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학위논문

고고도 과학기구 플랫폼의

개발 및 운용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High Altitude Scientific Balloon Platform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심 규 진



고고도 과학기구 플랫폼의

개발 및 운용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High Altitude Scientific Balloon Platform

지도교수 이 관 중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심  규  진

심규진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12 월



i

초 록

고고도 과학기구는 발사체를 사용한 직접적인 실험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다양한 플랫폼의 개발과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고고도 과학기구의 개발과 운용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가능한 과학기구의

임무형상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구 플랫폼의 제작과

운용절차에 대해서 서술한다. 비행시의 외기조건과 위치정보를

송신하는 계측 및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은 Altium Designer를

사용하여 설계하였고, 데이터를 지상에서 수신하여 관측자에게

가시화 하는 프로그램은 LabVIEW로 설계하였다. 측정장비를 기구에

매달기 위한 골격과 외형은 장비의 착지 및 착수를 고려하여

CATIA로 설계하였다. 또한 항공안전과 원활한 실험 진행을 위해

대한민국 운용조건에 적합한 발사 전과 후의 운용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준수하여 제작한 과학기구 플랫폼의 비행실험을 진행하였다. 

고고도 과학기구의 비행실험은 Rubber balloon과 Zero-pressure 

balloon으로 진행하였으며 8번의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의 성능을 검증하고 계절에 따른 과학기구의 비행특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고고도 과학 기구, 플랫폼, 설계, 제작, 운용절차

학  번 : 2016-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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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A. 고고도 과학기구의 정의

고고도 과학기구(High Altitude Scientific Balloon)는 성층권에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달 단위까지 머물며 근 우주환경(Near 

space)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과학기구 플랫폼(Platform)은

발사체를 이용한 직접적인 실험보다 경제적이며 실험장비의

안정적인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주기초과학 연구와 실험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과학기구의 형상은 크게 기낭, 분리장치, 낙하산, 

임무장비로 나뉘며 기낭의 경우 장기체공이 가능한 Zero-pressure 

balloon, Super-pressure balloon으로 구분된다. 

Zero-pressure balloon은 Venting duct를 통하여 내외부의 압력차이를

0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과학기구는 목표고도에서 장시간 체공이

가능하며 기낭 상부에 위치한 Exhaust valve와 Ballast의 조절로 고도

제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도조절과 낮과 밤의

내압변화는 부력 기체와 Ballast의 소모로 이어지며 기구의 체공은

2주를 넘지 못한다 [1]. 반면 Super-pressure balloon은 Venting duct가

없기 때문에 부력 기체의 손실이 없고 내부 압력이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다. 이론적으로 부력 기체의 손실이 없기에

달(month) 단위의 초장기체공(Ultra Long Duration)이 가능하다.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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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balloon은 목표고도에 도달하면 극저온환경에 노출됨과

동시에 최대 외 기압의 20배까지 압력이 증가하며 부피 또한 Zero-

pressure balloon에 비하여 커지게 된다. [1] 따라서 이러한 가혹한

환경을 버티기 위한 필름재질의 제조가 필요하며 이는 다수의

제작경험과 연구환경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Fig. 1은 Zero-pressure 

balloon과 Super-pressure balloon 플랫폼의 기본구성과 낮과 밤의

변화에 따른 형상을 보여준다.

Fig. 1 Altitude change of zero-pressure and super-pressure ball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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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구는 별도의 방향조절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행 중 위경도

방향으로의 능동적인 조종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부유하는 기구는

기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기류의 영향은 상층과 하층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구의 궤적이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구의 의존적인 움직임으로 인하여

과학기구의 임무 또한 제약을 받게 된다. 

B. 대한민국 고고도 과학기구의 운용환경

대한민국에 작용하는 지배적인 기류로 인해 기구의 궤적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다르게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남동, 남서풍의

영향으로 과학기구는 기류가 내륙으로 향하는 효과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장기체공에 가장 적합한 기류이며 임무 선택의 자유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강한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과학기구는 동해를

향하게 된다. 이러한 기류로 인해 겨울철 비행의 경우 해상회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거나 내륙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짧은 체공시간을 가지게 된다. Fig. 2는 고흥항공센터를 기점으로

비행할 경우 계절에 따른 과학기구의 궤적을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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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jectory of the scientific balloon according to seasons

이러한 기류와 대한민국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가능한 임무형상이 제시된다. Fig. 3 은 과학기구의 운용절차를

간략히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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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ission profile of scientific balloon in Korea

여름철의 경우 1~2번은 기구의 발사 후 일정 고도에서 표류하는

단계이며 과학기구의 이를 이용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3~4번은

부메랑 기류를 이용하여 장기체공을 목적으로 할 때의 과정을

나타낸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구가 중성부력을 해제하고 상승하여

내륙방향의 기류를 타야 하므로 적재하고 있던 Ballast를 떨어뜨리는

과정이 3번에 나타나있다. 충분히 되돌아온 과학기구는 4번의 가스

배출과정을 통하여 하강하게 된다. 다시 2번의 과정으로 돌아온

과학기구는 3~4번을 반복하여 장기체공이 가능하다. 임무를 마친

기구의 플랫폼은 각각 5,6,7번의 비행종료 절차를 통하여 회수한다.

5번은 분리장치를 통하여 과학기구와 임무장비를 분리 후 각각을

회수하는 방법이며 6번은 과학기구의 Venting duct를 조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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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전체를 회수하는 방법이다. 5번은 임무장비가 비교적 빠르게

낙하가 가능하여 최종 비행종료 지점에서 좁은 반경에 착륙한다. 

따라서 임무장비의 회수는 용이하지만 기구의 독립적인 회수가

진행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6번의 경우 플랫폼의 전체회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시스템이 부유하면서 하강하기 때문에 최종

비행 지점에서 장시간 떨어진 곳으로 낙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구의 플랫폼이 항공로를 침범하거나 인구밀집 지역에 착륙하는

등 예측불가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5번과 6번은 이동수단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산악지형으로 인해 착륙 후

전파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 또한 있다. 7번은 내륙의

회수가 아닌 해상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착륙절차이다. 상술한

비행종료 절차를 거친 후 대기하고 있는 추적조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회수한다. 5,6번의 문제점인 안전문제와 산악지형으로 인한

전파두절 문제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양회수를

고려한 임무장비의 방수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장비제작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박대여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에서 겨울철의 비행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3번과 4번의 과정은 운용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1,5 

또는 1,6과 같이 단기체공임무나 해상 회수를 목적으로 1,2,7의

순서의 임무가 진행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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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선행 연구

고고도 과학기구의 연구는 크게 국가 연구기관과 대학교 및

아마추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를 제외한 일본, 미국,

프랑스, 인도 등에서 활발하게 실험을 진행 중이며, 주로 국가

연구기관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마추어 수준의

Rubber balloon 을 사용한 Weather balloon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낭의 설계부터 전체 플랫폼의 제작까지 진행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타국의 국가연구기관에서 진행되는 고고도 과학기구의

실험 및 운용은 천체관측 및 우주장비의 시험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실험을 위해서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을 모사해야

하므로 플랫폼은 초장기체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NASA 는 기류가 정체되어 있는 남극에서 Super-pressure balloon 을

사용한 달 단위의 초장기체공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Fig. 4 는

NASA 의 주관으로 진행된 남극실험의 사진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플랫폼을 운용하기 위해서 운용장비의 제작으로 수 십억원 이상의

금액이 책정되며, 상등한 금액이 플랫폼의 제작에 사용된다. 임무의

종료 후 낙하한 플랫폼은 남극 내륙에서 회수가 진행된다. 일본의

JAXA 는 Taiki aerospace research field 에서 주로 6 시간 이하의 짧은

과학기구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지리적 특성과 풍향으로 인해

플랫폼은 해상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물학, 천체,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Super-pressure 와 Zero-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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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oon 을 모두 사용하는 편이며 NASA 의 경우와 같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투자되지 않지만, 해상회수와 이를 위해 개발된 방수 성능을

가진 임무장비의 제작에 비용이 투자되는 편이다. 또한 계절의

변화로 인해 기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남극의 실험과는 달리

비행은 주로 여름에 진행된다. Fig. 5 는 Taiki aerospace research 

field 에서 진행된 과학기구 실험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적인 운용장비가 투입되었음을 볼 수 있다.

Fig. 4 Ongoing Antarctic experiment at NAS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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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JAXA’S B17-02 ready to launch at Taik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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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및 아마추어 수준의 과학기구의 경우 제한된 제작비용과

운용의 한계로 인해 특정한 임무형상을 목표하여 작동하는

저비용의 제어장치를 주로 개발하고 있다. 대부분 Rubber balloon 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되며 이는 매우 얇고 경량이며 강건한 재질로

이루어져야 하는 Zero-pressure 또는 Super-pressure balloon 은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제작이 불가능하다. 또한 제작이 진행되어도

기낭을 보관할 수 있는 수용공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실험은 Rubber balloon 의 자연 파열을 이용하여 종료되며 원하는

목표고도에서의 체류와 목표지점에서의 착륙은 Rubber balloon 을

사용한 실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력기체의 주입과 배출을 조절하여 고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4] 임무장비가 외풍에 의해

변하는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5]. 이러한 연구 및 실험은 주로 완성된 키트를 위주로 실행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임무장비를 제작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입한 키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이해가 없다면

임무형상 또는 측정장비가 변동 될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완성된 키트의 경우 해외의 전파법과 전파시설을

이용하므로 대한민국의 운용환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 실험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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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동기 및 목적

현재 과학기구의 운용은 국가기관부터 아마추어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구의 운용은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운용장비와 그에

상등하는 Super-pressure balloon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대학교 또는

과학기구를 시작하고자 하는 단체에 적용할 수 없으며, Super-

pressure balloon의 경우 고강도 및 경량의 필름재질을 제작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과학기구 임무형상은

내륙 비행과 회수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운용환경에 부적합하다. 아마추어 과학기구의 경우, 

저비용의 Rubber balloon을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자연파열을 이용한 낙하를 목적으로 하며 이 때문에

능동적인 임무시간의 조절이 불가능하다. 또한 임무장비는

저비용으로 획일화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임무가

변경될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며 이렇게 제작된 해외 물품은

대한민국의 운용환경에 부적합한 통신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운용환경에 적합한 과학기구 플랫폼을

경제적으로 개발하고 실제로 운용함으로써 계절에 따른 플랫폼의

비행특성확인과 성능검증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임무형상 및

환경조건이 고려된 플랫폼의 운용절차를 확립하고 실험으로 필요한

개선사항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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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과학기구 플랫폼 개발

본 장에서는 과학기구의 플랫폼 설계와 제작에 대하여 서술한다.

설계가 진행될 과학기구 플랫폼의 구성요소와 기능은 Fig. 6 에

도식되어 있으며 각각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Fig. 6 Scientific balloon platform structure and communication process



13

첫 번째는 기낭 부(Envelope part)로 과학기구의 부력 발생

장치이다. 기낭부를 구성하는 필름재질의 제작기술 한계와 비용, 

그리고 대한민국 운용조건의 제약으로 인해 Super-pressure balloon은

부적합하다 판단되었다. 따라서 비교적 제작기술, 비용, 운용환경의

제약이 적은 Zero-pressure balloon을 설계하기로 결정하였다. 

기낭부에는 Venting duct, Exhaust valve가 설치되어 외 내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목표고도에서 수평비행이 가능하다. 또한

설치된 Tear panel은 임무장비와 연결되어 임무종료 시 임무장비의

낙하와 동시에 기낭을 파손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분리장치(Separation system)이다. 분리장치는 과학기구의

임무 종료를 제어하는 장치로 기낭과 임무장비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임무장비와 분리 후 지속적으로 부유하는 기낭의

위치를 송신한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분리 신호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려된 사항은 위성 통신과

RF통신을 사용한 작동법이다. 

세 번째는 임무장비(Mission equipment)이다. 임무장비는

과학기구의 임무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성능이 요구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도, 경도, 고도를 송신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장치와

내 외기 온도, 압력 그리고 대기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을 부착시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게 하였다. 

네 번째는 지상국(Ground station)으로 플랫폼의 정보와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분리장치에 분리명령을 송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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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낭 설계 및 제작

상술한 기낭의 기능을 바탕으로 Zero-pressure balloon의 설계는 [6]의

알고리즘과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해 설계하였으며

기낭 설계의 Flow chart는 Fig. 7에 나타나 있다. 먼저 기본적인 변수

로는 목표고도와, 임무장비의 무게 그리고 기낭의 재질인 폴리에틸

렌 필름의 밀도, 두께가 들어간다. 이후 Natural shape 매개변수로 주

변온도와 압력이 고도상승에 따라 계산되고 기낭의 각도와 길이가

도출된다. 이러한 값들은 상미분 방정식을 통하여 적절한 형상으로

계산된 후 설계가 불가능한 형상으로 수렴하지 않기 위해 반복 계

산으로 최종 형상이 도출된다.

Fig. 7 Flow chart of balloon shap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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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는 3kg 의 임무장비를 10km 고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Zero-

pressure balloon 의 형상을 목표로 하였다. 설계된 형상은 국내

비행기구(Aerostat) 및 비행선(Airship) 제작회사 HanGIS 에서 제조가

진행되었으며 제작가격은 개당 800 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기구는 Gore 와 load tape 의 열접합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Load 

tape 를 사용하여 강건함을 더하였다. Fig. 8 는 계산되어 도출된

유상하중 3kg, 목표고도 10km 의 Zero-pressure balloon 디자인과

실제로 제작된 후, 부력가스를 최대로 주입한 모습이다. 또한

일정고도에서 표류하기 위한 가스 배출기능을 가진 Venting duct 와

Exhaust valve 가 부착되었다. Exhaust valve 는 기계식으로 제작되어

제작에 쓰인 스프링의 장력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부력생성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임무종류

후 부유하는 Zero-pressure balloon 이 항공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Tear panel 을 부착하였다.

Fig. 8 Designed and manufacture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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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분리장치와 임무장비 개발

ⅰ. 주파수 선정과 업무 분배

분리장치와 임무장비를 설계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어떠한 주파수로 플랫폼과 통신하는가 이다. 현대에는

수많은 목적을 가진 여러 주파수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

받지 않은 주파수의 무분별한 사용은 지상의 다른 통신 장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비행중인 다른 비행체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쉬운

접근성과 무허가 사용에도 문제가 없는 4 가지의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였다. Table 1 은 선정된 주파수와 그 장단점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Frequency pros and cons

Frequency range Merit Demerit

140 ~ 146 MHz
Low cost, long range,

universality, 
Data transfer limitation, line 

of sight dependency

430 ~ 440 MHz
Low cost, long range, 

universality
Data transfer limitation, line 

of sight dependency

1.5 ~ 1.6 GHz
long range, independent of 

line of sight
Additional cost, data 

transfer limitation

2.4 ~ 2.5 GHz
Low cost, large data 

forwarding, universality
Short range (100m)

140MHz 대역과 400MHz 대역은 Radio Frequency(RF)로 아마추어

무선대역을 이용할 수 있어 별도의 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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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대역을 이용하는 송수신기는 대부분이 저비용이며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주파수 특성상 200km 의 장거리 데이터 통신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데이터 통신 선상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데이터 송신이 단절된다는 단점이 있다.

1.5 ~ 1.6GHz 대역은 위성통신 대역이기에 가시선상에 제약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필요하며 데이터 전송의 크기에 한계가 있다.

2.4 ~ 2.6GHz 의 경우 대부분이 Bluetooth 및 지그비 통신의

사용대역이며 단거리 통신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다. 따라서 저비용의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주파수의

대역의 크기가 큰 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출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는 수십 미터의 거리로 제약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상술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플랫폼에 적용될 데이터 통신

주파수의 업무분배가 이루어 졌다. RF 인 140MHz, 400MHz 대역은

장거리 통신으로 적합하며 연속적인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Ground station 과 임무장비 사이의 1 차 통신 시스템으로

선정하였다. 2GHz 대역의 경우 단거리 통신만 가능하지만

저비용이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데 적합하므로

임무장비와 분리장치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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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가지는 많은 산악지형으로 인한 RF 의 전파두절로

위치를 소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1GHz 대역의 위성통신은 2 차 통신

시스템으로 적용하였다.

ⅱ. 분리장치와 임무장비 제작

분리장치는 플랫폼의 임무를 종료시키는 장치이므로 분리명령을

수신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과 기낭의 회수를 위해

임무종료 후 기낭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임무장비는 내 외기의 온도, 압력, 플랫폼의 위치 송신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이때 데이터 송신의 방법은

상술하였듯이 RF 를 이용한 방법과 위성통신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플랫폼의 회수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임무장비이며 하나의 송신 장치가 작동불능 상태에 직면하여도

나머지 하나의 통신시스템이 위치를 송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무장비는 Ground station 에서 송신한 1 차분리 신호를 수신하여

Bluetooth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분리장치에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작비용의 저감을 위해 분리장치와 임무장비에 탑재되는

측정장치 및 통신모듈은 저가의 Off the shelf (OTS)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OTS 제품은 사용자의 커뮤니티가 확장되어있어 접근이

쉽고, 대부분이 저비용이므로 경제적인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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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또한 높은 구동 한계를 가진 산업용 제품과는 달리 낮은

전력 소모율이 요구되므로 전원 공급장치와 시스템의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리장치와 임무장비는 제작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시스템들의 완성시간이 단축되어야 발사당일

플랫폼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를 위해

분리장치와 임무장비는 모두 모듈식으로(Modular) 제작하였고

각각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Printed circuit board(PCB)들 중 Micro 

control unit(MCU)와 측정센서는 같은 PCB 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PCB 의 크기는 가로, 세로 모두 15cm 인 정사각형으로

제작되었고 설계는 Altium Designer 로 진행되었다. 각 부의 회로도는

부록 A 에 나타나있다.

분리장치는 크게 분리부와 제어부로 나뉘는데, 분리부는 기낭과

연결되어 있는 임무장비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며 제어부는 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방식의 분리기능을 가진 분리부는 Pyro

cutter 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그 성능이 검증된

항공우주용 물품의 경우 개당 수십 또는 수백만원의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화약으로 작동되며 그

기능이 확실하나 습도로 인한 작동성능 저하와 같은 보관문제와

일회용이라는 단점으로 비용효율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형 로켓의 낙하산을 분리할 때 사용되는

분리장치인 Tender descender 를 사용하였다. 철재의 경우 약 226kg, 

플라스틱의 경우 약 90kg 의 물체를 지지할 수 있으며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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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달러의 경제적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화약으로 작동되지만

상술한 고가의 제품과는 달리 폭파 후 철재의 Tender descender 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화약은 수작업으로 제조하였으며

안전과 성능을 위해 습도가 없고 발화 원천이 없는 곳에

보관하였다. 하지만 검증된 고가의 제품과는 달리 화약과 제품의

완성이 수작업으로 진행 되었으므로 플랫폼 운용 환경인 저온 저압

상태에서의 작동이 불확실 하다는 단점이 있다. Fig. 9 은 Tender 

descender 의 사진과 전원공급 선을 보여준다. 전원공급 선을 통하여

적절한 전류가 흐르면 Tender descender 내부의 니크롬선이 가열되어

화약이 폭발하는 원리이다.

Fig. 9 Manufactured separator using tender descender

측정 및 제어부는 측정, 제어, 전원공급 부 3 가지로 구성된다.

측정부는 GPS, 온도계, 압력계, Relay switch, XBEE 통신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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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 모듈이 탑재되며 상술하였듯이 저가의 OTS 제품이

사용되었다. Fig. 10 은 사용된 제품들을 나타내고 있다.

Fig. 10 Selected OTS product of sensing part

과학기구의 압력범위는 표준대기압인 101.325 kPa 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 범위내의 절대압력계가 선정되었으며 모델명은

SSCDANN015PA2A5, 측정범위는 0~110kPa 이다. 센서는 압력을

측정한 후 Serial peripheral interface(SPI) 통신을 사용하여 디지털

신호로 송신한다. 이때 측정한 값은 Raw data 이므로 변환 공식이

필요하다. 측정된 절대압력은 식 (1)을 사용하여 얻어진다. 이때

구하고자 하는 압력은 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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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of	2��	counts) =
80%

P��� − P���	
	× �P������� − P���� + 10% (1)

온도계는 -50℃까지 측정이 가능한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모델명은

DS18B20 이다. 온도센서는 외부온도와 내부온도 측정에 사용되므로

2 개의 제품이 탑재되었다. GPS 모듈은 NEO-6M 을 사용하였으며

제품 구입시 측정고도의 한계가 12km 로 제한되어있는 문제가

있으나 당사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 GPS 는

Iridium 위성 모뎀과 연결되어 플랫폼의 현재 위치를 전송하며

사용된 모뎀의 모델명은 RockBLOCK Mk2 이다. 사용된 Relay 

circuit 은 DFR0017 로 분리명령을 수신 받았을 경우 분리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를 일시적으로 생성하는 역할을 하며

임무장비에서 보낸 명령신호와 위성통신으로 보낸 신호를 받아

작동하므로 2 개의 제품이 탑재되었다. 2GHz 대역의 지그비 통신을

사용하는 모듈은 XB24 제품을 사용하였다.

제어부는 2 개의 MCU 가 탑재되어 각각 지그비 통신과 이리듐

통신으로 작동하는 Relay module 의 제어를 담당한다. 이때 사용된

MCU 는 UST-MPB-Atmega2560v1 이며 상술하였듯이 MCU 의 경우

분리장치와 임무장비에 탑재되는 기판이 동일하다. 전원공급부의

PCB 는 측정 및 제어부와 분리부 전체의 전원공급을 담당한다.

공급되는 전력과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제어부와 분리부의 회로는

별개의 회로로 작성되었으며 제어부는 5V 의 전압조절을 통하여

공급되는 반면 분리부의 전원공급은 어떠한 변환이 없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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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별개의 회로로 공급할 경우 배터리 방전 및 고장으로 인한

전체시스템의 차단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후 선택된

OTS 제품의 전력소모를 계산하여 지상에서 약 8 시간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터리의 용량을 선정하였다. 사용된 별개의 배터리는

Li-ion 18650 이며 전압 및 용량은 3.7V, 2600mAh 을 가지고 있다.

측정 및 제어부는 18650 배터리를 2Series 2Parallel 로 사용하여 총

7.4V, 5200mAh 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선정하였다. 분리부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배터리 또한 마찬가지로 저온 저압 상황의

성능저하를 고려하여 2Series 2Parallel 로 선정하였다.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리장치의 PCB 제작을 진행하였다. Fig. 11 은 제작된

분리장치의 각 부분의 PCB 이다.

Fig. 11 Printed circuit board of sepa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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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장비의 두가지 통신방법은 RF 와 Iridium 위성통신이다. 이때

Iridium 통신 시스템은 상술한 분리장치의 시스템에서 Relay switch

만을 제거한 후 소프트웨어의 변경만으로 원본 그대로의 사용이

가능하였기에 RF 통신 시스템을 제작 후 별도로 탑재할 수 있었다.

이는 상술하였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RF 와 Iridium 위성통신은

갑작스러운 고장에 대비하여 별도의 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하며

회로는 분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무장비의 RF 통신 시스템은 전원공급부, 제어부, 측정부, RF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공급부는 센서 공급전압인 3.3V, 5V 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고장시 비상대책으로 가변 전압 두가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전압조절기가 내장되어 있다. 배터리는 Iridium 위성

통신장치와 달리 별개의 주문제작된 배터리를 사용하여 전력을

공급하였으며 7.4V, 6.8Ah 의 용량을 공급한다. Fig. 12 는 주문제작된

배터리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부는 상술하였던 온도와 압력, GPS 를

사용하였으며 제어부 상부에 위치하여 직접적인 데이터 통신을

한다. Iridium 위성통신의 측정부와는 달리 RF 를 이용한 데이터

송신은 연속적으로 가능하므로 저사양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snap-

shot 기능을 구현하였다. 사용된 카메라의 모델명은 TTL Serial JPEG 

Camera w/NTSC Video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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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anufactured batteries

데이터 송신은 데이터를 수신한 후 SD card 에 저장한 내용을 RF 

모듈을 통해 전송된다. 이때 사용된 RF 송수신 모듈은 EBYTE 사의

E series 를 사용하였다.

분리장치와 임무장비의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총 200 만원

가량으로 Fig. 13 는 설계한 내용을 토대로 제작된 RF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의 전체 PCB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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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rinted circuit board of RF data communication system

ⅲ. 구조 및 외형 제작

제작된 분리장치와 임무장비의 회로기판은 고도 상승 시 저온 저압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시스템을 보호 할 수

있는 구조와 외형을 제작하였다.

분리장치와 임무장비에 사용되는 구조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임무장비가 착륙할 경우 낙하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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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는 역할이며 두 번째는 임무 수행 중 외란에 의한 기판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이다. 구조 설계에는 CATIA 가 사용되었으며 Fig.

14 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설계된 구조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설계된 형상은 3D printer 를 사용하여 실물을 제작하였고 이로 인해

저비용이며 시간효율적으로 구조물을 제작 할 수 있었다. 사용된

3D printer 는 Ultimaker 사의 Ultimaker 2 extended + 이며 제작된

임무장비와 분리장치의 구조는 Fig. 15 에 나타나있다.

Fig. 14 Example of designed structure using CA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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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Used 3D printer and manufactured structures

제작된 구조의 외면은 극저온에서의 단열 효과를 위해 Isopink 와

Styrofoam 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Packing 

peanut 을 사용하여 단열성능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재질은 매우

저가의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제작된 임무장비와

분리장치의 크기에 따라 유연하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낙하 시 임무장비가 받는 충격을 완화 할 수 있고, 해상

회수를 목표로 할 경우 플랫폼에 부력을 생성할 수 있다. 이는 Fig.

16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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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Isopink and styrofoam case for insulation

C. 지상국 시스템 개발

지상국(Ground station)은 비행 중 임무장비에서 송신하는 과학기구의

상태와 기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낭과 임무장비를 분리시키는 명령을 송신하

는 기능이 탑재되어야 한다.   

지상국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는 임무장비에 탑재된 송수신기와 동

일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또한 분리명령을 송신할 때 전파의 소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향성 안테나인 YAGI 안테나를 사용하였다. Fig. 17

은 사용된 VHF, UHF YAGI 안테나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모델명은

RY-144M3/II, A430S15 다. VHF 대역의 YAGI 안테나는 주로 실시

간 사진전송으로 사용되었으며 UHF YAGI 안테나는 위치정보와 기

상데이터를 수신하고 분리명령을 송신할 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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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Ground station YAGI antenna

지상국 프로그램은 LabVIEW를 통해 구축되었으며 플랫폼의 실시

간 위치와 상태정보를 사용자에게 가시적으로 식별 가능하게 하였

다. 프로그램은 Fig. 18에서 볼 수 있듯이 임무장비에서 전송되는 분

리된 HEX 데이터를 분석한 후 재해석하여 가시화한다. 수신된 임무

장비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Google map과 연동되어 육안으로 쉽게 위

치추적이 가능하며 임무장비 분리명령은 컨트롤 패널에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임무도중 조작 실수로 인해 신호가 발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Fig. 19는 설계된 프로그램의 모습과 각 명칭이다.

Fig. 18 Ground station softwar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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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Designed ground station program by La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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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과학기구 운용절차

A. 과학기구의 전체 운용절차

과학기구 운용절차는 발사 전, 발사, 플랫폼 회수로 이루어진다. 1단

계에서는 발사일정, 임무 안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역신

청 및 비행승인 신청이 이루어진다. 2단계는 비행실험 당일 발사 준

비절차이며 가스주입과 임무장비의 최종작동을 확인한다. 발사 후엔

위치와 외기데이터를 수신하여 플랫폼의 회수를 준비한다. 3단계는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플랫폼을 회수하는 단계이다 Fig.

20은 3단계를 포함한 가장 보편적인 과학기구의 임무형상이며 중량

제한 문제로 Ballast는 구현이 되지 않았다.

Fig. 20 Overall operating procedure of high altitude scientific ball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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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단계 : 발사 전 절차

과학기구의 운용 전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3가지이며 Fig. 21은 임

무 시나리오 선택부터 행정적인 절차와 발사 과정 정립까지의 순서

를 Flow chart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일련의 과정들은 경험적으로

최소한 발사 2주전에 진행이 되어야 하며 제작일정의 변화를 고려

하여 발사 시간과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비행 전 확인 사항들은 다

음과 같다.

Fig. 21 Overall pre-launc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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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무 시나리오 선정

첫 번째는 임무 시나리오 선정으로 기구 운용 전 가장먼저 판단

해야 한다. 실험을 통해 어떠한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으며 실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임무형상이 모호하게 되어, 과

학기구의 무의미한 실험이 진행되고 결국 실험 자체가 실패할 가능

성이 크다. 과학기구의 운용에 들어가는 노력, 시간, 금전적인 비용

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임무형상을 구체화하여 실험 준비에 들어가

야 한다.

ⅱ. 운용 안정성 및 실현 가능성 판단

두 번째는 플랫폼의 운용 안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

계이다. 대한민국에서 과학기구의 궤적과 이동속도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이 점을 고려하여 날짜와 장소 선택 그리고 비행경로의 예

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예측된 비행종료 지점에 추적조를 파견

하기 위함과 동시에 항공안전을 위한 사전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발

사당일 임무장비에 탑재된 위치추적 장치로 인해 과학기구의 위치

는 지상 작업자들에게 송신되지만 운용중인 항공기와 관제탑에게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과학기구의 발사가 가능한 날은 계절에 따라 제약

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구의 운용은 제한적인 시기에 가능하다. 여름

철의 경우 장마전선이 올라오는 6월말에서 7월말 사이의 과학기구

의 운용은 플랫폼 회수 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12월~1월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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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은 파고가 높아 해상회수의 진행이 힘들다. 따라서 임무형상

과 안전을 고려하여 비행 일정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

발사 일정이 정해지면 발사 장소를 결정한다. 일정과 마찬가지로

장소는 임무형상에 의존적이며 항공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발사

장소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2가지 이다.

첫 번째로 기낭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Zero-pressure balloon과

Rubber balloon이 대표적이다. 전자의 경우 기낭의 부피가 크고

Rubber balloon과 달리 한계고도까지 상승 후 자연 파열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많은 항공로가 밀집한 서울 상공에서는 비행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Zero-pressure balloon을 사용할 경우 서울 이외의 지역이

결정되어야 한다. 반면 Rubber balloon은 비교적 작은 부피이며

Weather balloon으로 진행된 비행 내역이 과거에 다수 존재하므로 서

울 내의 비행승인이 가능하며 기타 지역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당일 비행에서 발사 준비를 진행할 작업공간의 유무다.

기낭은 3kg ~ 4kg의 플랫폼에 부력을 제공할 때 최소 2m의 지름으로

팽창한다. 이러한 큰 부피로 인해 기낭은 외풍에 민감하며 심각한

경우 외부 물질에 의한 파손 Foreign objective damage(FOD)에 의하여

기낭이 파손될 수 있다. 따라서 준비단계에서 FOD를 방지할 수 있

는 Hangar 또는 격벽이 존재하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시 된

다. 만일 그러한 장소를 구할 수 없을 경우, 기류가 안정된 5 ~ 6 

A.M. 사이에 발사를 진행해야 한다. Fig. 22는 선택된 발사장소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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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각 고흥 항공우주센터, 영덕 축산항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학관

을 나타낸다.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행일정과 장소가 정해진 후 기상예보

를 통해 비행당일의 기상상태를 확인한다. 구름이 적고 외기 온도가

상온일 때가 과학기구 운용에 최적의 조건이며 악천후와 우기의 경

우 비행 일정을 재 선정해야 한다.

일정과 장소가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과학기구의 궤적을 예측하여

임무형상이 목적에 타당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과학기구의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궤적의 변화를 도출한 연구는

Lee [7]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제작된 In-house 코드를 사

용하여 궤적 예측을 진행할 수 있었다. 궤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상

자료는 전세계의 기상상태를 확인이 가능한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기상 데이터

의 정확성은 현재까지는 확실한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비행 전까지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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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Launch locations for scientific balloon fligh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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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시공역 및 비행승인 신청

마지막 단계는 임시공역 및 비행승인 신청 단계이다. 과학기구의 운

용조건은 12km 이상으로 실제 항공기의 비행 경로인 10~11km와는

1km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류에 의존적인 움직임과 플랫폼이

목표고도까지 상승할 때 공역 침범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많

은 항공로가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한국에서, 과학기구는 타 항공

기의 운용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기에 항공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국

토교통부예하의 지방항공청에 신고 후 운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방항공청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

지방항공청 세가지가 있으며 이 중 실험하고자 하는 지역과 가깝거

나 그 지역의 항공로를 지나는 곳을 선택하여 신고한다. 신청 서류

는 임시공역 지정 요청서와 비행허가 신청서 2가지로 선정한 임시

공역을 허가 받은 후 비행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임시공역 지정 요청서의 작성 내용으로는 비행체의 종류, 비행목

적, 비행장소, 비행일, 예상 궤적 및 고도 등이 있으며 요청서의 양

식과 승인 확인 서류는 부록B에 나타나 있다. 임시공역의 허가는 근

처 군사 기지의 비행 훈련과 당일 해당 공역을 선점한 스포츠 활동

등으로 인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Fig. 23는 실시된 실험의 임시공역과 임시공역 내의 과학기

구의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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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Approved temporary airspace and expected trajectory

이후 선정한 임시공역의 승인이 확인 되면 비행허가 신청서를 작

성한다. 비행허가 신청서는 신청인의 신분, 비행 계획, 비행의 필요

성, 비행체의 상세 구조 등이 있다. 비행승인은 대한민국 공역 내의

비행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승인까지 많은 시간이 소

요된다. 추가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가 되어 있는 과학기구는

기류에 의존적이므로 이와 관련한 각종 증빙자료와 낙하 시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방지대책, 비행 종료방안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

하다. 부록B는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와 초경량비행장치 비

행승인 요청서의 양식이다.

이러한 절차 후에 최종 승인이 불가한 경우 임시공역 신청 단계

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2주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이를 간과하고 진

행 할 경우 공역 침범 및 타 비행체의 충돌과 같은 심각한 항공안

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과학기구의 비행허가 승인 후 발사절차를 따라 선정한 발사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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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플랫폼을 사용하여 진행한다.

C. 2단계 : 발사 절차

사전 절차가 마무리 된 후의 실험당일 절차를 설명한다. 비행에 필

요한 작업은 기낭부의 가스 주입과 임무장비의 최종 작동확인이며

이 작업은 플랫폼의 기능 및 형상에 따라 다르지만 신속한 준비를

위해 대개는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참여인원은 두 분류로 나

뉘어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발사 절차는 Fig. 24의 Flow chart에 나타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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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Overall launch procedure



42

ⅰ. 가스 주입 절차

기구의 부력은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의 주입으로 생성된다. 주로 수

소와 헬륨이 거론되며, 수소가 헬륨과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부

력 생성에 용이하지만 안전성문제로 인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의 비행실험은 모두 헬륨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헬륨가스는 47L 기준으로 약 200,000원이며 구매처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다. 47L의 헬륨은 약 0.8kg의 헬륨이 들어있으며, 3kg의 부

력이 필요한 경우 2번의 주입이 가능하다. 이렇듯 제한된 용량과 비

용의 제약으로 무분별한 헬륨의 주입은 가스와 비용의 무의미한 소

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량적인 주입이 필요하다. 또한 주입량은

기구의 상승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경

우 예측 궤적과 실제 궤적의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가스

의 공급은 반드시 유량계를 사용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주입할 헬륨의 질량은 정해진 임무 형상에 대해서 계산된 기구의

상승률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먼저 기체의 당일 기체의 밀도 ρ 를

지상에서의 온도와 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이상기체방정식에서 도출

한다.

ρ��� =
��

��
(2)

이때 M은 몰질량으로 헬륨의 경우 4.0026 kg/kmol, 공기는

28.966kg/kmol 이다. p는 압력, T는 온도로 병행되고 있는 임무장비

최종확인 절차 과정 중 측정된 데이터 값으로 하며, 기체상수 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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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4472	kJ/kg ∙ K 로 계산한다. 이때 Zero-pressure balloon과 Rubber 

balloon으로 주입된 헬륨의 온도는 지상에서 충분한 대기시간으로

인해 외기 온도와 같다고 가정한다.

위의 식을 이용하여 당일 지상에서의 공기와 헬륨의 밀도를 구한

후 단위부피당 부력을 구한다.

L��/V = (ρ��� − ρ��) (3)

해면고도 조건에서 통상 헬륨의 단위 부피당 부력은 0.99746	kg/m�

[7] 이지만 발사당일의 기상상태로 인해 변동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낭부와 분리장치 그리고 임무장비가 포함된 플랫폼

의 Gross weight에 단위 부피당 부력을 나눈 후 당일 헬륨의 밀도를

곱 하면 주입할 헬륨의 질량이 도출 된다.

��� =
W�����	

���/�	
× ��� (4)

이를 통해 나온 헬륨의 질량은 상승률을 고려하여 주입량을 정한

다. 보통 계산 결과의 1.1배를 주입 시 5m/s의 상승률을 가지며 [8]

상술한 궤적예측 프로그램으로 구한 상승속도를 기준으로 주입 할

헬륨의 비율을 결정한다. Table 2는 이를 토대로 여름철과 겨울철 헬

륨의 주입량을 계산한 예이다. 이때 플랫폼의 총 무게는 10kg으로

가정하였으며 여름철과 겨울철의 기온 및 기압은 기상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고흥항공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의 온도 및 기

압 평균을 사용하였다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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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lium injection comparison between August and November

Month August November

Temperature 303.9 K 280.9 K

Pressure 100.74 kPa 102.26 kPa

Helium density 0.159 kg/�� 0.175 kg/��

Air density 1.154 kg/�� 1.268 kg/��

Platform gross weight 10 kg 10 kg

Minimum helium injection mass 1.598 kg 1.601 kg

Helium mass X 1.1 1.758 kg 1.761 kg

이후 계산된 질량의 헬륨을 주입하기 전 기낭의 손상 검사를 진

행한다. 손상이 진행된 기낭의 경우 가스 주입 시 누설이 지속적으

로 발생하여 목표질량의 헬륨을 주입하지 못한다. 이를 가스 주입

중 발견하게 되면 주입된 헬륨의 질량이 불분명하게 되어 보수 또

는 교체 후 처음부터 다시 주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헬륨의 주입으로 기낭이 팽창하면서 손상된 부위가 지속적으로 벌

어지게 되어 결국 전체 기낭의 파손으로 이어진다. 하층부에 손상이

진행된 경우 지상에서는 정상적인 주입이 가능하여 주입 시 육안으

로 탐색하기가 매우 힘들다. 하지만 비행 후 일정 고도에서 기낭이

팽창하면서 손상부위로 누설이 발생하여 목표고도에 도달 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며 마찬가지로 손상의 진행이 가속되어 종국에는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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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의 파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헬륨의 주입 전 기낭의 육안 검

사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손상이 발견된 경우 가능하다면 교체를

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여유가 없을 경우 반드시 보수 후 가스의 주

입이 진행되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작 후 보관에서 운반

까지를 안전한 장비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운반 및 준비 절차에서

가장 많은 파손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 후 교체가 진행되면 가스 주입구

연결 및 유량계 설정을 진행한다. 가스 주입에 필요한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설정 전의 초기화된 유량계

2) 필요한 용량의 헬륨 가스 통

3) 유량계와 헬륨 가스 통 사이의 압력조절기

4) 압력조절기와 유량계사이의 연결 튜브

5) 유량계와 연결되어 기낭에 가스를 주입하는 주입 튜브

6) 구경 조절이 가능한 스패너 2개

7) 누설 방지를 위한 테프론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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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은 헬륨 가스 통, 압력 조절기, 유량계 순이며 각각 부품들

사이의 공간으로 인해 생기는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테프론 테이프

를 사용하여 결합을 진행한다. 이후 압력 조절기의 압력을 100으로

맞추고, 임의로 설정한 내용의 유량계에서의 밸브 개폐를 통하여 정

상적으로 유량이 분출되는지 확인한다. 정상적인 분출이 확인 후 분

당 주입 질량과 최종 주입 질량을 설정하여 헬륨 가스의 주입 속도

를 정한다. Fig. 25는 사용된 Ideal vacuum사의 HFC-D-307B 모델 유량

계와 화면에 나타난 설정 값들을 보여준다.

Fig. 25 Used flow controller 

주입 준비과정이 끝나면 주입구와 기낭을 연결 후 밸브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주입을 시작하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입 전 기낭은 바닥에 놓이게 되는데 이 때 반드시 모포나 천

같은 보호재 위에 놓여야 한다. 이는 지면에 있을지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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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모서리나 이물질에 의한 기낭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기낭의 위를 지나다니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업자의 실수로

기낭을 밟을 경우 강도에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며 Tear 

panel을 밟고 움직일 경우 기낭의 파손을 쉽게 야기한다.

3) 주입작업에 필요한 작업자는 최소 2명이상이며 주입과 주입

중누설 검사로 작업을 나누어 진행한다. 누설 검사를 진행하는

작업자는 기낭 근처에서 손을 움직이며 찬바람이 나오는 곳이

없는가 확인한다. 초기에 헬륨은 갑작스럽게 팽창하여 주입되기

때문에 주변 기온보다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입 중

기낭 근처에 찬바람이 느껴진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기낭이

파손되어 가스가 누설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4) 갑작스럽게 기낭이 팽창한 경우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기낭을 놓칠 수 있으므로 주입 중 반드시 무거운 물체에

묶여있어야 한다. 

일련의 과정들은 Fig. 26 에 나타나 있으며 Zero-pressure balloon 의

헬륨 주입 시 진행된 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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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Gas injection sequence of the zero-pressure balloon

헬륨가스의 주입이 완료되면 적절한 측정장비로 부력을 확인 후

임무장비가 장착되기 전까지 무게 추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ⅱ. 임무장비 최종 작동 확인

가스 주입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사항은 장비의 작동확인이

다. 시작 전 임무장비는 반드시 전원이 내려간 상태여야 하며 모든

전원 커넥터는 분리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Voltage regulator의 오작

동 또는 미조절로 인한 과부하와 비행 전 전력소모 방지를 목적으

로 한다. Fig. 27는 제작된 전력분배 장치에서 비행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현재 배터리의 전

압이다. 보통 3.7V, 2600mAh Li-ion battery는 완충 시 4.2 V까지 충전

이 가능하므로 2Series의 경우 8.4V까지 표시가 된다. 따라서 저온

작동 시 배터리 효율의 급감을 고려하면 배터리는 완충이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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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며 측정 시 7.4V 이하의 전압을 가진 배터리

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후 전압 조절기를 이용하여 각 파트에 공급

되는 전압을 조절한다. 5V 공급 전원의 경우 5.3~5.4V로 맞추어 놓

는 것이 안정적이며 3.3V 공급 전원은 3.5V까지 맞추어 놓는다.

Fig. 27 Power supply checking requirements 

전력분배 장치의 정상작동을 확인 한 후 임무장비를 조립하여 전

체시스템의 정상작동을 확인한다. 설치한 지상국을 통해 데이터의

송수신을 확인하여 값들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주된 데이터의

손상은 온도와 압력의 값으로 이 값들이 0으로 나오거나 시간이 지

나도 값이 일정하게 나오는 경우를 의심하여야 한다. 또한 임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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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장치가 야외에 있음에도 초기 위치 값으로 10분이상 유지

될 경우 GPS 회로를 재정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능에 손상이 의

심되는 경우 교체할 수 있는 예비 장비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적절한 공구를 통해 회로를 정비할 수 있어야 한다. Fig. 28는

조립된 임무장비와 지상 테스트를 통하여 나온 데이터 값의 확인의

예를 나타낸다. 

Fig. 28 Mission equipment operation confirming 

장비의 정상작동을 확인 한 후 기낭에 탑재하기 위한 절차를 진



51

행한다. 작업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해 체결해야 할 부품을 나열

한 후 순차대로 진행한다. Fig. 29는 탑재 될 임무장비의 각 부분을

나열한 후 조립하여 완성된 임무장비의 예이다.

Fig. 29 Each component and assembled mission equipment

모든 준비가 끝나면 Fig. 30과 같이 임무장비와 부속품들을 연결하

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성시킨다. 플랫폼의 연결 순서는 임무장비, 

낙하산, 분리장치, 기낭, Tear panel 순이며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조립 시 부주의로 인하여 Tear panel 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Tear panel은 기낭을 파손시키기 위해 존재하므로 장력이 작

용할 때 발사전 기낭이 파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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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Platform assembly for flight

완성된 플랫폼은 격납고에서 멀리 떨어진 야외로 운반 후 비행을

시작한다. Fig. 31는 격납고에서 운반되는 플랫폼과 이때 플랫폼의 각

세부 명칭을 나타낸다. 발사와 동시에 Ground station을 통하여 기구

의 실시간 위치 및 기상데이터를 수신한다. 

Fig. 31 Carried platform for la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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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3단계 : 플랫폼 회수 절차

대한민국 과학기구의 플랫폼 회수 절차는 내륙회수와 해상회수로

나뉜다. 내륙회수는 과학기구가 2 시간에서 3 시간 사이의 짧은

비행을 할 경우가 적합하며, 해상회수는 3 시간 이상의 비행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는 보편적인 시간 기준이며 확실한 회수

절차는 임무 시나리오 선택 후, 궤적 예측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Table 3 는 과학기구가 2 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질

경우의 내륙회수와 해상회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3 Recovery procedure based on landing time

Landing time [min] Ground recovery Marine recovery

H – 150 -
Arrive at the predicted 

landing point in advance 
and notify ground operators

H – 120
Check the balloon launch 
from the ground station

Check the balloon launch 
from the ground operators

H – 60 Operate separation system
Termination verified by 
contacting the ground 
operators in real time

H
Check the landing point 

using tracking program and 
prepare the recovery

Check the landing point 
using tracking program and 
make sure that the location 
matches the ground station

H + 20 Recovery start Recovery start

H + 60
Tracking on the 
transportation

Equipment recovered on the 
ship

H + 120 -
Envelope recovered on the 

ship
H + 180 Equipment recovery Return to the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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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시작 시간을 비교할 경우 내륙회수는 임무장비가 완전히

낙하 한 후 시작해도 무방한 반면, 해상회수는 낙하 150 분 전 궤적

예측 프로그램으로 도출된 예상 낙하지점을 선점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임무장비가 해상 착수 시 해류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비해 지상의 경우 한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이를 간과하고 두 회수방법을 동일하게 진행할

경우 방수처리가 미흡한 임무장비는 선박이 접근하기 전에 신호를

소실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예상 낙하지점을 선점하고 있을 경우

갑작스런 과학기구 궤적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착수

후 빠르게 회수가 가능하다. 

발사 후 회수 진행 시 내륙회수는 임무장비와 호환되는 송수신

장치와 Ground station computer, 그리고 안테나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낙하지점을 향해 출발한다. 내륙회수의 장점은 교통편에 비교적

제약이 없다는 점이지만, 대한민국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임무장비가 산속에 낙하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임무장비의

마지막 낙하지점이 낮은 산일 경우 적절한 산악용 장비로 회수가

진행될 수 있지만, 험준한 산에 낙하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임무장비 회수가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다. Fig. 32 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과학기구의 위치추적과 구축된 Ground station program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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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Real-time monitoring while ground recovery

해상회수는 지상조와 추적조로 분리되어 진행된다. 추적조는

대여한 선박을 플랫폼의 추적에 적합하게 위치 추적장치와 안테나

그리고 Ground station 을 설치한다. 작업이 완료되면 예측한

낙하점을 향해 출발하여 선점 후, 지상조에게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린다. 이후 발사가 진행되면 추적조 또한 tracking 

program 을 사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이러한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하여 임무장비의 궤적변화를 관찰하고 분리장치의

작동시간을 결정한다. 플랫폼이 적절한 위치에서 분리장치가

작동되면, 추적조는 신속히 2 시간 이내에 회수를 진행 후 항구로

돌아오게 된다. 일련의 과정들은 임무장비의 방수 능력, 지상조와

추적조의 의사결정에 의존적이다. Fig. 33 는 진행된 해상회수에서

대여한 선박과 내 외부의 장비 설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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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Tracking system setting in rented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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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비행결과

제작한 플랫폼과 확립된 운용절차를 바탕으로 총 8 번의 실험이

진행되었다. 목표환경에서 임무장비의 정상작동 확인과 내륙회수의

경험 축적을 위해 전체 실험 중 Rubber balloon 비행은 6 회

실행되었다. Rubber balloon 으로 확인된 임무장비의 성능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목표인 Zero-pressure balloon 의 실험이 2 회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구의 운용절차를 확립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Fig. 34 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던 두 실험을 제외한

2017 년에 실행된 과학기구 비행의 궤적이며 실행된 실험의 정보는

부록 C 에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Fig. 34 Flight trajectories of scientific balloon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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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랫폼 작동 성능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을 수집한 위치, 온도, 압력, 사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작한 과학기구 플랫폼의 작동성능을 검증하고 계절별 비행경로를

확인하였다. 

ⅰ. 임무장비 성능검증

설계된 임무장비는 고고도 환경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Fig. 35 는 10월 20일에 실행된

실험을 통해 얻은 위치와 환경 데이터로 2017년에 진행된 실험 중

가장 높은 25km의 고도에서 플랫폼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고고도 과

학기구 임무장비 작동성능의 기준이 되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압력은 고도가 증가 함에 따라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반면, 외부 온도의 경우 -40℃까지 감소하다 약 14km의

고도부터 변동을 가지고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

도 20km에서부터 상온 20℃까지 온도증가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성층권 계면에서의 온도증가와 유

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임무장비 내부의 온도는 외부온도의 영향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다 온도 상승구간에서 수평을 이룬다. 

이때 내부온도는 약 38℃로 우려하였던 저온상태에서 전자장비의

성능저하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설계시 부착한 스티로폼 및

Isopink의 단열성능이 과학기구의 성층권내 운용에 적합함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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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치였다. 또한 발사시간부터 25분 후까지의 내부온도 상승이 일

어났으며 이를 통해 전압조절기에서 발생하는 자체 발열이 내부온

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정한 주파수를 사용한 실시간 사진전송 및 수신도 상용품과 제

작한 모듈을 통해 검증하였다. Fig. 36는 성층권에서 GoPro 제품을

사용하여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이며, Fig. 37는 제작한 사진전송 모듈

을 이용하여 지상국 프로그램에서 수신한 사진이다. 

Fig. 35 2017.10.20 rubber balloon fligh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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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Photographed horizon by GoPro HERO4 session

Fig. 37 Atmosphere picture taken by snapsho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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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리장치 성능검증

설계한 분리장치는 8월9일 실험으로부터 10월28일 실험까지 연속적

으로 4번이 사용되었고 4번의 실험 모두 저온, 저압 상태에서 정상

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Fig. 38는 8월9일 실험에서 분리명

령을 수신 후 작동하는 분리장치의 작동을 순차적으로 촬영한 사진

이다.

Fig. 38 Separator operating sequence

ⅲ. Zero-pressure balloon 성능검증

제작된 Zero-pressure balloon의 성능은 10월28일 실험을 통해 검증하

였다. 약 13.7km에서 15분동안 수평비행이 진행되었으며 이 후 신청

공역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분리장치를 작동시켜 임무장

비를 낙하시켰다. 3kg의 임무장비를 싣고 11km의 목표고도를 부유할

수 있는 기낭으로 설계되었으나 임무장비의 중량이 더 작았기 때문

에 목표고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9에 나타낸 그래프의

사각형은 과학기구의 비행시간에 따른 고도변화를 표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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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시작 후 75분이 지난 시점부터 수평비행이 진행되었다.

Fig. 39 2017.10.28 zero-pressure balloon flight data

ⅳ. 계절별 과학기구 궤적 분석

계절에 따른 과학기구의 궤적변화는 진행된 실험들 중 늦봄, 여름, 

겨울을 대표하는 6월 15일, 8월 9일 그리고 10월 28일의 실험을 비

교하여 분석하였다. Fig. 40~42에는 계절별로 실행된 과학기구의 궤적

과 위도, 경도, 고도 변화가 나타나 있다. 

6월 비행의 경우 125.5km의 수평거리를 176분간 비행하였으며 남

동방향으로 궤적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수평최대비

행속도는 약 100m/s, 전체평균 비행속도는 12m/s로 늦봄 비행에서

내륙회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3시간 이상의 비행이 가능 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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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8월 비행은 55km의 거리를 77분간, 10월은 182km의 거리를 120분

동안 비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8월과 10월의 경우 모두 북동방향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을 토대로 늦봄 후에 편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궤적의 경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0월의 경우

수평최대비행속도가 190m/s, 평균비행속도가 25m/s로 6월과 8월의

수치와 비교하였을 때 약 두 배를 나타냄으로써 겨울철 비행에서 3

시간이상의 비행은 반드시 해상회수의 조건을 갖춘 후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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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Longitude, latitude and altitude change of 06.15 flight



65

Fig. 41 Longitude, latitude and altitude change of 08.09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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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Longitude, latitude and altitude change of 10.28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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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훈 및 개선사항

ⅰ. 제작측면

제작된 임무장비의 PCB 는 단일 모듈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병합하여 작동할 경우 Snapshot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데이터 송신에 사용된 강한 주파수 출력이 다른

전자장비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EMI) 

문제로 판단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3D printer 로 제작된

덮개에 RF 차폐 스프레이를 도포한 후, 문제가 야기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부착하였다. 작업 이후 Snapshot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Fig. 43 는 RF shielding 유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Fig. 43 Comparison between no RF shielding and sprayed RF shi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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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회수를 위한 임무장비 케이스의 제작이 미흡했던 문제도

있었다. 스티로폼 또는 Isopink 를 사용하여 단열성능 증대와 부력의

생성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내구성의 문제와 침수 문제가 발생하여

실험을 통한 검증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부력중심과 무게중심의

계산이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8 월 26 일에 실행된

해상회수 실패의 원인 중 한가지는 착수 후 파손 또는 회전으로

인한 위치 송신 안테나의 침수가 예상된다. Fig. 44 는 8 월 실험에

사용된 임무장비와 분리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Fig. 44 Equipment and separator on August 26th flight

과학기구는 연료를 사용으로 한 양력발생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력생성기체의 공급만으로 임무장비 무게의 제약이 다른

비행체와 비교했을 때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진행된

Zero-pressure balloon 실험들은 유상하중 3kg 의 제작된 Polyethylene 

film balloon 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게의 제약이 존재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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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주입된

헬륨의 질량과 임무장비의 무게가 제한되어 3kg 급 Zero-pressure 

balloon 의 정확한 실험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추후 플랫폼

제작에서는 임무장비의 제작 후, 기낭의 설계 및 제작이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ⅱ. 운용측면

진행된 내륙회수의 실험들은 임무장비의 준비절차가 간단하고

회수절차 진행 중 교통편의 제약이 적은 장점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지리적 특성상 많은 경우가 산악지형에 착륙하여 플랫폼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발고도가 낮은 산악지형은 회수가 용이했던

반면, 10 월 28 일의 실험에서처럼 높은 해발고도에서 회수해야 할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회수장소가 산악지형이 아닌 경우에도 민가 또는

고속도로 근처에 낙하하여 대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Fig. 45 는 8 월 9 일 실행된 비행에서 임무장비에 부착된

GoPro 카메라를 사용하여 낙하도중 촬영된 사진으로 민가와

고속도로가 밀집한 지역에 착륙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량이

큰 과학기구 플랫폼의 사용시 이러한 운용위험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해상회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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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Landing point taken by GoPro HERO4 session on August 9th

8 월 26 일에 실행된 Zero-pressure 기구의 해상회수는 추적조의

도착지연과 지상조의 미숙한 발사준비로 인해 실패하였다. Fig. 46 는

플랫폼의 궤적과 추적조의 위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발사 당일 헬륨주입이 지연됨에 따라 발사예정 시간인 오전

6 시보다 65 분이 지연된 7 시 5 분에 발사가 진행되었다. 일출로

인해 공기가 가열됨에 따라 내륙으로 강한 해풍이 불었기 때문에

추적조가 착륙 예정지점에 도착하기 전 발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더하여 예상보다 빠른 기구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기구가 7 시

35 분경에 추적조를 추월하였다. 7 시 45 분경 선정된 임시공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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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분리장치를 작동시켰지만 임무장비에서 송신한 마지막

신호를 받을 당시 추적조는 임무장비와 26km 떨어진 지점에서

이동하고 있었다. 이후 58 분이 지난 8 시 55 분에 마지막 신호

지점으로 추적조가 도착했으나 방수처리가 미흡했던 임무장비는

침수되어 소실하였다. 

Fig. 46 Platform and recovery team trajectory on August 26th

10 월 28 일과 8 월 26 일 실험을 통해 과학기구의 발사장소 선정

또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실험은 모두 Zero-

pressure balloon 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각각 격벽이 존재하는

Hangar 와 야외에서 헬륨이 주입된 실험을 대표한다. Fig. 47 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무풍선과 비교하여 무게가 가벼운 Zero-pressure 

balloon 은 작은 바람에도 헬륨 주입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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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으로 인해 8 월 26 일 진행된 실험에서는 주입 도중 기낭이

파손되어 보수 작업을 진행하였고 발사가 지연되었다. 

Fig. 47 Comparison between hangar and open air work

또한 2017 년 과학기구 연구의 진행은 주로 플랫폼 제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20km 이상의 고도에 도달한 실험은 겨울인

10 월 20 일 실험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여름철 고도 20km 이상에서

발생하는 내륙 방향의 기류변화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추후

플랫폼의 안정 및 최적화가 진행 된 후, 적절한 조건의 여름철

실험을 통하여 기류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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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한국에서의 과학기구 운용은 편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6월~9월을 제외한 3시간 이상의 비행은 과학기구

임무장비가 해상착수 및 회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산악지형의 가시거리 방해로 인해 일반적인 RF통신의 경우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과학 기구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3단계의 운용절차를

수립하였다. 제작된 플랫폼과 수립된 운용절차를 토대로 8번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임무장비의 성능과 계절에 따른 과학기구의

비행특성을 검증하였다.

과학기구 플랫폼은 저비용, 제작 및 발사의 신속성 그리고 한국의

운용환경에 적합한 통신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진행된 각 사항들을 통해 개발 또는 개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낭, 분리장치, 임무장비의 제작은 저가의 Off the Shelf(OTS)

제품을 사용하여 약 1천만원의 경제적인 가격으로 개발하였다. 전체

제작비용 중 유상하중 3kg, 목표고도 11km의 Zero-pressure balloon

제작비용이 80%를 차지하는 8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리장치와 임무장비는 나머지 20%로 편향적인 수치를

나타내었다.

2) 회로기판을 모듈화하여 제작함으로써 플랫폼 제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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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의 신속성을 증대시켰다. 조립식으로 제작되어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수집할 데이터와

임무형상에 따라 불필요한 모듈은 분리한 후, 필요한 모듈을

선택적으로 조립할 수 있었다. 이는 임무장비의 무게와 성능 그리고

소실 시 발생하는 비용적인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3) 통신장비는 1차 통신시스템인 RF와 2차 통신시스템인 Iridium 

satellite 통신으로 구별하여 개발하였다. RF 통신은 Amateur bandwidth 

와 위성 및 Bluetooth 대역을 이용하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RF를

사용한 시스템은 비교적 많은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지상국에 송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산 또는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가시선상이 제한될 경우 데이터 송수신이 불가능 한 단점이 있었다. 

반면 Iridium satellite 통신을 사용한 2차 시스템의 경우 작은

데이터를 긴 시간에 걸쳐 송수신 하지만 위성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시선상에 독립적인 장점이 있었다. 독립적으로 제작된 두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양질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했다.

이후 제작한 플랫폼의 실험적 검증을 위해 3단계의 운용절차를

수립하였으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는 발사 전 절차로 발사일정과 장소를 선정하고

과학기구의 임무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선택된 임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상예보를 통한 궤적예측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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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과학기구 운용에 적합한 날짜, 시간, 

장소, 임무형상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후 지방항공청을 통해

임시공역을 신청하고 비행승인 신청을 진행한다. 1단계의 절차는

항공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간과하지 말고

진행되어야 한다. 

2) 2단계는 발사 당일의 절차로 플랫폼의 실제운용 직전단계에

해당한다. 부력가스의 주입과 임무장비의 최종 작동확인이 주가

되며 발사 후 실시간으로 플랫폼의 위치를 추적하고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분리장치를 지상국을 통해 작동시켜 임무를

종료시키는 단계이기도 하다.

3) 3단계는 플랫폼의 회수 절차이다. Ground station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기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진행되는 작업으로 임무장비 전력의 한계 때문에 신속성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에서 플랫폼 회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내륙회수이며, 두 번째는 해상회수이다. 

내륙회수는 임무장비가 지상에 낙하할 경우에 진행되며 교통의

비용과 제약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한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산악지형에 착륙할 경우 플랫폼의 회수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해상회수는 플랫폼이 해상에 착수 할 때 진행된다. 선박의 대여와

해수면 높이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두 회수 방법 중 비용과 제약이

가장 높은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무장비는 방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시선상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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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아 데이터 송수신이 원활한 장점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절차를 토대로 총 8 번의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제작한

임무장비 성능을 검증하고 회수를 진행하였다. 이중 4 번이 회수에

성공하였고 나머지 실험의 경우 고지대 낙하문제와 해상착수 후

임무장비 소실로 인해 실패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작된 임무장비는 저온 저압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착된 온도, 압력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임무장비 내부온도는 성층권계면의 온도 상승효과와 전압

조절장치의 자체 발열로 인해 임무종료까지 상온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임무장비의 극저온 노출방지를

위해 사용된 Styrofoam과 Isopink의 단열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2) 10월 28일에 실행된 겨울철 비행에서 제작한 Zero-pressure 

balloon의 수평비행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비행시작 75분 후

15분 동안 고도 13.7km 에서 수평비행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작한 Zero-pressure balloon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검증하였다. 

3) 총 8번의 실험 중 늦봄, 여름, 겨울을 대표하는 세 비행을

비교하여 계절별 과학기구의 거동을 확인하였다. 늦봄에 실행된 6월

15일 비행은 남동방향의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또한 나머지 두

비행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긴 비행시간인 176분을 기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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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회수가 가능한 3시간 이상의 비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실행된 8월 9일과 10월 28일 실험의 궤적은 모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북동방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겨울 철 비행은 평균

비행속도 약 25m/s로 12m/s인 봄과 여름비행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빠른 이동속도로 인한 내륙이탈 때문에

대한민국 고고도 과학기구운용에 있어 3시간 이상의 겨울철 비행은

반드시 해상 착수 능력이 갖추어진 후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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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회로도 및 PCB  

Fig. 48 MCU circui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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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MCU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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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0 Power management part circui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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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Power management part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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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Iridium battery part circui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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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Iridium battery part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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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Iridium sensor part circuit diagram



87

Fig. 55 Iridium sensor part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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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RF sensor part circui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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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RF sensor part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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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임시공역 지정 신청서 및 비행허가 신

청서 양식

Fig. 58 Temporary airspace request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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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Temporary airspace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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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0 Flight permi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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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2017년도 과학기구 실험

Table C1 May 17th flight information

Date 2017.05.17 (Wed)

Balloon type Rubber

Launching point
SNU

(lat: 37.449602 °N, long: 126.952649 °E)

Launching altitude 263 m

Launch time 9:26:00 AM

Ground air temperature 19.93 ℃

Ground air pressure -

Landing point -

Landing altitude -

Flight distance -

Ceiling altitude -

Flight time -

Equipment drop Rubber balloon busting

Recovery Fail

Wireless communication Radio frequency

Received data Location, temperature, pressure



94

Table C2 May 19th flight information

Date 2017.05.19 (Fri)

Balloon type Rubber

Launching point
SNU

(lat: 37.449602 °N, long: 126.952649 °E)

Launching altitude 263 m

Launch time 9:03:15 AM

Ground air temperature 23.5 ℃

Ground air pressure -

Landing point
Anseong

(lat: 37.006307 °N, long: 127.196694 °E)

Landing altitude 36 m

Flight distance 54 km

Ceiling altitude -

Flight time -

Equipment drop Rubber balloon busting

Recovery Success

Wireless communication Radio frequency

Received data Location, temperatur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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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3 June 15th flight information

Date 2017.06.15 (Thu)

Balloon type Rubber

Launching point
SNU

(lat: 37.449602 °N, long: 126.952649 °E)

Launching altitude 263 m

Launch time 9:34:11 AM

Ground air temperature 25.56 ℃

Ground air pressure 97.27 kPa

Landing point
Boeun

(lat: 36.41805 °N, long: 127.846914 °E)

Landing altitude 180.3 m

Flight distance 125.5 km

Ceiling altitude -

Flight time 176 min

Equipment drop Rubber balloon busting

Recovery Success

Wireless communication Radio frequency

Received data Location, temperatur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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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4 June 30th flight information

Date 2017.06.30 (Fri)

Balloon type Rubber

Launching point
SNU

(lat: 37.449602 °N, long: 126.952649 °E)

Launching altitude 263 m

Launch time 9:47:20 AM

Ground air temperature 31.6 ℃

Ground air pressure 97.151 kPa

Landing point
Hongcheon

(lat: 37.643013 °N, long: 127.671283 °E)

Landing altitude 467 m

Flight distance 68 km

Ceiling altitude 13.6 km

Flight time 86 min

Equipment drop Rubber balloon busting

Recovery Success

Wireless communication Radio frequency

Received data Location, temperature, pressure,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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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5 August 9th flight information

Date 2017.08.09 (Wed)

Balloon type Rubber

Launching point
SNU

(lat: 37.449602 °N, long: 126.952649 °E)

Launching altitude 263 m

Launch time 11:47:36 AM

Ground air temperature 33.5 ℃

Ground air pressure 96.64 kPa

Landing point
Gapyeong

(lat: 37.672201 °N, long: 127.502782 °E)

Landing altitude 63 m

Flight distance 55.3 km

Ceiling altitude 12 km

Flight time 77 min

Equipment drop Separator operating

Recovery Success

Wireless communication Radio frequency

Received data Location, temperature, pressure,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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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6 August 26th flight information

Date 2017.08.26 (Sat)

Balloon type Zero-pressure

Launching point
Yeoungdeok

(lat: 36.508490 °N, long: 129.452962 °E)

Launching altitude 8 m

Launch time 7:05:19 AM

Ground air temperature 30℃

Ground air pressure 100.536 kPa

Landing point
East sea

(lat: 36.389864 °N, long: 129.996651 °E)

Landing altitude -

Flight distance 50 km

Ceiling altitude 7.4 km

Flight time 52 min

Equipment drop Separator operating

Recovery Fail

Wireless communication Radio frequency, satellite communication

Received data Location, temperature, pressure,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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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7 October 20th flight information

Date 2017.10.20 (Fri)

Balloon type Rubber

Launching point
SNU

(lat: 37.449602 °N, long: 126.952649 °E)

Launching altitude 263 m

Launch time 1:13:41 PM

Ground air temperature 26 ℃

Ground air pressure 98.650 kPa

Landing point
East sea

(lat: 37.860008 °N, long: 129.96156 °E)

Landing altitude -

Flight distance 269 km

Ceiling altitude 25.1 km

Flight time 170 min

Equipment drop Separator operating

Recovery Fail

Wireless communication Satellite communication

Received data Location, temperatur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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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8 October 28th flight information

Date 2017.10.28 (Sat)

Balloon type Zero-pressure

Launching point
Goheung

(lat: 34.61087 °N, long: 127.20779 	°E)

Launching altitude 7 m

Launch time 8:00:30 AM

Ground air temperature 16.56 ℃

Ground air pressure 101.673 kPa

Landing point
Miryang

(lat: 35.537479 °N, long: 128.86224 	°E)

Landing altitude 415.8 m

Flight distance 182 km

Ceiling altitude 13.7 km

Flight time 120 min

Equipment drop Separator operating

Recovery Fail

Wireless communication Satellite communication

Received data Location, temperatur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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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High Altitude Scientific Balloon Platform

Gyujin Shim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igh altitude scientific balloon is developing and launching in US, Japan, 

India, France because it has the merit of simulating the near space 

environment at relatively low cost rather than the direct experiment through 

the rocket and satellite. Currently, however, Korea has no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high altitude scientific balloon. In this study, 

the mission profile of possible scientific balloon in Korea is presented, and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procedure of the platform was described. The 

measurement and data transmission and reception system that transmits the air 

condition and position information at the time of flight was designed using 

Altium designer, and the program that received data from the platform and 

visualized it to the observer was designed with LabVIEW. The structure and 

outline for suspending the measuring equipment to the envelope were 

designed by CATIA considering the landing and launching of the platform. 

Also, to conduct aviation safety and smooth experiment, we established the 

operating procedure before and after balloon launch appropriat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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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condition of Korea. 8 Flight experiments of the high altitude 

scientific balloon were conducted with rubber balloon and zero-pressure 

balloon. Through the experiments, we verified the performance of the 

platform and confirmed the flight characteristics of the scientific balloon 

according to the seasons.

keywords      : High altitude scientific balloon, Platform, Design, 

Development, Operating procedure

Student Number : 2016-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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