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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우주를 향한 획기적 발전
한국우주는 세계적 우주항공 혁신기업인 독일의 MT Aerospace에서 개
발되고 오랜 기간 유럽의 우주발사체(Ariane 4, 5)와 인공위성 및 우주선
(ATV)에 사용되어 그 신뢰성과 성능이 입증된 구성품을 국내 기관과 기
업에 맞춤 공급합니다. 또한, 다년간 축적된 연구개발 및 제작 기술과 경
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 추진제 용기 (Propellant Tank)
ㆍ우주발사체 - 액체 추진제 탱크 구조물 구성품 또는 완성품
ㆍ인공위성 - 액체 또는 기체 추진제 용기
◦ 고압 기체 압력 용기 (Pressure Vessel)
ㆍ우주발사체 - 가압, 작동, 진화, 추진 용도의 압력용기
ㆍ인공위성 및 우주선 - 가압, 추진 용도의 압력용기
◦ 용수 운반 용기 (Water Tank)
ㆍ우주선 - 우주정거장 용수 운반 용기
◦ 복합재 구조/기계 부품
(Composite Material Structural/Mechanical Parts)
ㆍ대기권 재진입 비행체 - 공력가열 내열 부품
ㆍ액체로켓엔진 - 극한환경 기계부품
ㆍ인공위성 - 각종 광학 및 전파 탑재체 구조물

▪ 항공
창공을 향한 획기적 발전
한국우주는 민항기와 유도무기, 무인기, 군용항공기를 포함한 방산무기
의 경량 구성품과 부체계를 생산하는 혁신적 파트너인 독일의 MT Aerospace에서 개발 생산하는 제품을 국내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개발 생산
공급합니다. 현재 공급하는 제품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EADS, Eurocopter, Dassault, Embraer, Boeing 등에 다량 납품되어 그 품질과 성능
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다년간 축적된 연구개발 및 제작 노하우를 기
초로 한국의 민·군 항공기 및 방산무기 개발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제
품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 연료 및 추진제 용기 (Fuel/Propellant Tank)
ㆍ항공기 - 항공유탱크, 액체추진제탱크
ㆍ유도무기 - 고체추진제 케이스
◦ 고압 기체 압력 용기 (Pressure Vessel)
ㆍ항공기 - 가압, 작동, 진화, 추진 용도의 압력용기
ㆍ유도무기 - 가압, 추진 용도의 압력용기
◦ 용수 운반 용기 (Water Tank)
ㆍ민항기 - 여객기 및 수송기 용수 저장용기
◦ 복합재 구조/기계 부품
(Composite Material Structural/Mechanical Parts)
ㆍ항공기- 복합형상 구조부품, 내력 구조물
ㆍ유도무기 - 구조물, 추진기관 부품

▪ 지상지원
우주항공 기술 개발을 위한 지상지원
한국우주는 민·군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및 항공기 개발에 필수적인 지상
지원 시설 및 장비를 개발하고 또한 Turn-key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
재 당사는 독일의 현존하는 우주항공 시험설비에 적용되어 그 신뢰성과
성능이 입증된 기술과 경험으로 우주항공 지상시험설비의 핵심장비와
각종 시험시스템을 개발하여 한국의 우주항공 및 방산무기 개발에서 필
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 대규모 전용 시험설비
ㆍ제어계측시스템 (Measurement, Control & Command)
ㆍ고고도 시뮬레이션 (High Altitude Simulation)
ㆍ전기체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Full Scale Hardware In Loop Simulation)
◦ 범용 시험장비
ㆍ환경시험장비 - 진동 및 모드, 음향 진동소음, 구조하중, EMI/EMC,..
ㆍ성능/기능시험장비 - HILS, EGSE,..

▪ 엔지니어링
한국우주는 국가기관 및 산업체가 수행하는 단기 또는 중·장기 우주항공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국가기관과 산업
체가 모두 보유할 수 없는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MT Aerospace와 해외전문기술 자문가의 심오한 엔지니어링 지식
과 장기간의 경험은 당사가 국내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혁신
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우주는 고
객의 개발사업 착수 이전부터 생산완료 시까지 엔지니어링 전 과정을 지원합
니다.

◦

설계 (Design)
ㆍ우주항공 구성품 개념/최적 설계
ㆍ우주항공 구조 및 기계장치 설계
ㆍ우주항공 소프트웨어 설계
ㆍ우주항공 지상지원설비 설계

◦ 해석평가 (Analysis & Evaluation)
ㆍ우주항공 구조 및 기계장치
해석 및 설계평가
ㆍ우주항공 구성품 및 부체계
시험평가
◦ 구성품 및 장비 공급
(Components & Equipment Supply)
ㆍ지상지원설비 용 극저온 구성품 및 장비
ㆍ거대 구조물 조립용 자동화 정밀 치구
ㆍ특수 기계 가공 장비

(Prototyping)
ㆍ회전성형 (Spin Forming)
ㆍ정밀/저온 용접
(Precision / Low Temp. Welding)
ㆍ필라멘트와인딩
(Filament Winding)
ㆍ세라믹복합재
(Ceramic Matrix Composite)
ㆍ탄소섬유복합재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ㆍ금속분말 전자빔 용융
(Electron Beam Melting)

◦ 시제작

▪ 기술자문
한국우주는 30년 이상 유럽 및 미국의 실제 우주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해외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우주항공 구조/기계장치/추진기관 기술 및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국가기관과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주 시스템 분야
ㆍ 우주발사체 - 시스템 총조립, 시험계획 수립, 시험설비 구축
◦ 우주 구조/기계 분야
ㆍ 인공위성 및 우주선 - 본체 및 탑재체 복합재 구조물과 기계부품 설계 제작
ㆍ 우주발사체 - 구조체, 추진제 탱크 및 배관, 기계장치 설계 제작
◦ 우주 추진기관 분야
ㆍ 액체로켓엔진 - 구성품 설계, 시스템 총조립 및 시험평가
ㆍ 로켓추진기관 시스템 시험계획 수립 및 설비 구축

▪ 유지보수
한국우주는 당사가 공급한 제품 및 설비 중 내구 년도가 긴 제품 및 설비의 성능을 초기 상태대로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해 해당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유지보수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지보수 서비스 대상
ㆍ로켓엔진시험설비의 제어계측, 고고도시뮬레이션, 극저온 구성품 및 장비 등
ㆍ우주발사체 전기체 시험설비 및 기타 범용 시험장비
ㆍ특수 제작장비 및 자동화 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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