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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조선대학교는 오현웅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팀이

큐브위성 개발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오 교수팀이 개발하는 큐브위성은 첫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에 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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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개발 큐브위성 '한국형발사체로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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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천지 폭발 징후·산불 피해 관측

조선대 오현웅 교수팀이 개발하는 큐브위성 'STEP Cube Lab-II'의 로고

[조선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ttps://www.yna.co.kr/reporter/index?id=36353439393837&site=article_writer


백두산 천지 폭발 징후 관측을 주요 임무로 한다. 산불 피해 지역과 도심 열섬현상 등도 관측할

계획이다.

위성 이름은 2017년 개발한 'STEP Cube Lab'을 잇는 'STEP Cube Lab-II'로 지었다.

오 교수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 2019 큐브위성 경연대

회에서 기술검증형 목적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솔탑, 한화시스템 등 국내 8개 업체가 오 교수팀과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큐브위성은 한 변의 길이가 10cm이고 질량은 1.33kg 이하인 정육면체 모양 초소형 위성이다. 표

준화된 유닛 여러 개를 연결해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할 수도 있다.

오 교수팀이 개발할 위성은 유닛 6개짜리이다.

오 교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우리 학생과 기업이 우주개발을 이끌어갈 핵심 재원으

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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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가 개발한 큐브 위성, 한국형 발사체로 우주에 올린다
광주=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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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대회서 개발팀 선정

백두산 관측 10㎏ 위성 개발

고흥서 ‘누리호’에 실어 발사

조선대가 지난 2017년에 이어 백두산 천지 폭발 징후를 관측할 새로운 큐브 위성 개발에 나선다. 이 위성

은 한국형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나갈 예정이다. 

조선대는 3일 오현웅 교수팀(스마트이동체 융합시스템공학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19년

큐브 위성 경연대회’에서 위성 개발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발될 위성은 국산 기술로 개

발하고 있는 첫번째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https://nsearch.chosun.com/search/total.search?writer=%EA%B4%91%EC%A3%BC%3D%EA%B9%80%EC%84%B1%ED%98%84%20%EA%B8%B0%EC%9E%90&cs_search=writtersinarticle
https://news.chosun.com/svc/list_in/list.html?catid=74


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지난해 열린 ‘큐브 위성 경연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대학(원) 우주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위성 산업 저변을 넓히기 위해 연 행사다. 1차로 큐브 위성 임무와 개념설계

(안)를 발표해 8개팀을 선발했으며, 2차에서 예비설계(안)를 평가해 최종적으로 4개팀(과학임무형 3팀, 기

술검증형 1팀)을 선발했다. 조선대 연구팀은 기술검증형 팀으로 선발됐고, ‘과학임무형’에는 연세대·한국

과학기술원(KAIST)·서울대 연구팀이 선정됐다.

오 교수팀은 솔탑·한화시스템 등 국내 8개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개발팀이다. 이 팀은 무게 10㎏의

6U(1U=10㎝×10㎝×10㎝)급 큐브 위성을 만든다. 새로 개발될 큐브 위성은 지난 2017년 개발한 1㎏ 큐브

위성 ‘STEP 큐브 랩(Cube Lab)’을 잇는 뜻에서 ‘STEP 큐브 랩-Ⅱ(Cube Lab-Ⅱ)’로 이름을 붙였다. 

이 위성은 백두산 천지 폭발 징후 관측을 주요 임무로 한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도심 열섬현상 등도 관측

할 예정이다.

오현웅 조선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조선대 제공.



오 교수팀은 이번 경연대회 선정으로 과기부로부터 7억

원을 지원받는다. 오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기업이 향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을 이끌어갈

핵심 재원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오 교수팀은 호남권 최초로 인공위성

‘STEP 큐브 랩’을 개발, 2018년 1월 12일 오후 1시 28분

(한국시각) 인도에서 발사시켰다. 이 위성은 분리 궤도

진입 및 지상국으로부터 위성 신호 수신에 성공했다.조선대 연구팀이 개발할 큐브 위성 ‘STEP 큐브 랩-Ⅱ’
로고. /조선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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