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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results in Qualification Management activity performed

between the Autonomous Test(AT) season(August. 2008) of Launch Complex and the

2nd flight test season(June. 10, 2010) of KSLV-I. All cryogenic fluids(LOX, LN2) and

compressed gases(Air, GN2, GHe) were qualified by qualification management activity

during AT(Autonmous Test), QT(Qualification Test) season for LP(Launch Pad) and

LVAB(Launch Vehicle Assembly Building) and FT(Flight Test) season of KLSV-I. As the

results, total 428 times of check analysis and 111 times of full analysis were performed.

초 록

본 논문은 2008년 8월초부터 2010년 6월 10일 KSLV-I 2차 발사까지 수행된 나로우주센

터의 추진제 및 고압가스 품질 관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품질관리는 나로우주센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고압가스(Air, GHe, GN2) 및 액화가스(LOX, LN2)를 대상으로 관련 발사대

및 조립동 모든 장비에 대해 자율시험(AT), 인증시험(QT), 비행시험(FT) 모든 단계에서

수행하였다. 결과로써 총 428회의 간이검사(check analysis), 111회의 전항목검사(full

analysis)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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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KSLV-I은 한국 최초의 위성 발사체로 100 kg

급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 300 km 상공에 올

리는 것이 목적으로 2002년부터 연구개발을 수행

하였다. KSLV-I은 우리나라 발사체에서 최초의

국제 공동 개발품으로 1단은 러시아에서 제작하

고 2단(상단)은 한국에서 개발하였다. 1단의 경우

추진제로 케로신(Kerosene)과 LOX를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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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e, GN2, Dry Air 등의 고압가스들을 사용한

다. 2단의 경우는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시스템

으로 되어 있고 추력기에 사용하는 GN2, 공간퍼

지용으로 Dry Air를 사용한다.

발사체는 지상시스템과 달리 중량 최소화 목

적으로 안전율을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추진제

및 고압가스류의 일정 운용 조건에 대해 최적 설

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운용시 설계에 사용된 조

건을 맞추는 것이 필수이다.

KSLV-I 1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제외한 LOX,

LN2, GN2, GHe, Dry Air는 모두 국내 생산품을

이용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 측은 한국에 발사체

및 우주센터에서 사용할 추진제 및 고압가스류에

대한 품질관리에 대해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요

구하였고 한국 측은 이를 수락하여 공동업무를

발사 시까지 수행하였다.[1]

연료의 경우는 러시아 생산품을 그대로 1단과

함께 국내에 들여왔고 이에 대한 품질 검사 및

관리도 러시아 측에서 담당하였다. 반면에 LOX,

LN2, GN2, GHe, Dry Air는 국내 생산품으로 이

에 대한 품질 검사 및 관리는 한국측에서 담당하

였다.

한국측의 품질관리는 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사업단 내 추진제 및 고압가스류 품질관리 조직

을 만들어 수행하고 품질 검사는 표준과학연구원

(KRISS)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다.[1]

추진제 및 고압가스류의 품질관리는 나로우주

센터 지상지원설비 구축과정 및 인증단계에서부

터 시작하여 매 발사캠페인 진행 동안 계속 이루

어 졌다.

본 논문에서는 KSLV-I 발사를 위해 요구되는

추진제 및 고압가스 품질 관리 조건, 품질 관리

절차와 품질 검사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고

KSLV-I 발사대 인증과정부터 2회 발사과정 동안

수행한 품질관리 활동 결과를 정리하였다.

2. 추진제 및 고압가스의 품질관리

KSLV-I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는 일반 산업용으

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는 국내 생산되는

LOX, LN2, GN2, GHe, Dry Air의 품질이 우주발

사체에 적용되기에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주발사체가 운영되는 우주센터 발사대

에서 이를 저장, 공급,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별도

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항공

우주연구원에서는 기술협력선인 러시아와 국내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자체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품질 관리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조

직을 구성하고, 품질관리 절차를 수립하였다.

품질관리 조직은 4개팀으로 구성한다. 품질관

리팀은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시스템은

각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샘플링 및 물리화학분석

에 대한 절차를 기록한다. 물리화학분석 절차 확

립 및 분석 수행은 국내 전문기관인 표준과학연

구원(KRISS)을 통해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

였다. 최종적으로 KSLV-I의 물리화학분석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 및 분석 절차, 분석 수행 과정 전

반에 대해 러시아 흐루니체프 우주센터(KhSC)

전문가의 감사를 1, 2차로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추진제 및 고압가스 품질 관리 계획에 대한 신뢰

성을 확보하였다.

품질관리 활동은 조직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

을 확보한 것과 더불어 품질 관리에 대한 절차에

대해 문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체계화된 관리를

실행하였다.

그림 1. 품질관리 조직[1]

그림 2와 같이 샘플링 의뢰서에 대한 발행/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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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리, 샘플링 확인서에 대한 발행/접수/관리,

물리화학분석에 대한 결과서 발행/접수/관리, 각

시스템별 샘플링/물리화학분석에 대한 로그 작

성을 체계화하고 관련문서의 일련번호를 샘플링

의뢰서 번호 체계 하에 기록함으로써 물리화학분

석 과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

다. 즉, 샘플링 및 분석 의뢰서, 샘플링 확인서,

분석 결과 확인서가 하나의 일련번호 체계 하에

관리되도록 하였다.

그림 2. 품질관리 절차[1]

2.1 품질관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품질관리는 항상 균질한 생산품을

생산해 내기 위한 것으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

이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연구 활동에서는 연구

결과의 품질보다는 아이디어의 참신함, 개념의

혁신성 등이 우선되고 개발품이 많이 만들어 지

지 않기 때문에 품질관리는 최우선 개념이 아닌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발사체 발사의 경우는 시

작부터 종료까지가 꽉 짜여진 절차에 의해 진행

되고, 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하나 하나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절차

의 완수 여부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KSLV-I은 설계 요구조건에서 정기적인 발사를

염두에 두었으므로 전체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매

우 중요시 하였다.

특히 고압가스의 경우는 발사체 내부로 공급

되는 물질이며, 그 품질에 의한 사고발생 여부가

발사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주요 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발사체를 위한 품질관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첫번째는 생산자 품질관리로서 발사

대 저장시설로 공급되는 가스에 대한 품질 관리

에 해당하며, 가스 생산자 선정 시 샘플을 추출

하여 적합성을 검사하였다. 그리고 생산자 자체

적으로 발사대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 수준에 맞

는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였고, 그 활

동 내역에 대한 성적서를 가스 인수 시마다 확인

하도록 하였다. 두번째는 발사대에서 저장, 가공

및 처리과정에서의 품질관리이다. 발사대에 도입

된 가스는 일단 저장탱크 또는 고압용기에 1차

저장되고, 용도에 따라서 발사대 설비를 통해 가

압 또는 이송된다. KSLV-I 발사대는 신규 구축된

설비이기 때문에 구축 과정에서 내부 잔존물이

일부 있을 수 있으며, 가공 및 처리 절차가 완전

히 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발사대의 자체 인증 및 시운전 과

정에서 가스의 가공 및 처리에 대한 단계별 품질

점검이 수행되었고, 품질관리 계획에 의거 점검

포인트를 선정하여 운전 시마다 확인 및 관리하

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발사체로 주입되는

과정에서의 품질관리이다. 이전 두 단계는 발사

운용 준비 단계에서 진행되는 일상적인 품질관리

인 반면 세 번째 단계는 발사 운용에 포함되는

품질관리 활동이다. 이 단계의 품질 검사 결과에

따라 발사 운용의 계속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세번째 단계는 발사체로 연결되는 배관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료의 채취가 이루어지며, 샘플링에서

부터 분석까지 단시간에 이루어 져야 하는 특징

이 있다.

2.2 품질관리 활동 기준

KSLV-I 비행시험의 전 과정에 사용되는 추진

제 및 가스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도입되고, 성

분 분석되며, 유지된다. 이는 항상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자체 품질관리 계획

[1]에 따른다.

품질관리 계획은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국제

기준(ISO 9001[2], ISO/IEC 17025[3])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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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4]을 이용하여 수립되었다. 자체 품질관리 계

획 하에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품질관리 절

차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하며, 품질관리 활동

의 전 단계는 의뢰서, 성적서, 결과통보서 및 문

서 관리대장 등에 의해 문서화되고 관리된다. 이

는 비행시험 종료 후 결과 분석 시 추진제 및 가

스 품질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2.3 품질 요구조건

KSLV-I의 비행시험을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의 품질 항목은 크게 네 가지이다.[1]

① 순도 (Purity)

② 파티클 함량 (Mechanical Impurity)

③ 유지분 함량 (Oil Contents)

④ 수분 함량 (Water Contents)

물론 관리항목은 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사용되는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규제치는 다르게

적용된다.

순도 (Purity)

추진제 및 가스의 순도(Purity) 요구조건은 발

사체로 공급되는 유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도로 사용되며, 주

로 도입되는 가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건

이다. 시스템별로 요구 순도가 다르기는 하나, 대

체로 가스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순도를 요구하

고 있다.

유체 순도 조건

LOX 99.5 % 이상

LN2 99.5 % 이상

GN2 99.9 % 이상

GHe 99.99 % 이상

표 1. 순도(Purity) 요구조건

LOX와 LN2의 경우는 극저온 유체이므로 극저

온 액체 상태로 시료를 포집한 후 기화시켜 사용

하고, GN2와 GHe의 경우는 가스 실린더에 일정

압력 이상 포집하여 사용한다. 순도 분석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방식에 의해 분석하며, 전항목

검사[5]에 해당하는 분석 항목이다.

그림 3. 순도 분석을 위한 샘플링

그림 4. 순도 분석(Gas Chromatography)

파티클 함량(Mechanical Impurity)

가스에 포함된 파티클은 발사체 운용 시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 특히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

인 파티클의 경우 발사체 내부 밸브 등 여러 가

지 기기에 끼임, 막힘을 유발하여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고속으로 회전하는 터보펌프나 엔

진 인젝터에 악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고

장 및 악 영향은 발사 취소의 원인이 되기도 하

며, 최악의 경우 발사체 폭발로 이어지는 큰 사

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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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V-I 운용 조건에서는 파티클의 크기 및 함

량을 규제하고 있다. 시스템 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20㎛ 이상의 파티클이 검출될 경우

불량으로 취급하여 해당 라인에 대한 정화

(Purge)작업이 수행된다. 파티클 발생 원인은 다

양하지만 대부분 설비 내부 청정화 상태 불량과

밸브와 같은 유로 제어기기류 작동에 따른 부산

물 발생에 기인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파티클 함

량에 대한 관리는 발사 운용 중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며, 발사체로 가스를 주입하기 직전까지

수행하게 된다.

파티클 함량 측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KSLV-I 발사대에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인 미세 필터를 이용한 현미경 측정(크기)

및 중량(총량) 계측 방식이 사용 되었다.

그림 5. 파티클 함량 측정 시료 포집

그림 6. 파티클 크기 측정 현미경

그림 7. 파티클 중량 측정 전자저울

유지분 함량 (Oil Contents)

유지분은 LOX를 사용하는 발사대 설비의 특

성 상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불순물 항목

이다. LOX 또는 기체산소 내에 존재하는 유지분

은 점화원이 있을 경우 급격한 산화반응을 일으

키며, 이로 인한 화재발생 또는 폭발이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6]. 국내 관련 법규에서도 산소

설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유지분 제어를 요구하고

있다.

유지분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 한국-러

시아 간 인식차이 및 분석 방식의 문제로 절차

확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순도, 수분함량, 파티클

등은 분석 방법이 체계화 되어 있고, 또 규정된

특징을 갖는 성분이기 때문에 분석이 그리 어렵

지 않았다. 하지만 유지분은 기계장치의 윤활유

에서부터 사람의 체액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항목이다. 또한 간

이분석[5]에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에 속하

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한 분석 방법이 요구 되었

다. 한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 방

법을 가지고 서로 논의 끝에 가스를 필터에 통과

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유지분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일정 수치 이상

일 경우 일단 불합격 처리하고 정밀 분석을 통해

유지분 함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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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함량 (Water Contents)

국내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가스에는 수분 함

량이 극히 미량으로 없다고 표현해도 되는 수준

이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 수분이 검출 된다면

이는 외기 유입에 의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설비 구축 초기에는 배관 내부에 외부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게 나온

다. 구축 후 일정시간 이상 청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야 완전히 수분이 제거된 가스 공급이 가능

해 진다. 가스에 함유된 수분은 또한 가스의 압

력과 온도 변화에 따라 액상 또는 고체상태로 변

화할 수 있어 결국 파티클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가스 내부에 존재하는 파티클의 위험성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가스 중 수분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 역시 다

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수분 함량 분석 역시 간

이 분석[5]의 중요 항목이기 때문에 분석 방법

선정에 있어서도 정확하면서 간단하고 빠르게 분

석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계측기 내부의

센서에 수분이 감지되면 전류가 발생되는 방식으

로 오산화인(Phosphorus Pentoxide, P2O5)을 사

용하는 방식이다.

그림 8. 오산화인(P2O5) 수분 센서

그림 9. 수분 함량 분석

가스 중 수분 함량은 보통 이슬점 온도를 이

용하여 표현한다. 일반적인 가스에서 이슬점 온

도가 -55℃ 이하일 경우 완전 건조되었다고 표현

한다. KSLV-I 발사대에서도 이슬점 온도 -55℃

이하로 유지하도록 품질 관리를 하였다(일부 시

스템의 경우 -63℃ 이하 적용).

2.4 물리화학분석 종류

물리화학분석의 종류는 2가지로 전항목검사와

간이검사로 나뉜다. 전항목검사는 표 2와 같이

성분분석, 파티클의 크기, 파티클/오일/수분 함

유량, 이슬점 측정을 수행한다. 성분분석 및 파티

클 크기 검사를 제외한 검사는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성분분석을 위해서는 샘플링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기기

로 분석실에서 분석을 수행하고 파티클 크기 검

사도 표본을 채취한 후 분석실에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다. 전항목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2~3

일 정도가 소요된다. 간이검사는 표 2와 같이 성

분분석을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샘플링 및 분석

까지 0.5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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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KSLV-I 물리화학분석을 수행한 주요 유체 공급 시스템

전항목검사 간이검사

- 성분

- 파티클 크기

- 파티클 함유량

- 오일 함유량

- 수분 함유량

- 파티클 크기

- 파티클 함유량

- 오일 함유량

- 수분 함유량

표 2. 물리화학분석 종류

3. 발사장 주요 유공압 시스템 및

시스템별 물리화학분석 과정

3.1 KSLV-I 주요 유체 공급 시스템 구성

물리화학분석이 수행된 곳은 그림 10과 같이

발사대의 주요 유공압 설비의 저장부 및 발사체

연결 종단부이다. 본 장에서는 물리화학분석 포

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사체의 주요 유체 공급

설비 구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액체산소공급시스템(L108)

L108은 액체산소공급시스템으로 LOX를 외부

생산설비에서 차량으로 이송하여 발사대 저장설

비에 저장한 후 발사당일 발사체에 LOX를 공급

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구성품은 LOX 저장 탱

크, 공급 펌프, 진공 배관, 필터, 유량 제어부,

LOX 냉각부 등이다.

케로신공급시스템(L109)

L109은 케로신공급시스템으로 로켓 연료인 케

로신을 저장하고 발사당일 발사체에 케로신을 공

브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구성품은 저장 탱크, 공

급펌프, 필터, 유량 제어부 등이다.

고압가스공급시스템(L112)

L112는 고압가스공급시스템으로 발사체에 고

압 GHe, GN2, Dry Air를 공급하고 L108, L109

에 발사대 밸브 구동 가스, 퍼지용 가스를 공급

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구성품은 고압 GHe, GN2

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 고압가스를 적정압력으

로 감압시켜 공급하는 공급 판넬, 필터, 공급 배

관 등이다.

질소공급시스템(L110)

L110은 질소공급시스템으로 외부생산설비에서

차량으로 LN2를 이송하여 발사대 저장탱크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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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후 L112 고압가스공급설비에 GN2가스를

고압으로 저장하며 발사당일에는 L108의 LOX를

냉각하는데 액화가스를 사용한다. 주요 구성품은

극저온 LN2 저장 탱크, 기화기, 필터, 공급 배관

등이다.

고압가스생성시스템(L114)

L114는 고압가스생성시스템으로 대기 중 공기

를 흡입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L112의 고압 Dry

Air 저장 탱크에 공기를 압축 저장하고 외부에서

생산된 GHe을 고압으로 압축하여 L112의 고압

GHe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구

성품은 압축기, 유지 및 수분제거 장치, 필터, 공

급 배관 등이다.

전기공압판넬(L119)

L119는 전기공압판넬로 고압가스류를 발사체

공급하는 제어부로 판넬에 설치된 밸브를 통해

고압가스의 유입, 배출을 제어한다. L119에서 나

온 모든 공급 배관은 추진제 공급 라인 연결포트

(L111)에 연결되어 있다. 주요 구성품으로는 제어

판넬, 필터, 공급배관 등이다.

추진제 공급라인 연결 포트(L111)

L111는 추진제 공급라인 연결 포트로 L119,

L108, L109, 기타 시스템에서 발사체로 공급되는

모든 공급 배관이 연결되는 포트이다. L111은 자

동체결장치로 발사체가 발사대에 기립하면 공압

제어 장치에 의해 발사체에 자동 체결된다. 모든

유체 공급 라인의 최종단부이다.

고압가스공급시스템-조립동(A103)

A103은 조립동 구성된 고압가스공급시스템으로

조립동에서 1단 시스템의 기능 점검 및 기밀 검사

에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시스템은 고압공기,

질소 및 헬륨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이동식 저장

탱크, 감압 판넬, 필터, 공급 배관 등이다.

3.2 각 시스템별 샘플링 및 물리화학분석 과정

KSLV-I 발사과정에서 행한 물리화학분석은 나

로우주센터 조립동 및 발사대의 자율시험 과정과

인증시험/비행시험 과정이 다르게 수행되었다.

자율시험 과정에서는 장비의 검증과정에서 수행

한 물리화학분석으로 특정 포트에서만 샘플링 및

물리화학분석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따

라 어느 곳이든 샘플링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러나 인증시험/비행시험 과정에서는 장비의 운

용과정이므로 그림 11, 12와 같이 특정 포트에서

만 샘플링과 분석이 이루어졌고 분석의 종류도

항공우주연구원과 러시아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포트별로 지정하였다.

그림 11. 인증시험/비행시험 수행시 L108/L110

물리화학분석 종류 및 샘플링 위치[7]

그림 12. 인증 시험/비행 시험 수행시 L112/L114/L119

물리화학분석 종류 및 샘플링 위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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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목검사는 외부에서 가져온 유체인 경우와

내부에서 생성한 가스인 경우 모두 저장탱크에서

성분분석을 포함한 전항목검사를 수행하고 이외

운용을 위해 저장탱크로부터 고압가스 및 추진제

를 사용하는 라인의 경우는 간단하게 현장분석이

가능한 간이검사를 수행하였다.

L108(LOX)과 L110(LN2)

극저온 유체인 LOX와 LN2는 외부탱크로리로

부터 저장탱크로 이송/저장할 때에만 수행한다.

샘플링은 저장 이후 그림 11과 같이 저장탱크에

연결된 포트를 통해 그림 13과 같이 극저온 유체

의 적정량을 샘플링 탱크에 저장한 후 분석실에

서 전항목검사를 수행한다. 전항목검사 중 파티

클 크기 검사는 그림 13(a)와 같이 히터를 통해

기화된 산소 가스를 필터에 흘려 걸러진 파티클

을 채취하고 그것을 분석실에서 현미경으로 검사

한다. 불순물/오일/물 함유량 측정은 그림 13(a)

와 같이 수분 함량 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현장분

석을 수행하다. 성분 분석을 위해서는 그림 13(b)

와 같이 샘플링 탱크에 유체를 담아 분석실로 옮

긴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이용하여 성분

분석을 수행한다.

(a) 파티클 크기 측정을 위한 샘플링, 불순물/오일/

물 함유량 현장 측정

(b) 성분분석을 위한 극저온 유체 샘플링

그림 13. 극저온 유체 샘플링 및 현장 측정

L112 Air/GHe/GN2

L112는 3단계로 나뉘어서 물리화학분석을 수

행한다. 그림 12와 같이 L114로부터 GHe을 충

전, L110을 통해 GN2를 저장탱크로 충전할 때

전항목검사를 수행하는 것과 발사 10일전 가스라

인의 종단부인 GHe, GN2라인 9포트에서 간이검

사를 수행하는 것, 발사 2일전 발사체와 연결되

는 L111에서 GHe 라인에 대해 간이검사를 수행

하는 것이다.

전항목검사와 간이검사는 개별가스 운용을 위

한 구성된 제어 판넬에서 샘플링을 수행한다. 제

어 판넬은 샘플링 시에만 각 가스라인과 연결되

고 정상운용 중에는 각 가스라인에서 차단된다.

전항목검사 중 성분분석을 위해 그림 14와 같이

제어 판넬에서 샘플링 탱크로 가스를 채취한다.

발사 2일전에 수행하는 최종 연결부 L111에서의

물리화학분석은 그림 15와 같이 L111 연결부에

샘플링용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부에 연결된 샘플

라인을 통해 파티클 크기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와 수분 함량 측정을 현장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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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L112 라인에서의 GN2, He 샘플링

그림 15. L111에서의 GHe 샘플링 및

파티클/오일/수분 함량 현장 측정

그림 16. L114 GHe/Air 샘플링 및

파티클/오일/수분 함량 현장 측정

L114 Air/He

L112로 가스를 충전하기 전 장비 운용 시 수

행하고 검사결과가 기준을 통과하면 L112로 가

스를 충전한다. 그림 16과 같이 고압가스라인 최

종단부에 있는 제어 판넬에서 GHe의 경우 전항

목검사, Air의 경우 간이검사를 수행한다.

L119 He/GN2

발사전 최종 작업으로 L119의 물리화학분석이

이루어진다. 물리화학분석은 간이검사만 수행한

다. 그림 17과 같이 현장에서 발사체 연결장치

-1(CD1), 발사체 연결장치-2(CD2)에 샘플링용 덮

개를 씌우고 모든 라인에 대해 파티클 크기 검사

를 위한 샘플링과 수분 함유량 현장 분석을 수행

한다.

그림 17. L119 CD1, CD2 엄비리컬 샘플링 및

파티클/오일/물 함량 현장 측정

4. KSLV-I 추진제 및 고압가스

품질관리 활동 결과

2008년 8월 나로우주센터 지상지원설비 구축

과정에서의 자율시험부터 2010년 6월 10일

KSLV-I 2차 비행시험까지 총 428회의 간이검사

와 111회의 전항목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18,

19에서 자율시험 과정의 간이검사가 인증시험/

비행시험 단계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설비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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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초기 단계에서 수행되는 품질관리 활동이므

로 많은 운용과정과 그에 따른 소요 유체의 충전

/사용 횟수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시스템

의 경우는 불순물 및 수분 함유량 기준 초과로

인해 많은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인증시험 과정에서는 발사 운용 검증 단계(케

로신 단독 충전, LOX 단독 충전, LOX/케로신

동시 충전 등)가 여러 번 수행되었으므로 그 과

정에서 소모된 추진제 및 고압가스 재충전에 의

한 물리화학분석을 많이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비행시험 때보다 많은 수의 물리화학분석이 수행

되었다. 특히 전항목검사 경우 LOX 및 LN2의

지상 저장 탱크 재충전 과정에서 많은 분석이 이

루어졌다.

그림 18. 각 단계별 간이검사와 전항목검사의

횟수 비교

(a) 간이검사의 각 단계별 비율

(b) 전항목검사의 각 단계별 비율

그림 19. 각 단계별 물리화학분석 횟수 비율

각 시스템별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20,

21과 같다. 표 4, 그림 11은 각 시스템의 단계별

물리화학분석 횟수를 나타낸다. L119, A103,

L112에서의 시험횟수가 타 시스템에 비해 월등

히 시험횟수가 많음을 볼 수 있다. L119와 A103

의 경우 앞에서 그림 8에서 보듯이 발사체와 연결

되는 연결부 CD1, CD2 대부분의 라인에 대한 간

이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1회 시험 준비시 수행

하는 분석 횟수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추진제 라

인보다 고압가스라인에서의 분석횟수가 많은 것도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포트가 많기 때문이다.

L114가 상대적으로 분석 횟수가 적은 것은

L112 저장탱크에 있는 Air와 GHe이 기준치 이

하로 떨어질 경우에만 재충전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경우에만 2포트에 대해 전항목검사를 수행하

였으므로 기타 고압가스 시스템보다 분석횟수가

적었다.

각 단계별로 각 시스템의 분석을 비교해 보면

앞에서 보았듯이 자율시험 과정에서의 분석횟수

가 L112, L119, A103 위주로 인증시험/비행시험

때보다 배 이상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설비

설치시 고압가스 저장탱크 및 가스라인 내부에

있던 기계적 파티클로 인해 자율시험 과정에서

설비 보완이 일어났고 그에 따른 많은 분석이 이

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각 시스템별로 자율시

험, 인증시험, 비행시험 단계 순으로 분석 횟수가

적어짐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나로우주센터의

지상설비 구축과정에서 라인 검증을 위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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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각 시스템의 각 단계별 물리화학분석 횟수 비교

횟수의 분석이 이루어지지만 검증이 종료된 이후

인증시험/비행시험 과정에서는 지정된 몇몇 포

트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20. 각 시스템별 물리화학분석 횟수 비교

그림 21은 각 시스템의 각 단계별 간이검사와

전항목검사의 횟수를 비교한 것이다. L108, L110,

L114는 추진제 및 고압가스를 저장하거나 생성

하는 시스템으로 전항목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L110, L114의 경우 자율시험, 인증시험

과정에서 몇 회의 간이검사를 수행한 것을 볼 수

있다. L110의 경우 L112로 LN2을 기화시켜 GN2

를 공급하는 라인에 대한 검증을 위해 자율시험

과정에서만 간이검사를 수행하였고, L114의 경우

는 자율시험, 인증시험 과정에서 내부라인에 있

는 수분제거장치의 파손에 의한 파티클 및 수분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간이검사를 수행하였다.

L119의 경우는 자율 시험의 최종단계로 러시아

전문가의 요청에 의거 최종 검사를 위해 전 라인

에 대해 성분검사를 1회 실시하였고 그 외에는

간이검사 만을 수행하였다. A103의 경우는 인증

시험/비행 시험 단계에서 몇 번의 전항목검사를

수행하였는데 이유는 L114로부터 이동식 고압저

장탱크에 고압가스(He, GN2, Air)를 충전 할 때

저장탱크에 대한 성분검사를 위해 몇 회의 전항

목검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5. 결 론

KSLV-I 물리화학분석은 러시아측이 요구한

추진제 및 고압가스 기준을 만족하고 인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KSLV-I 사업 초기에 대두되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관공서로 한국표준과

학연구원(KRISS)이 선정되었고 물리화학분석 용

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KSLV-I 2차 발사까지의

물리화학분석을 수행하였다.

러시아와 협력과정에서 KARI는 추진제 및 고

압가스의 품질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품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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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조직을 구성하였고 그에 맞추어 품질관리 활동

을 수행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2차례 걸친 감사를

통해 항공우주연구원측 품질관리 조직 및 수행내

역,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분석능력 및 인증서 발

행에 대한 최종 점검을 받았으며 국내에서 추진제

및 고압가스를 수급하고 검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음을 상호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물리화학분석은 간이검사(파티클 크기, 불순물

/오일/수분 함유량 검사), 전항목검사(성분 분석,

간이 검사 항목 포함)로 나누어 검사를 수행하였

다. 검사 기준은 러시아 측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였다.

품질관리 활동에 의거 나로우주센터 지상지원

설비의 자율시험, 인증시험 그리고 발사체의 비

행시험 과정에서 총 428회의 간이검사와 111회의

전항목검사가 수행되었다.

각 단계별로는 자율시험, 인증시험, 비행시험

단계 순으로 물리화학분석이 많이 수행되었다.

자율시험 단계에서는 불순물에 의한 장비 보완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의 물리화학분석

이 수행되었기에 가장 많은 분석이 수행되었고,

인증시험 단계에서는 케로신 단독 충전, LOX 단

독 충전, LOX/케로신 동시 충전 등 여러 단계의

검증 시험으로 인해 추진제 및 고압가스를 두세

번 더 충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로 인해 전항

목검사가 많이 수행되었다.

각 시스템으로 보면 L108, L110, L114의 경우

는 충전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전항목검사를 수행

하였고 L112, L119, A103의 경우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간이검사를 주로 수행하였

다. 단, L112의 고압가스 저장탱크로의 고압가스

충전시, A103의 이동형 고압가스 저장탱크로의

가스 충전시에는 전항목검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횟수를 시스템별로 비교해 볼때 고압가스를 사용

하는 L112, L119, A103 시스템이 월등히 분석 횟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 고압가스 라인이 매우

복잡하고 출구 포트가 많기 때문이다.

본 자료의 결과를 통해 한국형 발사체 시험설

비 및 발사대 개발시 추진제 및 고압가스 품질관

리 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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