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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CanSat system, which ejects two maple seed-type 

autorotating science payloads and collects weather information. The CanSat consists of two 

autorotating science payloads and a container. The container is equipped with devices for launching 

science payloads and communication with the ground station, and launches science payloads one by 

one at different designated altitudes. The science payload consists of a space for loading and a 

large wing, and rotates to generate lift for slowing down the fall speed. Specifically, after being 

ejected, it descends at a speed of 20 m/s or less, measures the rotation rate, atmospheric pressure, 

and temperature, and transmits the measured value to the container at a rate of once per second. 

The communication system is a master-slave structure, and the science payload transmits all data 

to the master container, which aggregates both the received data and its own data, and transmits 

it to the ground station. All telemetry can be checked in real time using the ground station 

software developed in-house. A simulation was performed in the simulation environment, and the 

performance of the CanSat system that satisfies the mission requirements was confirmed.

초   록

본 논문은 단풍나무 씨앗형 자동회전 과학 탑재체 2개를 사출하고 기상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하는 

캔위성을 개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캔위성은 2개의 자동회전형 과학 탑재체와 이를 실을 수 있는 캔

위성 본체로 구성된다. 캔위성 본체는 과학 탑재체를 사출하기 위한 장치들과 지상국과의 통신을 위한 장

치들을 탑재하고, 각기 다른 지정 고도에서 과학 탑재체를 하나씩 사출한다. 과학 탑재체는 큰 날개와 탑

재 공간으로 구성되며, 큰 날개는 회전하면서 양력을 발생시켜 낙하 속도를 늦춘다. 구체적으로, 사출된 

이후 20m/s 이하의 속도로 하강하며 회전율, 기압과 온도를 측정하고 초당 1회의 속도로 측정값을 캔위성 

본체로 송신한다. 통신 시스템은 마스터-슬레이브 구조로 과학 탑재체는 모든 데이터를 마스터인 캔위성본

체로 송신하고, 캔위성 본체는 수신받은 데이터와 자체 데이터를 종합하여 지상국으로 전송한다. 자체 개

발한 지상국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신하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환경

에서 모의실험을 수행했고, 임무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캔위성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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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캔위성은 교육 목적으로 음료 캔 크기의 통 안에 필요

한 부품들을 배치하여 제작하는 모사 위성이다[1-5]. 주

로 로켓이나 드론을 이용하여 발사 후 공중에서 전개한 

낙하산을 이용해 천천히 하강하며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

를 지상국으로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6-9].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각지에서 캔위성 

개발 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 대회 참가자들이 위성 

설계-제작-발사 전 주기의 과정을 수행하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10-16].

기존연구에서 제작된 캔위성은 각기 다른 임무를 설계

하고 임무 수행을 위한 특성있는 구조를 가진다. 태양이 

떠 있는 방향으로 캔위성의 센서부를 지향하는 임무 수

행을 위해서는 센서부가 안정적으로 태양의 위치를 추적

할 수 있도록 IMU와 Servo motor를 이용하여 자세제어

를 수행하도록 설계하였고[1], 태양, 풍력, 진동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을 통해 센서 모듈을 자가 구동하는 임

무목표 수행을 위한 캔위성은 태양전지판, 피에조 필름, 

로터 등을 탑재하였다[2]. 캔위성에 탑재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성체 내·외부 및 비행영상 획득이 임무 목표인 

경우 형상기억합금 와이어를 이용한 원격 터치 시스템을 

개발하였고[3], 카메라 회전과 낙하에 따른 진동을 감쇠

하는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스트레인 게이지와 카운터 

매스가 포함된 안정화 장치를 장착하였다[4]. 또한 3D 

렌더링 및 실시간 물체 검출 기능을 구현하는 캔위성은 

레이더, GPS, IMU 센서 등을 장착하였다[5].

본 논문에서 제안한 캔위성은 2021년 미국 천문학회

(AAS)가 주관하고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이 후원하

는 CanSat Competition[17]에 출전한 ROKAF_BORAME 

팀의 것으로, 캔위성 본체(Container)에서 과학 탑재체

(Science Payload) 두 대를 사출하여 기상정보를 수집하

는 캔위성 개발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캔위성은 공

중에서 낙하산을 이용해 낙하하면서 일정 고도에 도달하

면 입력고도에 따라 과학 탑재체를 한 개씩 사출하고, 사

출된 과학 탑재체는 일정한 속도로 낙하하며 고도별 기

온을 측정한다. 수집한 데이터는 모두 실시간으로 캔위성 

본체를 경유하여 지상국(Ground Control Station, GCS)

으로 전송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 번의 발사로 기상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 대의 과학위성을 

사출하여 더 넓은 지역의 기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

계했으며, 최대한 무게와 크기를 줄여 발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과학 탑재체는 낙하산 없이 스스로 회전하며 

낙하하는 단풍나무 씨앗형으로 설계했다[18-20]. 두 과

학 탑재체는 서로 다른 고도에서 사출하여 충돌을 방지

하고 각각 다른 고도의 기상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도

록 했다. 제작한 캔위성은 지상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성

능을 시험하였고, 설계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 본론의 2.1절에서 

주요 임무를 정의하고, 2.2절에서 캔위성 시스템과 임무 

수행을 위한 주요 서브 시스템별로 설계 요소와 탑재체

를 제시한다. 2.3절에서 제안 시스템의 개발 결과와 시

험조건을 설명하고 임무수행 결과를 분석 후 III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2.1 주요 임무

제안하는 캔위성 시스템은 회전하며 자동낙하하는 두 

대의 과학 탑재체와 이를 탑재하여 사출할 수 있는 캔위

성 본체로 구성된다. 전체 임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Fig. 1과 같으며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임무는 과학 탑재체를 싣고 있는 캔위성 본체

를 로켓에 탑재 후 발사하면 캔위성이 최고점, 약 

700~800 m 고도에서 로켓과 분리되어 낙하산을 전개하

고 하강하는 것이다. 이때 강하 속도는 15±5 m/s이다.

두 번째 임무는 과학 탑재체를 지정 고도에서 자동 사

출하는 것이다. 캔위성 본체는 압력센서를 통해 고도를 

인지 후 두 개의 과학위성을 각각 500 m, 400 m 높이에

서 자동으로 사출시킨다. 

세 번째 임무는 캔위성 본체와 과학 탑재체가 동시에 

강하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지상국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사출된 과학 탑재체는 탑재한 센서를 이용해 분당 회전

수, 고도, 기온 등의 정보를 캔위성 본체로 전송하고, 캔

위성 본체는 위 정보를 자체 센서를 통해 수집한 고도,

Fig. 1. Missio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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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등의 정보와 합쳐 지상국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이

때 강하 속도는 동일하게 15±5 m/s를 목표로 한다.

그 밖에 낙하산을 포함한 전체 캔위성 시스템의 무게

는 600±10 g, 부피는 로켓을 이용해 발사할 것을 고려

해 로켓 내부 공간, 직경 125 mm, 높이 400 mm의 원통

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2.2 캔위성 시스템

2.2.1 시스템 구성

본 캔위성 시스템은 크게 과학 탑재체 2기, 캔위성 본

체, 지상국 세 가지로 구성되며 Fig. 2에 이를 도식화하

였다.

과학 탑재체는 BMP-388 센서와 CAM-M8 센서를 

이용해 기온 및 기압 정보와 GPS 정보를 수집하고, 

LSM6DSL 자이로 센서를 통해 회전정보를 수집한다. 수

집한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계인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에서 지그비(Zigbee) 통신을 이용하여 캔위성 본체로 

전송한다. 

캔위성 본체도 탑재체와 비슷하게 BMP388 센서와 

CAM-M8 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탑재

체에서 전달받은 데이터와 종합하여 지상국으로 전송한다. 

캔위성 본체와 과학 탑재체에는 임무 수행과 각각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각기 다른 모듈 및 센서들

을 탑재했고, Table 1과 같이 요약하였다.

Fig. 2. Cansat System Overview

Category Parts Function

Container

Raspberry Pi 
3 Model B+ Data processor

BMP388 Measure air pressure, 
temperature

CAM-M8 Measure location

Zigbee Communication

Voltage 
Indicator Indicate battery voltage

Motor Payload release

Payload

Raspberry Pi 
Zero W Data processor

BMP-M8 Measure air pressure, 
temperature

CAM-M8 Measure location

LSM6DSL Measure rotation rate

Zigbee Communication

Table 1. Main modules and sensors

데이터 처리계는 캔위성 본체용으로 라즈베리 파이 

3B+ 모델을, 과학 탑재체용으로 라즈베리 파이 제로 W 

모델을 사용하였다. 비교적 탑재 공간이 여유롭고 처리할 

연산량이 많은 캔위성 본체는 처리속도가 월등한 3B+ 

모델을 사용하였고, 탑재 공간이 협소한 과학 탑재체에는 

부피가 3B+ 모델 대비 약 3%에 불과한 제로 W 모델을 

사용하였다[21,22]. 3B+ 모델은 1.4 GHz CPU, 1GB 

RAM 및 GPU를 탑재하여 원활한 실시간 데이터 획득과 

처리를 할 수 있고, Zero W 모델은 1.024 GHz의 CPU와 

0.5 GB RAM을 탑재하여 센서의 제어와 통신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두 모델 모두 40개의 GPIO 

(General Purpose Input/Output)핀을 갖고 있어 각종 센

서 연결이 쉽다[23]. 

캔위성 본체와 탑재체 양측에 모두 탑재한 BMP 388 

센서의 경우 -45℃~85℃에서 작동하며 측정온도 정확도

는 0.3℃이다. 동작전류는 3.4μA로 아주 작아 전류 소비

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24]. CAM-M8 GPS 센서는 72

채널을 가지며 위치 정확도는 2.5 m이다. 동작전류는 

3.4 mA로 작아 전류 소비가 적으며 임무에 필요한 RTC 

(Real-time-clock)가 내장되어 있다[25].

캔위성 본체에는 이에 더하여 과학 탑재체 사출을 위

한 DC 모터와 배터리 전압 측정을 위한 회로를 탑재하

였다. 과학 탑재체에만 탑재한 LSM6DSL 3축 자이로 센

서는 3.3V로 동작하며, SPI와 I2C로 통신한다[26]. 

2.2.2 구조계

캔위성 구조는 크게 캔위성 본체 1개와 과학 탑재체 2

개로 구성된다. Fig. 3(a)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캔위

성 본체 1층은 과학 탑재체 2개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

과 사출장치로 구성되고, 2층에는 여러 센서와 통신 장

비가 탑재되며, 맨 상단은 낙하산을 연결할 수 있게 설

계했다. Fig. 3(c)와 같이 과학 탑재체는 주날개와 전자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주날개는 항

공기 에어포일과 유사한 유선형으로 제작하여 낙하 시 

단풍나무 씨앗과 같이 회전하면서 에어포일에 양력을 발

생시켜 하강 속도를 낮출 수 있게 설계했다. 

(a) (b) (c)

 Fig. 3. 3D design, (a) CanSat, (b) Container, 
(c) Pay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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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사출장치

사출장치는 캔위성 본체 1층에 탑재된 2개의 과학 탑

재체를 각각 사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캔위성 본

체 1층 하부에 위치한다(Fig. 3(b) 맨 아래쪽). 세부적

으로, DC 모터와 톱니, 받침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2개

의 과학 탑재체는 엇갈려 캔위성 본체 내에 위치한다. 

각각은 받침대에 몸통과 날개가 걸쳐져 있어 받침대가 

움직이면서 사출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자유낙하 방식 외에 스프

링에 의한 사출 방식도 고려되었다. 좀 더 설명하면 이 

방식은 과학 탑재체가 탑재된 공간의 옆면이 문으로 설

계되어 사출 시 문이 열려 스프링에 의해 과학 탑재체가 

튕겨 나가는 형태이다. 하지만, 스프링 사출 방식은 과학 

탑재체 각각에 모터가 하나씩 적용되어야 하며 문 자체, 

문이 열리는 메커니즘과 사출을 위한 스프링 등 필요한 

부품이 많아지고 전체적인 메커니즘의 복잡도가 커진다. 

따라서 적은 부품과 낮은 복잡도를 가진 자유낙하 방식

을 채택했다. 받침대는 Fig. 4 오른쪽의 분홍색 톱니 모양

으로 곧은 막대에 직선상으로 이를 낸 것으로 DC 모터에 

부착된 톱니바퀴와 맞물려 톱니바퀴의 회전운동은 받침

대의 직선운동으로 변환된다. 받침대가 움직이면서 과학 

탑재체가 자체의 무게로 캔위성 본체에서 빠져나온다. 

구체적으로, Fig. 5에서 청록색 받침대가 보라색 날개 부

분까지 움직이면 연두색의 과학 탑재체가 먼저 사출되

고, 이후 받침대가 추가적으로 움직여 보라색 과학 탑재

체까지 사출되는 식으로 하나씩 따로 사출되는 것이다. 

DC 모터는 2층의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되어 전력과 명

령을 받아 작동한다.

2.2.4 전력계

Figure 6(a)와 (b)는 각각 캔위성 본체와 과학 탑재

체 전력계의 블록도이다. 캔위성 본체는 7.4V의 전압 공

급을 위해 3.7V 14500 배터리를 2개 사용하였으며, 전

Fig. 4. Payload deployment mechanism

Fig. 5. Payload ejection scenario

압 표시기와 모터 모두에 7.4V의 전압을 인가한다. 라즈

베리 파이에 인가되는 전압은 5V로 변환되어 공급되며, 

각종 센서들은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다. 지그비 모듈은 필요 인가전압인 3.3V로 변환하여 전

력을 공급한다. 

과학 탑재체는 14500 배터리 1개 3.7V의 전압을 5V

로 승압하여 라즈베리 파이에 전압을 인가한다. 캔위성 

본체와 마찬가지로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 각종 센서에 

전력을 공급한다. 지그비에는 3.3V로 감압된 전력을 공

급한다. 

Table 2에서는 캔위성 본체와 과학 탑재체의 소비전력

을 정리하였다. 모듈과 센서별 입력전압과 전류, 사용시

간을 통해 계산했는데, 총 임무시간은 발사 준비단계를 

포함하여 여유있게 2시간으로 반영하였다. 캔위성 본체

의 경우 시간당 소비전력은 라즈베리 파이 3.5Wh, DC모

터 0.02Wh, BMP388 센서 0.0001Wh, 지그비 0.792Wh, 

CAM-M8 0.185Wh로 총 4.6471Wh임을 알 수 있다. 

14500 배터리 1개당 2.96Wh의 전력을 공급하므로 

1.4229Wh, 약 24.0%의 여분 전력이 있어 임무 수행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한다.

과학 탑재체의 경우 시간당 소비전력이 라즈베리 파이 

1.6Wh, LSM6DSL 0.004Wh, BMP388 센서 0.0001Wh, 

CAM-M8 0.185Wh, 지그비 0.792Wh로 총 2.5811Wh임

을 알 수 있다. 과학 탑재체는 0.3789Wh, 약 12.8%의 

잔여 전력이 있어 임무 수행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한다. 

(a) Container

(b) Payload

Fig. 6. Powe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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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Voltage
[V]

Current
[mA]

Duty Cycle
[hh:mm:ss]

Power
Consumption

[Wh]

Rasp. Pi 
3B+ 5 350 02:00:00 3.5

DC motor 7.4 155 00:01:00 0.02

BMP388 3.3 0.0034 02:00:00 0.0001

CAM-M8 3.3 28 02:00:00 0.185

Zigbee 3.3 120 02:00:00 0.792

Total Power Consumption 4.4971 Wh

Available Power 5.9200 Wh

Power Margin (Container) 1.4229 Wh (24.0%)

Rasp. Pi  
Zero W 5 160 02:00:00 1.6

LSM6DSL 3.3 0.65 02:00:00 0.004

BMP388 3.3 0.0034 02:00:00 0.0001

CAM-M8 3.3 28 02:00:00 0.185

Zigbee 3.3 120 02:00:00 0.792

Total Power Consumption 2.5811 Wh

Available Power 2.9600 Wh

Power Margin (Payload) 0.3789 Wh (12.8%)

Table 2. Power budgets of container and payload

2.2.5 통신 및 데이터 처리

캔위성과 탑재체는 캔위성 본체가 과학 탑재체 두 개

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자체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

이터를 합쳐서 지상국으로 송신하는 마스터-슬레이브 구

조이다[19]. 또한 캔위성 본체는 지상국으로부터 명령을 

수신받아 동작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통신 채널은 모두 

지그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캔위성 본체와 과학 탑재체 간 통신, 캔위성 본체와 지

상국 간 통신은 서로 다른 채널을 이용해야 하므로 캔위

성 본체는 과학 탑재체 2개와 지상국까지 총 3개 채널을 

동시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분할 다중접속

(TDMA) 방식으로 지그비 제어를 할 수 있는 맞춤형 파

이썬 라이브러리를 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수신자 주

소와 전송할 데이터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 데이터 패킷

을 생성하는 함수, ② 특정 시간을 주기로 지그비의 통신

채널을 제어하는 함수, ③ 대용량 전송을 위한 패킷 단편

화 함수가 그것이다. 임무에서 전송되는 패킷의 용량은 

지그비 API 모드에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용량

인 49바이트보다 더 큰 경우가 있으므로 대용량의 패킷을 

여러 개로 나누어 전송하고 수신단에서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패킷 단편화 함수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른 패킷

구조는 Fig. 7에, 데이터 예시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a) Container

(b) Payload

Fig. 7. Packet structure

Segment Description Example

TEAM_ID Team ID 1234

MISSION_TIME hh:mm:ss UTC 11:22:33

PACKET # Packet number 
count 123

PACKET_TYPE Type of packet C, S1, S2

MODE Container mode F, S

SP_Rel(EASED)
Payload 

deployment 
check

N, R

ALTITUDE Container altitude 123.1

TEMP Temperature 12.1

VOLTAGE Voltage from 
voltage indicator 15.12

GPS_TIME GPS time 11:22:33

GPS_LATITUDE GPS latitude 
(container) 37.12345

GPS_LONGITUDE GPS longitude 
(container) 127.1235

GPS_ALTITUDE GPS altitude 
(Container) 123.1

Sat(ellites)# Number of GPS 
satellites 5

SOFTWARE_STATE Software status

LAUNCH_WAIT, 
ASCENT, 
ROCKET_

SEPARATION, 
DESCENT

Table 3. Packet segment d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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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SW diagram of payload

FSW(Flight Software)는 캔위성 본체 FSW와 과학 

탑재체 FSW로 나뉜다. 과학 탑재체 FSW는 센서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캔위성 본체로 전송해야 하며, 이를 자

체 SD 카드에 저장해야 한다. Fig. 8에 나타낸 FSW 흐

름도는 크게 3구간으로, 캔위성 본체로부터 사출되기 전

(state 0), 사출된 이후(state 1), 지면에 도착 후(state 

2)로 구분된다. 지상국에서 과학 탑재체 통신을 동작시

키면(PX ON), 사출된 이후부터 센서를 이용해 데이터를 

측정하고 SD 카드에 저장 후 1Hz 주기로 캔위성 본체에 

전송한다. 고도 변화를 통해 지면 도착을 식별하고 착륙 

후에는 데이터 전송을 중단한다. 

캔위성 본체 FSW는 통신채널을 0.5Hz 주기로 지상국

과 과학 탑재체로 바꾸며, 과학 탑재체로부터 수신한 데

이터와 자체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함께 지상국

으로 전송한다. 또한 지상국으로부터 명령어를 수신받아 

동작을 수행한다. 명령어는 크게 CX, SIM, SIMP로 구분

되는데, CX 명령어는 데이터 송신 기능의 활성화/비활성

화 여부를 결정한다. SIM 명령어는 시뮬레이션 모드를 

끄거나 켤 수 있고, SIMP는 시뮬레이션 모드에 필요한 

기압 정보를 지상국에서 캔위성 본체로 전송할 때 사용

한다. SIM 명령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드는 고도 계

산을 캔위성 본체에 있는 기압센서로 측정한 값은 무시

하고, 지상국으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의 SIMP 데이터를 

이용하여 과학 탑재체의 사출 기능과 캔위성 시스템의 

전반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2.3 개발 및 임무수행 결과

2.3.1 캔위성 하드웨어

완성된 캔위성 본체의 형상은 Fig. 9(a)와 같다. 총 길

이 350 mm, 직경 120 mm, 무게 591.92 g(캔위성 본체: 

463.32 g, 과학 탑재체 2개: 128.60 g)으로 로켓에서 캔

위성이 사출되는 데 충분한 조건으로 제작되었다. 캔위성 

본체 2층 탑재 공간에는 Fig. 9(b)와 같이 라즈베리 파

이 3B+, 지그비 모듈, CAM-M8, BMP-388, LSM6DSL, 

3.7V 14500 배터리 2개, 전압표시 모듈이 작은 공간에 

조밀하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었다. 캔위성 본체 구조는 

3D 프린터로 제작한 원판 3개를 4개의 육각 나일론 기

둥으로 연결했고, 경량성을 고려하여 PLA 비닐 재질의 

원통을 합쳐서 제작하였다. 캔위성 본체에 연결된 낙하

산은 높은 공기저항과 빠른 개산 속도를 고려하여 원형

으로 만들었다. 또한 가벼운 무게 대비 높은 강도와 높

은 내구성을 지닌 Ripstop 나일론으로 낙하산을 제작하

였다.

과학 탑재체의 최종형상은 다양한 변이모델을 제작해

서 드론에 탑재 후 낙하 실험을 통해 결정하였다. 완성

된 과학 탑재체는 Fig. 9(c)와 같이 3D 프린터로 제작

하고 주날개 뼈대에 나일론 천으로 덮어서 제작하였다. 

단풍나무 씨앗과 같이 무게 중심이 한쪽에 있는 에어포

일 형태라 탑재모듈이 있는 부분이 가운데 위치하고 날

개가 회전하는 형태로 낙하한다. 과학 탑재체의 주날개와 

탑재공간 부분에 구멍을 많이 만들어 전체 무게는 가볍

게 하고 회전운동을 통해 양력을 발생시켜 체공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 임무 수행을 위한 낙하 속도를 충족시

켰다. 과학 탑재체 2개는 Fig. 9(d)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래위로 엇갈려서 포개어 캔위성 본체 내에 탑재된다. 

(a) (b)

(c) (d)

Fig. 9. (a) Manufactured container, (b) Layout of 
container components, (c) Manufactured 
payloads, (d) Stowed pay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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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지상국 소프트웨어

제안하는 캔위성 시스템은 캔위성 본체와 과학 탑재체 

2개, 총 3개의 기체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센서 정보

를 모두 실시간으로 지상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를 보

기 쉽게 정리하고 각 기체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소프트

웨어가 요구된다.

지상국 소프트웨어는 파이썬의 표준 GUI 모듈인 

Tkinter로 디자인되었다[27]. 여러 정보를 시각화한 그

래프는 matplotlib를 활용하여 구현하였다[28]. 지상국은 

캔위성 본체로부터 패킷을 1초마다 수신받아 해당 정보

를 시각화하며, CSV 파일로 저장한다. 

Figure 10은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과학 탑재체가 사출

되기 이전의 지상국 표시화면이다. 지상국 소프트웨어 

구성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Fig. 

10(a)는 캔위성 본체와 과학 탑재체의 송신 패킷 카운트

와 각종 센서 정보, 기타 시스템 상태 등현재의 캔위성 

상태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Fig. 10(b)는 캔위성 각 기

체의 고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c)는 온도를, (d)는 

전압을 나타내며, (e)는 과학 탑재체들의 회전율을 나타

낸다. 각 도표는 매초 갱신되며 최근 30개 패킷 정보를 

보여주고, 기체별로 그래프 색깔을 달리하여 한눈에 구

분할 수 있게 하였다. 오른쪽에 있는 Fig. 10(f)~(k)는 

캔위성 본체와 과학 탑재체의 시스템 제어를 위한 부분

으로 캔위성 본체와 과학 탑재체의 패킷 송신 여부, 시

간 설정, 시뮬레이션 모드 제어 등을 할 수 있다. Fig. 

10(g)는 캔위성 본체의 시간을 현재 시각에 맞게 업데이

트한다. 이는 캔위성 본체의 라즈베리 파이가 재 부팅될 

때 초기화된 시간을 동기화해주기 위함이다. Fig. 10(i)

는 시뮬레이션 모드를 설정한다. 기본적으로 ‘Disable’ 상

태로, 이는 캔위성의 시뮬레이션 모드가 꺼져있음을 의

미한다. 여기서 ‘Enable’과 ‘Activate’ 명령을 각각 송

신하면 캔위성의 시뮬레이션 모드가 설정된다. 해당 상태

에서 Fig. 10(j)의 ‘Sending start’ 버튼을 누르면 가상

기압 데이터가 매초 캔위성 본체에 전송되어 실제 발사된 

것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FSW의 

작동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다. Fig. 10(k)를 통해 지상

국에서 MQTT(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통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지상국이 수신한 패킷 

정보를 MQTT 서버로 전달하여 다른 이들이 지상국 소

프트웨어를 통하지 않고도 캔위성의 상태를 볼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이다. Fig. 10(l)은 실시간 수신한 패킷을 

캔위성 본체와 각 과학 탑재체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2.3.3 시뮬레이션 환경 및 결과

수백 미터의 고도로 로켓을 이용해 발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서 Fig. 11과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

Fig. 11. Simulation Environment

 Fig. 10. GUI of Ground Control Software, (a) Cansat information, (b) Altitude, (c) Temperature,   
(d) Voltage, (e) Rotation rate of payloads, (f) Container telemetry switch, (g) Button for 
time update, (h) Payloads telemetry switch, (i) Simulation mode switch, (j) Button for 
sending simulated pressure data, (k) MQTT switch, (l) Raw data of each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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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escent Rate

Container with two payloads 19.5 m/s

Container with one payload 15.4 m/s

Container with no payload 12.3 m/s

Payload 18 m/s

Table 4. Descent rate of models

을 구축하고 임무 수행 여부와 성능을 평가했다.1) 우선, 

낙하하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천장의 높이가 2 m 이

상인 곳에서 줄에 캔위성을 매달아 바닥으로부터 2 m인 

지점에 낙하산의 맨 윗부분이 위치하게 하였다. 발사와 

낙하산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하중에도 구조가 안

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캔위성을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1m 들어 올린 후 떨어뜨리는 시험을 수

행하였다. 이것은 낙하산이 개산되면서 캔위성에 가해지

는 충격을 모사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결과 전체 구조부

는 안정적으로 형태가 잘 유지되었다.

캔위성의 고도에 따른 과학 탑재체 사출 기능을 평가하

기 위해 지상국에서 캔위성에 시뮬레이션 모드 명령을 내

려 가상의 기압 데이터를 전송한다. 기압 데이터를 수신

한 캔위성 본체는 고도값을 추정하여 지정 고도에서 DC 

모터를 작동시켜 사출장치의 받침대를 정해진 거리만큼 

이동시킴으로써 과학 탑재체는 자체 무게로 캔위성 본체

에서 성공적으로 사출했다. 

과학 탑재체가 캔위성 본체로부터 사출된 이후 임무 

수행 능력과 성능 평가를 위해 회전 테이블을 활용하여 

회전하면서 낙하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회전 테이블은 최

대 회전속도가 120 rpm까지 가능하도록 자체 제작하였

고, 평가 시에는 60 rpm으로 설정하였다. 회전 테이블에 

올려진 과학 탑재체는 회전하면서 기압, 기온, 회전율 데

이터를 획득하여 캔위성 본체로 송신했고, 캔위성 본체는 

과학 탑재체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와 자체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합쳐 지상국으로 성공적으로 송신했다. 

캔위성의 낙하속도는 별도의 낙하실험을 통해 측정하

였다. 실험결과는 Table 4와 같은데, 모든 상황에서 요구

조건인 15±5 m/s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하는 캔위성 시스템으로 참가한 2021년 국제캔위

성 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하여 전 세계 참가팀 중 최종 

14위를 기록하였다[29]. 이는 역대 참가한 한국팀 중 최

고 기록이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상정보 수집 임무를 위한 캔위성 시

1) 최초에는 최종평가를 위해 미국 현지 발사 예정이었으나, 코로

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회 주최 측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평가 

방법을 변경함

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한 결과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

을 검증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캔위성 본체와 과학 탑

재체로 구성된 캔위성은 지정 고도에서 자동 사출장치를 

통해 과학 탑재체를 하나씩 사출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사출된 과학 탑재체는 자동회전을 하면서 양력을 발생시

켜 낙하 속도를 늦추고, 탑재된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

터는 마스터-슬레이브 구조의 통신 시스템을 통해 지상

국으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한다. 기상정보 수집 임무를 

위한 탑재 모듈로 기압/기온 측정 센서, GPS 등을 활용

했고, 임무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상국을 자체 

개발해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 후 시험하여 

자동 사출장치 작동, 기상정보 수집, 통신 시스템 작동이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됨을 확인했고, 별도의 낙하 실험을 

통해 캔위성 기체의 낙하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모든 임

무 수행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수

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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