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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우주의 영역

우주공간
대기권(atmosphere)
외계(outer space)
우주(space)

대기권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극외권

표준대기
균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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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행체의 분류

운 행 체

우주선

(우주왕복선, 우주선)

비행체

(항공기, 미사일)

지표 운행체

(자동차, 열차, 선박, ACV)

지중 운행체

(잠수정,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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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항공기의 분류

항공기의 분류

기구 비행선

고정익 항공기(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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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행기의 분류

형태에 따른 분류

추진기관에 따른 분류
프로펠러기, 제트기

<Honda Jet - Turbo Fan> <수호이 S-21 – Turbo Jet><KT-1 – Turbo Prop.>

고익 중익 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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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직이착륙 비행기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
STOL(Short Take-off and Landing)

<BA609> <AV-8 Harrier>

<YF-35>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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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

헬리콥터의 개발
최초의 실용 헬리콥터
오토자이로(autogyro), 자이로콥터(gyrocopter)
1937 포커, 1941 시콜스키 초기 개발

시콜스키 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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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활공기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패러수트

인력 비행기

주로 스포츠 및 Recreation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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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ystem Engineering 및 Optimization

Cost Group
Propulsion Group

Weight Group

Fuselage Group

Undercarriage Group

Weapon Group

System Group

Wing Group

Empennage Group

Manufacturing Group

Pilots Choice

21st 항공 산업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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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발사체

최초의 로켓 : 독일 V-2 (1944)
NASA (1958)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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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공위성

운항궤도별
정지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
극궤도 위성

기능별
통신위성
군사위성
기타(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공식 명칭: NAVSTAR GPS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
미국 국방부 개발, 무기 유도, 항법, 측량, 지도제작, 측지, 시각동기 등의 군용 및
민간용 목적으로 사용
중궤도를 도는 24개 이상의 인공위성 발신신호를 조합 수신기의 위치벡터 결정
GPS 위성 유지 개발 비용: 연간 약 7억5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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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 우주 역사

비행 기계의 꿈
레오나르도 다빈치
조지케일리
옷토 릴리엔탈

기구와 비행선
기구 몽골피에
앙리 지파드
상뚜스 듀몽
폰 제플린
– 힌덴부르크 호

비행기의 발명
라이트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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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차대전의 영향

미국 국립항공자문위원회 (1915)
(NACA, 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

모노코크(monocoque)구조

가변 피치 프로펠러

과급기(super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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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차대전의 주요 항공기

포커 삼엽기
동체길이 5.79m

날개 길이 7.18,6.22,5.63m

동체높이 2.97m

기체무게 405kg

최고속도 185km/h

체공시간 90min.

무장 7.92mm 2정

Spads Ⅶ
동체길이 6.1m

날개길이 7.8m

동체높이 2.2m

기체무게 705kg

최고속도 193km/h

체공시간 145min.

무장 7.7mm 1정

알바트로스 D Ⅱ
동체길이 8.70m

날개길이 9.05m

동체높이 7.33m

기체무게 866kg

최고속도 174km

체공시간 120min.

무장 2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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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차대전의 영향

제트 기관의 상용화
레이더 기술의 발달
항공 전자 및 소재기술의 발달

전방상향시현기
(HUD: head up display)

헬멧장착영상장비
(HMD: helmet mounted display)

다기능 시현기
(MFD: multi function display)

제트 엔진의 기술 발전
초음속 순항 (super cruise) 
애프터 버너(after burner)
편향 추력(thrust vectoring)

스텔스 (sthelth) 개념
FBW (fly by wire) – 비행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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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차대전의 주요 항공기

BF 109(메사슈밋)
동체길이 8.84m

날개 길이 9.92m

동체높이 2.49m

최대고도 11,600m

최고속도 622km/h

항속거리 724km

무장 20mm/15mm
기관포

P-51 Mustang
동체길이 9.8m

날개 길이 11.3m

최대고도 12,220m

기체무게 5260kg

최고속도 703km/h

Spitfire
동체길이 9.1m

날개 길이 11.3m

기체무게 2,890kg

최고속도 600km/h

항속거리 1,800km

무장 20mm 2문
7.7mm 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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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최신 전투기

F - 117
동체길이 20.08m

날개 길이 13.20m

동체높이 3.78m

순항속도 Mach 0.92

최대속도 Mach 0.92

최대이륙중량 23,800kg

항속거리 930 NM

B – 2
동체길이 21.0m

날개 길이 52.4m

동체높이 5.18m

순항속도 Mach 0.85

최대속도 Mach 0.95

최대이륙중량 170,600kg

항속거리 6,000 NM

F – 35
동체길이 15.37m

날개 길이 10.65m

동체높이 5.28m

순항속도 Mach 1.6

최대속도 Mach 1.6 +

최대이륙중량 27,200kg

항속거리 120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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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최신 여객기

B787(드림라이너)
동체길이 57m

날개 길이 60m

동체높이 16.92m

순항속도 903km/h

최대이륙중량 165 ton

승객수 210-250

항속거리 14,800~15,700 km

A 380
동체길이 73m

날개 길이 79.4m

동체높이 24.1m

순항속도 1100km/h

최대이륙중량 590 ton

승객수 555~854

항속거리 17,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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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최초의 항공우주 개발사

최초의 로켓”주화(走火)” 
주화는 현재의 로켓과 같은 동작 원리를 갖추고 있는 한국 최초 로켓이다.
1377년과 1387년 사이 최무선이 화통도감(왕립화약무기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고 추측

고대 로켓”신기전(神機箭) ” 
1448년(세종 30년) 고려 말기 화통도감에서 제조한 주화(走火)를 개량하여 발명한 것
대, 중, 소 신기전(大, 中, 小 神機箭), 산화신기전(散火神機箭)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병기도설에 기록된 내용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병기의 기록

최초의 비행선”비차(飛車)” 
진주성(晉州城)이 왜군에 포위되었을 때 정평구가 이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 성주를 태우고 약
10m 높이로 날아가 30리 밖에 이르러 내렸다는 설도 있고, 진주성을 구하기 위해 이를 타고 구
원병을 요청했다는 설도 있다. 형태와 구조는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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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0년대 국내 조립, 생산의 시작

6.1 헬기 조립생산: 500MD T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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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엔진 조립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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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0년대 국산 항공기의 연구, 개발

7.1 군용항공기 생산: KF-16
1984년 공군 후속 전투기 사업계획서 요구
1985년 정부 항공산업육성위원회 구성

삼성항공 주 계약업체 결정

차세대 기종 F-18 선정 발표
국내 시범비행 중 F-20 추락
F-18의 기술도입 및 생산계획 수립
1990년 정부 가격문제로 F-18 백지화

1991년 차세대 기종 F-16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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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군용항공기 개발 : KT-1“웅비”

1988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
기본훈련기 KT-1 개발프로그램 시작
선행개발 및 실용개발을 거쳐 시제개발 완료,
대우중공업 주 계약업체

2000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양산 1호기 배치
현재 한국 공군에서 85대 운영 중
항공기 100% 컴퓨터 설계, 수명관리, 형상관리 및
종합군수지원 체계 종합적으로 개발

Movie



24/31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2000년 “Golden Eagle” 명명
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A-50 버전

1999년 외형형상 확정
2000년 상세설계 검토완료
2001년 시제 1호기를 출고
2002년 8월 초도 비행 성공

7.3 초음속 항공기 개발: T-50 “Golden Ea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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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T-50 “Golden Eagle”설계 및 성능

MDO of Supersonic Fighter Wing(T/A-50)

CSM CFD Interface

CFD CSM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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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공위성 및 발사체의 국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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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인공위성: 아리랑 1호, 2호

Movie



28/31

8.2 인공위성: 아리랑 3호

제원 및 성능

임무기간 4년(운용수명) 임무
지리정보시스
템 구축 및 정
밀영상제공

궤도 685km (태양
동기궤도)

자료처리
시스템

㈜ 쎄트렉
아이

무게 800kg 높이 3.4m

지름 2.0m

아리랑 3호 사업 개요

개발기간 2008. 8. ~ 2009. 12.

총 사업비 2,872억원

국제공동개발 배터리, 자이로, 별 추적기

국내 개발 종합탑재 컴퓨터, 전력조절
및 분배기, 탑재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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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발사체: KSR-III

개발기간 1997년 ~ 2002년
개발비: 780억 원
추진제: 액체추진제. 
연료: 등유(케로신), 
산화제: 액체 산소(LOX) 
길이: 13.5 m , 중량: 6.1 t 
도달고도: 42.7 km 
도달거리: 79 km 
액체연료 공급방식: 가압 방식
엔진 추력: 추력 13 t 
연소시간: 57초
최대가속도: 4.5 g 
최대속도: 초속 962 m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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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발사체: KSLV-I

개발기간 : 2004년 말 ~

총 길이 : 33미터, 직경 : 3미터

총 중량 : 140톤, 추진제 중량 : 130톤

1단: 액체 연료 로켓 엔진- 러시아 공동 개발

2단: 고체 킥모터 - 국산

추력 : 170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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