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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씀

한국추진공학회 회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학회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19의 기세가 약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위축되었

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지만 

2022년 제58회 춘계학술대회를 대면 행사로 개최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을 초

대합니다.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우리나라는 우리별1호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인공위성개발 능력을 

확보하였고, 2013년 나로호 발사성공으로 세계 11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였고 누리호

의 개발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기술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우

리학회 회원과 회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니 한국추진공학회 회원으로서 무

한한 자긍심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세계는 기술혁신과 민간우주산업의 발달이라는 우주개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

습니다. 국내에서도 연구소에서 선도하였던 우주기술이 우주부품이나 소형발사체개발을 통

해 국내 산업계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학

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관련된 연구성과가 회원들 간에 자유롭게 교류될 수 있도록 노

력하였습니다.

이번 제58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우주추진, 램제트추진, 친환경추진기관, 스마트모빌리티, 

복합추진, 전기추력기 등 다양한 추진기관 분야에서 약 300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열띤 학

술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술대회 1일차에 “원자력기반 우주추진기관 개념

연구”와 “뉴스페이스를 여는 도전적인 스타트업의 소형우주발사체 개발현황”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특별워크숍이 개최됩니다. 2일차에는 우리 학회 후원사 ㈜한국카본 조문수 대

표이사님과 ㈜한화 종합연구소 강주성 연구소장님의 우주산업 관련된 초청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3일차에도 많은 연구논문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없지만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동안 

익숙해져 왔던 비대면 방식을 버리고 직접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연구활동을 하는 계기

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위해 후원 및 전시를 지원해주신 기업체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유익한 학술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한국추진공학회 회장 최환석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박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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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발표 안내

▶ 현장등록 일시 및 장소

․ 등록시간 : 2022년 5월 25일(수) 13:00~18:00 ; 특별 워크샵

 5월 26일(목) 08:30~17:00 ; 학술대회

  5월 27일(금) 08:30~13:00 

․ 등록장소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2층 볼룸 로비

▶ 참가등록비

참 가 구 분 일 반 (박사과정 포함) 학 생 (학 ‧ 석사 과정)

전일정
 25일(수)~
27일(금)

회  원 290,000 240,000

비회원 340,000 260,000

학술대회
 26일(목)~
27일(금)

회  원 230,000 180,000

비회원 280,000 200,000

* 사전/현장 등록가 동일

* 전일정 등록은 특별워크샵 포함입니다.

*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회원등록비를 적용함.

▶ 발표 및 진행방법

1. 구두(Oral) 발표

- 발표시간은 15분 발표에 5분간 질의응답입니다.

- 구두 발표자는 해당 세션 시작 5분 전까지 입실하여 진행요원에게 도착여부를 알려야

하며, 준비된 노트북에 미리 발표 자료를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 발표 종료시간을 알리는 종은 5분 남았을 경우 한 번, 종료시각일 경우 두 번 종이

울립니다.

- 두 번째 종소리 후에는 곧 발표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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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스터 발표

- 일시 및 장소 : 5월 26일(목) 15:10~15:50 (40분) / 2층 볼룸 로비

- 포스터 탈부착 시간 : 부착 - 포스터 발표세션 시작  20분 전 부터 /

 탈착 - 포스터 발표세션 종료 직후 

- 포스터 양식크기 : 가로 90cm * 세로 120cm

- 부착에 필요한 물품(테이프 등)은 학회에서 제공합니다.

- 포스터 작성 및 발표 요령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는 발표시간 동안 게시한 포스터 앞에서 참관자 및 좌장의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초청강연 

[1] 5월 26일(목) 16:20~17:10, 2층 볼룸

조문수 대표이사 (한국카본)

강연제목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

[2] 5월 26일(목) 17:10~18:00, 2층 볼룸

강주성 연구소장 (한화 종합연구소)

강연제목 :“우주의 중요성과 한화의 우주사업 소개”

교통편 안내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66

- 전화 : 064-729-8100

▶ 제주공항 출발 :용문로타리 방면 → 한천교 → 서문시장 →

 서문사거리에서 좌회전 → 탑동로 방향으로 직진 총 거리 3.8km

 (10분 소요 | 택시 이용시 5,000원 내외 소요)

▶ 문의처     한국추진공학회 사무국

   전화 042-822-6472 / 팩스 042-826-6472

   이메일 kspe@kspe.org

   홈페이지 http://www.ks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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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일정

일  시 내  용 장  소

5월 25일

(수)

특별 워크샵 

13:50 ~ 14:00
개 회 사 [박태선 조직위원장]

환 영 사 [최환석 회장]

사회 : 

이형진(인하대)

세션 1 : (좌장 : 조남경)

원자력기반 

우주추진기관 개념연구 

[Organizer] 

양수석 박사(항우연)

14:00 ~ 14:30 원자력 기반 우주추진기관 기획연구 개요 양수석(항우연)

14:30 ~ 15:00 해외의 행성탐사 프로그램과 추진시스템 김정수(부경대)

15:00 ~ 15:30 화성탐사선 적용을 위한 전기추력기 해외연구 동향 최원호(KAIST)

15:30 ~ 16:00 원자력 열추진 시스템 개요  최정열(부산대)

16:00 ~ 16:30 원자력 기반 추진기관을 위한 원자로 및 국내기술역량 김찬수(원자력연)

16:30 ~ 16:45 휴  식 

16:45 ~ 17:30 이노스페이스 소형발사체 개발현황 및 계획 정 훈(이노스페이스)
세션 2 : (좌장 : 서성현)

뉴스페이스를 여는 

도전적인 스타트업의 

소형 우주발사체 개발 현황

[Organizer] 
「우주 및 로켓추진」부문
 (서성현 부문위원장)

17:30 ~ 18:15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메탄 엔진 기반 소형발사체 개발 현황 이은광(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18:15 ~ 18:30 휴  식 

18:30 ~ 20:00 리 셉 션 8층 탐라홀

5월 26일

(목)

학술대회

9:00 ~ 9:20

학술발표회 (세션 A)

우주 및 로켓추진 1, 우주 및 로켓추진 2, 연료 및 추진제, 가스

터빈/내연기관 1, 열/유체역학 및 연소 1, 램/스크램제트추진 1, 

추진전원/파이로, 구조 및 소재 1, OS: 전국대학교로켓연합회 

1(NURA)

제 1 발표장 (2층 볼룸1)

제 2 발표장 (볼룸2)

제 3 발표장 (볼룸3)

제 4 발표장 (볼룸4)

제 5 발표장 (우도)

제 6 발표장 (마라)

제 7 발표장 (추자)

제 8 발표장 (비양)

제 9 발표장 (8층 한라)

9:20 ~ 9:40

9:40 ~ 10:00

10:00 ~ 10:20

10:20 ~ 10:30 휴  식

10:30 ~ 10:50

학술발표회 (세션 B)

우주 및 로켓추진 3, 우주 및 로켓추진 4, OS: 복합추진기술 1, 

OS: 우주추진용 고추력 전기추력기 연구개발 1, 열/유체역학 및 

연소 2, OS: 무인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1, OS: 추진제 및 화약용 

고에너지 물질, OS: 이중램제트 추진기술, OS: 전국대학교로켓연

합회 2(NURA)

제 1 발표장 (2층 볼룸1)

제 2 발표장 (볼룸2)

제 3 발표장 (볼룸3)

제 4 발표장 (볼룸4)

제 5 발표장 (우도)

제 6 발표장 (마라)

제 7 발표장 (추자)

제 8 발표장 (비양)

제 9 발표장 (8층 한라)

10:50 ~ 11:10

11:10 ~ 11:30

11:30 ~ 11:50

11:50 ~ 12:10

12:10 ~ 13:20 중  식 1층 탐모라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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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목)

학술대회

13:20 ~ 13:40

학술발표회 (세션 C)

OS: 신진연구자 초청강연 세션, 우주 및 로켓추진 5, OS: 복합추

진기술 2, OS: 우주추진용 고추력 전기추력기 연구개발 2, OS: 

친환경 접촉 점화 추진제 추진기관, OS: 무인항공기용 터보팬 엔

진 ２, 추진체계/시험평가, OS: 해상기반 우주발사체 및 미래 추

진시스템, OS: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단

제 1 발표장 (2층 볼룸1)

제 2 발표장 (볼룸2)

제 3 발표장 (볼룸3)

제 4 발표장 (볼룸4)

제 5 발표장 (우도)

제 6 발표장 (마라)

제 7 발표장 (추자)

제 8 발표장 (비양)

제 9 발표장 (8층 한라)

13:40 ~ 14:00

14:00 ~ 14:20

14:20 ~ 14:40

14:40 ~ 15:00

15:00 ~ 15:10 휴  식

15:10 ~ 15:50 포스터 세션 2층 볼룸 로비

15:50 ~ 16:00 휴  식

16:00 ~16:20 개 회 식 2층 볼룸

16:20 ~ 17:10

초청강연 (I)

조문수 대표이사 [한국카본]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 

2층 볼룸

17:10 ~ 18:00

초청강연 (II)

강주성 연구소장 [한화 종합연구소]

“우주의 중요성과 한화의 우주산업 소개” 

18:00 ~ 18:20 휴  식

18:20 ~ 20:00 만  찬 [우수발표논문상 시상식/NURA 시상식/경품추첨] 2층 볼룸

5월 27일

(금)

학술대회

9:00 ~ 9:20 학술발표회 (세션 D)

우주 및 로켓추진 6, 우주 및 로켓추진 7, OS: 공기흡입식 추진

기관용 액체연료개발기술 (5차) 1, 열/유체역학 및 연소 3, OS: 

메탄/수소 엔진 해외개발 동향 1, 램/스크램제트추진 2, OS: 스

마트에어모빌리티 기초 연구 1, 가스터빈/내연기관 2, OS: 전국

대학교로켓연합회 3(NURA)    

제 1 발표장 (2층 볼룸1)

제 2 발표장 (볼룸2)

제 3 발표장 (볼룸3)

제 4 발표장 (볼룸4)

제 5 발표장 (우도)

제 6 발표장 (마라)

제 7 발표장 (추자)

제 8 발표장 (비양)

제 9 발표장 (8층 한라)

9:20 ~ 9:40

9:40 ~ 10:00

10:00 ~ 10:20

10:20 ~ 10:30 휴  식

10:30 ~ 10:50

학술발표회 (세션 E)

우주 및 로켓추진 8, 우주 및 로켓추진 9, OS: 공기흡입식 추진

기관용 액체연료개발기술 (5차) 2, 열/유체역학 및 연소 4, OS: 

메탄/수소 엔진 해외개발 동향 ２, 램/스크램제트추진 3, OS: 스

마트에어모빌리티 기초 연구 2, 구조 및 소재 2

제 1 발표장 (2층 볼룸1)

제 2 발표장 (볼룸2)

제 3 발표장 (볼룸3)

제 4 발표장 (볼룸4)

제 5 발표장 (우도)

제 6 발표장 (마라)

제 7 발표장 (추자)

제 8 발표장 (비양)

10:50 ~ 11:10

11:10 ~ 11:30

11:30 ~ 11:50

11:50 ~ 13:00 중  식 1층 탐모라 식당

13:00 ~ 13:20 경품추첨 및 폐회식 2층 볼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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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워 크 샵」

- 일 시 : 2022. 5. 25(수) 13:50 ~ 20:00
- 장 소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2층 볼룸1)

사회: 이형진 교수(인하대)

13:50~14:00 
개회사: 박태선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환영사: 최환석 한국추진공학회 회장 

14:00~16:30세션1: 세션 1: 원자력기반 우주추진기관 개념연구
[Organizer] 

양수석 박사(항우연)

좌장: 조남경 박사(항우연)

14:00~14:30 원자력 기반 우주추진기관 기획연구 개요 
양수석 박사

항우연

14:30~15:00 해외의 행성탐사 프로그램과 추진시스템
김정수 교수

부경대

15:00~15:30 화성탐사선 적용을 위한 전기추력기 해외연구 동향
최원호 교수

KAIST

15:30~16:00 원자력 열추진 시스템 개요
최정열 교수

부산대

16:00~16:30 원자력 기반 추진기관을 위한 원자로 및 국내기술역량 
김찬수 박사

원자력연

16:30~16:45 종합토론 및 휴식 (Coffee Break)

16:45~18:15
세션2: 세션 2: 뉴스페이스를 여는 도전적인 스타트업의 

              소형 우주발사체 개발 현황

[Organizer] 

「우주 및 로켓추진」 부문

 서성현 부문위원장

좌장: 서성현 교수(한밭대)

16:45~17:30 이노스페이스 소형발사체 개발현황 및 계획
정 훈 소장

이노스페이스

17:30~18:15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메탄 엔진 기반 

소형발사체 개발 현황 

이은광 부문장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18:15~18:30 휴 식 (Coffee Break)

18:30~20:00 리 셉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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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좌장 일정표

날 짜

           발표

장

  시간

제1발표장 제2발표장 제3발표장 제4발표장 제5발표장 제6발표장 제7발표장 제8발표장 제9발표장

(2층 볼룸1) (볼룸2) (볼룸3) (볼룸4) (우도) (마라) (추자) (비양) (8층 한라)

5월 26일

(목)

08:30~17:00 등 록 

세션 A 우주 및 로켓추진 1 우주 및 로켓추진 2 연료 및 추진제 가스터빈/내연기관 1 열/유체역학 및 연소 1 램/스크램제트추진 1 추진전원/파이로 구조 및 소재 1
OS: 

전국대학교로켓연합회 
1 (NURA)

좌 장 원수희 진정근 민병선 김춘택 박재현 이형진 김경진 박재범 전하상

09:00-09:20 UGOLINI Vincent Mario Pierre 신정식 윤지수 김청환 황성록 Jintu K James 오주영 김홍규 김민수

09:20-09:40 안현종 권찬얼 임대홍 김석민 심형섭 진상욱 이예준 김용하 김정호

09:40-10:00 허수범 Pravendra Kumar 유진석 이동은 노태원 변종열 이문호 윤진영 황진하

10:00-10:20 이기범 박홍영 정상우 노성현 변종열 김경진 김도현 김화영

10:20-10:30 휴 식

세션 B 우주 및 로켓추진 3 우주 및 로켓추진 4 OS: 복합추진기술 1
OS: 우주추진용 

고추력 전기추력기 
연구개발 1

열/유체역학 및 연소 2
OS: 무인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１

OS: 추진제 및 화약용 
고에너지 물질

OS: 이중램제트 
추진기술 

OS: 
전국대학교로켓연합회 

2 (NURA)

좌 장 서성현 박재현 성홍계 김호락 이형주 김동화 민병선 박동창 심주현

10:30-10:50 홍문근 차정열 최종호 김호락 현원정 이창열 민병선 박동창 이종범

10:50-11:10 김대진 최석민 성홍계 도근태 김재현 변상인 심홍민 남궁혁준 박진욱

11:10-11:30 신주현 원수희 이승빈 강상훈 배창한 정상진 김명진 최호진 김선창

11:30-11:50 김준겸 김인명 임영택 김영호 성부경 심현석 이웅희 배주현 길유창

11:50-12:10 정진택 원수희 신재혁 정성준 권국태 남재현 김지웅

12:10-13:20 중 식 (1층 탐모라 식당)

세션 C
OS: 신진연구자 
초청강연 세션

우주 및 로켓추진 5 OS: 복합추진기술 2
OS: 우주추진용 

고추력 전기추력기 
연구개발 2

OS: 친환경 접촉 점화 
추진제 추진기관

OS: 무인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２

추진체계/시험평가
OS: 해상기반 

우주발사체 및 미래 
추진시스템

OS: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

업단

좌 장 장석필 이지형 최종호 김수겸 이종광 임주현 기자영 오경원 채희상

13:20-13:40

13:20~13:50

김익현

13:20~13:40

전태준

13:20~13:40

박희도 김수겸
13:20~13:40

장경민 김동화 기자영 신승민
13:20~13:40

용상순

13:40~14:00

강정석

13:40~14:00

김영진

13:40~14:00

이경환

13:40~14:00

이재형
13:40-14:00 이동호 조건환 백지웅 강선일

13:50~14:20

윤애정

14:00~14:20

박찬용

14:00~14:20

차성익

14:00~14:20

정준영

14:00~14:20

윤한수

14:40-14:20 박재홍 이기돈 이승호 오경원

14:20~14:40

이주미

14:20~14:40

염대기

14:20~14:40

김혜인

14:20~14:40

지상연

14:20~14:40 최상인 김상조 이민호 김대래

14:20~14:50

전은지

14:40~15:00

강정석

14:40~15:00

정해승

14:40~15:00

김건영

14:40~15:00

채종원

14:40-15:00 15:00~15:20

김주원

15:00~15:20

김신현

15:00~15:20

김규섭

15:00~15:20

심재돈

15:00-15:10 휴 식

15:10-15:50

포스터 세션 (2층 볼룸 로비)     좌장 발표자

UAM/전기추진

이금오,

이양지

박토순

가스터빈/내연기관 Robert Taylor, 문성재, 박희승, 유건원, 이창욱

구조 및 소재 공정훈, 김호석, 노영희, 양태호, 유재한, 이보람, 장인중

램/스크램제트추진 김재원, 서지완, 이양지, 임창원, 정해창, 조천현, 진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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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목)

연료 및 추진제 Kanagaraj Gnanaprakash, 김성한, 김재승, 서만수, 오민석

열/유체역학 및 연소
Bin Li, 기완도, 김용제, 김정현, 김지운, 김지혁, 남주영, 박선명, 배지열, 이대연, 이민수, 

이은석, 조규희, 진 솔, 차동진

우주 및 로켓추진

강동혁, 강병윤1, 강병윤2, 권오성, 길경섭, 김규만, 김문기, 김옥구, 김종규, 김진선, 김충만, 

김현준, 남창호, 도정환, 박주원, 배준환, 백승환, 서성현, 손은원, 왕승원, 위민수, 유이상, 

이성민, 이재준, 이정호, 이항기, 이현섭, 임호민, 전성민, 정은환, 정현성, 제원주, 조원국, 

주성민, 허준원, 홍석현, 홍순삼, 홍용기1, 홍용기2

제어/진단 이석환, 이재훈, 임성혁

추진전원/파이로 유해욱, 황준식

추진체계/시험평가
구본찬, 김동기, 김동희, 김성혁, 김채형, 남중원, 문경록, 박정후, 소윤석, 송윤호, 

신민규, 여인석, 우성필, 이경재, 이광진, 이승재, 이정민, 이현승, 정영석, 정용갑, 조시현

15:50-16:00 휴 식

16:00-16:20 개회식 (2층 볼룸)

16:20-17:10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            (2층 볼룸)

 조문수 대표이사 [한국카본]              좌장: 노태성

17:10-18:00
                  “우주의 중요성과 한화의 우주사업 소개”           (2층 볼룸)

강주성 연구소장 [한화 종합연구소]        좌장: 문희장

18:00-18:20 휴 식

18:20-20:00  만찬 (2층 볼룸) [우수발표논문상 시상식/NURA 시상식/경품추첨]

날 짜

           발표

장

  시간

제1발표장 제2발표장 제3발표장 제4발표장 제5발표장 제6발표장 제7발표장 제8발표장 제9발표장

(2층 볼룸1) (볼룸2) (볼룸3) (볼룸4) (우도) (마라) (추자) (비양) (8층 한라)

5월 27일

(금)

08:30~13:00 등 록

세션 D 우주 및 로켓추진 6 우주 및 로켓추진 7 

OS: 공기흡입식 
추진기관용 

액체연료개발기술 
(5차) 1

열/유체역학 및 연소 3
OS: 메탄/수소 엔진 
해외개발 동향 1

램/스크램제트추진 2
OS: 

스마트에어모빌리티 
기초 연구 1

가스터빈/내연기관 2
OS: 

전국대학교로켓연합회 
3 (NURA)

좌 장 정성민 김철웅 정병훈 신동혁 조남경 김동환 박성우 김춘택 최모건

09:00-09:20 정황희 임병직 한기보 정승민 유재한 황정재 박승우 이희도
9:00~9:20

김세훈

9:20~9:40

이기택09:20-09:40 심주현 임병직 오승교 정우석 이지성 유영린 유문규 손주찬

9:40~10:00

김귀남
09:40-10:00 김현준 강철웅 문정인 이상래 김진혁 최호진 박성준 최승영

10:00~10:20

이기원

10:00-10:20 이신우 김현우 10:20~10:40

이기원

10:20-10:30 휴 식

세션 E 우주 및 로켓추진 8 우주 및 로켓추진 9

OS: 공기흡입식 
추진기관용 

액체연료개발기술 
(5차) ２

열/유체역학 및 연소 4
OS: 메탄/수소 엔진 
해외개발 동향 ２

램/스크램제트추진 3
OS: 

스마트에어모빌리티 
기초 연구 2 

구조 및 소재 2

좌 장 임병직 최상현 정병훈 임성균 조남경 변종열 강태곤 김용하

10:30-10:50 서정길 최상현 서영웅 이현창 심명보 양인영 김설희 박훈관

10:50-11:10 강윤형 김철웅 정지훈 심영주 한상훈 김재은 박조은 이 숙

11:10-11:30 윤영국 이금오 이상문 구인회 류 근 정승민 강서연 김선제

11:30-11:50 정성민 이금오 신민창 김민수 박종연 이재혁

11:50-13:00 중 식 (1층 탐모라 식당)

13:00-13:20 경품추첨 및 폐회식 (2층 볼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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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표장 

 2022년 5월 26일(목)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우주 및 
로켓추진 1

원수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9:00~09:20 Literature Review and Design of the Flow Control Cavitating Venturi Valve
UGOLINI Vincent Mario Pierre*, 권세진(KAIST)

09:20~09:40 기체메탄-액체산소 소형로켓엔진 스월 동축형 인젝터의 리세스 비에 따른 연소 효율
안현종*, 강윤형, 배창한, 조동재, 박홍영, 김정수(부경대)

09:40~10:00 400 N급 가변추력 로켓엔진용 다중 슬릿형 기체-액체 핀틀 분사기의 유동특성
허수범*, 김대환, 김인호, 윤영빈(서울대)

10:00~10:20 다중 분사기가 장착된 모형연소기의 연소 동특성에 대한 분사 배열 효과의 수치해석 연구
이기범*, 박태선(경북대)

우주 및 
로켓추진 3

서성현
(한밭대학교)

10:30~10:50 포핏 밸브, 그리고 단계적 개방
홍문근*(항우연)

10:50~11:10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기술검증시제 시험에서의 터보펌프 작동 특성
김대진*, 이항기, 이정호, 이광진(항우연)

11:10~11:30 다단연소사이클 로켓엔진용 터빈 설계 및 전산유체역학 해석
신주현*, 이항기, 최창호(항우연)

11:30~11:50 전기펌프 사이클을 적용한 발사체 상단의 중량이득 예측
김준겸*, 김건영, 허환일(충남대), 이형진(인하대)

11:50-12:10 소형발사체용 액체로켓엔진 개발비용 추정 연구
정진택*, 안송수, 손택준, 길기남(대한항공) 

OS: 신진연구자 
초청강연 세션

장석필
(한국항공대학교)

13:20~13:50 극초음속 유동과 표면 소재 간의 상호작용
김익현*(계명대)

13:50~14:20 다각적 분석 기법을 통한 고발열체 냉각기술 개발
윤애정*(울산과기원)

14:20~14:50 희박기체/플라즈마를 위한 수치해석과 그 적용
전은지*(KAIST)

 2022년 5월 27일(금)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우주 및 
로켓추진 6

정성민
(국방과학연구소)

09:00~09:20 10 N 추력기의 노즐 성능 해석을 위한 수치 연구
정황희*, 신재렬(넥스트폼), 채종원(항우연)

09:20~09:40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항공기 기반 공중발사체 임무설계
심주현*, 박주원, 홍용기, 이승현, 손택준(대한항공), 이광원, 신진영, 박재필(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09:40~10:00 팔컨 9 발사체의 Inspiration4와 DART 임무 데이터를 포함한 텔레메트리 분석
김현준*, 주성민, 서대반, 임석희, 박재성(항우연)

우주 및 
로켓추진 8

임병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30~10:50 하이브리드 로켓 포트 직경 변화에 따른 파라핀연료 후퇴율에 대한 연구
서정길*, 고수한, 전하상, 이인웅, 문희장(항공대)  

10:50~11:10 기체메탄-액체산소 소형로켓엔진의 막냉각 성능 특성
강윤형*, 안현종, 배창한, 조동재, 박홍영, 김정수(부경대)

11:10~11:30 유량 계수가 이익(二翼) 인듀서 Alternate Blade Cavitation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윤영국*, 송성진(서울대)

11:30~11:50 고체 추진기관의 총역적 변동 원인 분석
정성민*, 장홍빈, 이규준(국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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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발표장 

 2022년 5월 26일(목)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우주 및 
로켓추진 2

진정근
(국방과학연구소)

09:00~09:20 초소형위성 FEEP 추력기용 Externally Wetted Emitter의 모델링 검증 연구
신정식*, 이균호(세종대), 김홍래(솔탑), 고한서(성균관대) 

09:20~09:40 FEEP 추력기를 위한 원형/일자 슬릿형 에미터의 테일러 콘 형성 실험
권찬얼*, Pravendra Kumar, 권기범, 여재익(서울대), 김명길(스페이스케이)

09:40~10:00 FEEP 추력기를 위한 기능 변수에 대한 테일러 콘 형성 의존성
Pravendra Kumar*, 권찬얼, 권기범, 여재익(서울대)

10:00~10:20 핵동력 우주추진 기술동향 분석
박홍영*, 조동재, 배창한, 안현종, 강윤형, 김정수(부경대)

우주 및 
로켓추진 4

박재현
(경상대학교)

10:30~10:50 스크류형 스월 분사기를 활용한 친환경 접촉점화 추진제 펄스 모드 연소 시험
차정열*, 신민규, 심영주, 고영성(충남대), 김선진(충남도립대)

10:50~11:10 저차원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과산화수소 단일추진제 추력기의 저주파 연소불안정성 예측
최석민*, 정상우, 권세진(KAIST)

11:10~11:30 시험용 달 궤도선 추진시스템 누설 검증시험
원수희*, 김수겸(항우연), 김종현, 이재원(한화)

11:30~11:50
Case study of cutting-edged SLM(Selective Laser Meting) Metal 3D Printing 
Technology for Aviation & Aerospace applications
안승민(SLM솔루션), 김인명*(퓨젼테크놀로지)

11:50~12:10 해외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사례 조사 및 시사점
원수희*, 윤형주, 이춘우, 전현진(항우연)

우주 및 
로켓추진 5

이지형
(방위사업청)

13:20~13:40 Smagorinsky model을 이용한 초임계 압력조건의 기체수소-액체산소 전단 동축형 분사기 LES 해석연구
전태준*, 박태선(경북대)

13:40~14:00 균질혼합모델과 Eulerian To Lagrangian 전환기법을 이용한 핀틀분사기 연소특성 연구
강정석*, 유영린, 성홍계(항공대), 권민찬(국과연)

14:00~14:20 유압 임피던스를 활용한 로켓 연소의 저주파 불안정 예측
박찬용*, 권세진(KAIST)

14:20~14:40 E-D 노즐의 핀틀 형상에 따른 추력과 공력하중 분석
이주미*, 최준섭, 허환일(충남대)

14:40~15:00 100개의 단공 원통 그레인을 사용한 CBT 연소의 정밀 모델링과 해석
강정석*, 박종근, 유영린, 성홍계(항공대), 이원민, 김은미(한화)

15:00~15:20 다양한 촉매를 사용한 고성능 이온성 HEHN 단일추진제 연소 시험
김주원*, 권세진(KAIST), Vikas Khandu Bhosale, 윤원재, 송재권, 반홍섭(스페이스솔루션)

 2022년 5월 27일(금)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우주 및 로켓추진 7

김철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9:00~09:20 액체산소/액체메탄 교대배치 재생냉각 채널 연소기 적층 제작
임병직*, 이금오, 이기주, 박재성(항우연)

09:20~09:40 액체산소/액체메탄 교대배치 재생냉각 연소기 연소시험
임병직*, 이준성, 이기주, 박재성(항우연)

09:40~10:00 메탄엔진 연소기의 추력제어를 위한 유량조절밸브의 예비시험
강철웅*, 이신우, 한선우, 이강영, 정하동, 안규복(충북대), 지상연, 이종덕(한양이엔지)

10:00~10:20 동축형 분사기의 형상학적 변수에 대한 연구
이신우*, 강철웅, 안규복(충북대), 임병직(항우연), 채명일(비츠로넥스텍)

우주 및 로켓추진 9

최상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30~10:50 TransCost와 SOLSTICE를 이용한 소형발사체 비용 추정
최상현*, 이기주, 임석희(항우연)

10:50~11:10 소형발사체 상단용 액체메탄 로켓엔진의 개념설계 
김철웅*, 임병직, 이준성, 서대반, 임석희, 이금오, 이기주, 박재성(항우연)

11:10~11:30 Falcon 9 타입의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 및 정지궤도 발사체 임무설계
이금오*, 서대반, 임병직, 이준성, 박재성, 최수진, 이기주(항우연)

11:30~11:50 미국 소형발사체 스타트업의 뉴스페이스 개발전략
이금오*, 이기주(항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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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발표장 

 2022년 5월 26일(목)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연료 및 추진제

민병선
(국방과학연구소)

09:00~09:20 고체추진 추력조절 시스템에 대한 소화특성 영향인자 연구
윤지수*, 허준영, 오석진(국과연)

09:20~09:40 Electrically controlled solid propellants 의 연소특성에 관한 실험적 분석
임대홍*, Kanagaraj Gnanaprakash, 여재익(서울대)

09:40~10:00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그레인 형상 최적 설계 연구
유진석*, 노태성, 이형진(인하대)

10:00~10:20 횡단유동내 조건 연료 제트의 연소 가시화
정상우*, 최석민, 권세진(KAIST)

OS: 
복합추진기술 1

성홍계
(한국항공대학교)

10:30~10:50 다중복합추진기관 성능 설계 요소 및 설계방안
최종호*, 이봉술, 정해승(국과연)

10:50~11:10 복합추진 TBCC 엔진의 성능 모델링
성홍계*, 윤동규, 천호석, 최환웅, 이정주(항공대) 

11:10~11:30 극초음속 비행체의 열관리 시스템 연구 동향
이승빈*, 박수용(제이엔엠메카텍), 김의수(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박정배(국과연) 

11:30~11:50 복합추진 비행체용 열관리 시스템 연구 계획
박수용, 이승빈(제이엔엔메카텍), 임영택*(온스트림), 박정배(국과연)

11:50~12:10 극초음속 비행체 연료의 열역학적 상태량 연구현황 분석
신재혁*, 임영택(온스트림), 박수용(제이엔엠메카텍)

OS: 
복합추진기술 2

최종호
(국방과학연구소)

13:20~13:40 초임계 연료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박희도*, 임영택(온스트림), 이승빈(제이엔엠메카텍)

13:40~14:00 2차원 Wedge형 가변 흡입구 개념 설계
김영진*, 이형진(인하대)

14:00~14:20 3차원 유선추적 기법 기반 형상 가변형 극초음속 복합추진시스템 흡입 공기 유로 설계
차성익*, 도형록(서울대)

14:20~14:40 Rectangular to Elliptical Shape Transition 유선 추적형 흡입구 설계 및 성능 평가
염대기*, 정해창, 임성균(고려대), 김현우, 성홍계(항공대)

14:40~15:00 다중복합추진기관 적용을 위한 소형 로켓연소기 개념설계
권민찬, 배주현, 정해승*, 진상욱, 최호진, 최종호(국과연)

15:00~15:20 터보팬 엔진 성능 모델링과 복합추진기관 터보엔진 연구방안 
김신현*, 김상제, 이동현, 김정호, 고강명(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해승(국과연)

 2022년 5월 27일(금)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OS: 공기흡입식 
추진기관용 

액체연료개발기
술 (5차) 1

정병훈
(국방과학연구소)

09:00~09:20 열안정성 향상 제트연료 제조를 위한 다성분계 탄화수소 전환 촉매 수소화 기술
한기보*, 장정희, 이지은(고등기술연), 정병훈(국과연)

09:20~09:40 열안정성연료 제조를 위한 수소화 반응용 불균일계 촉매 연구
오승교*, 박영서, 전종기(공주대), 한기보(고등기술연), 정병훈(국과연) 

09:40~10:00 모사 JP-7 연료를 이용한 흡열분해 연구
문정인*, 김학주(에기연), 정병훈(국과연), 이기봉(고려대)

OS: 공기흡입식 
추진기관용 

액체연료개발기
술 (5차) 2

정병훈
(국방과학연구소)

10:30~10:50 니켈 담지 촉매의 수소화반응 성능 향상 방안
정휘람, 정휘주, 서영웅*(한양대)

10:50~11:10 메탈폼 및 관벽 코팅 촉매를 이용한 액체연료의 흡열특성
김나리, 최정윤, 정지훈*(경기대), 정병훈(국과연)

11:10~11:30 관벽 코팅 및 충진 촉매의 연료 흡열 반응 및 탄소 침적에 관한 연구
이상문*, 장영희, 김성수(경기대), 정병훈(국과연)

11:30~11:50 흐름식 반응기를 통한 모사 JP-7의 흡열 분해 반응 연구
신민창*, 박정훈(동국대), 김학주(에기연), 정병훈(국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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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발표장 

 2022년 5월 26일(목)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가스터빈/내연
기관 1

김춘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9:00~09:20 방켈 로터리 엔진의 포트 형상 및 로터 리세스 슬롯 유무에 따른 엔진 내 유동에 대한 수치 해석적 연구
김청환*, 박성호, 김명규, 고준만, 김정우, 안은수(테너지)

09:20~09:40 막냉각 홀의 형상에 따른 터빈 블레이드 끝벽에서의 막냉각 효율 측정
김석민*, 이동은(UST), 정희윤, 강영석, 이동호(항우연)

09:40~10:00 다양한 추력 조건에서의 무인기용 마이크로 터보젯 통합 모델의 3D CFD 해석
이동은*, 김석민(UST), 정희윤, 강영석, 이동호(항우연)

OS: 우주추진용 
고추력 

전기추력기 
연구개발 1 

김호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30~10:50 완전전기추진시스템 설계 연구
김호락*, 김수겸(항우연)

10:50~11:10 전기추력기 추력 측정을 위한 < 1 N급 단일축 진자형 추력스탠드 설계
도근태*, 박동하, 김영호, 최원호(KAIST), 김호락(항우연)

11:10~11:30 입자 간 전하교환을 고려한 전기추력기의 플룸 해석
강상훈*(건국대)

11:30~11:50 50 mN급 홀추력기 개발모델 설계
김영호*, 도근태, 이동호, 박재홍, 최원호(KAIST)

OS: 우주추진용 
고추력 

전기추력기 
연구개발 2

김수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3:20~13:40 정지궤도 위성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을 위한 전기추진시스템
김수겸*, 김호락(항우연)

13:40~14:00 초소형위성을 위한 50 W급 마이크로 홀추력기의 자기장 형상에 따른 성능특성 연구 
이동호*, 도근태, 최원호(KAIST), 김호락(항우연)

14:00~14:20 홀추력기 추력성능 예측을 위한 이차원 전산해석 모델 개발
박재홍*, 김영호, 도근태, 이동호, 이재준, 최원호(KAIST)

14:20~14:40 열 전달 해석을 통한 5kW급 전력공급장치의 방열 구조설계
최상인*, 이경상, 심재돈, 송진환(AP위성)

 2022년 5월 27일(금)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열/유체역학 및 
연소 3

신동혁
(KAIST)

09:00~09:20 oMLP 기법을 적용한, 초음속 동축 화염의 3차원 LES-PaSR 연소해석
정승민*, 성부경, 최정열(부산대)

09:20~09:40 오픈소스를 이용한 액체로켓엔진 내 열교환기의 형상 변화와 냉각유체 종류에 대한 수치적 연구
정우석*, 김홍집(충남대), 이현주(윕스)

09:40~10:00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체용 부동액 냉각기의 성능예측
이상래*(이노윌), 김재훈(충남대)

열/유체역학 및 
연소 4

임성균
(고려대학교)

10:30~10:50 과열도가 감압비등 분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차현우, 강동현, 이현창*(경남대)

10:50~11:10 축소형 예연소기 삼중분사기 형상에 따른 연소특성 연구 Ⅱ
심영주*, 오정화, 백지웅, 차정열, 고영성(충남대)

11:10~11:30 회전 데토네이션 엔진 시동을 위한 Pre-detonator 작동 특성 실험연구
구인회*, 이재혁, 한형석, 최정열(부산대)

11:30~11:50 스크램제트 가진을 위한 마이크로PDE 특성 실험연구
김민수*, 이재혁, 한형석, 최정열(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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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발표장 

 2022년 5월 26일(목)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열/유체역학 및 
연소 1

박재현
(경상대학교)

09:00~09:20 탄화수소 항공유의 전달물성치 예측성능 향상기법 연구
황성록*, 이형주(부경대)

09:20~09:40 초임계 조건에서 흡열 분해된 연료의 분무 및 연소 특성 연구
심형섭*(세종대)

09:40~10:00 고체로켓모터 노즐의 열분해와 삭마를 고려한 열해석 및 검증
노태원*, 유진석, 노태성, 이형진(인하대)   

10:00~10:20 복합추진탄의 추진 조건별 기저항력 특성에 대한 해석적 연구
노성현*, 이석제(한화)

열/유체역학 및 
연소 2

이형주
(부경대학교)

10:30~10:50 열음향결합과 하이브리드 로켓의 저주파수 연소불안정
현원정*, 이창진(건국대)

10:50~11:10 모델 연소실 내 압력에 따른 산소/메탄 동축 제트 화염의 연소 특성
김재현*, 김영후, 우예림, 권오채(성균관대)

11:10~11:30 정상초음파 가진이 케로신 Slit-jet 부상화염에 미치는 영향
배창한*, 강윤형, 안현종, 조동재, 박홍영, 김정수(부경대)

11:30~11:50 막냉각 연소식 공기가열기의 연소 및 유동특성 고찰
성부경*, 정승민, 이재혁, 김민수, 최정열(부산대)

11:50~12:10 덕티드 스크램제트 연소기의 수치해석 연구
이상곤, 강상훈(건국대), 정성준*(세종대)

OS: 친환경 
접촉 점화 
추진제 
추진기관

이종광
(한밭대학교)

13:20~13:40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연소실 막 냉각 분사 특성 연구
장경민*, 정은상(부산대)

13:40~14:00 저장성 향상을 위한 반응성 연료 제조 방법
이경환*, 김충만, 이종광(한밭대), 강홍재(기계연), 박영철(국과연)

14:00~14:20 과산화수소 접촉점화성 하이브리드 로켓의 연소 및 재점화 시험
정준영*, 최규완, 권세진(KAIST)

14:20~14:40 액체로켓 공급 시스템의 동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검증 
김혜인*, 노태성, 이형진(인하대), 김건영, 허환일(충남대)

14:40~15:00 전기펌프 사이클 추진 장치의 공급계 유량 제어 시스템 기초 연구
김건영*, 김준겸, 이민호, 허환일(충남대), 이형진(인하대)

15:00~15:20 신속 접촉 점화 추진기관의 충격파 연소불안정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김규섭*, 정상우, 정준영, Vincent Mario Pierre Ugolini, 권세진(KAIST)

 2022년 5월 27일(금)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OS: 메탄/수소 
엔진 해외개발 

동향 1

조남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9:00~09:20 프로메테우스 엔진 개요
유재한*(항우연)

09:20~09:40 메탄/수소 엔진 추진공급계통 해외 개발 동향
이지성*(항우연)

09:40~10:00 일본 액체수소 엔진 개발 동향
김진혁*, 문윤완(항우연)

OS: 메탄/수소 
엔진 해외개발 

동향 2

조남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30~10:50 메탄/수소 로켓엔진 터보펌프 해외개발 동향
심명보*, 최창호(항우연)

10:50~11:10 DLR LUMEN 프로젝트의 연소기 개발 동향
한상훈*, 유철성(항우연)

11:10~11:30 메탄 및 수소 로켓엔진 터보펌프 회전체의 베어링과 실에 관하여
류 근*(한양대)

11:30~11:50 액체수소 엔진 개발 동향 – Vinci
박종연*, 문윤완(항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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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발표장 

 2022년 5월 26일(목)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램/스크램제트
추진 1

이형진
(인하대학교)

09:00~09:20 Unsteadiness of Multiple Shock Wave Oscillations in a Scramjet Isolator
Jintu K James*, 김희동(안동대)

09:20~09:40 초음속 유동의 유동각, 유속 동시 측정 방법
진상욱*, 임창원, 최호진, 오석진(국과연)

09:40~10:00 스크램제트 엔진 시험을 위한 Semi-Freejet 시험장치 개발
변종열*, 최호진, 김재원(국과연), 남궁혁준, 기완도, 송재강(현대로템) 

10:00~10:20 스크램제트 자유제트 시험을 위한 마하수 5 노즐 성능 특성
변종열*, 김재원(국과연)

OS: 
무인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１

김동화
(국방과학연구소)

10:30~10:50 터보팬 엔진 FADEC의 Middleware 아키텍처 적용 방안
이창열*, 임익찬, 조영호(LIG넥스원), 김중회(국과연), 장호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50~11:10 무인항공기용 발전기 전자기 설계에 관한 연구
변상인*, 정상진(동성전기), 박성준, 박두환(모트롤), 홍일선(국과연)

11:10~11:30 무인항공기용 발전기 회전자 해석에 관한 연구
정상진*, 변상인(동성전기), 박성준, 박두환(모트롤), 홍일선(국과연)

11:30~11:50 터보팬 엔진 연료시스템의 모델링 및 성능 분석
심현석*, 유경원(국과연)

OS: 
무인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2

임주현
(국방과학연구소)

13:20~13:40 무인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 동향
김동화*, 임주현, 유경원, 김유일(국과연)  

13:40~14:00 가스터빈 고온가스 유입(Hot gas ingestion) 연구 동향 
조건환*(두산에너빌리티)

14:00~14:20 가스터빈 냉각 설계 기술
이기돈*(두산에너빌리티)

14:20~14:40 터보팬 엔진 탈설계 성능 분석을 위한 시스템 모델링
김상조*, 김유일(국과연)

 2022년 5월 27일(금)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램/스크램제트
추진 2

김동환
(현대로템)

09:00~09:20 경계층 흡입을 통한 스크램제트 내 불시동 충격파 지연 연구
황정재*, 임성균(고려대)

09:20~09:40 초음속 유동 내 액체연료 분사 및 분열의 초정밀 수치해석 연구
유영린*, 성홍계(항공대)

09:40~10:00 초음속 연소기에서 배압이 점화와 연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호진*, 진상욱, 변종열, 정해승, 배주현, 박동창(국과연)

10:00~10:20 스크램제트 엔진의 불시동 검출과 정량화 연구(2)
김현우*, 성홍계(항공대)

램/스크램제트
추진 3

변종열
(국방과학연구소)

10:30~10:50 재생 냉각 초음속 연소기에서 열교환기 성능 문제 고찰
양인영*(항우연)

10:50~11:10 스크램제트 흡입구와 격리부의 대류열전달 전산해석
김재은*, 최정열(부산대)

11:10~11:30 3차원 LES-PaSR 해석을 통한, 당량비에 따른 스크램젯 연소기의 혼합 및 연소 특성 분석
정승민*, 이재혁, 최정열(부산대)

11:30~11:50 마이크로 펄스 데토네이션 엔진을 이용한 스크램젯 연소기 점화 실험 연구
이재혁*, 한형석, 김민수, 최정열(부산대), 이은성(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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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발표장 

 2022년 5월 26일(목)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추진전원/파이로

김경진
(금오공과대학교)

09:00~09:20
수분노화된 금속/KClO4 산화제 기반의 고에너지 물질의 화학반응역학의 변화를 유
발하는 주요인자 확인
오주영*, 여재익(서울대)

09:20~09:40 장기간 노화가 마그네슘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예준*, 오주영, 여재익(서울대)

09:40~10:00 EBW의 기폭에너지 최적화 연구
이문호*, 김보민(국과연), 김규형, 김양균(한화) 

10:00~10:20 폭발도선형 기폭관의 기폭전류 예측 모델링 및 파형특성 분석
김경진*(금오공대), 이문호(국과연), 김규형, 김양균(한화)

OS: 추진제 및 
화약용 

고에너지 물질

민병선
(국방과학연구소)

10:30~10:50 고성능 HTPB 고체 추진제 구현을 위한 HTPB 바인더의 신 제조기법 연구
민병선*, 이진혁, 심홍민, 김성준(국과연)

10:50~11:10 주조형 수반응 고체 추진제 제조 및 특성
심홍민*, 민병선, 오석진(국과연)

11:10~11:30 전기 제어 고체 추진제 연구 현황
김명진*, 김태규(조선대)

11:30~11:50 Azido-Triazole계 둔감 에너지화 가소제 연구
이웅희*, 전수아(한화), 박영철(국과연)

11:50~12:10 고에너지 물질의 둔감 합성 전략 : TKX-50
권국태*, 김승희, 유해욱, 이소정(국과연), 이웅희(한화) 

추진체계/시험
평가

기자영
(극동대학교)

13:20~13:40 UAM과 4차산업 기술의 발전 동향 분석
기자영*, 고성희(극동대)

13:40~14:00 고공 환경 모사용 설비에서 열교환기의 곡률에 따른 특성
백지웅*, 신민규, 오정화, 심영주, 고영성(충남대)    

14:00~14:20
포 발사 고체연료 램제트 추진 시스템 연소실 모사를 위한 아산화질소 촉매분해 하
이브리드 추력기 기반 실험 설비 제안
이승호*, 권세진(KAIST), 정필규, 강인영(풍산), 정은상(부산대)

14:20~14:40 우주용 배터리의 국외 우주 환경 실험
이민호*, 김건영, 허환일(충남대)

 2022년 5월 27일(금)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OS: 
스마트에어모빌
리티 기초 연구 

1

박성우
(한국항공대학교)

09:00~09:20 오픈소스 기반 축소형 발사시연체의 Tethered 비행시험
박승우*, 김민우, 고상호(항공대)

09:20~09:40 DTED를 사용한 단일 빔의 지형 스캔 데이터 생성 시뮬레이션
유문규*, 강승훈, 이상철(항공대)

09:40~10:00 스마트 에어 모빌리티 동력원 열 제어를 위한 응축부 표면 열저항 감소 기술
박성준*, 장석필(항공대)      

OS: 
스마트에어모빌
리티 기초 연구 

2

강태곤
(한국항공대학교)

10:30~10:50 압력선회형 인젝터의 와류실 직경 변화에 따른 모사 젤 추진제의 분무특성
김설희*, 조장희, 이동근, 이동희, 강태곤, 문희장(항공대)

10:50~11:10 요변성 유체의 무차원 변수 변화에 따른 유동 특성
박조은*, 강태곤, 문희장(항공대), 정선엽(단국대), 박준동(숙명여대) 

11:10~11:30 스마트모빌리티 액체수소 공급용 기화기 성능해석 모델
강서연*, 장석필(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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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발표장 

 2022년 5월 26일(목)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구조 및 소재 1

박재범
(국방과학연구소)

09:00~09:20 고성능 일체형 터빈로터 제조기술
김홍규*, 김규식, 김동훈, 송영범, 홍성석(국과연)

09:20~09:40 복합재 적층판의 기계적 물성에 대한 등가 기법 연구
윤재호, 김한준(한화), 김용하*(충남대)

09:40~10:00 추진제 탱크 제작을 위한 자가 반응형 마찰교반용접 공정기술 개발현황
윤진영*, 천현필(생기연)

10:00~10:20 MCrAlY 본드코팅에 따른 열차폐코팅의 내산화 특성 연구
김도현*, 강용진, 권한솔, 김동원, 변응선(재료연), 장경익(두산에너빌리티)

OS: 이중램제트 
추진기술

박동창
(국방과학연구소)

10:30~10:50 이중램제트 추진기술 연구
박동창*, 최호진, 변종열, 정해승, 박근홍(국과연)

10:50~11:10 공중발사 초고속 추진-활공체 재점화 기술 개발
남궁혁준*, 송재강, 기완도, 김동환(현대로템), 강상훈(건국대)

11:10~11:30 이중램제트용 초음속 연소기의 연소기 형상에 따른 운용특성
최호진*, 변종열, 진상욱, 정해승, 배주현, 박동창(국과연)  

11:30~11:50 실기체급 비행체 모델에 대한 M4 준자유류 시험 장치 설계 및 운용
배주현*, 최호진, 진상욱, 임창원, 김정우, 변종열, 박동창(국과연)

11:50~12:10 이중모드 스크램제트 엔진의 모드 천이 및 추력 확인을 위한 준1차원 연소해석
남재현*, 여재익(서울대), 강상훈(건국대)

OS: 해상기반 
우주발사체 및 

미래 
추진시스템

오경원
(호원대학교)

13:20~13:40 소형원자로 추진체계 개발현황과 발전 방향
오경원(호원대), 신승민*(부산대)

13:40~14:00 우주발사체 발사대시스템 현황 및 한국형 해상 발사대시스템 제안
강선일*, 김대래(항우연)

14:00~14:20 해상기반 우주발사체 시스템
오경원*(호원대)

14:20~14:40 해상 발사 우주발사체의 발사 운용 개념
김대래*, 임찬경, 양성필, 이영호(항우연)

 2022년 5월 27일(금)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가스터빈/내연
기관 2

김춘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9:00~09:20 환형연소기에서 대칭성파괴가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희도*, 이기만(순천대), 유춘상(울산과기원), 박 정(부경대), 정석호(KAUST)

09:20~09:40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연소기에서의 화염전달 함수의 특성이 연소 불안정성 모델링
에 미치는 영향
손주찬*, 김대식(강릉원주대) 

09:40~10:00 가스터빈 회전-정지 시스템의 회전속도에 따른 열전달 특성
최승영*, 송호섭, 허정훈, 이희재, 조형희(연세대), 정일영, 조명환(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구조 및 소재 2

김용하
(충남대학교)

10:30~10:50 VPS 공정의 본드 코팅용 분말입자 거동에 관한 수치 해석적 연구
박훈관*, 강용진, 박영진, 남욱희, 이성훈(재료연)

10:50~11:10 공통격벽 추진제 탱크 구조의 좌굴 knockdown factor 도출 연구
이 숙*, 손택준, 최상민, 배진효(대한항공) 

11:10~11:30 터보기계 구름접촉 베어링의 고장 및 잔존수명 예측 기술
김선제*, 김동민, 홍순호(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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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발표장 

 2022년 5월 26일(목)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OS: 
전국대학교로켓

연합회 1

전하상
(한국항공대학교)

09:00~09:20 PKNU-Ⅱ of I-class Rocket Feedback
김 단, 김동균, 김민수*, 최혜리(부경대) 

09:20~09:40 PROCKET-Ⅳ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설계 계획
김정호*, 박경미, 장윤지, 이근정, 천병희, 홍승조, 신주영, Rattanakodsakun Krittichok, 염기운, 최정열(부산대)

09:40~10:00 HAN/POLYMER 추진제 하이브리드 추진기관 실험환경 구축
황진하*(조선대)

10:00~10:20
모듈형 로켓 신기전K22의 개념설계
김화영*, 김형민, 송민수, 안지훈, 김강현, 김선민, 김찬현, 박성우, 이준우, 이준기, 임재혁, 
정승수, 조재현, 장재웅, 차승현, 채수언(경기대)

OS: 
전국대학교로켓

연합회 2

심주현
(대한항공)

10:30~10:50 화약 사출을 이용한 KNSB 아마추어 로켓 피드백
권순찬, 이범석, 이종범*, 유혜린, 김민영, 박재현(경상대)

10:50~11:10 로켓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통신 계획 수립
박진욱*, 박소정, 민성희, 백승연, 한효원, 김태오, 김대욱(건국대) 

11:10~11:30 CD Nozzle의 Expansion Geometry에 따른 Nozzle Efficiency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선창*, 곽근재, 김세진, 문현진(고려대)

11:30~11:50 스파크 점화시스템을 적용한 HDPE/N2O 소형 하이브리드 로켓 제작 및 시험비행
길유창*(항공대)

11:50~12:10 고체연료 및 덕트팬 추진 2단 로켓 시스템의 재회수 비행제어기 설계 및 성능 검증시험
김지웅*, 문인우, 최모건, 이희남(순천대)

OS: 
스페이스파이오
니어사업단

채희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3:20~13:40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을 통한 추진분야 우주중점기술 개발
용상순*, 채희상, 박신무, 송복섭, 석병석(항우연)

13:40~14:00 마찰교반용접 기술을 적용한 공통격벽 구조의 추진제 탱크 개발
이재형*, 모용선, 정대홍, 윤종현(엔디티엔지니어링)

14:00~14:20 소형발사체 에비오닉스 시스템 설계
윤한수*, 이현소, 최성진, 이승희(단암시스템즈), 이창선(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강식(비텔링스) 

14:20~14:40 단간 연결 엄빌리칼 개발 계획
지상연*, 이보람, 양태호, 이성민(한양이엔지), 이무근(항우연), 손택준, 정진택, 홍용기(대한항공) 

14:40~15:00 저장성 이원추진제 추력기 국외 및 국내 개발 현황
채종원*(항우연)

15:00~15:20 200mN급 고추력 전기추진시스템 개발 현황 및 전망
심재돈*, 송진환(AP위성), 최원호(KAIST), 김호락(항우연), 성홍계(항공대)  

 2022년 5월 27일(금)

분야 / 좌장 시 간 제 목 (저 자)

OS: 
전국대학교로켓

연합회 3

최모건
(순천대학교)

09:00~09:20 중앙대학교 전국대학교로켓발사대회 보완점
김세훈*, 조현동(중앙대) 

09:20~09:40 안정적인 전자 부품 작동을 위한 페이로드 내부 구조 개선
이기택*, 김윤수, 이민형, 이승호, 신나라, 박지연, 전효준(가천대)

09:40~10:00
2021년도 강원대학교 로켓 발사 피드백
김귀남*, 이효석, 박수빈, 박재현, 박동훈, 문승민, 추 진, 김도울, 김승현, 강예찬, 김윤주, 
이동욱, 이주성, 장상혁, 양희수, 전지수, 감주황, 송상현(강원대)

10:00~10:20 성냥과 KNSB의 연쇄적인 연소 반응을 활용한 SRM용 점화기 개발
유은주, 김요한, 박성현, 서형권, 손윤재, 이기원*(경희대)

10:20~10:40 딥러닝을 이용한 드론 항공추진 자세제어 방안 연구
이기원*, 이예주(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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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세션                      2022년 5월 26일(목) 15:10~15:50 
 UAM/전기추진 / 가스터빈/내연기관 / 구조 및 소재 / 램/스크램제트 추진 / 연료 및 추진제 / 우주 및 로켓추진 좌 장 : 이금오(한국항공우주연구원)

번호 제   목 저   자

1 차세대 무인기용 분산추진시스템의 배열 및 경계층 재유입 효과 분석 박토순*(국과연)

2 상용 해석 소프트웨어 간 구름베어링 성능 예측 결과 비교 Robert Taylor*, 김동현(국과연) 

3 공기제트를 이용한 안개저감 연구 문성재*, 강동건, 김영찬, 최성만(전북대)

4 분사율에 따른 개방 림을 적용한 가스터빈 블레이드 팁의 막냉각 특성 박희승*, 김태현, 이희재, 허정훈, 조형희(연세대), 이주형(해군)

5 마이크로 제트엔진 배기플룸의 속도측정 연구 유건원*, 문성재, 최성만(전북대)

6 단방향 유동구조 연성해석을 활용한 노즐 구조 안전성 검토 연구 이창욱*, 박용석, 조덕용(퍼스텍)

7 구배 확산 결합을 통한 W-25Re/Ti/carbon-carbon 복합 재료의 열 안정성 향상 공정훈*, 백창연, 윤종혁, 임성택, 김주형, 김도경(KAIST) 

8 지르코늄 카바이드의 진공 플라즈마 용사 공정 최적화 연구 김호석*, 배종근, 문아영, 문세연(전북대), 이형익, 배수빈(국과연)

9 압력 하 QLS시편의 해석적 거동에 대한 연구 노영희*, 박성한(국과연)

10 열-구조 연성 해석을 이용한 인코넬 탱크의 구조 건전성 검토 양태호*, 지상연, 이성민, 도정환, 이영신(한양이엔지)

11 액체로켓용 볼트 연결 플랜지 설계 절차 유재한*(항우연)

12 민간 소형발사체의 자중 및 풍압을 고려한 VHD(Vehicle Holding Device)의 고정력 분석 이보람*, 지상연, 양태호, 나정흠(한양이엔지)

13 적외선 메타물질의 패턴 크기 조절을 통한 항공기 적외선 신호 최적화 연구 장인중*, 남주영, 임준수, 김지혁, 배형모, 조형희(연세대)

14 Semi-Freejet 시험을 위한 초음속 노즐 유동 모사 방안 김재원*, 변종열(국과연)

15 스크램제트 JP-8 연소 3차원 전산 해석 서지완*, 김재승, 김규홍(서울대)

16 자유제트형 지상추진 시험설비를 사용한 스크램제트 엔진 흡입구의 마하 5 성능시험 이양지*, 양인영, 이경재, 오중환(항우연), 최진(국과연)

17 단축형 원형 출구 형상 천이 흡입구 설계 임창원*, 진상욱(국과연)

18 유선추적형 Scoop 모양 흡입구 설계 및 성능 평가 연구 정해창*, 임성균(고려대)

19 가변고도 초음속노즐 설계를 위한 유동해석 조천현*, 이민수, 송재강, 박주현(현대로템)

20 초음속 연소기에서의 액체 탄화수소 연료의 연료 분사 방법에 따른 내부 항력 및 침투 거리 변화 진상욱*, 배주현, 최호진, 변종열, 오석진(국과연)

21 상승된 압력에서 전기적으로 제어되는 고체 추진제의 점화 거동에 대한 텅스텐의 영향 Kanagaraj Gnanaprakash*, 임대홍, 여재익(서울대) 

22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OF layer surface modified um-sized aluminum powder 박하늘, 김성한*, 한민구(국과연)

23 초임계 영역에서 열분해를 고려하여 고 압축인자를 갖는 고분자 탄화수소 물성 예측 연구 김재승*, 서지완, 한다빈, 김규홍(서울대)

24 한국형발사체 발사대의 대형 산화제 공급 배관냉각 연구 서만수*, 이지성, 강선일(항우연), Lingxue Jin(기과연)

25 첨가제 투입에 따른 NC-SwBKP 시트의 강도향상 오민석*, 주형욱, 장수호(풍산)

26 분류 매니폴드 기하학적 구조의 최적 설계가 시스템 압력 및 균일한 흐름에 미치는 영향 Bin Li*, 박태선(경북대)

27 화염 온도 계측을 위한 분광학적 진단 기법에 관한 연구 기완도*, 남궁혁준(현대로템), 노관영, 고태호(테림), 임지환(방사청)

28 차원 수소 메탄 혼합 연료의 난류 예혼합 화염의 화염면 운동학에 관한 연구 김강환, 김용제*, 신동혁(KAIST)

29 하이브리드 프랙탈의 형상 반복횟수에 따른 V자형 난류 화염 특성 김정현*, 이기만(순천대)

30 액체 로켓 엔진용 동축 스월 인젝터의 분무각에 대한 연구 김지운*, 오정화, 이대연, 이민수, 고영성(충남대) 

31 초음속 유동장 내 분사되는 이차제트의 총온도 변화에 의한 표면 열전달 특성 분석 김지혁*, 배형모, 장인중, 남주영, 조형희(연세대)

32 엔진 배열 모사를 위한 저 바이패스비 터보팬 엔진 모델링 남주영*, 장인중, 임준수, 배형모, 김지혁, 조형희(연세대)

33 가열된 직사각형 채널유동에서 종횡비에 따른 탄화수소 연료의 열분해 특성 박선명*, 박태선(경북대) 

34 연소관단열재 평가모터의 시험 균일도 향상 연구 배지열*, 황인식, 강윤구(국과연)

35 소형 추진 실험용 장비의 유량 측정 장치 연구 이대연*, 차정열, 김지운, 이민수, 고영성(충남대)

36 저 증기압 유체의 캐비테이션 벤츄리 특성 연구 이민수*, 신민규, 김지운, 이대연, 고영성(충남대)

37 예조건화를 이용한 전산유체역학 수치해석 가속화 기법 이은석*(항우연)

38 초고속 비행체 기체연료공급장치 기초성능시험에 관한 연구 조규희*, 민태문, 김영신(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황유준, 이주영(국과연)

39 단일 핀틀 추력기의 유동 특성에 관한 연구 진 솔*(국과연)

40 라만 분광법을 이용한 수소-공기 관상화염의 구조 연구 차동진*(한밭대), 송원준(동신대)

41 82톤급 액체로켓엔진 연소기의 핀틀 분사기 헤드부 개념설계 강동혁*, 황도근, 한상훈, 이병용, 유철성(항우연), 고영성(충남대) 

42 일체형 2단 인듀서의 수력 및 흡입 성능 평가 강병윤*, 김대진, 노준구, 최창호(항우연)

43 일체형 2단 인듀서가 터보펌프의 성능 및 캐비테이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강병윤*, 김대진, 배준환, 최창호(항우연) 

44 파일럿가스 유량에 따른 극저온밸브 개방특성 권오성*, 이지성, 김정한(항우연)       

45 발사용체 연료차단밸브 개발 길경섭*(항우연)

46 압축성 유체로 윤활되는 하이브리드 저널베어링의 회전속도에 따른 동특성 계수 측정 김규만*, 류 근(한양대)

47 누리호 1차 비행시험에서의 가스발생기 연소 특성 김문기*, 강동혁, 황도근, 주성민, 이병용, 제원주, 김종규, 유철성(항우연)

48 75톤급 엔진에서 재순환 배관의 마운트 구조 해석 김옥구*, 유재한(항우연)

49 누리호 1차 비행시험에서의 연소기 작동 특성 김종규*, 황도근, 강동혁, 주성민, 제원주, 이병용, 김문기, 유철성(항우연)

50 다단연소 액체로켓엔진용 터보펌프 구동을 위한 알코올버너 운용점 검증시험 김진선*, 왕승원, 심명보, 최창호(항우연)

51 산화제에 따른 DMAZ 점화 가능성 김충만*, 이경환, 이종광(한밭대), 박영철(국과연) 

52 해외 재사용 발사체 개발 동향 김현준*, 백승환, 정영석, 조기주(항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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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추력 유지 제어 액체산소/케로신 다단 엔진의 분산 해석 방법 남창호*, 박순영, 문윤완(항우연)

54 1톤급 수직이착륙 시연체 추진제 저장 용량 산정 및 탱크 설계 개선안 도정환*, 이성민, 지상연(한양이엔지), 김철웅, 이준성, 임석희(항우연) 

55 소형발사체 상단 액체엔진 종류에 따른 임무설계 비교연구 박주원*, 심주현, 홍용기, 손택준, 정진택(대한항공)

56 발사체 단간 연결 엄빌리칼과 모바일패드 적용 사례 분석 홍용기*, 정진택, 손택준, 길기남(대한항공), 지상연, 이성민, 양태호(한양이엔지)

57 다단 엔진 터보펌프 2차 연료펌프 축 추력 추정을 위한 수치 해석 연구 배준환*, 허성재, 최창호(항우연), 최종수(충남대) 

58 저중력 환경모사를 위한 낙하 캡슐 설계 백승환*, 유이상, 박광근, 정영석, 조기주(항우연)

59 국외 민간 소형 우주발사체 추진기관 시스템 개발 경향 서성현*(한밭대)

60 구리합금 적층제조 방식의 연소기 제조공정 최적화를 위한 소재 특성 평가
손은원*, 라용제, 노용오, 김진형, 조황래, 방정석, 

이병호(비츠로넥스텍), 임하영(항우연)

61 다단연소 사이클 로켓엔진용 터보펌프의 터빈구동을 위한 고압공기 공급시스템 성능시험 왕승원*, 김진선, 심명보, 최창호(항우연)

62 하이브리드 저널 베어링으로 지지되는 회전체 시스템의 작동시간에 따른 회전체동역학 특성 변화 측정 위민수*, 김규만, 류 근(한양대)

63 국내 저중력 환경 모사 시험 가능성 검토 유이상*, 백승환, 정영석, 박광근, 조기주(항우연)

64 1톤급 수직이착륙 시연체의 추진제 가압성능시험 이성민*, 도정환, 지상연(한양이엔지), 김철웅, 이준성, 임석희(항우연)

65 Sub-kW급 홀추력기에의 활용을 위한 할로우 냉음극 연구개발 이재준*, 도근태, 김영호, 이동호, 박재홍, 김성수, 박동하, 최원호(KAIST)

66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추력 조절 연소시험 결과 고찰
이정호*, 우성필, 김성룡, 김성혁, 김승한, 김채형, 박재영, 소윤석, 

유병일, 이광진, 이승재, 임지혁, 전준수, 조남경, 황창환, 한영민(항우연)

67 다단 연소 엔진용 터보펌프의 터빈 성능 시험 설비 구축 이항기*, 신주현, 최창호(항우연) 

68 금속선이 삽입된 고체추진제 그레인을 사용하는 추진기관의 내탄도 해석 이현섭*, 오종윤, 양희성, 이선영, 길태옥(LIG넥스원), 김민호, 방제훈(LIG풍산프로테크) 

69 Two-Phase 유동을 고려한 극저온 실에 대한 문헌 조사 및 향후 연구 방향 임호민*, 류 근(한양대)

70 터보펌프 능동 축추력 발란싱 성능 예측 전성민*, 최창호(항우연)

71 누리호 1차 비행시험 중 터보펌프 작동특성 정은환*, 최창호(항우연)

72 Two-Phase 유동을 고려한 극저온 베어링에 관한 문헌 조사 및 향후 연구 방향 정현성*, 류 근(한양대)

73 액체로켓엔진 연소기 막냉각링 설계 및 유량특성 분석 제원주*, 김종규, 황도근, 강동혁, 주성민, 이병용, 김문기, 유철성(항우연)

74 액체로켓엔진 공급계에서 추진제 h-s 변화 고찰 조원국*(항우연)

75 누리호 1차 비행시험에서의 연소기 및 가스발생기 고주파 신호 분석 주성민*, 김현준, 김문기, 김종규, 유철성(항우연)

76 금속 적층 제조된 하이브리드 틸팅 패드 베어링의 온도 변화에 따른 패드의 구조 특성 차이 측정 허준원*, 위민수, 류 근(한양대)

77 고체 추진제를 적용한 킥모터 개발 동향 홍석현*, 진정근(국과연)

78 액체로켓엔진용 산화제 부스터펌프 성능시험 홍순삼*, 최창호(항우연) 

79 소형발사체 3톤급 상단 엔진 성능 설계
홍용기*, 정진택, 이 숙, 이승현, 심주현, 박주원, 안송수, 

손택준(대한항공), 현성윤(비츠로넥스텍), 지상연(항우연)

80 형광온도계를 활용한 스크램 젯 엔진의 재생냉각 열교환기 연료 유량에 따른 열전달 특성 평가 이석환*(표준연), 양인영(항우연)

81 Labview를 이용한 화학적수소화물 무인기의 실내비행 TestBed 설계 및 제작 이재훈*, 정승훈, 김영배(전남대)

82 전력선 통신 기술을 이용한 추진기관 밸브제어 개념 연구 임성혁*(항우연)

83 미래형 에너지물질로 활용 가능한 펜타졸 화합물의 합성 및 정제 유해욱*, 권국태, 김승희, 이소정(국과연) 

84 155mm 사거리 증대의 최대화를 위한 화포의 사거리 연장 기술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 황준식*, 주형욱, 장수호(풍산)

85 비행체 적외선 신호 측정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고찰 구본찬*, 강병길, 김지홍(KAI)

86 누리호 단인증시험을 위한 통합제어시스템 설계 및 운용 김동기*, 이정호, 김용욱, 이장환, 송윤호, 조기주(항우연)

87 지상연소시험장 안전 구조물의 방호성능 평가 연구 김동희*,  황경섭, 최재성, 조시현, 정민철, 이정호(기품원)

88 5톤급 엔진 고공 환경 시험용 초음속디퓨저의 냉각 특성 연구 김성혁*, 유병일, 이광진, 조남경, 김승한, 한영민(항우연)

89 고공시험모사장치 설계 해석 김채형*, 김승한(항우연)

90 부피가 큰 발사체 구성품에 대한 기밀시험 방법 남중원*, 전영두(항우연)

91 한국형발사체 비행시험을 대비한 발사대시스템 케이블 및 접속부 점검 결과 문경록*, 안재철, 정일형, 홍일희(항우연)

92 회전익 항공기용 유성 기어박스에 대한 하중 분배 연구 박정후*, 이광희, 박구환, 박연수(KAI)

93 엔진 시험설비 제어시스템 운용 고속화 검토 및 방안 소윤석*, 이광진, 김승한(항우연)

94 한국형발사체 추진기관시스템 시험설비 화염유도로 냉각시스템 설계 해석 고찰 및 기술 동향 송윤호*, 이장환, 김용욱, 이정호, 김동기, 조기주(항우연)

95 고공 환경 모사용 설비의 이젝터 노즐 위치에 따른 성능 신민규*, 오정화, 백지웅, 고영성(충남대), 김선진(충남도립대) 

96 한국형발사체 발사대시스템 연료공급계 누리호 2차 발사 준비 여인석*, 안재철, 강선일(항우연)

97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기술개발시제 설계 및 제작 우성필*, 이정호, 김채형, 김승한, 한영민(항우연)

98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 지상시험용 부하모사장치 개발 이경재*, 허재성(항우연)

99 액체로켓엔진 시동 시 나타나는 점화 충격에 대한 고찰 이광진*, 이정호, 황창환, 이승재, 임지혁, 소윤석, 김승한, 한영민(항우연)

100 가스발생기 사이클 엔진 해석 코드를 활용한 탈설계점 시험 결과 모사 이승재*, 김성룡, 김승한, 한영민(항우연)

101 병렬 연결 증기발생기가 있는 고도모의 시험장치 개발 이정민*, 안동찬, 나재정, 정해승(국과연)

102 극초음속 추진 실험용 풍동의 고온 축열형 히터의 설계 및 해석적 조사 이현승*, 김남영, 차성익, 도형록(서울대)

103 차세대발사체 추진기관 시스템 개념 구성 소개 정영석*, 박광근, 백승환, 유이상, 조기주(항우연)

104 브레이드형 저압 벨로우즈 성능평가 정용갑*, 황창환(항우연)

105 추진기관 지상연소시험에 의한 소음 특성 분석 조시현*, 최재성, 김동희, 정민철, 황경섭(기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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