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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탐사첫단추 한국형로켓 내년말발사

2013년 1월 국내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KSLV1)도러시아제1단로켓에국내에

서 개발한 2단 로켓은 얹어 반쪽짜리라

는 소리를 들어왔다 한국은 늘 우주로켓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해 왔던 게 사실

이다

하지만 그동안 난제를 보였던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수

국내기술로개발된첫위성로켓이내년말

이면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발사될수있

을것으로기대된다

3일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말시

험발사가예정된첫국산위성로켓이가

장어려웠던기술적인난제를해결할길이

열이면서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다고 밝

혔다

국내 개발진을 가장 괴롭혀왔던 것은

불안정 연소다 로켓엔진 연소기는 고압

과 균일한 압력으로 연소된다 이에 반해

불안정 연소는 로켓이 점화한 뒤 엔진 내

압력과온도가급작스레변하면서연료가

불안정하게 타는 것을 말한다 자칫 로켓

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체 개발에

있어최대난관으로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시험개발 중

인75t급로켓엔진의 불안정연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

다 불안정연소가점차잡혀가고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은 달 탐사

를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 KS�

LV2의 엔진시험을목적으로내년 12월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용 로켓을 발사한

다

2010년부터 1조9572억원을 들여 개발

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는 탑재중량

1500 길이 472m의 3단로켓이다 지상

600800 궤도에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성능을갖추는것이목표다 2020년 달탐

사선과착륙선을달에보내는데도사용된

다

발사될 시험로켓은 총 3단으로 구성되

는전체로켓에서맨아래쪽 1단을제외한

23단이 들어간다 실제 발사체는 75t급

과 7t급 두 종류 엔진이 쓰이는데 1단은

75t급 엔진 4개가 탑재 2단은 75t급 엔진

1대 3단은 7t급 엔진 하나가실린다 즉 2

단 로켓에탑재될 75t급 엔진이실제정상

적으로돌아가는지확인하기위한시험발

사다

비록시험용발사체지만대기권을벗어

나 지상 229까지 올라가는 어엿한 국내

첫우주로켓이다

최초로개발한발사체가성공할확률은

3334% 정도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성공률도 높아졌으나 세계적인 통계를

봐도 그확률이 93% 수준인데 언뜻 높아

보여도상당히불안정한요소가있다는게

항우연관계자들의설명이다

항우연은이번한국형발사체개발과발

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시험장을 구축 엔진 연소시험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150여 명의 연구진과 한

화테크윈 등 기업들도 공동으로 참여했

다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일부 부품이나 센서를 제외하

면 모두 국내 연구진이 제작한다며 시

험발사를내년 12월에맞추려면빠듯하지

만 개발은 목표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시

험에박차를가하겠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연합뉴스

국내연구진이 불안정 연소를 줄이기 위해시험개발 중인한국형발사체 KSLV2에 탑재될 75t급 로켓엔진(첫번째) 현재 국내

연구진이개발중인한국형발사체 KSLV2의형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제공

나로우주센터시험장구축

로켓엔진난제해결길열려

2020년 달 탐사선청신호

인터세이브(대표 이갑형)가 국내에

퍼플리싱(publishing)하고 BH게임즈

(대표 우상희)가 개발한 루나 달빛도

적단이 3일부터 정식서비스에 들어간

다고밝혔다

루나달빛도적단은 지난 1월 25일

부터 31일까지 진행한 프리오픈에서 자

유도가 높은 성장방식과 난투 점령 섬

멸등다양한정규전이이용자들의높은

평가를받았다

인터세이브는 이날부터 iMBC에서

운영중인 플랫폼 겜씨를 정식서비스

를 제공하고 다음달 2일까지 기념이벤

트를진행된다

루나레벨UP폭풍지원 이벤트를열

고 레벨 10부터 20 30 40까지 달성에

따라인기아이템을지원한다 40레벨에

도달시 선착순 500명은 iMBC 내에서

사용가능한 문화캐시 1만원을증정한

다또매일게임내 NPC 달용이를 통

해각종물약을제공 매주 30시간 이상

접속한 이용자는 별의눈물 50개와 타

라타라상자등이주어진다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이벤트를

통해서도 문화캐시 10만원권(1명)과 5

만원(2명) 2만원 권(7명) 등을 선물한

다

한편 루나달빛도적단의정식서비

스 기념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iMBC

홈페이지(lunaimbccom)에서 확인할

수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인터세이브 루나달빛도적단 정식서비스

중국 샤오미가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

로휴대전화제품을선보인다

BBC방송에따르면미국이군소통신

회사인 유에스 모바일은 샤오미가 생산

한 휴대전화 모델몇 개 모델을 수입해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

고밝혔다

유에스모바일은중국의또다른휴대

전화 제조사인 메이주의 저가 제품도

함께수입해판매하기로했다

샤오미는 화웨이와 함께 중국 휴대전

화시장에서 2강체제를이루고있고미

국 시장조사기관인 IDC의 글로벌 판매

대수기준으로 5위에랭크돼있다

샤오미는 중국 외에 인도와 홍콩 싱

가포르를 포함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도

진출했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권 국가

들에는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한 상태였

다

샤오미가 유에스 모바일을 통해 미국

시장에 선보이는 제품은 최신 모델인

미 노트가 빠져 있는데다 미국의 4세

대 이동통신망에서는 제대로 기능을하

지않는 모델이어서 본격적인 진출과는

일정한거리가있다

이들 모델은 미국 시장이 아닌 중국

시장에 최적화된 모델로 유에스 모바일

이 단순히 수입 판매하는 형태여서 특

정한앱과서비스가구동되지않을가능

성이있다는것이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샤오미의 모델은

레드미2(대당 119달러)와 샤오미 미3

(135달러)샤오미미4(219달러) 등이다
연합뉴스

중국샤오미폰 미국 시장까지넘봐

미(Mi) 4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이 설 명

절을맞아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전통놀

이체험한마당을운영한다고 3일밝혔다

다만 설날당일인 8일은휴관한다

전통놀이 체험한마당은 윷놀이와 제기

차기투호팽이등전통놀이로구성돼있

다

여기에 병신년(丙申年) 원숭이띠 해를

기념해원숭이모형종이접기와원숭이탈

만들기 연 만들기등가족단위단체체험

프로그램도마련됐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네마 데이트를 새롭게

운영한다 과학을 소재로 하거나 과학원

리를 소개하는 영상과 관람객의 흥미를

일으킬수 있는 영상들을 상영할 예정이

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67일에는 몬스

터 대학교가 910일에는 토이 스토리

시리즈가 상영될 예정이다 시네마 데이

트는 과학관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

할수있다

오는 14일까지운영될예정이었던빛특

별전 All Light! All Right!도 28일까지

연장운영한다 All Light! All Right!은

광주과학관이 2015년 세계빛의해를 기

념해 준비한 특별전으로 현재까지 약 4만

명이다녀갔다

광주과학관전통놀이체험한마당및시

네마 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

이지(wwwsciencecenterorkr)를 통해

확인할수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KT가 설 연휴를 맞아 IPTV 서비스

인 올레tv와올레tv모바일을통해최신

인기 영화 할인 제공을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담은설특집관을준비했다고

3일밝혔다

KT전남고객본부에 따르면 올레tv는

4일부터 10일까지 황금연휴최신영화

인기작 대방출과 디즈니 경품이벤트

등을진행한다

황금연휴 최신영화인기작 대방출

은 사도와 인사이드아웃 피터팬 인턴

등 최신영화 50여편을 최대 50% 할인

된 금액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다

디즈니 경품이벤트는 빅히어로 업

등디즈니 VOD 구매고객중추첨을통

해 프린세스 아카데미 티켓(10명)과 디

즈니 럭키박스(100명) 크록스 클로그

(100명) 등경품을증정한다

올레tv모바일도 같은 기간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는 고객 전원에게 tv포

인트를 증정하는 룰렛 이벤트를 연

다

올레tv모바일에 로그인한 뒤 이벤트

응모만해도하루최대 tv포인트 5000원

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로

는 올레tv와 올레tv모바일 유료 VOD

를시청가능하다

또 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올레닷컴

(wwwollehcom)을통해매일오전 10

시응모한고객대상으로 8900원상당의

모바일 전용 프라임무비팩 1개월 무료

이용권과 5000원 상당의 올레tv모바일

1개월무료이용권을각각 150명에게제

공한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광주과학관서가족과전통놀이체험하세요 KT 설 연휴최신영화최대 50% 할인

광주과학관설특별행사

내달 2일까지기념이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