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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KMSL(Korea Microgravity Science 

Laboratory) 큐브 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전력시스템 설계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1~3리터 사이즈인 초소형 인공위성(큐브

위성)의 전력시스템은 태양 전지 패널로부터 큐브 위성의

부하장치 운용을 위한 전력을 공급받고, 남은 잉여 전력은

배터리에 저장하여 식(eclipse) 구간 동안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계가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대학교

KMSL팀의 큐브 위성에 대한 전력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위성 궤도 및 자세에 따른 생산 전력, 소비 전력을 인공위성의

자세 및 궤도에 따라 분석하고, 부하 장치의 전원 및 소모

전력을 통해 전력 및 에너지 마진(margin)이 충분하도록 전력계

시스템의 구성품 용량을 설계하였다. 

1. 서 론
큐브 위성(Satellite) 또는 큐브샛(CubeSat)은 1U라고 정의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mm인 1리터 부피 및 1.33kg의

질량을 넘지 않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말하는 것으로 1999년

미국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교육용 목적으로 처음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지상 관측 및 과학장치의 우주 실험을 위한 목적으로

1U~3U 사이즈의 위성이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다[1].

이러한 큐브 위성은 그림 1과 같이 큐브 위성의 기구물에

해당하는 구조계, 위성에 탑재된 과학임무 장치(payload)인

탑재체계, 지상과의 통신 및 전력생성 극대화를 위한 위성의

자세 제어를 담당하는 자세제어계, 지상으로부터 명령을

수신받거나 위성의 전압, 전력, 온도 등의 주요 데이터나

과학임무 장치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지상으로 전송하기 위한

통신계, 위성의 상태를 점검하고 임무 데이터 및 하우스 키핑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장치인 명령 및 데이터 처리계, 그리고

위성의 주요 부품에 대한 온도 관리를 위한 열제어계 및 위성의

부하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계로 구성되어 있다.

큐브 위성의 전력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성 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이 요구하는 전원사양, 운용 모드별 평균 및 피크

소모전력을 고려한 전력 및 에너지 마진(margin)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이로부터 위성에 전력 공급을 위한 태양전지

패널과 에너지 저장장치인 배터리의 용량설계, 전원 사양에

따른 컨버터의 토폴로지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선 디자인 순서에 따라 조선대학교의

KMSL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큐브 위성 전력시스템의 초기설계

결과를 제시한다. 설계된 큐브 위성은 현재 전원 및 부하

분석을 통해 전력 및 에너지 마진이 충분하도록 설계하였고, 

그림1. KMSL큐브위성의시스템구성도

Fig.1 System configuration of KMSL CubeSat

향후 2년동안 제작, 단품 기능시험, 환경시험 평가를 수행한 후

위성 발사를 통한 우주환경 실증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2. KMSL 큐브위성 전력계 설계

2.1 큐브위성 운용모드

KMSL 큐브 위성은 그림 2의 운용 모드 개념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위성이 발사된 이후 ‘분리 모드’로 전환되어 위성

발사 전개장치인 P-POD에서 위성이 분리되면서 통신용

안테나가 전개된다. ‘분리 모드’가 완료된 후 ‘대기모드’에서는

비콘 신호를 송신하고 태양전지 패널이 전개되어 에너지가

발전되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인공위성의 자세를 안정화시키게

된다. 태양전지로부터 정상적인 발전 및 지상과의 통신이

원활히 유지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퀀스에 따라 위성은

과학장치의 실험을 진행하는 ‘임무 모드’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실험이 완료되는 경우 지상에 있는 지상국으로 대용량의

실험결과를 송신하는 ‘통신 모드’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2. KMSL큐브위성의운용모드개념도및 1-궤도당발전량

Fig.2 Conceptual diagram of operating mode of KMSL CubeSat and 

generated power per 1-orbit

2.2 큐브위성 전력계 사양설계

KMSL 큐브 위성의 전력계 설계를 위해 먼저 큐브 위성의



부하 장치에 대한 전원 및 전력 사양에 대한 부하분석이

필요하다. 본 큐브위성의 주요 부하장치는 11가지로 각 부하별

요구되는 전압과 소모전력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주요 장치의

요구되는 사양으로부터 본 큐브위성의 전력을 담당하는

전력계(EPS, Electric Power System)는 5V, 3.3V, 12V 및

7.4Vnom을 갖는 배터리 전압을 생성하는 것으로 설계 사양을

수립하였다. 5V 출력부의 연속 부하는 6W급, 3.3V의 2W급으로

전체 부하전력은 8W급이다. 리튬 배터리는 조건부 동작하는

부하중 30W급의 피크 부하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하므로

전력계를 과설계하지 않기 위해 부하 장치들은 스케쥴링을 통해

시분할 동작되도록 제어 전략을 수립한다. 

앞선 부하분석을 통해 전력계는 태양전지의 최적 운전점

제어를 위한 벅 컨버터(BCR)와 5V, 3.3V의 전압 생성 및

제어를 위한 벅 컨버터, 12V 전압 생성 및 제어를 위한 부스트

컨버터의 토폴로지를 갖도록 설계한다. 3U 큐브 위성의

Top/Bottom 면에는 통신 안테나가 부착되기 때문에 총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측면의 4개의 면적으로 큐브 위성의 자세제어

시스템이 태양지향 자세제어를 수행하는 경우 태양전지

패널로부터 최대 27W, 1궤도당 평균 12W 전력을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STK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2].

또한 전력계는 큐브위성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므로, 고장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계는 2병렬로 제작되어 리던던시

(Redundancy)를 갖도록 설계한다.

2.3 위성 궤도에 따른 전력 및 에너지 분석

KMSL 큐브위성은 고도 600-800km 상공에서 지구를

대략적으로 1.6h마다 1회전한다. 앞선 전력 발생장치인
표 1. 큐브위성의 부하장치 전압 및 소모전력

태양전지의 평균 전력 및 부하장치의 전력을 고려하여 에너지

진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큐브 위성은 식(eclipse) 구간동안

배터리로부터 위성 운용에 필요한 필수 부하장치에 전력을

공급해야 하므로, 이로부터 배터리는 7.4Vnom 전압을 갖고,

13.6Wh의 에너지를 갖도록 용량을 선정하였다. KMSL 

큐브위성의 에너지 마진 및 요구되는 배터리 용량 선정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MSL 큐브 위성 전력시스템의 전력 및

에너지 마진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큐브 위성이

동작하게 될 운용 모드에 따라 태양 전지판에서 생산하는

전력과 부하장치에서 소모하는 전력 및 에너지를 분석하여 전력

및 에너지 평형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력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의 용량 설계를 진행했고, 추후

KMSL은 상세설계 및 기능 시험을 통해 설계된 결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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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큐브위성의 부하장치 전압 및 소모전력

구분 내용

Required energy of Payload 1 88.8J

Required energy of Payload 2 17738.9J

Required energy of On-Board Computer 11826.0J

Required energy of Communication Module 5376.0J

Required energy of Stabilization Control Module 17384.2J

5V / 3.3V converter efficiency 90%

MPPT converter(BCR) efficiency 90%

Total required energy of KMSL CubeSat 58228J

Generated Energy from PV including efficiency 64179J

Required energy during eclipse 52166J

Required energy from battery during eclipse 21859J

Nominal voltage of battery 7.4V

Designed capacity of the battery (including a double margin) 12.1Wh

System energy margin 110%

구분
전압(V

)
소모전력(W)

부하

조건

통신

70 cm band antenna - Max. 10
조건부

동작

VHF/UHF

transceiver
3.3

Rx : 0.4

Tx : 2.8

조건부

동작

S-band

active antenna
8 – 18

Idle : 0.2

Rx : 0.8

Tx Active:10.7

조건부

동작

탑재
PayloadⅠ 7.4 29.6 (Peak)

조건부

동작

PayloadⅡ 5 3 연속

자세

제어

ADCS (Attitude 

Determination and Control 

System)

3.3 / 5 1 연속

Analog Sun Sensor 3.3 / 5 0.01 연속

Nadir Sensor 3.3 0.13 연속

Momentum Wheel 3.3 0.6 연속

GPS Receiver 3.3 1.2 연속

명령

처리
OBC(On-Board Computer) 5/ 3.3 2 연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