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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development of 3U CubeSat standard platform whose function and performance are 
verified via KAUSAT-5 development. 3U CubeSat platform specification was selected for the design of 3U 
Cubesat standard platform by examining existing CubeSat and state-of-art technology, and consequently a 
universally usable 3U CubeSat platform was designed. Standard platform was manufactured in 1.5U size and 
developed with a modular concept to be able to add and expand payloads and ADCS actuators for meeting 
the user’s needs. In addition, in case of the power system, the solar panel, the battery, and the deployment 
mechanism are designed to be configured by the user. In the mechanical system design of a standard 
platform, subsystem and micro equipment functions/performance could be integrated and miniaturized on 
micro-sized PCBs and maximized electrical capability to accommodate multiple payloads. In the development 
of the 3U CubeSat, the satellite platform adopts the developed standard platform, which can reduce the cost 
and schedule for the whole satellite development by reducing the additional function verification.

초  록

  본 연구에서는 3U 큐브위성의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표준 플랫폼을 3U 큐브위성인 한
누리 5호에 적용함으로써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였다. 표준 플랫폼의 설계를 위해 기존 큐브위성 및 최
신기술을 조사하여 3U 큐브위성 플랫폼 규격을 선정하였으며,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
다. 표준 플랫폼은 1.5U 크기로 설계 및 제작되었고, 모듈러 개념으로 개발되어 사용자의 요구임무에 
맞게 탑재체와 자세제어 구동기 등을 추가 및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전력계의 경우 태양전지판, 배터
리 및 전개 메커니즘을 사용자가 직접 구성하도록 설계하였다. 기계시스템 설계에서는 초소형 부품 및 
서브시스템 기능/성능을 초소형 PCB에 집적 및 소형화하도록 하고, 다양한 탑재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공간 활용률을 극대화하였다. 3U 큐브위성 개발 시, 위성 플랫폼은 개발된 표준 플랫폼을 채
택하여 추가적인 기능 검증 등을 줄여 전체 위성개발에 대한 비용 및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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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대 들어 소형·경량화 된 전자 부품과 제작기

술이 발전함에 따라 초소형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고 상용화하는 시기에 다다랐다. 특히 초소형위성은 

기존의 위성들에 비하여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위성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교육 목적뿐만 아니라 

위성 기술의 검증 목적으로 대학 및 위성개발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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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atforms of 3U Cubesat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소형위성개념이 제시되

었던 초기에는 단순한 기능들만 구현되었지만, 근래에

는 중·대형 위성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의 선

행연구나 기술검증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1].

  이러한 큐브위성은 다양한 형상 및 크기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3U 큐브위성이 가장 널리 개발되고 있

다. 이는 1U 큐브위성이 크기 및 부피의 제한으로 요

구되는 임무 수행에 한계를 가진 반면, 3U 큐브위성은 

이러한 제한에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3U 큐브위성의 높은 활용도 때문에 

Pumpkin, Nano Avionics, Clyde Space 등의 많은 

큐브위성 업체 또는 대학들이 3U 큐브위성 플랫폼을 

개발 및 상용화하는 추세이다. 이 중, PEARL 

(Picosatellite Exo-Atmospheric Research Lab.)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1.5U의 버스 플랫폼, 0.5U의 반작용

휠, 나머지 1U는 탑재체 공간으로 활용가능하게 설계

하였다. Nano Avionics는 3U Platform PLT3을 개발

하여 현재 상용화 하였다[2-3]. Fig. 1은 PEARL과 

PLT3에서 개발한 플랫폼 형상이다. 

  이런 표준 플랫폼에 관한 연구는 위성개발사업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대형 위성버스를 판

매하는 회사인 Airbus, Boeing, Lockheed Martin, 

NEC 등은 표준 플랫폼을 서비스하여 탑재체를 쉽게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항공

우주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중형위성도 이러한 

목적 하에 개발되고 있다.

  표준 플랫폼의 사용은 표준화된 전기적 및 기계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추가적인 노력 없이 쉽게 위성 개

발이 가능하여 동일한 플랫폼의 반복 사용을 통해 시

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이며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3U 큐브위성의 표준 플랫폼을 설계 및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 플랫폼 설계를 위해, 현재 운용중

인 3U 큐브위성들의 규격을 바탕으로 3U 큐브위성 

표준 플랫폼의 규격과 형상을 선정한다. 또한, 본 연구

를 통해 위성개발 시 소요되는 노력 및 기간을 최소화

하고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3U 표준 플랫폼의 구성, 

기능 및 성능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출한 3U 표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누리 5호를 

개발하였다. 한누리 5호는 지구관측과 방사선 측정의 

과학적 임무를 수행하고 한국항공대학교 우주시스템연

구실에서 개발한 소형위성용 가변속 제어모멘트자이로

(VSCMG)의 핵심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며, 2017년 

4Q에 발사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3U 표준 플랫폼을 한누리 5

호 개발에 적용하여 서브시스템 수준에서 시스템 수준

까지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다른 탑재체에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하였

다.

2. 표준 플랫폼 설계

2.1 표준 플랫폼 아키텍쳐
  표준 플랫폼 설계를 위한 요구조건은 먼저 최적화 

및 경량의 모듈러 설계를 기반으로 하며, 전체 위성개

발 소요비용 및 일정을 단축하도록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가진다. 최적화 및 경량의 모듈러 

설계는 다양한 임무의 위성개발 시, 탑재체 개발, 인터

페이스 변경에 필요한 모듈만 개발 및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표준 플랫폼의 아키텍처는 기

본적으로 필요한 서브시스템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였

고, 향후 추가적인 플랫폼의 확장성을 고려하였다. 표

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 자세제어 및 결정 서브시스템

- 통신 서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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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ystem Architecture of Standard Platform

- 전력 서브시스템

- 명령 및 데이터처리 서브시스템

- 구조 및 메커니즘 서브시스템

- 열제어 서브시스템

- 임무 데이터 처리 유닛

  표준 플랫폼은 현재 판매되는 제품들과 연동을 고려

하여 기존의 초소형위성 구성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는 I2C와 CAN을 기본 통신 인터페이스로 선정하였다. 

해당 인터페이스는 M2M(Multi-to-Multi) 통신을 지원

하므로 사용자 편의에 따라 구성품의 개수는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

  탑재체를 위한 임무용 데이터처리계 및 데이터 저장

을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임무데이터 전

송을 위한 S-band 통신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플랫폼

과 탑재체간의 인터페이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구동기와 센서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장이 가능하

도록 하고, 전력 서브시스템의 경우 태양전지판, 배터

리, 메커니즘 등은 사용자가 직접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구성된 표준 플랫폼의 아키텍처는 

Fig. 2와 같다.

2.2 표준 플랫폼 형상 선정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크기의 선정을 위하여 이미 

개발 및 운용하는 3U 크기의 큐브위성들 중 플랫폼화 

되어있는 위성 또는 플랫폼과 탑재체가 구분 가능한 

큐브위성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5개 정도의 위성을 

추린 후, 위성 플랫폼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Fig. 3은 

3U큐브위성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크기를 보여준다. 

플랫폼은 구조 및 메커니즘, 자세제어계, 전력계, 통신

계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조사한 플랫폼의 크기는 

각 위성의 임무에 따라 다양하지만 1.5U 또는 2U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탑재체의 크기가 

1.5 U에서 1U 사이임을 알 수 있다. 이 데이터를 바

탕으로 본 연구팀이 개발하는 표준 플랫폼은 탑재체에 

따라 기본 플랫폼을 1.5U로 선정하고, 자세제어계의 

구동기 및 자세 측정용 센서, 탑재체를 나머지 1.5U로 

선정하였다. 

2.3 표준 플랫폼 목표 규격 선정
  표준 플랫폼의 주요 규격선정과 기능 식별을 위하여 

주요 매개변수들을 정리하였으며 현재 운용 중인 큐브

위성 혹은 판매되고 있는 큐브위성 키트의 규격을 참

고하여 선정하였다. 

 

Fig. 3 Classification of 3U Cubesat 
Platform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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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 위성이 처음 소개된 이후로 여러 서브시스템

의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그 중 명령 및 데이터처리

계와 자세결정 및 제어계의 성능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왔다. 초기에는 8비트 8MHz의 MCU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32비트 200MHz 이상의 고성능 MCU를 사용

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 또한, 자세제어계는 과거에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수동제어를 하는 반면에 현재는 

반작용휠을 포함하여 제어모멘트자이로를 이용한 능동

제어기법도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큐브위성은 아마추어 위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Uplink/Downlink 전송률은 10년이 지나도 동일한 규

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임무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에만 추가적으로 Downlink 송신기를 탑재하는 형태이

다. 

  전력생산은 과거의 3U 위성의 성능으로 보았을 때 

임무에 따라 최대 30W에서 3W까지 생산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 전력소모, 태양전지판의 형

상과 태양전지판 확장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사용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이며, 본 시스템에서는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와 BCR( 

Battery Charge Regulator)을 최대 30W까지 가능하

Item Specification

Power Generation < 30 W

BCR Function Included

MPPT Function Included(P&O, Fuzzy)

Uplink  
UHF or VHF, 

1,200 or 9,600 bps

Downlink
UHF or VHF,

1,200 or 9,600 bps

Mission Data Downlink 
S-band

Up to 1 Mbps

Mission Data Handling 

Unit
Included

ADCS Board
462 MIPS

215 MHz

D&DHS Board

220 MIPS/ 200 MHz

NandFlash (<256 MB)

SDRAM (<1 GB)

CMD/TLM Bus CAN, I2C

ADCS Actuator 

Expansion
CAN, I2C

ADCS Sensor Expansion I2C, SPI

GPS Expansion UART, PPS

Table 1 Designed Platform Specification and 
Function

도록 설계되어 향후 사용자에 의해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구조의 경우에는 CDS(Cubesat Design Specifi- 

cation) REV 13에 따라 설계되었다[4]. 이에 따라 구

성된 플랫폼의 주요 규격 및 기능은 다음 Table 1과 

같다. 

2.4 표준 플랫폼 구성결과
2.4.1 구조 및 메커니즘 서브시스템
  구조 및 메커니즘 서브시스템은 위성의 버스시스템 

및 탑재체 등을 지지하고 위성이 발사에서부터 우주환

경에까지 겪는 환경으로부터 위성을 보호한다. 

  큐브위성은 기본적으로 CDS에 따라 구조가 설계되

고, 3U에서 가질 수 있는 형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프레임의 형상과 크기 변경은 고려되지 않았다. 추가

적으로 태양패널의 전개 메커니즘은 전체 큐브위성의 

형상을 위해 고려해야할 점 중 하나이다. Table 2는 

각 운용중인 위성들에 대한 임무와 태양패널 전개 형

상 등을 나타내며, 태양패널 전개 형상이 유사한 다른 

위성들의 예를 표기하였다. 이러한 전개 메커니즘은 

임무에 종속적이며, 임무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에 의해 정의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 따라서 설계한 표준 플랫폼에서는 기본적인 프레

임만을 제공하며, 전개 메커니즘을 표준 플랫폼 형상

에 포함하지 않았다.

  설계된 표준 플랫폼의 구조는 Fig. 4와 같다. 탑재체

 

CubeSat 

Name
Mission

Solar Panel 

Type

Similar Type 

of CubeSat

Aalto 1

Tech. Demo

EO imaging/

Radiation Detect.

Attached Type

Armadillo

RAX-1,CanX-2

GOMX-1,Etc.

Dove 1

Low Cost, 

Observation satellite 

Development & 

Verification

Side 

Deployment 

Type

Flock-1

ExoplanetSat

Helio 4

Aeneas

Tracking location 

cargo Containers 

on a global scale

Upper 

Deployment 

Type

Alice, Cadre

Lightsail A

Delfi-n3xt

All-Star/

Theia

THEIA

Verification

Diagonal

Deployment

Type

Inspire A

Lemur-2

Delfi phi

ISARA

Ka-band reflector 

array antenna 

verification

Etc.

ORS Tech.

Mayflower-Caeru

s

Table 2 3U CubeSat Configuration according to 
Solar Panel Deployment[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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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figuration of KAUSAT- 
Standard CubeSat Platform

Fig. 5 Application Trend of ADCS Actuator & Sensors

가 요구된 규격을 만족할 경우, 기계적으로 PCB 연결

을 위한 폴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에 탑재체를 수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기적 인터페이스만 변경하여 사

용 할 수 있다. 

2.4.2 자세제어 서브시스템
  표준 플랫폼의 자세제어계에서는 자세의 안정화에 

활용되는 자기토커(MTQ; Magnetic Torquer), 

MEMS, IMU(Inertia Measurement Unit), MEMS 자

기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임무에 따라 반작용휠

(RWA; Reaction Wheel Assembly) 또는 제어모멘트

자이로(CMG; Control Moment Gyro)를 탑재할 수 있

다. Fig. 5는 실제 운용하고 있는 약 30개의 3U 큐브

위성에 대해 사용 하고 있는 자세제어 구동기 및 자세

결정 센서를 조사한 도표이다. 대부분의 큐브위성에서 

사용하는 구동기는 자기토커 및 반작용휠, 그리고 자

세결정 센서는 자기센서(Magnetometer) 및 태양센서

(Sun Sensor)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플랫폼

에 기본으로 탑재하는 구동기는 자기토커, 센서는 자

기센서와 태양센서로 선정하였다. 

 

Fig. 6 ADCS Functional Diagram

 

  Figure 6는 자세제어계의 기능 구성도를 나타낸다. 

플랫폼의 자세제어계는 기본적으로 지자기 센서, IMU 

등은 탑재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자세 결정을 위한 센

서와 위치 결정을 위한 GPS는 사용자에 의해 탑재가 

가능하며 위치정보수신 및 시간동기화를 위해 UART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와 

PPS(Pulse Per Second)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2.4.3 명령 및 데이터처리 서브시스템
  표준 플랫폼의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는 사용자가 쉽

게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에 범용적으로 사용

되는 소자를 사용하되 우주에 활용된 이력이 있는 소

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에 발사된 큐브위성은 8bit의 16MHz 정도의 

Microchip의 PIC 또는 AVR의 ATmega와 같은 저사

양 컴퓨터를 사용했으나 점차 우주환경에서 운용 및 

검증된 MCU들의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

의 C&DHS용 OBC(On-Board Computer)가 나오게 

되었다. 현재에는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된 MCU는 

ARM 계열의 CPU이며, ARM 아키텍처는 확장성과 유

지보수성이 우수하다는 장점 때문에 앞으로 우주분야

에서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 플랫폼에서는 ARM-926EJ Core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AT91SAM926X CPU를 사용하였다. 

ARM-926EJ Core는 uCLinux뿐만 아니라 RTEMS 

(Real-Time Executive for Multiprocessor 

Systems), uC/OS-III, FreeRTOS, VxWorks 등의 다

양한 RTOS 에서 BSP(Board Support Package)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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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PS Functional Diagram
Fig. 7 Distribution According 

to Electrical Power 
Generation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 편의에 따라 쉽게 OS를 선택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선택하였다. 

  표준 플랫폼의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는 비행소프트

웨어가 탑재될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메모리, 서브시스

템의 공통 통신 인터페이스인 CAN/I2C로 명령 및 데

이터를 송수신받기 위한 인터페이스 부분 등으로 구성

되도록 설계되었다. 

2.4.4 전력 서브시스템
  표준 플랫폼의 전력계는 위성의 임무기간 동안 성공

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위성의 탑재체와 위성 버스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10-11]. 

  전력계의 경우에는 임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여

지가 있는 태양전지판과 배터리 방전심도(DoD; Depth 

of Discharge) 요구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배터

리를 제외한 구성품을 표준 플랫폼에 포함하였다.

  전력 서브시스템은 MCU에 의하여 최대전력점을 찾

고 BCR을 조정하게 되며, 상황과 설정에 따라 다양한 

태양전지판과 배터리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상적으로 큐브위성에서는 대부분 12V의 전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는 12V이상 공급

이 가능한 4S(Series)를 제공하며 4P(Parallel)까지 충

전할 수 있는 BCR을 제공한다. 

  MPPT의 경우에는 태양 전력 생산을 고려하여 

Single MPPT를 지원한다. 데이터가 공개된 3U 큐브

위성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산출된 생산 전력의 

분포(Fig. 7)는 30W 이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표준 플랫폼의 경우는 최대 전력이 

30W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MPPT는 P&O 

(Perturb & Observe)와 Fuzzy Logic 기반의 MPPT

를 탑재하고 있으며, 사용자에 의해서 MPPT의 알고

리즘은 변경 가능하다.

  Figure 8은 전력계의 기능 구성도를 나타낸다. 태양

전지판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는 최대 전력이 생산될 

수 있도록 조절되어 EPSU(Electrical Power Storage 

Unit)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된다. 이렇게 충전된 배

터리는 전력제어모듈(EPCU; Electrical Power 

Control Unit)을 통해 표준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전압

인 3.3V, 5V, 12V로 조절되게 되며, 전력분배모듈

(EPDU; Electrical Power Distribution Unit)은 공급

전압별로 Latch-up 전류 제한 스위치를 포함하고 있

어 각 서브시스템 구성품으로 전력분배를 위해 

ON/OFF 제어가 가능하며 과전류에 의한 전원차단 등

의 기능도 수행한다.

Fig. 9 CS & MDHS Functiona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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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KAUSAT-5 Configuration

2.4.5 통신 서브시스템
  통신계는 위성과 지상국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원

격으로 명령 및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표

준 플랫폼에서는 VHF, UHF 두 가지 통신 대역을 사

용하고 통신 프로토콜은 AX.25를 이용한다. VHF로는 

지상국의 원격명령을 수신하게 되며, UHF로는 비콘 

송신과 위성의 상태정보가 담긴 텔레메트리를 지상국

으로 전달하게 된다. 

  Figure 9는 통신계의 기능 구성도를 나타낸다. 통신

계는 TNC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중심으로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통신 대역 송수신기와 연결이 되

어있다. 이 마이크로컨트롤러가 통신계의 각 모듈을 

제어하고 CAN 송수신기를 통하여 명령 및 데이터 처

리계와 데이터를 주고받게 된다.

2.4.6 임무데이터처리 시스템
  임무데이터처리유닛(MDHU; Mission Data 

Handling Unit)은 임무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여 

S-band로 지상으로 송신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서브시

스템이다. 

  본 서브시스템 탑재체에 포함하여 사용되나 통신계

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영상 또는 임무 데이

터처리와 지상으로 송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데

이터 수집을 위한 인터페이스 (I2C, SPI, CAN, 

Serial, ADC) 등과 1Mbps까지의 S-band Data link 

전송이 가능하여 다양한 임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

다.

  전기적 연결의 최소화와 임무데이터를 플랫폼의 

House Keeping 데이터를 별도로 처리함에 따라 플랫

폼과 탑재체 간의 데이터 처리 양을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페이스를 위한 노력과 개

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4.7 열제어 서브시스템
  열제어계는 표준 플랫폼에서는 수동(Passive)과 능

동(Active) 열제어 방법이 모두 사용되었다. 수동 열제

어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에서의 열원의 효과적 군

형과 열방출이 되도록 설계하였고, 능동 열제어에서는 

배터리 온도센서를 통해 온도변화를 확인하고, 배터리

에 장착되어 있는 히터(Heater)를 통해 배터리 온도조

절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필요 여부에 따라 

히터를 추가할 수 있다. 

3. 표준 플랫폼의 적용

3.1 표준 플랫폼의 한누리 5호 적용
  본 연구에서는 표준 플랫폼의 검증을 위해 한누리 5

호 위성에 적용하여 설계, 제작 및 성능을 검증하였다. 

한누리 5호는 3U 크기(100×100×340mm3)의 큐브위

성으로 과학적 임무와 기술검증 임무의 다중임무를 수

행하는 위성이다. 

  한누리 5호의 구성은 Table 3과 같으며, 플랫폼은 

구조계, 자세제어계, 명령 및 데이터 처리계, 전력계, 

통신계 및 임무데이터처리계 및 열제어계로 구성되며, 

탑재체는 주 탑재체로 적외선 카메라, 가이거뮬러 방

사능 측정기, 부 탑재체는 VSCMG로 구성된다. 여기

서 VSCMG는 기술검증을 위한 탑재체로서 기술검증

이 완료되면 자세제어계의 주 구동기로서 작동하게 된

다. 

  Figure 10은 표준 플랫폼에 임무를 적용한 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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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pplication of Standard Platform to KAUSAT-5 and Single Mission

5호 위성의 형상을 보여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플랫

폼의 상단에 VSCMG가 탑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적외

선카메라가 탑재된다. 하단 부분의 적외선 카메라는 

0.8U를 차지하며, 렌즈 직경 66mm, 경통 길이 67mm 

그리고 CCD 및 열 싱크를 포함한 모듈의 길이는 약 

30mm를 차지한다. 상단 부분의 VSCMG는 플랫폼의 

상단 부분에 0.7U를 차지하며, 한누리 5호의 플랫폼은 

나머지 1.5U를 차지한다. 한누리 5호의 플랫폼 및 탑

재체 형상 및 크기는 Fig. 11(a)에서 보여준다. 이때, 

VSCMG가 상단에 위치하는 이유는 VSCMG의 BLDC 

모터의 노이즈로 인한 전자기장 발생 가능성과 질량중

심이 하단으로 편향되는 문제 및 조립성의 불편함 등

을 고려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누리 

5호의 표준 플랫폼은 임무 및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Sub-

system
Components

Plat-

form

SMS
Structure, Deployer(Solar Panel, 

Antenna)

TCS Heater, Temperature Sensor

EPS
Solar Cell, Battery, MPPT, EPSU, EPCU, 

EPDU

C&DHS
On-board Computer, MU(Memory Unit), 

SU(Sensor Unit), IU(Interface Unit)

ADCS
Sun Sensor, Magnetic torger, GPSRU 

(GPS Receiver Unit)

CS UTU, STU, VRU, Antenna

Pay-

load

IRC
Lens, Detector, Shutter,

IRC Temperature Control Unit

GMRM GMRM Tube, Transformer

VSCMG VSCMG, Interface Unit

Table 3 Components of KAUSAT-5

경우 기본 플랫폼 에 탑재체와 인터페이스만 변경 가

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플랫폼의 위치 

또한 변경 가능하다. 따라서 위성의 재개발 시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시간, 비용 및 일정 단축이 가능하다. 

  표준 플랫폼의 기계시스템 설계는 초소형 부품 및 

서브시스템 기능/성능을 초소형 PCB에 집적하고 가능

한 최소화하도록 한다. 따라서 탑재체의 공간에 대한 

설계는 다양한 탑재체 소요 만족을 위해 극대화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기계적 인터페이스의 변경을 최소

화하여 여러 탑재체를 수용할 수 있다. 표준 플랫폼의 

전기시스템 설계는 다양한 탑재체를 수용하도록 탑재

체의 전기적 능력을 극대화한다. 표준 플랫폼 검증을 

위해 개발한 한누리 5호의 전력생성능력은 태양지향 

시 13W, 평균 6.4W 수준이다. 

  한누리 5호 서브시스템 사이의 통신은 CAN 통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명령 및 데이터 처리계의 탑재

컴퓨터(On-Board Computer)에 내장된 비행소프트웨

어가 실행되어 각 서브시스템과 CAN 통신을 통해 명

령 및 데이터를 주고받게 된다. 한누리 5호의 임무궤

도, 요구수명과 시스템 규격은 Table 4와 같다. 

  한누리 5호에 대한 전기적 성능시험, 기능시험 및 

우주환경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표준 플랫폼

에 대한 검증을 마친 바 있다[12]. 한누리 5호에서 사

용된 표준 플랫폼을 동일하게 이용하여 개발되는 위성

은 플랫폼에 대한 전기적 기능 및 인증시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들 검증시험 수행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일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초소형위성의 표준 플랫폼을 개발 및 인증하는데 일

반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총 개발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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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escription

Mission Orbit

Sun synchronous elliptical Orbit: 

450km X 720km 

Inclination : 98°

Mission Life 

Time
> 1 year

Dimension 100×100×340mm3

Payload
IR Camera, GMRM,

VSCMG, FLCMPPT

Payload 

Accommodatio

n

IRC Mass : 580 g

GMRM Mass : 47 g

IR Camera 

Specification

Resolution : 320 x 240 (m)

FOV : 13.5 deg.

GMRM 

Specification

Resolution : >18 CPS/mR/h

Accuracy : <3 mR/h

Spacecraft 

Mass
< 4 kg

Satellite Power
< 6.4 W @ EOL (Nadir)

< 13 W @ EOL (Sun Pointing)

Attitude 

Control 

Specification

3-Axis Stabilization

Accuracy   : < 0.88 deg. 

Knowledge : < 0.87 deg.  

Stability    : < 0.42 deg/s

Link Margin > 3 dB @ 10 deg. Elevation Angle

Data Rate

UHF Downlink : 9,600 bps 

VHF Uplink : 1,200 bps 

S-band Downlink : 115,200 bps

Table 4 KAUSAT-5 System Specification

  

  

임무의 복잡도 및 개발인력의 경험에 따라 훨씬 장기

간이 소요될 수 있다. 표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

는 이러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탑재체 준비여부

에 따라 1년 이내에도 위성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3.2 다른 탑재체에 대한 표준 플랫폼 적용
  3U 큐브위성의 표준 플랫폼은 한누리 5호 뿐만 아

니라 다양한 탑재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는 Fig. 11(b)에서 보여준다. 

  현재 본 연구팀에서는 한누리 5호의 후속으로 전자

광학(Electro Optical)카메라를 탑재하는 3U 큐브위성 

설계를 진행 중이며, 탑재가 가능한 카메라 설계를 위

해 기존에 개발된 카메라 및 상용품 등을 조사하여 

Fig. 12와 같이 Trade-Off를 진행 중이다. Fig. 12에 

반영한 사항은 카메라의 크기, 지상해상도(GSD; 

Ground Sampe Distance), 질량, 헤리티지(Heritage) 

및 비용이다. 이 때, 반영한 점수는 크기의 경우, 

Pointing Accuracy의 증대를 위해서 반작용휠 또는 

CMG의 탑재가 필요한데, 구동기의 탑재가 가능하기 

Fig. 12 Trade-Off between EO Camera Models

위해서는 플랫폼의 크기가 1.5U이므로 카메라 및 모

듈의 크기가 1U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카메라 및 

모듈의 크기가 약 1U 미만인 경우에 5점을 부여하였

다. 또한, 지상해상도는 20m 미만에서 5점, 그 외에 

10m 마다 1점씩 감소하게 부여하였다. 또한, 헤리티

지의 경우, 발사하여 성공적으로 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5점을 부여하였고, 질량의 경우, 1U당 1kg 미

만의 경우 5점을 부여하여 도표로 나타내었다. 

  전자광학카메라를 탑재한 3U 큐브위성의 형상은 

Fig. 11(b)의 모델 ①과 같은 형상으로 기존에 개발된 

3U 큐브위성의 전자광학 카메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가 가능하다[7]. Fig. 11(b)의 모델 ①은 

TU-delft에서 개발한 광학카메라 모듈로 분해능은 

7.5m, 초점거리는 40cm이며 부피는 1.5U에 해당한

다. 이는 해상도가 좋은 반면, 부피가 1.5U를 모두 차

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세제어 구동기를 탑재

하지 못하여 지향정확도(Pointing Accuracy)가 부족할 

수 있다. 이는 해상도 및 영상 화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임무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Fig. 11(b)의 ②의 탑재체는 GOM Space(사)

의 광학탑재체(NanoCam)를 탑재한 경우로서, 분해능

은 25m, 부피는 1U에 해당하지만 경통이 외부로 

30mm 정도 돌출되므로 위성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약 

0.7U이다. 본 탑재체를 사용할 경우, 반작용휠 같은 

자세제어 구동기를 추가함으로써 자세지향 정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작용휠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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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약 0.3U의 부피를 차지하므로 약 0.5U의 부피

가 남게 되며, 이 경우 광학탑재체 외에 다른 임무도 

함께 수행 가능하다. 예를 들어, Fig. 11(b)의 ②의 광

학탑재체 상단의 공간에 항공기 추적시스템(ADS-B)과 

선박 추적시스템(QubeAIS) 등을 탑재할 수도 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의 변경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광학카메라 등 탑재체와 플랫폼과의 

인터페이스 보드가 플랫폼 허용 부피 및 질량을 만족

한다면 표준 플랫폼에 탑재 및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상용화된 키트뿐만 아니

라 기술검증용 탑재체를 표준 플랫폼에 탑재하여 비교

적 저비용으로 우주환경에서 탑재체의 기능과 및 성능

을 검증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논문은 3U 큐브위성 플랫폼의 개발

에 대한 논문으로 한누리 5호에 이를 적용하여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였다.

  기존의 3U 큐브위성과 State-of-Art 기술을 조사하

여 3U 큐브위성 플랫폼의 규격을 설정하고 범용적으

로 사용되는 3U 큐브위성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설계

된 플랫폼에 기반하여 이를 3U 큐브위성인 한누리 5

호 개발에 활용하였다.

  표준 플랫폼은 모듈러 개념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 임무에 맞게 다양한 임무 장비의 탑재

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전기적으로 I2C, CAN

을 이용하여 구성품의 개수가 확장 가능하도록 고려하

였다. 구동기와 센서의 경우, 임무와 크기에 맞게 사용

자가 선택 및 확장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력 서브시

스템의 경우, 태양전지판, 배터리 및 메커니즘은 형상

이 다양하므로 임무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구성하도록 

설계하였다. 표준 플랫폼의 서브시스템은 기능/성능을 

초소형 PCB에 집적 및 소형화하여, 전기적 능력을 극

대화할 뿐 아니라 다양한 탑재체를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성 표준 플랫폼은 전자광학탑재체, 기상 탑

재체 등 질량 및 부피 요구조건만 만족하면 확장 및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고 최소의 시간 내에 개발이 가능

하도록 설계 및 제작하였다. 또한 한누리 5호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개발한 플랫폼에 대해 인증시험을 수

행하였으므로 새로 개발해야하는 위성에는 인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어 이에 발생하는 비용 및 일정을 줄일 

수 있다. 

후    기

  이 논문은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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