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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의 소형화, 집적화,

그리고 경량화가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중대형 

인공위성이 수행하던 기능을 작고 가벼운 소형 

인공위성이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소형 인공위성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 년간 큰 폭으로 성장하여, 앞으로의 인

공위성 시장은 소형 인공위성이 주류를 이룰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궤도위성 시장의 경우 소

형위성이 약 450억 달러로 전체 인공위성 시장

의 약 43%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소형 인공위성의 측지학, 천문학과 같은 과학

임무가 증가하면서 인공위성의 위치 및 자세에 

대한 정확한 제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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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miniaturization, integration, and weight reduction have become

possible, and the existing medium and large satellites have been replaced by small satellites, and the

need for a micro thruster has emerged. Laser ablation micro-thruster is a new type thruster using

laser ablation. It is emerging as a new candidate in micro-thrusters with wide thrust range and low

single impulse thrust. The objective of present study is to introduces the structure, propellant, and

research trends of the laser ablation micro-thruster.

초       록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형화, 집적화, 그리고 경량화가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중대형 인공위성이 소형 

인공위성으로 대체됨으로써 미소 추력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레이저 삭마 미소 추력기는 넓

은 추력 운용범위와 낮은 단일 임펄스 추력, 그리고 높은 레이저 출력 대비 에너지 비를 가지고 있

어 미소 추력기를 대체할 수 있는 세밀한 추력 제어기로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은 레이저 삭마 미

소추력기의 구조, 추진제, 그리고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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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외란인 낮은 고도에서의 대기 저항(1 mN),

태양 복사압(10-100 N), 지구 자기장에 따른 토

크 등을 경감시켜 줄 수 있으며, 안정성을 가지

고 세밀한 추력제어가 가능한 추력기가 요구된

다[2].

레이저 삭마 미소 추력기는 넓은 추력 운용범

위와 낮은 단일 임펄스 추력, 그리고 높은 레이

저 출력 대비 삭마 에너지 비의 장점을 가진 소

형 인공위성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추력기로 떠

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삭마 추력기

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형 소형 인공위성 

추력기의 새로운 선택지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2. 레이저 삭마 미소 추력기

레이저 삭마 추진은 고 에너지의 레이저를 삭

마물질에 입사하여 입사된 표면에서 삭마에 의

해 발생하는 증기 혹은 플라즈마의 반작용으로 

추력을 얻는 방식을 말한다. 레이저 삭마 추진은 

다음의 장점을 가진다.

(1) 레이저의 운용 조건에 따라 추력이 달라져 

uN - mN 의 넓은 추력 범위를 가진다.

(2) 단일 임펄스 추력은 nN·s 수준으로, 정밀한 

추력 제어가 가능하다.

(3) 레이저의 운용 조건과 삭마 물질에 따라 추

력 범위와 단일 임펄스 추력 그리고 비추력

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임무 요구조건에 맞

춘 최적의 설계가 가능하다.

(4) 레이저 삭마 추진은 높은 입사 레이저 에너

지 대비 배기 운동 에너지 비율을 가진다.

(5) 반응성 혹은 고압용기를 이용하는 화학추력

방식 및 전기추진방식과 달리 연료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6) 레이저 삭마 추진방식은 기존의 추력기관이 

요구하는 노즐, 탱크 등의 구조물이 필요하

지 않아 우주비행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질

량을 줄일 수 있다.

(7) 무게의 감소와 낮은 가격을 통해 발사 비용 

감소 및 기회의 증대가 가능하다.

Fig. 1 Overview of T-mode and R-mode[2].

2.1 레이저 입사 방식

레이저 삭마 추진의 레이저 입사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 레이저가 투과막을 통과하여 반대

편의 금속이 고열에 의해 삭마 제트를 발생시키

는 Transmission 방식(T-mode)과 거울을 이용해 

레이저를 입사하여 해당 지점에 삭마 제트를 발

생시키는 Reflection 방식(R-mode)으로 나눠진다.

T-mode는 삭마 제트에 의한 광학장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지만 에너지 손실로 인한 성능 저

하 문제가 있다. 반대로 R-mode은 T-mode보다 

높은 추력 성능을 보여주지만 광학장치 오염의 

위험이 있다.

2.2 레이저 삭마 추진제

레이저 삭마 추진제는 고체형과 액체형 추진

제로 나눠진다. 고체형 추진제는 금속 혹은 중합

체(Polymer)가 주로 사용된다. 고체형 중에서도 

중합체 추진제의 장점은 반응형 물질을 사용하

여 높은 레이저 출력 대비 삭마 에너지 비를 가

지는 점이다[3]. 하지만, 삭마 중합체에 대한 연

구는 약 20 년 가까이 진행되었으나 이의 가능

성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4]. 액체형 추진제

는 고체형에 비해 높은 에너지 밀도와 낮은 질

량으로, 고출력의 추력 엔진의 추진제로써 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사용되고 있다[5]. 하지만 액체

형 추진제는 삭마제트에 의한 광학장치 오염으

로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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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chanism of fuel tape and tube type; Left:
tape type, Right: tube type[5, 6].

2.3 추진제 공급 방식

레이저 삭마 추진의 추진제 공급 방식으로는 

테이프, 튜브, 로드, 디스크, 그리고 전자식 광학 

조정 방식이 제안되었다[6-10].

테이프 방식은 얇게 가공된 금속 혹은 중합

(Polymer) 추진제를 모터를 통해 공급하여 삭마 

시키는 방식이며, 튜브 방식은 주로 액체연료를 

공급하는데 사용된다[7, 8]. Fig. 2는 테이프와 튜

브 방식의 레이저 삭마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

추진제의 움직임에 인한 잔여 모멘트의 발생

은 소형 인공위성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

터 레이저 운용 방식으로 전자식 광학 조정 방

식(Electro optic steering system)이 제시되었다

[10]. Fig. 3은 전자식 광학 조정 방식의 개념도

를 보여준다.

중국의 한 연구단체는 레이저와 추진제의 삭

마와 반응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추진 방법을 

Fig. 4와 같이 제시하였다[11]. 또한, 일본과 미국

은 추진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기장 

방식을 사용하였다[12, 13]. Fig. 5와 같이 전자기

장에 삭마 제트를 통과시켜 입자를 가속시킴으

로써, 비추력을 증가시킨다.

Fig. 3 Concept of the electro optic steering system[10].

Fig. 4 Laser-augmented chemical Propulsion[11].

Fig. 5 Mechanism of laser ablation hybrid thruster;
Left: Laser-electromagnetic system, Right:
Laser-electric type[13].

2.4 레이저 삭마 분석 및 최적화

추진제 삭마의 불균일한 크레이터 발생이나 

불안정한 삭마는 추진 성능의 정확도 및 안정성

에 영향을 미친다. 레이저 삭마 추력 측정과 삭

마 제트 및 삭마 지점에 대한 분석은 레이저 삭

마 추력기의 이해와 성능 향상 및 안정성을 최

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Fig. 6은 레이저 삭마 

실험 종류와 그에 따른 최적화 변수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레이저 삭마 추진 연구의 비교 및 협력을 위

하여 실험 매개 변수에 대한 표준으로서 레이저 

펄스 에너지, 펄스 길이, 삭마 지점의 면적, 임펄

스 량, 그리고 삭마 질량을 실험의 매개 변수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14]. 주어진 표준화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앞으로의 연구결과와 기존

에 발표된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더 명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6 Schematics of laser ablation analysi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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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논문은 레이저 삭마 미소 추력기에 대해 

소개하였다. 레이저 삭마 미소 추력기는 기본적

으로 고체 추진제를 삭마시켜 추력을 얻으나, 높

은 추력을 위해 액체 추진제가 제시되었다. 추진

제 공급 방식으로 인공위성의 정확도를 위하여 

전자식 광학 조정 방식을 사용한 방법이 연구되

고 있다. 또한 삭마 결과의 분석을 통해 미소추

력기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연구 협력을 위한 표

준을 제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형 인공위성의 개발 추세에 

있으므로 다양한 추력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레이저 삭마 미소 추력기는 넓은 추력 운용

범위와 낮은 단일 임펄스 추력, 높은 레이저 출

력 대비 삭마 에너지 비를 가진 추력기로 미래 

소형위성 추진기관의 새로운 선택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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