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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ARI has been conducting R&D for independent development of KSLV-II since 2010. Vehicle holding device

is a device for vertically standing SLV on the launch pad of launch complex and fixing the lower part of

vehicle in order to firmly fix vehicle so that SLV does not fall from an external load such as a wind load.

When thrust generated after the 1st stage engine ignition of SLV must exceed the takeoff weight of vehicle,

and holding device should be quickly released so that it does not interfere with takeoff of vehicle like other

ground equipment at the beginning of the launch. Pyro-valve is one of the key components constituting VHD,

and it should have high reliability and quick response characteristics with similar functional parts applied to

launch vehicle separation device and satellite separation device. Through this paper, I intend to broaden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pyro-valve for VHD and KSLV-II .

초       록

한국형발사체를 독자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 수행 중에 

있다. 발사대 장비 중 발사체고정장치는 발사체를 발사패드 위에 수직으로 기립시킨 후 발사체 하부를 고

정하여 풍하중 등 외부 하중으로부터 발사체를 견고하게 고정하는 장치로, 발사체 1단 엔진 점화 후 발생

된 추력이 발사체의 이륙중량을 초과되어 이륙이 시작하는 발사초기에 다른 지상장비들과 마찬가지로 발

사체 이륙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빠르게 해제 하여야 한다. 파이로밸브는 발사체고정장치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품의 하나로 발사체 단분리 장치 및 위성 분리장치 등에도 적용하는 유사기능부품으로 

높은 신뢰도과 빠른 응답특성을 가져야 한다. 본 논문내용을 통해 발사체고정장치용 파이로밸브 개발과정

과 한국형발사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Key Words: Korea Space Launch Vehicle-II(한국형발사체), Vehicle Holding Device, Pyro-valve, Launch

Facility(발사시설), Mechanical Ground Support Equipment(지상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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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시스템을 구성하는 발사대시설

을 개발 중이며, 나로우주센터 내의 기존 나로호 

발사시설의 개조와 추가 신규 개발을 통해 한국

형발사체와 시험발사체 모두를 위한 발사시설로 

구축하기 위해 현재 개발이 한 곳에서 진행 중

에 있다. 발사대시스템은 전체 기체 조립 및 발

사가능 상태점검을 마친 발사체를 발사패드로 

이동 후 수직 자세로 장착하고 발사통제장치의 

통제 하에 발사 전 최종 기능 점검, 연료 및 산

화제 주입 및 발사체 내부온도제어 등의 발사준

비운용을 담당하는 거대복합시스템이다. 이는 크

게 지상기계설비, 연료와 산화제 및 각종 가스류

를 공급하기 위한 추진제공급설비, 발사체와 발

사대시스템을 동제하기 위한 발사관제설비와 기

반시설로 구성된다.

지상기계설비는 발사체의 이송, 기립, 엄빌리

칼 연결 및 발사패드 위에 수직자세로 고정하는 

등 발사체를 기계적으로 운용하는 대형구조물들

로서 Fig. 1의 발사패드, 이렉터, 트랜스포터 이

렉터, 발사체이송장비, 각 단별 엄빌리칼 접속장

치, 발사체고정장치와 엄빌리칼타워 등으로 구성

된다. 현재 개발 중인 발사체고정장치의 형상은 

Fig. 2와 같이 발사대의 발사패드 위에 설치되

고, 하부 구조체인 Lower jaw 위에 수직으로 세

워진 발사체 1단 후방부를 네 곳에 안착시켜 고

정기구인 Upper jaw를 유압구동기로 닫고 발사 

직전까지 기립된 발사체를 고정, 지지한다.

Fig. 1. Mechanical Ground Support Equipment for TLV
of KSVL-II

기립한 발사체의 하부를 고정하여 풍하중등 

외부 하중으로부터 발사체가 넘어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발사체 1단 엔진 점화 후 발

사체 이륙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해제 

하여야 한다.

Fig. 2. Vehicle Holding Device(VHD)
파이로밸브는 발사체고정장치를 구성하는 핵

심 구성품의 하나로 발사체 단분리 장치 및 위

성 분리장치 등에도 적용하는 유사 기능부품으

로 높은 신뢰도과 빠른 응답특성을 가져야 한다.

2. 본   론

2.1 파이로밸브 설계 및 제작

발사운용 최종단계에 발사체 1단의 엔진 점화 

직후 엔진추력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발사체에 

대한 해제 명령이 발사통제장치로부터 수신되어 

파이로밸브의 착화기가 점화된다. 이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점화가스의 압력이 파이로밸브의 

Striker Pin으로 전달되면 충격하중으로 변환되

고 Nipple의 하부를 타격하여 노치부를 끊게 된

다. 노치부로 인해 막혀 있던 유압배관의 유로가 

열리게 되어 연결된 Jack-1 실린더를 해압시켜 

수직자세의 발사체를 지상에 고정하기 위해 견

고하게 닫혀 있던 Upper jaw를 빠르게 열게 된

다. 동시에 발사체는 고정장치로부터 구속이 해

제되고 1단 엔진으로부터 발생되는 추력을 받아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어 엄빌리칼 등과 같은 모

든 연결된 지상장비로 부터 접속이 해제되면 발

사체는 수직으로 가속비행이 시작된다. Figure 3

에 개발 중인 발사체고정장치용 파이로밸브의 

구성과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주요 구성품은 예

리한 노치를 가진 Nipple, Striker pin, 착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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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or)와 파이로밸브 몸체 등이며, 충격하중

을 전달하는 Striker pin의 가압면의 설계된 지

름이 70mm로 착화기로부터 약 15Mpa의 점화가

스 압력을 받으면 Nipple의 노치부에 약 6톤의 

힘을 전달할 수 있다.

Fig. 3 Section of Pyro Valve
Nipple의 노치부 형상은 최소두께 0.3mm,

0.4mm, 0.5mm 등 3가지로 설계, 제작하여 

Jack-1 실린더 내부 운용압력을 인가한 내압시험

과 노치부 파단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가압시험 

등을 수행 후 개발모델에서는 0.3mm를 적용하

기로 결정하였다. 각 시제품에 대한 내압시험에

서는 최대예상운용압력(MEOP)의 1.5배를 가압하

여 가압 전후의 노치부 치수, 형상 변화의 확인

과 노치부 표면의 비파괴검사 등을 수행, 그 결

과 소성변형이 없어야 한다는 설계요구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착화기는 기폭약, 주장약,

Bridge Wire와 몸체 등으로 구성되며 점화신호

에 의해 Bridge Wire에 전기 에너지가 인가되면 

발열로 인해 주장약이 점화되는 발열선형이며,

최근 (주)한화에서 개발한 40cc 용적에서 15msec

내에 점화압력 15~17Mpa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M22 모델을 적용하였다.

파이로밸브 기능확인시험을 위해 Fig. 4와 같

은 개발모델을 제작하였고, 3종류의 Nipple을 가

공하여 치수측정, 노치부 형상 확인, 표면비파괴

검사 등을 한 후 내압시험, 파괴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한 가압시험 등을 수행하여 Nipple, Striker

pin과 Guide 등의 형상과 치수를 결정을 하였

다. 이후 Nipple에 최대예상운용압력을 가한 상

태에서 Striker pin으로 노치부를 끊기 위해 요

구되는 하중을 확인하기 위해 파이로밸브를 조

립 후 만능재료시험기(UTM)에서 노치부 파단 

시 요구하중을 계측하였다. 계측된 값으로 

Striker pin에 가해야 하는 압력을 산출하고 착

화기의 점화압력이 가해지는 내부 부피의 크기

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Guide를 따라 움직이는 

Striker pin의 Stroke 길이를 최종 결정하였다.

Fig. 4 Pyro Valve Assembly Drawing

2.2 파이로밸브 개발시험

파이로밸브 개발모델에 대한 기능확인 시험을 

위해 착화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착화기 점화압

력을 공압으로 모사하여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

을 구성하고 저비용, 효율적으로 병행하여 수행

하였다. Fig. 5와 같이 착화기를 모사한 공압시

험장치를 이용하면 신뢰도 확보를 위한 많은 수

의 반복시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험실에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파이로밸브 조합체의 기

능확인시험과 공장시험 등의 개발시험을 완료한 

후에는 발사체고정장치를 비롯한 발사대 기계설

비의 인증시험을 위해 발사체고정장치와 연계하

여 착화기를 적용한 인증시험을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에서 최종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Fig. 5 P&ID for Tes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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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험은 설계요구조건 만족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주요기능품인 Nipple, Striker Pin 등  

부품단계부터 소재검사 및 가공정밀도 검사, 최

대운용압력에 대한 내압시험, 가공 전후와 시험

전후의 비파괴검사를 통해 조립품의 검사 및 성

능확인을 하였다.

첫 번째로 Fig. 6과 같은 시험장치로 Nipple내

에는 최대 운용압력 18MPa을 충진하고 착화기 

대신 공압과 솔로노이드밸브를 이용하여 Striker

Pin에 가압하여 Nipple의 노치부에 하중을 전달

하는 메카니즘을 구현하고 기능확인을 위한 반

복시험을 수행하여 Nipple, Striker Pin 등  주요

부품이 설계요구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Fig. 6 Test facility of Pyro valve

두 번째는 (주)한화에서 개발한 착화기(M22)를 

적용하여 폭압을 발생시켜 Striker Pin에 전달하

고 최대/최소 운용압력의 조건으로 Nipple의 노

치부를 끊어내는 반복시험 후 파이로밸브 구성

품의 설계요구조건 만족여부를 확인하였다.

  

Fig. 7 Test facility for Hydraulic System of Vehicle
Holding Device and Pyro Valve Assembly

세 번째로는 Fig.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발사

체고정장치(Vehicle Holding Device)의 유압시스

템과 연계하여 착화기(M22)를 적용하고 평균작

동압에서의 성능확인시험을 반복하여 설계요구

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3단계의 시험을 수

행하여 주요부품에 대한 성능 확인을 하였고 파

이로밸브에 대한 기능확인시험을 성공적으로 완

료 하였다.

3. 결    론

한국형발사체 발사체고정장치용 파이로밸브 

개발은 10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개념설계에서부

터 기본, 상세설계, 제작, 조립 및 검사, 성능확

인시험 등을 수행하여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파이로밸브 구성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모

든 제품은 다양한 측정 장비를 적용하여 치수검

사를 수행하였고, 핵심 부품인 노치부를 가진 

Nipple의 경우 제작 후 1차 치수검사를 진행하

고 1차 PT 검사 후 수압시험 후 2차 PT검사, 마

지막으로 2차 치수검사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향후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

시스템에 발사체고정장치가 개발 후 설치가 완

료되면 파이로밸브와 연계하여 성능검증시험

(Qualification Test)을 통해 개발된 파이로밸브를 

시험발사체 및 한국형발사체의 발사운용에 적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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