총조립, 납
품용 엔진 제작 및 조립, 납품용 엔진시험, 엔진 Mock-up 제작 등의
업무는 통상 동일 업체에서 수행하게 되는 중복된 업무이므로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조정하면 발사체 총조립을 위한 순수 용역
비는 약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조정 가능
□ 지상시스템 부문 중 발사관제시스템(150억 원)은 KSLV-Ⅰ사업을 위
해 기 구축된 관제시스템을 보완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며, 조립 및
서비스타워(300억 원)도 기 구축된 KSLV-Ⅰ을 통해 기 확보된 시설
을 활용하면 100억 원 정도 규모로 조정 가능
□ 75톤급 엔진시스템의 경우, 국제협력 중 엔진 시험 용역에 35억 원은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며, 엔진 시험은 시험설비구축을 통해 국내 시
설을 이용할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재검토가 필요하며, 개발용 엔진조
립, 개발용 엔진시험, 납품용 엔진조립, 납품용 엔진시험 등과의 업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엔진 Mock-up 제작에 책정된 8.5억
원의 예산은 시스템 총조립 기술용역과 업무의 명확한 조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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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되는 것이 바람직함
○ 엔진 지상시험설비에 책정된 450억 원의 예산은 엔진 고공시험설비
와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75톤급 엔진 연소기/가스발생기의 경우, 소모성 재료비에 책정된 97
억 원의 예산은 납품용 가스발생기 제작 및 연소기/가스발생기 납품
수락시험과 일부 업무의 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연소시험장 수정에
4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이는 연소기 연소시험설비와 중복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연소기 연소시험설비에 책정된 488억 원의 예산은 엔진 고공(지
상)시험설비와 기능이 중복되어 별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75톤급 엔진 터보펌프의 경우 국외 실매질 시험기 수정에 10억 원,
국외 실매질 시험에 20억 원 등 총 30억 원의 국제협력비가 반영되
었으나, 엔진 개발단계의 조정 등을 통해 기존 KSLV-Ⅰ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조정 가능
○ 한편, 실매질 시험설비 115억 원, 대형 상사시험설비 350억 원, 소형
상사시험설비 20억 원 등은 유사 시설로 비용 절감 등 경제적 측면
을 고려할 경우 실매질시험설비로 통합하여 구축하는 것이 타당
□ 상단용 5톤급 가압식 추진기관 연소기 중 연소기 고공연소시험에 책
정된 국제 협력비 19억 원은 2012부터 2013년까지 일부 예정되어 있
는 고공점화 성능 확인, 고공환경 연소기 성능 검증 연소 시험 등을
위한 국제협력비로 예상되나, 제시된 시험평가 계획상 국내 시험평
가시설 구축 후 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1단/2단용 추진기관 종합시험설비에 책정된 1,105억 원, 3단용 추진
기관 종합시험설비의 97억 원 등 총 1,202억 원은 발사체 개발에 따
른 필수 핵심시설이 아니며, 기 구축된 엔진 시험 설비를 활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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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엔진고공시험설비를 통해 시험이 가능할 것임
○ 추진기관 종합시험설비의 경우 별도로 구축해야하는가에 대한 기술
적인 논란이 있고, 사업규모도 1,105억 원으로 크며, KSLV-Ⅰ을 통해
구축한 발사대를 활용한다는 점, 상당한 부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별도의 타당성조사도 고려 필요

(4) 해외 민간전문업체에서 제시한 KSLV-Ⅱ 개발 비용 견적
□ 해외 자문업체는 75톤급 액체엔진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데는 2억 달
러 정도의 비용이 사용되며,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하였으며, 동 사업계획상 KSLV-Ⅱ를 개발하는 데에는 7.356억 달러
에 8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며, 이 비용은 동 사업계획
서의 1조 4,976억 원의 약 49.1% 수준임
○ 개발 비용은 개발기관의 기술수준, 기존 발사체 및 엔진 활용 여부,
인프라 등 시험평가시설 구축 현황, 인력 수준 및 경험 정도 등에 영
향을 많이 받으므로 해외 업체의 개발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관련 시설구축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였으나, 자국
의 인프라를 상당부분 활용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주관기관은 해외 자문은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발사체 제
원, 단 구성, 주요 H/W 제원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서브시스템의
성능, 종류, 크기, 재질, 제작조립 기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
□ TRANSCOST 모델에 의한 비용 추정, 민간 전문업체를 통한 분야별
비용추정 결과 검증, 해외 전문기관의 개발 비용 견적 의뢰 등을 수
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상이하여 본 조사의 결과로 정확한 사업규모
및 비용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유사 업무의 중복, 유사 시설의 이중 건설, 기존 사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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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등은 향후 상세 기술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
○ 상세 기술개발계획 및 기초 개념설계 과정에서는 서브시스템 수준에
서 비용 추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단계별
연도별 시스템별 상세 비용이 산출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임

나. 수요 및 편익 추정
(1) 수요 추정
□ KSLV-Ⅱ 개발이 완료되는 2017년 이후에 발사가 계획 중인 위성은
실용위성급 위성 4기, 소형위성급 위성 21기 등으로 이들이 KSLV-Ⅱ
의 ‘잠재적인 발사수요’가 될 수 있음
○ 아직 KSLV-Ⅱ를 이용한 위성 발사계획은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의 위성발사 계획이 2026년 이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현재 위성 발사 계획을 잠재적 수요로 추정
○ 조사분석연구에서 동남아 등 우주개발 후진국들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발사서비스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해외 위성의 발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동급
발사체와 경쟁을 하여야 하나 해외 시장보고서에 의하면 KSLV-Ⅱ와
유사한 지구저궤도용 발사체의 2016년 가격 경쟁력을 550만 달러로
예측

(2) 편익 추정
□ 동 사업의 편익은 국내 위성발사 수요를 해외 발사체를 이용하지 않
고 KSLV-Ⅱ를 이용하여 발사함으로써 점감되는 위성발사 비용임
○ 그러나 발사체 구성 및 개발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발사단가가 낮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발사서비스 비용은 나로우주센터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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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부 절감될 수 있을 수 있으나, 발사 운용을 위한 절대 비용은
소요될 것이므로 그 차이에 의한 경제적 편익은 미미할 것임

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1) 개요
□ 항공우주산업은 전 제조업에서 소요되는 기술이 종합 결집되는 융합
기술로 타 산업의 기술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전후방 연
관효과가 높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임
○ 따라서 동 사업의 타당성을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성 분
석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 본 조사는 KSLV-Ⅰ사업에 대한 산업연구원의 경제적 효과분석 사례,
미국 연방항공국의 우주수송산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사례를
통해 동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동 사업에 대한 산업연
관효과를 분석

(2) KSLV-Ⅰ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안영수, 2004)
□ 항우(연)은 2004년 ‘우주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산업연
구원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KSLV-Ⅰ의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을 중점적으로 실시
○ 우주발사체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① 중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
에 따른 유/무형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② 발사체 개발과 발사에 따
른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 ③ 국가 브랜드 로열티, 기술파급 효과와
관련한 간접적 편익, ④ 국내 입주 해외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발사체
개발 성공에 따른 원산지 효과 등의 측면에서 분석
□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KSLV-Ⅱ개발의 산업파급효과를 추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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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효과는 2조 95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3,657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26,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3)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우주발사체 경제적 효과 분석(FAA, 2008)
□ 미국 연방항공국(FAA)는 2006년까지의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미국의
상업적 우주수송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
○ 발사체 제작, 위성 제작, 지상장비 제작, 위성서비스, 원격탐사, 운송
산업 등 상업적 우주수송산업이 미국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분석
□ 발사체제작산업에 가장 높은 투입율을 갖는 산업은 제조업군이며, 서
비스와 운수․창고업 순으로 분석

○ 발사체 제작 산업에 가장 높은 투입율을 보였던 제조업이 산출에서
도 높은 순위를 차지
○ 발사체제작산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1,667십만 달러는 미국
GDP의 약 0.0008%를 차지
○ 2007년에는 2006년보다 많은 위성이 발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인공위성의 발사가 증가하여 이윤이 감소하여 2004년 이후 성장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분석됨

(4) KSLV-Ⅱ사업의 산업파급효과 분석
□ 동 사업은 ‘생산유발계수표(국산+수입)’을 기준으로 할 때 4조 6,058
억 원, ‘생산유발계수표(국산)’을 기준으로 할 때 2조 4,395억 원의 생
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동 사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7,193억 원으로 추정되며, 동 사업
의 시행에 따라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약 14,480명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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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V-Ⅱ사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단위: 억원, 명)

국내 투입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취업유발자 수

14,719

24,395*
(46,058)**

7,193억원

14,480명

주) * 생산유발계수표( 국산), ** 생산유발계수표( 국산+ 수입)

□ 동 사업과 관련된 산업군은 36개로 이들 산업군의 중간수요율과 중
간투입율은 전체 산업의 중간수요율 48.5%, 평균 중간투입율 55.9%
보다 높아 여타 산업보다 생산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
○ 관련 산업군의 부가가치율은 전체 산업 평균 44.1% 보다 낮으며, 이
는 관련 산업군의 중간투입율이 여타 산업 대비 높기 때문이며 생산
의 우회도가 높아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
□ 동 사업과 관련된 산업들은 최종수요적 제조업형이라는 특성을 가지
고 있어서 동 사업이 추진되면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중간재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

다.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1) 특허흐름을 이용한 파급효과 분석
□ 동 사업의 관련 기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특허군을 이용하여 특
허상의 기술흐름분석을 통해 관련 기술의 파급분야를 분석
○ 동 사업과 관련된 특허 분류군으로는 ‘우주비행/우주 항공체 또는 그
장비’, ‘제트추진장치’, ‘유체연료 연소장치’ 14개 분야로 도출
□ 분석 결과 평균 피인용지수는 4.17로 전체(5.47)보다 낮아 특허 건당
평균인용횟수가 크지 않고 평균 피인용 분야도 5개 분야로 전체(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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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
○ 우주비행/우주항공체 장비(B64G), 연소기관 제어(F02D), 유체연료 연
소장치(F23C), 제어계 또는 조정계(G05B) 등이 상대적으로 높음

(2) 논문 파급효과 분석
□ 동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발표 논문 수, 피인용 횟
수, 피인용 분야 등을 분석하여 논문을 통한 기술적 파급효과를 추정
○ 동 사업과 기술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로 Mechanical Engineering,
Space Science 등 5개 분야로 선정
□ 항공우주 및 우주과학 분야는 논문 수 및 피인용 횟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는 타 분야의 기술적 성과를 종합하는 복
합 기술의 성격이 강한 기술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 5개 분야의 발표논문의 국내 논문으로 피인용 된 횟수는 50,684회로,
논문 1편당 평균 1.98회 피인용, 평균 30개 분야로 피인용 되었으며,
이는 전체 논문의 평균피인용 횟수 6.8회, 국내 평균 피인용 횟수
2.09회에 비해 낮은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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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동 사업에 AHP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가
0.464,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가 0.536으로 나타남
○ 일반분석지침의 권고안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 타당성의 가중치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 사업 시행 0.445, 사업 미시행 0.555로 나타남
○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술개발계획의 충실성, 사업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경제성 측면에서는 사업 시행에 부정적으로
응답
○ 국가 전략적 중요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사업 시행에 긍정적으로 응답
○ AHP 종합점수가 사업 시행의 점수가 0.464로 분석되었으며, 이 종합
점수는 회색구간(예: 0.45 < AHP 종합점수 < 0.55)에 속함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에 대한 AHP 분석 결과>
구분

일반분석평가지침 기준
(정책성 20% 제한)

일반분석평가지침 미고려
(정책성 무제한)

평가자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1

0.378

0.622

0.340

0.660

2

0.263

0.737

0.263

0.737

3

0.636

0.364

0.562

0.438

4

0.385

0.615

0.385

0.615

5

0.409

0.591

0.416

0.584

6

0.809

0.191

0.811

0.189

종합

0.464

0.536

0.44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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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결론
□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을 통한 우주발사체 개발 기술의 자립화
는 국가 위상 제고 등 전략적 측면,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역량을 집중하여 추
진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

□ 본 조사의 대상인 ‘한국형발사체(KSLV-Ⅱ)개발 사업계획(안)’은 발사
체 구성, 기술개발 목표 및 계획, 예산 산출 및 배분 계획, 사업추진
및 평가체계 등에서 신규 사업을 시행할 정도로 충분하게 기획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을 위한 국가R&D사업은 본 조사에서 지
적하거나 제언한 내용을 반영한 상세 사업 및 기술개발 계획 등 사업
기획에 대하여 적절성을 재검토 한 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타당

나. 정책제언
□ 우주발사체 개발 사업은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이 필요하며,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인력의 이탈, 연구시설 유지 곤란 등 기 확보된 관련 인
프라의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KSLV-Ⅰ사업의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종합
분석, 30톤급 액체엔진의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종합 분석․평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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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형발사체(KSLV-Ⅱ)개발을 위한 상세 기술개발계획, 시스템 및 시험
설비에 대한 기초 개념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한국형발사체(KSLVⅡ)개발을 위한 국가R&D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이전에 별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형발사체(KSLV-Ⅱ)개발을 위한 상세 기술개발계획에는 본
조사에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내용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KSLV-Ⅰ 사업에 대한 성과 검증 및 우리나라 기술수준 분석 결과
○ 발사체 구성안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및 국내/해외
전문기관에 의한 검증 결과
○ 신규 구축예정인 시험평가시설별 규모, 비용, 이용계획, 시설/장비,
기초 설계 등에 대한 종합계획 및 타당성
○ 발사체 및 엔진 개발 계획, 핵심기술 등 기술개발 및 확보 계획, 검증된
로직에 따른 상세시험평가 계획, 연도별 단계별 구체적 성과목표 등
○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의 산업화 전략 달성을 위한 산업체 참여
및 육성 체계, 객관적 관리 및 검증, 평가체계 등 추진체계 및 전략
○ 객관적 근거에 의한 예산안, 단계별 비용 산정/조정/검증 체계
○ 기타 우주발사체 개발과 관련한 법, 제도, 보험 등 기타 준비사항
□ 30톤급 액체엔진 개발에 대한 종합 분석․평가 및 객관적인 성과 검
증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주관기관의 고추력 액체엔진
관련 기술 확보 및 기술력 검증을 위해 30톤급 액체엔진시스템 EM
수준까지의 개발을 병행 추진하는 것도 고려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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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주개발을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추진전략, 발사체 산업화 및 산업 육성 전략, KSLV-Ⅱ개
발 추진체계 등에 대한 범 국가차원의 논의 및 전략 수립을 제안함

□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이 투명하
고 객관적으로 검증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문․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