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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90년대에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제
작⋅발사함으로써 우주 산업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관련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성활용 분야 중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초소형위성(Nanosatellite)이다. 초소형위성이란 가로(X축)⋅세
로(Y축)⋅높이(Z축)의 길이가 각각 10 cm인 1 U를 기준으로 Fig. 

1과 같이 12 U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장 가능한 작은 크기의 위
성을 칭하는 용어로 큐브위성(Cubesatellite)으로 불리기도 한다.

초소형위성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발 비용과 시간이 기존의 대형
위성에 비해 적게 든다는 것이다. 기존 대형위성의 제작비용이 보
편적으로 2000억~3000억 인 것에 반해 초소형위성은 대형위성의 
1% 이내의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상대적
으로 적은 개발 비용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기업들이 초소형위성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기업의 경우 초소형위성을 이용하여 
인구밀도, 환경변화, 지리분석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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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국내의 경우 초소형위성의 
기본 시스템의 구성에 필요한 온보드 컴퓨터(Onboard computer, 
OBC), 전력계(Electric power system, EPS), 배터리 등의 제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태동기에 있다[3,4]. 또한, 우주개발 
전문 인력양성과 우주기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2012년부터 정부지
원으로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2, 2013, 2015년
도에 각각 3팀을 선정하여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5].

초소형위성의 제작과정은 크게 위성의 설계⋅해석, 제작, 조립, 
시험, 발사, 운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성의 설계⋅해석과정을 
통해서는 전체적인 위성의 구조 및 시스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
고 발사 및 우주 환경을 고려한 성능해석을 통해 위성의 강건성
(Robustness)을 확보하여한다. 이를 위해서 초소형위성의 개발단
계 초기부터 발사 및 우주환경이 고려된 조건에서 전산 구조해석 
및 열해석을 수행하여 실제 테스트 중 위성 구조체의 파손으로 인
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7년도 큐브위성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KMSL (Korea Microgravity Science Laboratory)팀 위성의 전
장부품과 과학탑재체를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고 발사환경에서 가
해지는 외력과 진동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체을 
설계하고 구조해석을 진행하여 설계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2. 초소형위성 구조체의 형상설계 및 전산구조 해석
2.1 KMSL 초소형위성 구조체의 형상 기초설계

KMSL 초소형위성은 우주환경에서 화염전파실험과 물곰
(Tardigrade) 배양실험 및 생활사를 비교 관찰하는 과학미션을 수
행하기 위해 설계·제작될 예정이다. 초소형위성으로서의 기본 기
능수행을 위해 장착되는 온보드 컴퓨터, 전력계, 배터리, 통신장치 
모듈 이외에도 과학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학탑재체1(Payload 1, 화염전파실험모듈)과 과학탑재체
2(Payload 1, 생물실험모듈)가 각각 탑재될 예정이다.

KMSL초소형위성과 같이 3U급으로 설계되는 위성은 일반적
으로 전체적인 구조와 형상이 Table 1에 정리된 기본 요구사항들

을 만족해야한다. STR-01과 02의 경우는 3 U급 초소형위성의 
형상과 전체 질량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설계 단계부터 모든 전장
부품과 구조체, 과학탑재체의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반면 STR-03은 선정된 부품과 과학탑재체를 위성의 구조체에 
결합하고 통합할 때 요구되는 사항으로 구조물의 결속장치의 위
치 선정 시 중요한 설계인자이다. 각종 전기·전자 부품과 탑재체
의 배치에 따라 변하는 위성체의 질량 중심(Center of mass)은 
위성 구조체의 형상은 물론 위성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6]. STR-04는 초소형위성을 발사체에 탑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Poly-Pico Satellite Orbital Deployer (P-POD)와 원활하게 결합
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이다. 정리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Fig. 3와 같은 3U급 초소형위성 구조체의 설계를 진행하였다.

초소형위성의 구조체 재질의 경우 NASA에서 권장하고 있는 
Aluminum 6061[7]을 선정하였으며 구조체의 표면 전체는 경질양
극산화(Hard anodizing)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경질양극
산화는 발사환경에서 구조체와 P-POD 사이에서 냉간 용접이 일
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구조체의 전체적인 내마모성과 내식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각종 전기·전자부품들과 탑재체
들은 구조체에 볼트를 이용하여 결속되며, 이때 볼트와 다른 부품
들과의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Countersunk를 제작하였다. 구조체
의 하단부에는 킬 스위치(Kill switch)와 분리 스프링(Separation 
spring)을 장착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1 Nanosatellite classifications

Fig. 2 Overall configurations for the KMSL nanosatellite

Table 1 Structural Requirement for a 3 U Nanosatellite

ID Requirement

STR-01 Width, Depth, Height should be Within 100, 100 and 
340.5 mm respectively

STR-02 The mass should be less than 3.99 kg

STR-03 The center of mass should be within 2 cm of each axis 
from the center of the shape.

STR-04 Each corner should be treated to have a radius of 1 
mm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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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조해석의 방법 및 해석 조건 
발사체에 탑재된 초소성형위성은 발사과정에서 발사체의 가속, 

엔진의 진동 및 소음, 발사체 분리과정을 통해 준정적 하중과 사인
진동, 랜덤진동, 음향진동, 충격 하중을 전달받게 된다[8,9]. 

본 연구에서는 발사환경 중 초소형위성에 가해지는 진동 중 랜
덤진동의 영향이 다른 진동의 영향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랜덤진
동만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구조해석을 진행
할 때 발사체에 장착될 P-POD와 위성구조체가 어느 방향으로 결
속될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X, Y, Z축에 각각 랜덤진동을 
가하였고, 가진 조건은 Fig. 4에 제시되어 있는 진동 규격을 이용
하였다[10].

NASA의 GSFC–STD–7000규격에 따라 진동 구조해석을 수행
하기 위해 설계된 위성 구조체에 18.75 G에 해당하는 하중을 가하
여 준정적해석을 진행하고 모드 해석결과와 해석된 하중결과를 각 
모드별로 기여도를 조합하는 모드 중첩법(Modal Superposition 
Method)을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12]. 랜덤진동 구조해석은 
상용코드인 Ansys 19.1을 이용하였으며, 구조체 해석을 위해 사용
된 Aluminum 6061-T6의 물성치는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POD와 구조체가 결속되는 방식을 고려하여 
구속조건을 선정하였다. 보통 P-POD에 위성 구조체를 삽입하면 
Fig. 5와 같이 스프링의 장력으로 인해 구조제의 상/하단부의 네 

모서리 바닥면이 P-POD의 상단부과 하단부에 고정된다. 스프링
의 장력에 의해 구조체와 P-POD 구속은 강하게 결속되기 때문에 
Fig. 6와 같이 ±Y면 총 8부분의 모서리에 구속조건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Y면 4부분의 모서리만 구속하여 기존 조건보다 가혹한 
구속조건에서 해석을 진행하였다. 구조체는 삼면체와 사면체형상
의 요소(Element)를 이용하여 절점(Node) 수와 요소 수를 각각 
52,180개와 26,285개로 분할하였다.

3. 전산구조 해석결과 및 토론
3.1 준정적 해석(Quasi-Static Analysis)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구조체의 X, Y, Z 각축에 18.75G의 하
중을 가하여 응력 해석결과를 Fig. 7과 Fig  8에 각각 도시하였다. 
Fig. 7에는 총 8부분의 모서리가 고정된 구속조건 1(Constraint 

Fig. 3 Designed 3U structure for the KMSL nanosatellite

Fig. 4 Power spectral density specified by GSFC-STD-7000[11]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aluminum 6061-T6

Density (kg/m3) 2700
Young’s Modulus (GPa) 69.20

Tensile yield strength (MPa) 276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1/°C) 2.32×10-5

Poisson’s Ratio 0.33

Fig. 5 Image of LightSall-1 P-POD

(a) +Y frame              (b) -Y frame
Fig. 6 Restraint method for structur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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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1)에 정적 하중이 가해진 경우 해석결과이며, Fig. 8는 
총 4부분의 모서리만 고정된 구속조건 2(Constraint condition 2)
을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얻어진 최대 등가 응력
해석 결과와 식 (1)을 이용하여 안전여유율(Margin of Safety, 
MOS)[13]를 계산 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


 ≥  (1)

식 (1)에서 안전계수 (Safety Factor)는 1.6을 사용하였고, 안전
여유율(MOS)이 1 이상인 경우를 구조체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로 판단하였다. 정적 구조해석 결과 구속 조건에 따라서 등가응력
의 분포가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속조건 
2을 적용하여 해석한 경우 구속조건 1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X, 
Y, Z 방향의 최대 등가응력 값이 모두 크고 이로 인해 Table 3에 
요약되어 있는바와 같이 안전여유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
면 Y축의 경우 하중을 받는 구조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등가응
력 결과 값이 매우 낮게 나온 반면 X, Z 축으로 하중이 전달되는 

경우는 하중을 받는 길이가 Y축에 비하여 짧기 때문에 결과 값이 
크게 나오는 형상을 보였 다. 또한, Z축은 X축과 다르게 중간에 
탑재체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들어감에 따라 X축보다 더욱 안전성
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모드 해석(Modal Analysis)
모드해석은 각 모드에 따른 구속조건과 구조체의 형상에 따라 

(a) Result obtained from X direction quasi-static analysis 

(b) Result obtained from Y direction quasi-static analysis

(c) Result obtained from Z direction quasi-static analysis
Fig. 7 Quasi-static analysis for constraint condition 1

(a) Result obtained from direction quasi-static analysis 

(b) Result obtained from Y direction quasi-static analysis

(c) Result obtained from Z direction quasi-static analysis 
Fig. 8 Quasi-static analysis for constraint condition 2

Table 3 Result in structural quasi-static analysis

Constraint Method 1
Direction X Y Z

Max Equivalent Stress(MPa) 10.6 2.5 11.0
Margin of Safety 15.2 68.6 14.7

Constraint Method 2
Direction X Y Z

Max Equivalent Stress(MPa) 12.8 2.6 39.8
Margin of Safety 12.5 65.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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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른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모드 차수에 따른 구속조건의 
개수가 적은 1차~3차 모드에 해당 구속조건[14]은 발사체와 구조체
간의 공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발사체제작 회사에서 제공
하는 고유진동수의 경우 평균 80 Hz의 고유진동수를 가지며[9], 해
당 모드의 결과값이 발사체의 고유진동수와 최소 30 Hz 이상의 
차이를 보여야 안전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 Table 4에 정리 되
어 있는 바와 같이 구속조건 1와 2에 대해서 해석 결과가 모두 
발사체의 고유진동수 80 Hz 보다는 훨씬 커 공진현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구속조건 1과 2의 1차 모드에서 
고유진동수 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구속조건 2의 경우 외팔보 형태의 구속조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낮
은 주파수의 고유진동수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랜덤 진동해석(Random Vibration Analysis)
Fig. 9와 10은 구속조건1과 2에 대해 랜덤 진동해석을 통해 얻

어진 등가응력을 도시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속조건 1(Fig. 9)의 경우 X, Y, Z축에서 각각 43.6 MPa, 0.3 
MPa, 58.3 MPa의 최대 등가응력이 계산되었으며, 구속조건2  
(Fig. 10)에서는 각 축별로 44.9 MPa, 2.2 MPa, 97.9 MPa의 최
대 등가응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속조건1과 2에서 
도출된 최대 등가응력을 식 (1)을 적용하여 하여 안전여유율을 계
산하여 그 결과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구속조건 2의 Z축에서 
안전여유율이 1.8로 가장 낮았지만 0이상의 값을 갖기 때문에 모
든 구속조건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은 랜덤 진동 해석을 통하여 얻게 된 응답특성(Response 
Power Spectral Density, PSD)을 주파수 영역에 도시한 결과로 
어떤 주파수 성분에서 구조체에 가해지는 하중이 큰지 작은지를 
나타낸다. 응답특성 결과는 모드 해석에 따른 결과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갖는다. 각 모드 별 고유 진동수와 발사체의 고유진동수 

사이에서 공진이 발생 할 때, 응답특성의 최댓값이 해당 공진과 
비슷한 주파수대에 있을 경우 큐브위성에 가해지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15]. 따라서 응답특성의 최댓값이 발사체의 고유 진동
수와 같은 주파수상에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을 확보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전성이 확보된 모드해석의 3차 모드 이후의 
주파수에서 응답특성의 최댓값이 발생 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11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속조건 1의 경우는 X, Y, Z 축에 대한 응답특성이 각각 
641, 637, 530 Hz에서 최댓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

Table 4 Summary of modal analysis 

Constraint Method 1
1 Mode 509.4 Hz 6 Mode 1258.6 Hz
2 Mode 530.8 Hz 7 Mode 1295.8 Hz
3 Mode 642.4 Hz 8 Mode 1297.2 Hz
4 Mode 858.64 Hz 9 Mode 1339.5 Hz
5 Mode 1045.1 Hz 10 Mode 1402.5 Hz

Constraint Method 2
1 Mode 137.05 Hz 6 Mode 773.47 Hz
2 Mode 232.86 Hz 7 Mode 998.76 Hz
3 Mode 294.37 Hz 8 Mode 1044.7 Hz
4 Mode 485.57 Hz 9 Mode 1101.4 Hz
5 Mode 597.31 Hz 10 Mode 1245.1 Hz

Table 5 Summary of random vibration analysis

Constraint Method 1
Direction X Y Z

Max Equivalent Stress (MPa) 43.6 0.3 58.3
Margin of Safety 4.0 526 3.0

Constraint Method 2
Direction X Y Z

Max Equivalent Stress (MPa) 44.9 2.2 97.9
Margin of Safety 3.8 77.9 1.8

(a) X Direction random vibration analysis

(b) Y Direction random vibration analysis 

(c) Z Direction random vibration analysis 
Fig. 9 Random vibration analysis for constraint metho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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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구속조건 2의 경우 역시 X, Y, 
Z축에 대한 응답특성이 각각 발사체의 고유진동수 보다는 큰 232, 

320, 137 Hz 값을 보이고 있어 구조적 안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구속조건 2에서 발사체의 고유진동수와 비교적 근접한 
137 Hz에서 최대값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조건에서 공진현상
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해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앞
서 서술한 것과 같이 구속조건 2의 경우 가혹조건을 적용 하여 해
석을 진행 하였으며 P-POD에 대한 구속 조건을 설정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구조 해석에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소형위성용 구조체의 설계를 진행하였고, 구

조 해석을 통해 설계된 구조체의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설계된 
구조물의 안정성을 전산해석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서 NASA의 
GSFC-STD-7000 시험 기준을 반영하여 18.75 G에 해당하는 하
중을 구조체에 인가하였고 준정적 해석 및 랜덤진동 해석을 진행
하였다. 준정적 해석결과를 각 모드별 기여도를 조합하는 모드 중
첩법을 이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판별하였으며 해석결과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구속조건 1과 2에 대해서 수행된 준정적해석, 랜덤 진동 해
석결과 안전여유율이 모두 0 이상으로 구조적 안전성 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구속조건 2에 대해 수행된 모드 해석과 랜덤 진동 해석 
결과 발사체의 고유진동수와 근접한 130 Hz에서 강 한 응답특성
이 관찰되어 공진 가능성이 우려된다.
 (3) 하지만 구조체와 P-POD에 대한 결속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가혹한 조건에서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임을 감안 하면 실제 
P-POD에 적용되는 구속조건을 고려한 구조 해석의 결과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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