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시스템공학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주관캠퍼스 소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설립 이래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동시에
국가 항공우주 대표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개발은 크게 첨단 항공기 개발, 인공위성 개발, 우주발사체 개발로 나뉘며, 국가의
법적 위임을 받아 항공기 및 우주기기의 품질인증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40년 정도 늦게 우주개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08년 4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켰고, 2009년 6월에는 세계에서 13번째로 우리의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비록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나로호 사업을 통해 발사대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제작했고, 발사체 상단부 고체연료 로켓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위성 발사체의 전체 시스템
설계를 공동 개발로 수행함으로써 소중한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2018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www.kari.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Tel : 042-860-2114
Fax : 042-860-2004

순수 우리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대형사업으로, 항공분야에서는 스마트무인기 Full Scale 비행시험 등이 진행 중이고,
우주분야에서는 통신해양기상위성과 나로호 2차 발사, 다목적 실용위성 5호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에는 60여개국, 3천여명의 우주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의 우주축제인
국제우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들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주선진국
진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하늘과 우주의

참여기관

선도적인 개척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부응하는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국가 항공우주 중심 연구원으로서 항공우주 분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자립화와 국민의 복지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항공우주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 개요
항공우주시스템 전공은 항공기, 위성체, 발사체 등의 기술을 포함하여 항공우주 시스템 및 하부 계통들의
설계, 해석, 시험 및 평가에 관한 기술을 연구 및 교육하는 전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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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TRODUCTION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9, has been
the driving force behind aerospac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as the leading national
R&D institute in this field. KARI’s R&D areas include state-of-the-art aircraft development,
satellite development and space launch vehicle development. KARI is also responsible for
the quality certification of aircraft and space equipment, as mandated by the government.
Korea is about to join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aerospace field. Korea launched
its first astronaut in April 2008 and became the 9th country to independently launch a satellite
into space with the launch of the KSLV-1 (Korea Space Launch Vehicle) in the first half of
2009 followed by the launch of a geostationary satellite, the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Korea will also be hosting the 2009 IAC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in Daejeon, Korea. Two major government aircraft programs are in
progress at KARI, the Korean Helicopter Development Program (KHP), involving the
development of core dual-use components, and the Smart Unmanned Aerial Vehicle (UAV)
Development Program with full-scale flight testing of the aircraft. In the area of space
technology, after the successful launch of KSLV-Ⅰ and COMS in the first half of 2009, we
will be committed to the successful launch of KOMPSAT-5 (Korea Multi-Purpose Satellite-5)
and STSAT-3 (Science and Technology Satellite-3) in 2010, and KOMPSAT-3 in 2011. The
21st century is witness to increasing competition among countries in exploring the skies
and outer space. Korea hopes to strengthen its capacity in the aerospace field in accordance
with its position as one of the top 10 economies in the world. To this end, KARI is devoted
to improvin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aerospace, contributing to technological
independence and public well-being, and becoming a world leading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We ask for your wholehearted support in pursuing our mission to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the nation as well as in achieving our goal of becoming a world class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will promptly provide updates on the status of its R&D programs,
management-related information, and the latest domestic and overseas aerospace information
via our website.

INTRODUCTION OF MAJOR
Development of aerospace flight vehicles at KARI has been one of the main National Space
Development Projects. The program is designed with the aim of educating future engineers
who have internationally relevant competence. students completing this program are expected
to be fully research-enabled and industry ready. The program aims to provide in-depth
exposure to the scientific concepts, engineering principles, and hands-on practical experience
on advanced national R&D projects. The program covers, broadly, all areas of aerodynamics,
including mechanical systems,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d experimental techniques,
flight vehicle structures and materials, propulsion, flight mechanics/control, and aerospace
vehicle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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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국가 항공우주 개발
정책에 따른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인력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세계수준의 항공우주기술 전문 인재양성
특화 발전 및 학제간 융합 프로그램 개발
교수의 학생 상담/지도 시간 강화

연구부문

항공기･위성체･발사체분야의 핵심기술 연구
교수진의 추가확보 및 역량 강화
특성에 맞는 융합기술연구 활성화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우수학생 선발/배출 및 자긍심 고취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첨단 교육 인프라 확보 및 구축

연구부문

학제간 융합 및 응용 기술연구
국책사업 및 산업체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현
교수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졸업 후 진로
한국항공우주, LG화학, 대한항공, LG전자, ADD, 국방기술품질원, GIST, KAIST, 한화테크엠,
현대중공업, 국방과학연구소, 풍산, 재료연구소, 세트렉아이, 솔텍, 인스페이스, 이오테크닉스,
태하메카트로닉스 등 유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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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ND GOALS
DEVELOPMENT GOALS
Education

Education of global experts for aerospace technology

sector

Development of interdisciplinarity program
Strong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Research

Core techonology in aeronautics, satellites, and space launcher

sector

Outstanding professors in practical fields
Individual application of convergence technology

STRATEGIES AND TASKS
Education

Excellent education of students with pride

sector

Global strength with international exchange
Advanced infrastructure for practical research

Research

Interdisciplinarity and convergence technology

sector

Practical education with national projects
Efficient application of human assets

AFTER GRADUATION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Korea Aerospace, LG Electronics, Korean Air,
ADD, GIST, KAIST, Poongsan, KIMS, Satreci, Soltech,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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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기계공학
∙ 기전공학
∙ 전기공학
∙ 전자공학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전공
(Major)

선택

교과목명(Course)
발사체 고등수학 및 수치해석
|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for Launch Vehicle
액체로켓엔진시스템 I | Liquid Rocket Engine System I

∙ 제어계측공학
∙ 조선･해양공학

액체로켓엔진시스템 II | Liquid Rocket Engine System II

∙ 항공･우주공학

연소공학 | Combustion Engineering
궤도역학 프로그래밍 | Orbital Mechanics Programming
선형시스템 | Linear Systems

학부 선수 권장과목

실시간 및 임베디드 시스템 | Real-Time and Embedded Systems

∙ 고체역학

가스터빈 계측공학 | Mechanical Measurements On Gasturbine

∙ 동역학
∙ 유체역학

가스터빈 특론 | Advanced Gas Turbine Theory

∙ 전산해석

고등 공기역학 이론 | Theories of Advanced Aerodynamics
고등 비행동역학 | Advanced Flight Dynamics
고등 전산유체역학 | Advance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센서 신호 처리 | Sensor Signal Processing
실험공기역학 | Experimental Aerodynamics
압축성 공기역학 특론 | Advanced Compressible Aerodynamics
원격탐사 및 활용 | Introduction of Remote Sensing
위성 궤도역학 개론 | Fundamentals of Satellite orbital Mechanics
위성 시스템공학 | Spacecraft Systems Engineering
위성 자세제어 시스템 설계
| Satellite Attitude Control System Design
인공위성 관제시스템 및 운용
| Satellite Mission Control System and Operation
적응제어 이론 | Adaptive Control Theory
항공우주 재료공학 | Aerospace Material Engineering
로켓엔진 동특성 | Dynamics of Liquid Rocket Engines
연소불안정 | Combustion Instability
비선형 추정 이론과 응용
| Nonlinear Estimation Theory and Practice
세미나

우주발사체 시스템공학

(Seminar)

| Seminar on Launch Vehicle System Engineering
우주발사체 세미나 | Seminar for Space Launcher Vehicle
우주비행체 재료 세미나 | Special Topics on Aerospac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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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세미나

회전익 전공 세미나 | Rotorcraft Seminar

(Seminar)

원격탐사 활용 세미나 | Seminar on Remote Sensing Application
우주임무설계 세미나 | Seminar on Space Mission Design
비행동역학 및 제어전공 세미나
| Seminar of Flight Dynamics and Control System
우주 상황 인식 | Space Situational Awareness
위성 자세제어 설계 세미나
| Seminar on Satellite Control System Design
추진기관 전공 세미나 | Seminar for Propulsion System

••

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액체로켓엔진시스템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 Liquid Rocket Engine System

우주발사체 시스템공학

| Liquid Rocket Engine System I

▶

| Launch Vehicle System Engineering

••

액체로켓엔진시스템 I
우주발사체 시스템공학
| Seminar on Launch Vehicle System Engineering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항공우주과학기술발달사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

액체로켓엔진시스템 I | Liquid Rocket Engine System I

▶

항공우주재료공학 | Aerospace Material Engineering

| Historical Development of Aerospace Technology
항공우주용 복합재료 수지 물성
| Physical Properties of Resin for Aerospac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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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전공과목
Major Course

궤도역학 프로그래밍
Orbital Mechanics Programming
선수과목인 ‘위성 궤도역학 개론‘에서 습득한 지식을 배경으로, 위성의

가스터빈 계측공학
Mechanical Measurements On Gasturbine
가스터빈과 관련된 기계공학적 계측에 대한 지식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열/유체, 진동 등 가스터빈의 성능 시험과 관련된 각종 물리량에 대한

궤도운동 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우주시스템
설계/해석 S/W인 STK(System Tool Kit)®의 사용법에 대해 다룬다.
또한, STK 실습을 통해 우주시스템의 설계 및 해석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측정의 이론을 학습하며, 강좌의 앞부분에 계측공학의 기초로서 간략한
전자공학개론 강의를 진행한다.

로켓엔진 동특성
Dynamics of Liquid Rocket Engines

가스터빈 특론
Advanced Gas Turbine Theory
항공기용 추진기관인 가스터빈 엔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부터 각 구성품

액체로켓엔진의 동적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액체로켓엔진의 파워회로 구성 및 동적특성 연구를 위한 내용을
학습한다.

의 특성, 설계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과목.
The curriculum was organized to help understanding of subjects

발사체 고등수학 및 수치해석

covering basic working principle of gas turbine and main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for Launch Vehicle

components, their design scheme and performance evaluation

우주발사체와 액체로켓엔진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한 수학적 기반을 다지기

methods.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한다. 벡터 스칼라, 행렬과 행렬식,
좌표시스템과 벡터미분 적분, 상미분 방정식.

고등 공기역학 이론
Theories of Advanced Aerodynamics

비선형 추정 이론과 응용

본 과목은 공기역학의 주요 항목인 점성효과 및 난류의 영향에 대해

Nonlinear Estimation Theory and Practice

분석하며 저속 및 저레이놀즈 유동의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선형 및 비선형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추정 이론(Estimation Theory)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응용을 위한 실제 문제를 다루어 이론적 이해를

고등 비행동역학

심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Advanced Flight Dynamics

With the aim of providing students with a broad theoretical basis

항공기 6자유도 비선형운동방정식, 3자유도 질점방정식 및 상대운동방정식

for system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this course covers least

유도 및 공력미계수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 운동방정식으로부터 항공기
운동특성 분석 기법을 소개하고 조종성 정의와 요구 규격을 만족하기
위한 안정성 증강 제어기 설계.
The curriculum covers 6-DOF nonlinear flight dynamics, 3-DOF
dynamic equations and relative flight dynamics with understanding

squares estimation and its convergence properties, Kalman filter
and extended Kalman filter, unscented Kalman filter, and other
nonlinear filters. To provide students with practical aspects of various
filtering techniques, this course deals with “real-world” problems
in practice as illustrative examples.

of the aerodynamic derivatives.

선형시스템
고등 전산유체역학
Advance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유체역학의 기법 중 유한 체적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Flux
function 및 limiter의 예와 특성을 비교함. 또한 경계조건 및 항공기
관련 전산해석 특징을 분석함.

Linear Systems
동역학 모델링과 해석 및 제어를 위한 선형 시스템 이론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입출력방정식과 상태방정식의 모델링 및 수학적 해, 시스템 안정성
해석 및 판별, 가제어성 및 가관측성 해석, 그리고 상태 제어기 및 추정기
설계 등을 강의한다.
To acquire the linear system theory for the dynamics modeling,
analysis, and control, this course deals with input-output and
state-variable descriptions, system stability analysis, controllability
and observability analysis, state-feedback controller and state
estimator designs for the dynamic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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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신호 처리

액체로켓엔진시스템 II

Sensor Signal Processing

Liquid Rocket Engine System II

센서를 이용한 계측과 데이터 처리/해석, 센서/구동기 운용을 위한

액체로켓엔진의 개요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곽 같은 내용을 담고

이산신호처리

있다. 터보펌프, 각종 배관, 밸브 등 액체로켓엔진을 구성하는 주요

To acquire the sensor data measurement/processing/analysis

컴포넌트 소개. 시동 및 정상상태 기동특성

methods. This course deals with frequency analysis and system
identification method.

연소공학
Combustion Engineering

실시간 및 임베디드 시스템

현대 산업에서 가장 흔히 동력을 얻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연소공학에

Real-Time and Embedded Systems

대하여 학습한다. 기본적인 연소 이론 및 연소공학의 응용에 대하여 지식을

데드라인(deadline)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커다란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공부하여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연소관련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실시간 시스템의 이해와 다양한 실시간 제어 형태에 대한 이론 습득 및
실시간 제어를 위해 필수적인 임베디드 컴퓨터 시스템의 세부 구조 이해를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students with understanding of
real-time systems and various real-time control methods. In
addition, it deals with embedded computer systems in detail which

연소불안정
Combustion Instability
액체로켓엔진의 연소불안정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액체로켓엔진의 연소기의 세부프로세스 별 동적 특성 및 안정성

is an essential part for real-time control systems.

평가연구를 학습한다.

실험공기역학

원격탐사 및 활용

Experimental Aerodynamics

Introduction of Remote Sensing

공기역학과 관련된 각종 풍동 시험 기법에 대해 습득하고 난류를 비롯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과 인공구조물에 대한

신호처리 기법에 대해 학습.

체계적인 정보화를 위하여 위성자료를 이용한 원격탐사에 대한 배경 및

Various wind testing techniques and signal processing related to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이며, 기상, 기후, 환경 및 농업 분에

aerodynamics

대한 다양한 활용 사례를 알아본다. 또한 기본적인 위성 센서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며, 국내 개발 위성에 대한 원격탐사 활용 정보에
대해서 대해 강의한다.

압축성 공기역학 특론
Advanced Compressible Aerodynamics
본 과목은 공기역학의 주요 항목인 압축성 특성을 현상적인 분석이 아닌

위성 궤도역학 개론

wave propagation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Upwind Type Flux Function

Fundamentals of Satellite orbital Mechanics

과의 연관성을 소개함.

인공위성의 궤도역학 배경 및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이며,
지구-위성 두 물체 간의 이체문제 이해, 케플러 시간 방정식 및 궤도요소의
의미, 인공위성의 궤도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섭동력에 대한 이해,

액체로켓엔진시스템 I
Liquid Rocket Engine System I

궤도결정 및 궤도조정 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액체로켓엔진의 개요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곽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액체로켓엔진 구조와 액체로켓엔진 사이클 이해, 연소기, 가스발생기

위성 시스템공학

혹은 예연소기 등 액체로켓엔진을 구성하는 주요 컴포넌트 소개 및 설계

Spacecraft Systems Engineering

기법 연구, 연소안정성.

우주 분야에 대한 시스템엔지니어링 적용에 대한 내용 학습
Introduction to the basic process involved in application of Systems
Engineering to the development program of space systems.
Intended for engineers, managers and others working in or
supporting the spa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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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세미나과목

위성 자세제어 시스템 설계

Seminar Course

Satellite Attitude Control System Design
인공위성 자세제어 서브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기초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궤도역학 기초, 고전적 제어이론, 위성체 동역학 및 운동학, 위성체
모멘텀 바이어스 3축 제어 방법, 제로모멘텀 3축제어 방법, 제어모멘드
자이로를 이용한 제어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비행동역학 및 제어전공 세미나
Seminar of Flight Dynamics and Control System
항공기시스템공학 비행동역학 및 제어분야의 세미나 참석과 발표를 통해
다양한 연구주제와 현행 연구추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학위논문

인공위성 관제시스템 및 운용

등 개인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내용을 발표함으로써 개인연구의

Satellite Mission Control System and Operation

체계적 정리 및 발전을 도모함.

인공위성의 궤도역학 배경 및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이며,
지구-위성 두 물체 간의 이체문제 이해, 케플러 시간 방정식 및 궤도요소의
의미, 인공위성의 궤도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섭동력에 대한 이해,
궤도결정 및 궤도조정 기법에 대해 강의 한다.

우주 상황 인식
Space Situational Awareness
레이다 및 광학 시스템을 이용한 우주상황인식
being study space situational awareness using radar and optic

적응제어 이론

measurement systems

Adaptive Control Theory
적응제어 이론에 대한 개요 및 선형 및 비선형 관련 이론에 대한 소개
The curriculum covers overview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mainstream adaptive control techniques.

우주발사체 세미나
Seminar for Space Launcher Vehicle
우주발사체와 관련된 역사와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제에
대한 논문 탐색, 관련자료 탐색 등과 정리 및 연구 발표

항공우주 재료공학
Aerospace Material Engineering
항공우주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조건에 만족하는 재료의 특성을
연구․분석하고 평가하며, 가공공정을 최적화하여 항공우주용 비행체에
응용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을 심도있게 학습한다.

우주발사체 시스템공학
Seminar on Launch Vehicle System Engineering
우주발사체의 시스템 구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주비행체 재료 세미나
Special Topics on Aerospace Materials
항공우주시스템의 첨단 재료의 특성을 공부하며, 다양한 재료 응용분야를
접하여 분석하고 발표하는 능력을 배양함

우주임무설계 세미나
Seminar on Space Mission Design
선수과목인 ‘우주임무 설계 및 해석’을 통해 얻은 배경 지식을 토대로
실제 우주임무 설계 사례들을 조사하여 각각의 우주임무 설계 내용, 특징
등을 세미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최신 연구동향 및 개발 사례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선수과목에서 배운 내용의 이해도를
심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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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원격탐사 활용 세미나
Seminar on Remote Sensing Application
선수과목인 ‘원격탐사 개론’을 통해 얻은 배경 지식을 토대로 실제
위성자료처리 및 활용 사례들을 조사하여 각각의 위성정보 활용 내용,
특징 등을 세미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최신 연구동향 및 개발 사례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선수과목에서 배운 내용의 이해도를
심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위성 자세제어 설계 세미나
Seminar on Satellite Control System Design
인공위성 자세제어 설계 사례를 조사하고 세미나를 통해 각각의 자세제어
설계 내용, 특징 등에 대한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최신 연구동향 및
개발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고 제어모멘트자아로를 사용한 고기동 자세제어
설계 및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선수과목에서 배운 내용의 이해도를
심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추진기관 전공 세미나
Seminar for Propulsion System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 및 관련 분야 연구 동향 조사에
대한 보고 및 세미나.
The seminar for the results and the trends of researches on
Turbomanchinery and Propulsion system based on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experiences.

회전익 전공 세미나
Rotorcraft Seminar
회전익기분야 연구동향 및 관련 주제 발표를 통한 연구 이해.
The seminar is aimed to understand the trend and theme of rotorcraft
technolog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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