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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단형 과학로켓(이하 KSR-III) 기본형은 그림 1

에서와 같이 로켓을 궤도상에 도달시키기 위한

주추력을 담당하는 1단과 로켓의 임무수행과 관

련된 2단으로 구성되며, 탑재부는 2단에 해당한

다. KSR-III의 탑재부는 로켓의 임무수행과 관련

한 과학탑재부 (Scientific Payload Section),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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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ra c t

In this paper, structure design of the payload section of the KSR-III was performed.

The payload section of the KSR-III, which corresponds to the second stage, consists of
the Scientific Payload Section for the mission of the rocket, the Payload Section
(Electronics)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rocket and the ground station, and the

Payload Section (Attitude Control) for the attitude control of the rocket. In order to
accomplish the mission, every payload and component should operate successfully
during the mission period and the structure mus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payloads.
In this research, precise composition of the payload section and payloads

arrangement of the KSR-III were performed. And the modification of the structure to

meet the requirements were described.

초 록

본 논문에서는 3단형 과학로켓 (기본형) 의 탑재부의 구조설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탑재부는 KSR-III 기본형의 2단에 해당하며, 로켓의 임무수행과 관련한 과학탑재부, 지상국

의 자료송수신을 위한 탑재부(전자), 로켓의 자세제어를 담당하는 탑재부(자세제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로켓의 임무가 성공하려면 각 탑재물이 임무수행 기간 중에 안전하게

동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탑재부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SR-III의 탑재부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상세한 탑재부의 구성과 탑재

물 배치를 수행하였고,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를 변경/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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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기간 중에 로켓과 지상국과의 자료 송수신

및 교신을 위한 탑재부 (전자) (Payload Section,

Electronics) (이하 전자탑재부), 2단 로켓의 자세

제어를 위한 탑재부 (자세제어) (Payload Section,
Attitude Control) (이하 제어탑재부)의 세 부분

으로 구성된다.

그림 1. Configuration of KS R- III

로켓은 발사 및 임무수행을 위한 비행 등의 환경 하에

서 여러 가지의 심한 기계적 혹은 열적인 환경하중

(Environmental Loads)을 받게 된다.
환경하중의 요인으로는 엔진 추력, 엔진 등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랜덤 하중, 발사시에 발생하

는 엔진소음과 공기마찰로 인한 음향하중, 단분

리 등으로 인한 충격하중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환경하중은 로켓의 구조물 및 로켓이 탑재

하고 있는 탑재기기 및 탑재물(Payload) 등에 영

향을 주며, 로켓의 개발 시에 반드시 그 영향을

먼저 분석평가하고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
로켓이 안전하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려면

위와 같은 환경하중에 대응하여 각 탑재물을 안

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탑재물이 요

구하는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

라서 구조설계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요구조건의 만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필수적이

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KSR-III의 탑재부에 대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상세한 탑재부 구성 및 탑재물

배치를 수행하였고,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 본 론

2 .1 과학탑재부

과학탑재부는 KSR-III의 과학관측 임무를 수행

하는 탑재물을 탑재하는 조합체로 노즈페어링부

내부에 위치한다. KSR-III의 1단이 분리된 후 임

무를 위한 궤도에 2단 로켓이 도달하고, 과학탑

재부의 외부를 감싸고 있는 노즈페어링이 분리되

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임무를 완수하

기 위해서는 과학탑재부의 임무에 따라 2단 로켓

의 자세를 제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제어탑재

부가 수행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과학탑재부의 설계 요구조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탑재부

의 구조설계 및 탑재물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기

술한다.

2 .1. 1 과학탑재부 설계요구조건 [1,2 ,3]

KSR-III의 과학탑재부는 지구자장을 이용한 로켓 3축

자세측정 실험과 저지구궤도 상의 여러 물리화학적 환경

을 탐사하기 위한 과학실험 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고

층대기 광도계(AGP), 이온질량분석기(IMS), 지구자장측정

기 (MAG/ AIM, MAG/ SIM), 오존측정기(UVR), 이온

층 전자측정기(LEP)로 구성된다. 또한 이러한 실

험장치들의 전원부와 회로부가 탑재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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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험 장치들은 시야각 (FOV)이나 고유진동

수 등에 대한 제한조건을 가지며, 과학탑재부 구

조의 설계에 대한 요구조건이 된다. 과학탑재부

의 구조설계에 대한 주요한 요구조건은 표 1과
같다.

2 .1.2 과학탑재부 구조설계

2.1.1절의 설계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과학탑재

부 마운트의 구조형식은 탑재 평판, 탑재평판 연

결봉, 외피가 조립된 원통형 구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과학탑재부 마운트의 하단을 전자탑재부

마운트 상단과 연결하여 조립하는 방안으로 결정

되었다. 각 탑재물의 크기와 요구조건을 검토하

여 탑재평판은 5단으로 결정하였고, 5단평판은

하단의 전자탑재부에 연결된다.

각 탑재물은 탑재평판에 탭을 내어 조립하는 방식으로

요구되어 탑재평판의 두께는 6.35 mm로 구성되었고, 5단
평판은 과학탑재부를 지지하는 역할과 각종 신호선 및

전원선의 컨넥터를 장착해야 하므로 9.53 mm의 두께로

결정되었다.

표 1. Des ign requirements of the scientific
payload s ection

Design limit
load

Shear 18.31 kN

Bending 13.30 kN

Axial 41.94 kN

Temperature 60。C (Duration: 10 min.)

Natural freq. 100 Hz

CG offset 1.0 mm

Payloads
(Sensors ,

Circuit, Power)

AGP

IMS

MAG

LEP

UVR

Micro_G

DAM 1

DAM 2

그림 2는 구성된 과학탑재부의 형상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2. Configuration of the s cie ntific payload section

각 탑재평판을 연결하는 연결봉은 조립성을

좋게하기 위하여 하단에는 내측나사를 내고 상단

에는 외측나사를 내어 연결봉끼리 조립되도록 구

성하였다. 또한 탑재평판 아랫면에는 "자형

보강대를 설치하여 외피가 보강대에 조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탑재물로부터의 하니스는 탑

재물의 조립면에 구멍을 내어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로부나 전원부로부터의 하니스는 탑재

평판의 외곽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하였다.

각 탑재물의 요구조건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탑재물을 배치하였으며, 과학탑재물 중 오존센서

와 오존센서 회로부는 요구조건에 의해 전자탑재

부에 배치되었다.
구성된 과학탑재부의 질량특성은 표 2와 같다.

각 탑재물의 무게는 현재까지 제공된 것을 기준

으로 하였으며, 탑재물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무게중심의 편차는 요구조건인

1.0 mm 이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까

지 제공된 탑재물의 무게에 대한 정보가 질량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여 정확한 무게중

심을 계산하기가 곤란하므로 향후 탑재물 배치를

계속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시험 기간

중에 질량특성을 측정할 예정이므로 측정결과와

해석을 비교하여 수정할 수 있다.

표 2 . Mass prope rt ies of the scientific payload
section

Mass
(kg)

CG (mm)
(ref. : sta . 2097.7)

X Y Z
Structure 62.60 - - -
Payloads 58.68 - - -

Total 121.28 -386.25 1.10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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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전자탑재부

전자탑재부는 KSR-III와 지상국과의 송수신을

처리하는 텔레메트리 회로부 및 전원부, 비행중

단 시스템 (FTS) 등을 탑재하는 전자탑재 마운트

조합체와 관성항법장치 및 각종 안테나, 배꼽케

이블 등이 설치되는 전자탑재부 외피 조합체로

구성된다.

전자탑재부에는 로켓이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획득한 자료와 지상국으로부터의 명령 등을 처리

하는 각종 탑재물이 장착되므로 로켓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로켓

의 비행상태를 측정하여 자세제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성항법장치가 장착되므로 로켓의 안

정한 비행을 보장하는 부분이다.
이 절에서는 전자탑재부 외피 조합체와 이의

내부에 장착되는 전자탑재부 마운트 조합체 및

관성항법장치 탑재대의 구조설계에 대하여 기술

한다.

2 .2 .1 전자탑재부 외피 조합체

2 .2 .1.1 전자탑재부 외피조합체 설계 요구

조건 [1,2 ,3]

전자탑재부 외피 조합체는 기체 전방의 노즈

페어링부와 후방의 제어탑재부를 연결하는 부분

으로 로켓의 비행 중 공력하중과 공력가열에 의

한 영향을 받게 된다. 전자탑재부 외피조합체는

내부에 전자탑재부 마운트 조합체와 로켓의 비행

상태를 결정하는 관성항법장치를 탑재해야 하고,
지상국과의 교신을 위한 장비를 장착해야 한다.
이러한 탑재물과 하중해석에 의한 전자탑재부 외

피조합체에 대한 설계 요구조건은 표 3과 같다.

표 3 . Des ign require me nts of the electronic
payload s ection (skin assembly)

Design limit

load

Shear 26.22 kN

Bending 31.53 kN

Axial 50.83 kN

Temperature 140。C (Duration: 10 min.)

Payloads
(Assembly,
Sensors ,
Circuits ,
Powers)

Electronic payload mount asm
INS asm

Antennas (X, S, UHF)
Ozone sensor asm

Umbilical connectors (TLM,
INS, IGN)

2 .2 .1.2 전자탑재부 외피조합체 구조설계

이상의 설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

조로 모노코크 구조, 즉 전/ 후방 프레임에 외피

가 연결되는 방식이 선정되었다. 외피에는 장착

물이 많이 설치되므로 이러한 구조가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좌우 점검창을 고정하기 위하여 외피

내부에 겹판을 설치하였고, 외피 불연속 이음대

를 최소화하여 설치하였다.
주요 탑재물 배치로는 외피 조합체의 전방부

에 전자탑재부 마운트 조합체를 위치시켰으며,
후방에 관성항법장치 조합체를 위치시켰다. 전자

탑재부 외피에는 텔레메트리, 관성항법장치, 점화

선 점검용의 3종의 배꼽컨넥터가 설치되며, 경사

이탈을 위해 45°의 각도로 이탈이 되도록 하였

다. 또한 경사발사시 레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

하여 -38°의 위치에 일렬로 배치하였다. X-Band
안테나는 외피의 상단부에, S-Band 안테나와

UHF Ranging 안테나는 외피의 하단부에 배치하

였다. 그림 3은 구성된 전자탑재부 외피 조합체이다.
표 4는 전자탑재부 외피 조합체의 질량특성을

나타낸다. 외피 조합체 만으로는 무게중심의 오

차가 많이 나지만 전자탑재부는 마운트 조합체와

결합해서 오차를 결정해야 한다. 무게중심이 오

차를 가지는 것은 배꼽컨넥터를 장착하기 위한

고정구가 전자탑재부 외피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Configuration of the electronic payload section
(skin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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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Mass propert ies of the electronic payload
section (skin asse mbly)

Mass

(kg)

CG (mm)
(ref. : sta . 2900)

X Y Z

Structure 42.49 - - -

Payloads 17.48 - - -

Total 59.97 -274.58 -4.84 7.46

2 .2 .1.3 관성항법장치(INS) 조합체

관성항법장치는 로켓의 자세나 비행상태를 측

정하여 자세제어나 비행상태의 제어를 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정확한 자세를 알기 위해서는

관성항법장치의 조립상태나 조립각도 등이 정확

해야 한다. 관성항법장치가 로켓의 기축에 대하

여 가지는 조립각도 오차는 0.03°이내이다.

또한 관성항법장치는 내부에 장착되는 자이로

등의 예민한 부품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나 진동

등에 취약하다. 따라서 외란이 전달되는 것을 차

단하기 위해 충격흡수 장치 등을 내부에 설치하

게 되며, 이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 고유

진동수에 대한 요구조건을 가진다. KSR-III의 관

성항법장치에 대한 고유진동수 요구조건은 300
Hz이다.

고유진동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

차로 설계된 관성항법장치 탑재대에 대하여 해석

을 수행하였고, 설계변경을 실시하였다.

1차 시제 해석 및 설계변경 [4 ]

그림 4는 관성항법장치 탑재대의 1차설계 형

상이고, 그림5는 관성항법장치를 탑재한 상태에

서의 1차 모드 형상이다. 해석결과 1차 고유진동

수가 28.17 Hz로 요구조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

여 설계변경을 수행하였다. 그림 5의 1차 모드

형상을 보면 탑재대의 플랜지부가 외팔보와 같이

거동하는 굽힘모드이며, 변형이 주로 탑재대의

플랜지부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저진동수를 높이려면 플랜지부를 보강해야 하

며, 굽힘강성을 높이기 위해 플랜지부의 단면계

수를 크게 해야 한다.

그림 4 . Configuration of INS mount (1st des ign)

그림 5. Deformation s hape of the INS
assembly (1st des ign, 1st mode )

위와 같은 고찰을 바탕으로 관성항법장치 탑

재대의 설계변경을 수행한 결과 그림 6과 같은

형상의 탑재대가 구성되었다.

그림 6 . Configuration of INS mount (2nd des ign)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정된 설

계에서는 플랜지 및 보강리브의 두께를 크게 하

였고, 관성항법장치의 탑재부의 강성강화를 위해

탑재부위에 보강리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또한

경계조건 강화를 위해 보강리브의 끝부분과 플랜

지부의 끝부분이 모두 전자탑재부 후방프레임에

고정되게 하였다.
수정설계된 관성항법장치 탑재대에 대하여 고

유진동수 해석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은 관성항

법장치 탑재대와 전자탑재부 후방프레임이 연결

되는 부분인 플랜지부의 외곽을 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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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진동수는 273.44 Hz로 나타났으며, 모드

형상은 그림7과 같다.

그림 7 . Deformation s hape of the INS
assembly (2nd des ign, 1st mode)

2차 시제 진동시험 및 설계 변경 [5]

그림 6에서와 같이 설계된 관성항법장치 탑재

대를 제작하였고, 해석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진동시험을 수행하였다. 관성항법장치 탑재대 및

관성항법장치를 전자탑재부에 조합하였고, 자세

제어부를 전자탑재부를 고정하는 치구로 사용하

였다. 가진은 충격망치(Impact hammer)를 사용

하였고, 관성항법장치 탑재대의 중앙근처에 2개
와 플랜지부의 끝의 1개소에 가속도계를 부착하

여 결과를 획득하였다.

그림 8 . FRF of the INS mount (2nd des ign)

그림 8은 진동시험으로 구한 관성항법장치 탑

재대의 주파수 응답곡선이다. 시험에 의한 기저

진동수는 89.4 Hz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석으로

구한 고유진동수보다 상당히 낮은 값이다. 해석

과 시험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경

계조건의 차이에 기인한다. 그림 8을 보면 측정

한 3개소의 신호가 모두 동일한 주파수에서 피크

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관성

항법장치 탑재대의 중앙부와 외곽이 동시에 움직

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곽이 결합되어 있

는 전자탑재부 후방프레임이 관성항법장치 탑재

대를 고정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므로 해석에서 부여한 고정경계조건이 과도한 경

계조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계조건을

완화하여 다시 해석을 수행하였다.

2차시제 재해석 및 설계변경 [6]

경계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성항법장치 탑

재대의 외곽에 힌지 경계조건을 부여하고 해석을

수행한 결과 표 5와 같이 고정경계조건에서보다

낮아진 고유진동수를 얻을 수 있었다.

표 5 . Natural frequencies of the INS mount with
hinge BC (2nd des ign)

Mode 1 2 3 4

Frequency(Hz) 109.87 177.55 192.37 438.57

관성항법장치 탑재대의 2차시제의 고유진동수

가 경계조건을 완화한 경우 설계요구조건을 만족

하지 못하므로 강성을 보강한 새로운 설계가 요

구되었다. 따라서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 관성항

법장치 탑재대의 플랜지부의 단면을 I-형강으로

변경하고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림 9. Configuration and deformation s hape of
the INS mount (3rd des ign)

설계된 탑재대에 대하여 고유진동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경계조건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

유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그림 9는 설계된 관성

항법장치 탑재대의 형상과 1차 모드의 변형형상

을 보여주고 있다. 표 6은 해석에 의한 3차시제

의 고유진동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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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Natura l freque ncies of the INS mount with
free BC (3rd des ign)

Mode 1 2 3 4

Frequency(Hz) 253.10 253.83 404.85 448.85

2 .2 .2 전자탑재부 마운트 조합체

2 .2 .2 .1 전자탑재부 마운트조합체 설계요구

조건 [1,2 ,3]

전자탑재부 마운트는 KSR-III의 지상국과의 송수신

임무를 수행하는 텔레메트리 장비를 탑재하는 부분조

합체이며, 전자탑재부 외피 조합체 내부에 장착된다.
또한 비행종단 시스템과 충격측정 회로부 등 여러 가

지의 탑재물이 장착된다.

전자탑재부 마운트에 장착되는 탑재물들은 외

부의 하중이나 충격 등에 취약하며 이에 따른 여

러 설계요구조건을 가진다. 표 7은 전자탑재부

마운트 조합체에 대한 설계 요구조건이다.

표 7. Des ign require me nts of the electronic
payload section (mount asse mbly)

Design limit
load

Inertia force of mount asm
+ 0.5xLoad of skin asm

Temperature 50。C (Duration: 10 min.)

Natura l freq. 100 Hz

CG offset 1.0 mm (with skin asm)

Payloads
(Sensors ,

Circuit, Power)

Transmitter/ Receiver/ TEU

Battery 1,2,3/ PCU

EDU Circuit/ Battery

FTS 1,2 Decoder/ Battery

Transponder

DAM 3,4,5

Shock Circuit

Ozone Sensor Circuit

2 .2 .2 .2 전탑마운트 조합체 구조설계

설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구조로 과학탑재

부와 동일한 방식의 탑재평판 + 탑재평판 연결

봉의 원통형 구조가 결정되었다.
탑재평판은 5개의 평판으로 구성되었고, 전방

의 1단 평판의 상면은 과학탑재부의 5단 평판과

연결되도록 하였고, 하면은 전자탑재부 외피 조

합체의 전방프레임에 기체의 전방으로부터 조립

되도록 하였다. 5단 평판은 5단 연결봉으로 전자

탑재부 외피 조합체의 후방프레임에 조립되도록

하였다. 5단 연결봉은 2개의 연결봉으로 분리하

고 중간 연결부에 나사방식을 도입하여 전체 높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단 평판은 전자탑재부 마운트 조합체를 전자

탑재부 외피조합체에 고정하는 기능과 과학탑재

부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2단 평판은 전자탑

재부 마운트 조합체의 형상을 유지하는 역할과

후에 탑재부의 무게중심 조정을 위한 보조질량의

탑재공간을 제공한다. 따라서 1단 및 2단에는 탑

재물을 장착할 수 없고, 탑재공간은 3/ 4/ 5 단 평

판이 된다. 각 탑재평판의 중앙에는 고유진동수

를 높이기 위해 중앙 연결봉을 설치하였다.
그림 10은 구성된 전자탑재부 마운트와 탑재

물이 조립되어 있는 조합체를 나타낸다.

그림 10 . Configuration of the e lectronic payload
section (mount asse mbly)

표 8은 탑재물이 조립된 상태의 전자탑재부

마운트 조합체의 질량 특성을 나타낸다. 각 탑재

물의 무게는 현재까지 제공된 것을 바탕으로 했

으며,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측정값을

사용하였다.
전자탑재부 마운트 조합체의 무게중심은 전자

탑재부 외피 조합체의 무게중심이 오차를 가진

것을 보정하기 위하여 이와는 반대방향의 편차를

고의적으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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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Mass propert ies of the electronic payload
section (mount assembly)

Mass
(kg)

CG (mm)
(ref. : sta . 2900)

X Y Z

Structure 54.43 - - -

Payloads 57.30 - - -

Total 111.73 -503.21 2.25 -3.34

표 9는 외피 조합체와 마운트 조합체가 모두

포함된 전자탑재부의 질량 특성을 나타낸다. 조

정된 전자탑재부 조합체의 무게중심은 요구조건

을 만족하고 있다.

표 9. Mass propert ies of the electronic payload
section

Mass
(kg)

CG (mm)
(ref. : sta . 2900)

X Y Z

Structure 96.32 - - -

Payloads 74.79 - - -

Total 171.71 -423.35 -0.22 0.43

2 .3 . 제어탑재부

제어탑재부 (탑재부, 자세제어)는 단분리 후에

2단 로켓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3축 자세제

어 및 스핀 자세제어를 수행하는 탑재물을 장착

하는 부분조합체이다. 또한 2단 로켓의 궤도 보

정을 위한 킥모타가 연결되는 부분이다.

2 .3 .1 제어탑재부 설계요구조건 [1,2 ,3]

제어탑재부에는 자세제어를 위한 추력기용 고

압가스 (N2)를 내장하는 고압탱크가 장착되며,

고압가스용 배관 및 제어장치 등이 설치된다. 이

러한 탑재물들은 과도한 외부하중이 작용할 때

폭발 등의 위험성을 가지며, 각종 밸브류들의 정

상적인 동작을 위해서는 공진에 의한 파손 등을

회피해야 한다.

표 10은 제어탑재부에 대한 주요한 설계 요구

조건이다.

표 10. Des ign require me nts of the control payload
section

Design limit
load

Shear 28.42 kN

Bending 58.97 kN

Axial 61.39 kN

Temperature 50。C (Duration: 10 min.)

Natura l Freq. 100 Hz

CG offset 1.0 mm

Payloads
(Assembly,
Sensors ,

Circuits ,
Powers)

Spin/ 3-Axis thruster

Umbilical connector,
Safe_arm device

High pressure tank/ N2 gas

Battery, PCU, DAM 6/ 7

Valve, Pipe, Fitting

2 .3 .2 제어탑재부 구조설계

2 .3 .2 .1 외피 구조설계

표 10의 설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제어탑

재부의 구조로 2개의 탑재대와 외피, 외피 내부

에 장착되어 점검창을 조립하기 위한 보강대 6
개, 전후방 프레임으로 연결된 세미모노코크 구

조가 결정되었다. 그림 11은 구성된 제어탑재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Configuration of the control payload section

탑재대는 T"자형의 링구조로 설계되어 플랜

지부가 외피에 직접 리벳으로 조립되도록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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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스트링거 역할을 하는 6개의 보강대는 외피

와 전후방 프레임에 조립되도록 하였다. 초기 설

계에서는 전방의 탑재대1이 착탈이 가능한 구조

로 진행되었으나, 후에 고정식으로 변경되었으며,
탑재대 1과 탑재대 2 사이에 3개의 점검창을 설

치하여 외피 내부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탑재대 2의 하단에는 3축 추력기용 배관을 조립할

수 있도록 2개의 점검창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제어탑재부의 외피 상단에는 탑재부의 스핀

자세제어를 위한 스핀 추력기가 4개 설치되며,
이들의 높이는 구성된 탑재부의 무게중심과 일치

해야 한다. 또한 외피 중간부분에는 배꼽컨넥터

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가 설치된다.
제어탑재부의 하단에는 2단 로켓의 궤도보정

용 킥모타가 장착되며, 제어탑재부는 킥모타의

장착부를 제공해야 한다. 그림 12는 킥모타와 설

계된 킥모타 연결구가 조립된 상태를 나타낸다.

그림 12 . Configuration of the kick motor ass embly

킥모타 연결구의 상단은 제어탑재부의 후방프

레임에 조립되며, 하단은 킥모타 조합체의 스커

트부에 조립된다. 킥모타 연결구의 내부에는 탑

재부의 스핀 자세제어를 위한 3축 추력기 4개가

90°간격으로 설치된다. 현재까지 추력기용 배관

이나 일부 부품의 사양이 확정되지 않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 적용할 예정이다.
표 11은 제어탑재부의 탑재물 배치 이후의 질

량특성을 나타낸다. 무게중심이 요구조건을 만족

하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일부 부품의 사양이 확

정되지 않아 배치에 누락되는 등 추가로 조정해

야 할 것이 있으므로 추후에 보정하기로 한다.

2 .3 .3 제어탑재부 탑재대 구조설계 [7]

제어탑재부의 탑재대에는 표 10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탑재물이 장착된다. 특히

밸브류나 회로부 등은 외부 하중에 취약하며 탑

재대와의 공진을 회피해야 한다. 제어탑재부의 탑

재대에 대한 고유진동수 요구조건은 100Hz이다.

표 11. Mass propert ies of the control payload section

Mass
(kg)

CG (mm)
(ref. : sta . 3900)

X Y Z

Total 180.39 -459.52 -13.40 5.62

제어탑재부의 탑재대는 1차 설계시 착탈이 가

능한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별도의 연결구에 의

해 외피와 조립되었다. 이러한 1차설계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고유진동수 요구조건을 만

족하는지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을

수행하였다.
그림 13은 1차설계시의 탑재대 1의 형상과 해

석된 1차 모드 형상을 나타낸다. 기저진동수는

24.92 Hz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림 13. Configuration and deformation s hape of
mount 1 of the control payload section (1st des ign)

그림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차 모드는 탑재

대의 외곽이 고정된 굽힘모드이며, 이는 탑재대 단면의

굽힘강성이 부족한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고유진동수

를 높이기 위해서는 탑재대의 굽힘강성을 보강해야 하

며, 이는 탑재대 평판의 두께를 키우고 보강리브를 강

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그림 14는 변경 설계된 탑재대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탑재

대를 고정식으로 하기 위해 탑재대의 외곽에 플

랜지를 설치하여 외피와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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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의 굽힘강성을 키우기 위해 단면두께를 늘리

고 보강리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변경설계된 탑재대1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수

행하였으며, 탑재물은 집중질량으로 처리하였다.
경계조건은 탑재대 외곽의 플랜지의 체결부를 고

정하였다. 계산된 기저진동수는 120.10 Hz이며,
이는 요구조건인 100 Hz보다 상당히 큰 값이다.
그러나 탑재대의 경계조건이 실제보다 강하게 적

용되었으며, 일부 부품이 탑재대에 설치되지 않

아 질량특성이 다르므로 실제의 경우는 고유진동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험결과

와 탑재물 사양이 확정되기까지 현재 설계로 진

행한다.

그림 14 . Configuration of mount 1 of the control
payload section (2nd des ign)

그림 15는 변경설계된 탑재대의 1차 모드 형

상을 나타내며, 표 12는 1차설계시와 변경설계된

탑재대의 사양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15 . Deformation s hape of mount 1 of
the control payload s ection (1st
mode , 2nd des ign)

12 . Comparis ons betwee n 1st a nd 2nd des ign
of mount of the control payload section

1st Des ign 2nd Des ign

Mount thickness 4 mm 6 mm

Rib thickness/

heignt
8/ 14 mm 20/ 32 mm

Weight 6.753 kg 17.588 kg

Fundamental
freq.

24.92 Hz 120.10Hz

3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단형 과학로켓 (기본형) 의

탑재부의 구조설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탑재부

는 KSR-III 기본형의 2단에 해당하며, 로켓의 임

무수행과 관련한 과학탑재부, 지상국의 자료송수

신을 위한 탑재부(전자), 로켓의 자세제어를 담당

하는 탑재부(자세제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로켓이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려면 각 탑재물이

임무수행 기간 중에 안전하게 동작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각 탑재부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SR-III의 탑재부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상세한 탑재부 구성과 탑재물 배치를

수행하였고,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를 변경

/ 적용하였다.
과학탑재부에 대한 구조물의 설계변경과 탑재

물의 상세배치를 수행하였고, 무게중심이 요구조

건을 만족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부품의 질량특성

이 확정되면 보정할 예정이다.

전자탑재부의 외피 조합체와 마운트 조합체에

대한 구조설계와 탑재물의 배치를 완료하였다.
관성항법장치에 대한 고유진동수 요구조건을 만

족시키기 위해 관성항법장치 탑재대의 설계를 변

경하였고, 요구조건을 거의 만족시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무게중심에 대한 요구조건은 전자탑재

부 조합체가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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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탑재부에 대한 구조설계 및 탑재물 배치

를 수행하였으며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

계변경을 실시하였다. 변경된 탑재대의 고유진동

수가 요구조건을 20% 정도 초과하고 있으나, 누

락된 탑재물 및 경계조건에 대한 보정이 진행되

면 초과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3단형 과학로켓의 탑재부에 대한 상세 구조설

계 및 탑재물 배치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설계변

경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설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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