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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면 변형을 통한 자가전개 오리가미 

붐 

 

정원영 

기계공학전공 

기계공학부 

서울대학교 

 

오리가미(종이접기) 기술은 가벼우면서 강성이 높으며 대변형에 유리해 

최근 기계공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우주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큰 면적이 요구되는 태양전지판, 태양 돛, 천체망원경, 

안테나 등은 발사 전에 최대한 작게 인공위성에 압축 보관되고, 

우주에서 전개가능한 붐을 통해 전개되고 형상을 유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전개를 통해 저전력으로 전개하며, 가볍고 높은 

압축률을 가지며 다양한 전개 길이를 갖는 전개가능한 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붐은 다양한 전개길이를 확보하기 위해 모듈로 제작되어 

직렬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모듈은 평평하게 접힐 수 있는 오리가미 

패턴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높은 압축률을 갖는다. 그리고 각 모듈은 

압축 보관 시 면이 변형되며 탄성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터 없이 자가 전개된다. 그 결과, 압축률 1/54, 전개 길이 70 mm, 

질량 4.2 g의 자가전개 오리가미 붐 모듈을 개발하였다. 추가적으로, 

얇은 오리가미 구조를 제작하기 위한 SCM(Smart Composite 

Microstructures)의 조인트 유격으로 인한 강성 약화를 비대칭 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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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해 일부 해결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였다. 개발된 붐을 태양 돛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 모듈 10개를 연결한 700 mm의 자가 전개 

오리가미 붐 4개와 미우라 오리 패턴의 돛을 12U 크기의 모의 위성에 

탑재하여 전개하였다. 우주 환경과 유사한 전개 환경을 구사하기 위해 

중력장 안에서도 마찰 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레일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HRM(Holding & Releasing Mechanism)을 이용하여 압축 보관 

상태를 유지하다 원하는 순간에 붐이 자가 전개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개발된 붐은 면 변형과 오리가미 구조를 통해 전개 가능한 

붐에 대한 새로운 컨셉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Deployable Boom, 종이접기, 탄성, 자가전개, HRM, 우주, 태양 

돛 

학   번 : 2020-2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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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오리가미(종이접기) 기술은 종이 접기 패턴을 이용하여 가볍고 무게 

대비 강성이 높으며 형상 변환이 용이한 분야로, 최근 기계공학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전개 가능한 로봇 팔 ① , 유연한 구조의 

연료전지 스택②, 접힐 수 있는 방탄 방패③, 접힐 수 있는 임시 거주지④, 

변형 가능한 바퀴 ⑤ , 자기장을 이용한 로봇의 형태 변환 ⑥ 등 다양한 

연구들이 최근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오리가미 기술을 이용한 최신 연구들 

                                            
① Kim, Suk-Jun, et al. "An origami-inspired, self-locking robotic arm that 

can be folded flat." Science Robotics 3.16 (2018): eaar2915. 
② Hwang, Wonchan, et al. "Origami-Based Flexible and Simple Tubular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Stack." ACS Energy Letters 6.9 

(2021): 3195-3202. 
③ Seymour, Kenny, et al. "Origami-based deployable ballistic barrier."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Meeting on Origami in Science, 

Mathematics and Education, 2018. 
④ Melancon, David, et al. "Multistable inflatable origami structures at the 

metre scale." Nature 592.7855 (2021): 545-550. 
⑤ Lee, Dae-Young, et al. "High–load capacity origami transformable wheel." 

Science Robotics 6.53 (2021): eabe0201. 
⑥ Miyashita, Shuhei, et al. "Robotic metamorphosis by origami 

exoskeletons." Science Robotics 2.10 (2017): eaao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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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가미 기술은 접힘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부품없이 얇고 간단하게 

수동적인 조인트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기계적인 조인트는 

응력이 한 점에 집중되어 강한 외력에 쉽게 변형 • 파괴될 수 있지만, 

오리가미 조인트는 응력이 접힌 선으로 분산되어 강한 외력에도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리가미 패턴은 보통 닫힌 고리 형태로 면이 

구성되어 구조적인 안정성을 갖고, 매우 얇게 접힐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주 환경에서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어, 우주 분야에도 

오리가미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그림 2. 전개 가능한 우주 구조물 

우주에서 사용되는 큰 구조물에는 태양 전지판⑦, 태양 돛 ⑧, 망원경 및 

햇빛 가리개⑨ , 안테나⑩  등이 있다.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지구에서 

바로 우주로 발사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초래되어, 

압축/전개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우주 구조물을 전개시키는 

                                            
⑦ Puig, L., A. Barton, and N. Rando. "A review on large deployable 

structures for astrophysics missions." Acta astronautica 67.1-2 (2010): 12-

26.  
⑧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⑨ European Space Agency 
⑩ High Performance Space Structure Systems (HPS)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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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가능한 붐 또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기존의 전개 가능한 

붐들로는 우주 구조물의 크기와 목적에 따라 Inflatable Booms, SMC 

Booms, Truss Booms, Telescopic Booms, Articulated Booms, 

Coilable Booms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⑪. 

 

그림 3. 다양한 전개 가능한 붐 

위의 붐들의 장단점은 [표 1]로 표현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Telescopic 붐은 망원경 형태로 반지름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원통형 

붐들이 전개 전에 겹쳐서 같은 평면상에 보관되고, 안쪽 원통형 붐의 

하단부가 바깥쪽 원통형 붐의 상단부로 이동하면서 수직적으로 전개되는 

시스템이다. 이는 높은 정확성과 안정성을 갖지만, 다른 붐 대 대비 

                                            
⑪ Zirbel, Shannon A., et al. "Hanaflex: a large solar array for space 

applications." Micro-and Nanotechnology Sensors, Systems, and 

Applications VII. Vol. 9467. SPI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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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율이 낮으며 질량이 높고, 모터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을 갖는다. 

Truss 붐은 다른 붐들에 비해 중간 정도의 정확성, 안정성, 압축률을 

가져 범용성이 좋은 붐이다. Coilable 붐의 경우 높은 압축률을 갖지만, 

정확도와 안정성이 낮으며, 전개하는데 모터를 필요로 한다. Articulated 

붐은 현재 사용중인 붐 중에 가장 높은 정확성과 안정성을 가지며 

자유도 또한 높지만 질량이 크고 부피가 크며 모터를 여러 개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 SMC 붐의 경우 가볍고 형상기억 합금을 

사용하기에 전력 소모가 낮지만, 정확도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Inflatable 붐은, 높은 압축률을 갖지만, 정확도와 

안정성이 떨어지며, 가스 탱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가스가 

유출되면서 수명을 다하기에 임무 시간이 다른 붐들 대비 매우 짧다는 

단점이 있다. 

표 1. 기존 전개가능한 붐들의 장단점 

붐 종류 장점 단점 

Telescopic 높은 정확성과 안정성 
낮은 압축률, 높은 질량, 

모터 필요 

Truss 중간 정도의 정확성, 안정성, 압축률 

Coilable 높은 압축률 낮은 정확성과 안정성 

Articulated 
높은 정확성과 안정성, 

많은 자유도 

무겁고 부피가 크며, 

여러 개의 모터 필요 

SMC 가볍고 낮은 전력소모 낮은 정확성과 안정성 

Inflatable 높은 압축률 

낮은 정확성과 안정성, 

가스 탱크 필요, 

짧은 임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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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표 

우주에서 사용되는 전개 가능한 붐은 높은 압축률, 가벼움, 저전력, 

다양한 전개 길이, 긴 수명, 안정성, 정확성, 열안정성 등의 특성들이 

요구된다. 큰 부피는 발사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1U(1L 부피의 큐브) 

위성의 경우에는 약 1억원의 발사 비용이 발생하여 압축률 높게 

요구된다 ⑫ . 질량 또한 발사비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최근 

스페이스엑스의 기준에 따르면 인공위성 1kg당 약 550만원의 

발사비용이 발생하여 가볍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⑬. 우주환경에서는 

태양 전지판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개 시스템의 요구 전력은 낮을수록 좋다. 인공위성의 크기는 

펨토위성부터 대형위성까지 다양하며, 임무의 종류, 붐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전개 길이가 요구된다. 수명의 경우, 지구에서 발사 후 전개 

전까지 압축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위성의 임무 수행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개발된 전개가능한 붐들은 공압을 

이용한 붐을 제외하고는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 붐의 안정성과 끝단을 

정확한 위치로 보내는 정확성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인공위성의 궤도인 열권에서는 온도 변화가 극심하여 열안정성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데, 우주정거장(약 400km 상공)의 경우 영하 

100도에서 영상 120도까지 온도 분포를 갖는다 ⑭ . 이러한 넓은 운도 

분포에서는 열팽창에 의해서 구조가 변형 또는 파괴할 수 있기에 

열팽창계수가 낮은 재료로 제작하여 이를 해결하고, 재료를 CFRP처럼 

                                            
⑫ 윤희은, “2억이면 우주까지 쏜다…큐브위성 전성시대 ‘레디 큐’”, 한국경제, 

2018.11.16 
⑬ 곽노필, “궤도별 기본 요금 11억…스페이스엑스, ‘로켓 합승’ 시대 열었다”, 

한겨레, 2021.01.26 
⑭ 김은표, “우주정거장 외부, 영상120도~영하100도 넘는 치명적 환경”, 매일경

제,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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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팽창계수가 낮은 것으로 제작하여 이를 해결한다. 

기존 전개 가능한 붐들을 전개 길이에 따라 압축률과 질량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주황색 영역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붐의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전력, 높은 압축률, 다양한 전개 길이, 

가벼움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컨셉의 전개가능한 붐을 제시한다. 

제시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성요소와 HRM (Holding and 

Releasing Mechanism)을 통해 작동 시에 매우 낮은 전력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에너지가 요구되지 않는 저가전개 시스템. 둘째, 얇게 

접히는 오리가미 구조를 통한 높은 압축률. 셋째, 모듈화를 통한 다양한 

전개 길이, 단순하고 얇은 구조를 통한 가벼움을 만족하는 전개 가능한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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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존 전개가능한 붐들의 전개 길이에 따른 압축률과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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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    법 
 

제 1 절 설계 발전 과정 

오리가미 구조를 이용하여 드론에 전개 가능한 팔을 제작한 선행 

연구로부터 시작하였다[그림 5.A]. 이 구조는 접히면서 가로 길이가 

매우 크게 증가하여 위성에 탑재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압축 시 가로 

길이를 크게 증가시키는 좌굴 힘을 버티는 부품을 제거하고, 우주 

환경에 적합하게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여 압축률 1/20에 라텍스를 

이용한 자가전개 모델을 제작하였다 [그림 5.B]. 압축률을 더 

효과적으로 올리기 위해 전개 후 Self-Locking을 해주는 요소와 탄성 

요소를 ‘Ladybird beetle–inspired compliant origami’ ⑮  논문의 

Straight to Curve 곡면을 적용하여 면의 곡면 변형으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1/54의 높은 압축률을 달성하였다 [그림 5.C]. 곡면의 높은 

곡률은 전개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여주지만, 소성 변형이 발생하여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최종적으로 사용할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의 경우 Strain의 최대값을 

0.8% 이하로 설계되어야 한다16. 또한, 전개 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각 기둥 형태에서 삼각 기둥 형태로 디자인을 변경하여 최종 디자인이 

완성되었다 [그림 5.D]. 

                                            
⑮ Baek, Sang-Min, et al. "Ladybird beetle–inspired compliant origami." 

Science Robotics 5.41 (2020): eaaz6262. 
16 Fernandez, Juan M. "Advanced deployable shell-based composite booms 

for small satellite structural applications including solar sails."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lar Sailing 2017. No. NF1676L-2548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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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설계 발전 과정 

제 2 절 설계 변수 연구 

본 구조의 모듈은 윗면, 아랫면, 3개의 옆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옆면의 경우 곡면을 가진 두 개의 대칭적인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 설계 변수 설정 

𝐿1: 옆면의 가로 길이 

𝐿2: 옆면의 세로 길이 

𝑅: 최대 곡률의 반지름 

𝑡: 면의 두께 

E: 면 재료의 Young’s Modulus 

ρ: 면 재료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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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파라미터 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을 때 예상되는 

Module의 기계적인 특성들과 그것을 직렬로 여러 개를 연결하여 

제작된 붐의 기계적인 특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2. 모듈과 붐의 물리적인 성질 

 

전개 가능한 붐의 사용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기계적인 특성들이 

달라지게 된다. 전개가능한 붐의 용도가 정해지면, 그 용도에 맞게 

디자인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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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활    용 
 

제 1 절 태양 돛 

태양 돛(Solar Sail)은 우주를 여행하는데 사용되는 추진체계의 

하나로, 연료 없이 태양광을 받아 광압(복사압)으로 가속되는 

시스템이다. 초소형 인공위성의 경우 임무 수행 후 수거되지 않아 

저궤도 환경에 계속 머물러 있는 우주쓰레기로 전략해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태양 돛을 전개하여 가속을 받아 수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성간 여행을 하는 우주선에도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개가능한 붐을 태양 돛 시스템에 적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설정하였다. 

 

그림 7.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태양 돛의 목표 

우선 1차적으로 12U 큐브 위성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위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분(payload)를 50%로 가정하여 

하단부에 탑재하고, 12U 큐브 위성의 상단 부에 전개 시스템을 모두 

넣어 전개 시 1평방 미터 크기를 갖는 태양 돛을 탑재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태양 돛 시스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개가능한 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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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때 1차 고유 진동수가 중요한 이유는 태양 

돛 시스템이 광압을 받으면 돛이 진동하는데 붐이 이 진동과 공진하면 

파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으로부터 1AU의 거리에서 태양 빛에 의한 광압의 크기는 

수직으로 빛이 들어오며, 반사율 100%를 가정하였을 때 9.126 μPa의 

압력이 가해진다17. 태양 빛에 의해 돛에 광압이 작용하게 되면, 돛대는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압축 힘이 작용하게 되고 이 크기는 다음의 관계 

식을 만족한다18. 

 

구조: L’Garde 

𝑭: 붐에 가해지는 압축 힘 

𝝈: 돛에 가해지는 압력 

𝑨: 돛의 면적 

 

그림 8. L' Garde 형태의 태양 돛 

이때 생기는 돛의 진동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 

                                            
17 Wright, Jerome L. Space sailing. Taylor & Francis, 1992. 
18 Zeiders, G. (2005, April). Design rules and scaling for solar sails. In 41st 

AIAA/ASME/SAE/ASEE Joint Propulsion Conference & Exhibit (p. 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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𝑭: 붐에 가해지는 압축 힘(lbs 단위) 

𝑳: 돛 한 변의 길이 

𝝆: 돛의 밀도 

𝜶=1.00, 1.52, 1.68, 1.98, … 𝜶 값이 1일 때 1차 진동수 

 

목표로 하는 1 평방미터 크기의 돛에 위의 관계식을 적용하면 

안전계수 3을 적용하였을 때, 목표로 하는 붐의 전개길이와 1차 고유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붐의 전개 길이: 70 cm 

붐의 목표 1차 고유 진동수 5.836 Hz 

 

본 연구의 모델에 다음과 같은 설계 변수를 대입하였을 때 예상되는 

1차 고유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설계 변수 설정 

𝐿1(옆면의 가로 길이): 30 mm 

𝐿2(옆면의 세로 길이): 35 mm 

𝑅(최대 곡률의 반지름): 30mm 

𝑡(면의 두께): 0.5 mm 

E(붐 재료의 영률): 2.76 GPa (PET), 133 GPa(CFRP) 

ρ(면 재료의 밀도): 1750kg/m3(PET), 1430kg/m3(CFRP) 

위의 설계 변수로 제작된 모듈 10개를 연결하여 전개 길이 70 c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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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을 제작하면 예상되는 1차 고유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차 고유진동수(PET): 4.724 Hz 

1차 고유진동수(CFRP): 28.79 Hz 

 

우선, 시제품 제작에 용이한 PET로 제작하였을 때는 목표로 하는 

진동수에 조금 미달하지만, 안전 계수가 3 미만인 것이며 공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목표로 하는 재료인 CFRP로 제작하였을 때는 

목표 고유진동수 값의 약 5배의 해당하는 진동수를 가져 충분히 

만족한다.  

 

제 2 절 제작 방법 

SCM(Smart Composite Microstructures) Process는 오리가미 

구조체를 제작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19 . 일반적으로 단단한 두 레이어 

사이에 유연한 레이어를 적층하여 제조한다. 링크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단한 두 레이어에 감싸져 강성을 가지지만, 조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연한 레이어만 있어 쉽게 접힐 수 있다. 이러한 오리가미 조인트의 

관절 범위가 360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인트 사이의 간격이 면의 전체 

두께 이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조인트는 

한쪽방향으로만 접혀 180도의 범위만 만족시키면 충분하다. 접히는 

쪽의 단단한 레이어 층을 제거하면 조인트 유격없이 접힐 수 있지만, 

유연한 레이어가 쉽게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두 단단한 

레이어의 두께를 다르게 하면 이러한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다. 

                                            
19 Wood, Robert J., et al. "Microrobot design using fiber reinforced 

composites." (2008): 0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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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히는 쪽의 단단한 레이어를 얇게, 접히는 쪽의 반대편 레이어를 

두껍게 하여 사용하여 전체 두께를 유지하면서, 조인트 간격을 두 

레이어의 두께차이만큼 줄일 수 있다. 

 

그림 9. 비대칭 SCM의 조인트 간격 변화 

SCM Process에서 단단한 레이어는 접착제(EVA)가 코팅되어 있는 

PET를 사용하였으며, 유연한 레이어로는 천을 사용하였다. 두꺼운 

레이어는 325㎛, 얇은 레이어는 100㎛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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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ET 모델 제작 과정 도식화 

본 연구의 프로토 타이핑을 위해 PET로 붐의 모듈을 제작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모듈 구조는 링키지들이 

Closed Chain을 형성하고 있어 시트 형태에서 한 번에 성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먼저 윗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하나의 시트로 

제작한 뒤에, 윗면을 접착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원하는 굴곡이 120도 간격으로 아랫면과 배치되어 있는 형태의 

알루미늄 지그를 제작하였다. 알루미늄 지그 사이에 3개의 레이어를 

배치하고 핀을 통해 위치를 정렬시킨다. 그 후 열압축기에 지그를 넣어 

5기압의 높은 압력을 가한다. 섭씨 93도의 온도까지 가열하여 접착제가 

녹아 천에 스며들어 위아래 면이 결합되게 한다. 그 후, 압력을 유지한 

채로 상온으로 열을 식혀 EVA가 다시 굳게 해서 본 구조를 제작하였다. 

이때 평평했던 면이 굴곡된 면으로 영구변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높은 압력을 가했으며,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녹은 EVA가 조인트 

간격으로 빠져나와 조인트에 강성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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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성형을 가할 때 필요한 조건에는 접착제인 EVA와 재료인 

PET의 유리전이 온도가 있다. EVA의 경우 녹는점이 약 섭씨 80도, 

PET의 유리전이 온도는 약 섭씨 70도이다20.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80도의 온도로 열성형을 해도 충분하지만, 액화된 EVA가 

오랜 시간 압력을 받을 경우 결합부위에서 옆으로 나와 조인트에 붙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조인트의 두께를 증가시켜 회전 범위에 제한이 

생기며, 조인트에 강성이 추가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적당한 온도로 성형을 

진행해야 했는데, 다양한 온도, 압력, 시간 상황에서 실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조인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뛰어난 접착력을 

갖는 조건을 찾을 수 있었다. 93도의 온도로 열압축기의 온도를 설정한 

뒤, 계기압력 5기압의 압력으로 압축하고, 시편과 성형을 위한 지그의 

온도가 열압축기와 열평형을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약 3분) 동안 

성형하고, 압력을 유지한 채로 상온(약 24도)에서 열을 식혀 압력을 

제거한다. 

그리고 모듈 간의 결합의 경우, 붐의 압축률을 저해하는 두께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열을 이용한 결합의 경우, 

재료가 PET이기 때문에 시트에서 곡면의 형태로 열성형이 가능했던 

것이었는데, 후에 열을 이용하여 접착하는 경우 기존 형상이 변화하여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50 μm의 얇은 두께의 양면 테이프를 붙여 모듈 

간 결합을 진행하였다. 본 구조가 사용될 태양 돛 시스템에서 붐은 압축 

힘 만을 받고, 인장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의 결합 

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20 Jog, J. P. "Crystallization of polyethyleneterephthalate." Journal of 

Macromolecular Science, Part C: Polymer Reviews 35.3 (1995): 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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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PET로 제작된 구조는 제작이 용이하여 프로토타이핑에는 

유리하지만, 실제로 사용되기에는 온도 조건, 열 안정성 조건, 강성(1차 

고유진동수)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될 때에는 

재료가 CFRP와 같은 우주적합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CFRP를 제작할 때는 두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첫째, 

매트릭스(에폭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는 prepreg 형태를 가공한 뒤 

열과 압력을 가해 매트릭스로 카본 섬유들을 에폭시로 채우는 과정을 

통해 원하는 형태의 CFRP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가공하고자 하는 

형태의 주형 위에 건조한 상태의 카본 섬유를 배치하고, 에폭시를 바른 

뒤 진공 펌프로 주형에 붙게 한다. 첫번째 방법은 prepreg가 시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본 구조의 곡면을 구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두번째 방법을 택하였다. 제작 과정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FRP 단일 면 제작을 위한 몰드 설계 

 

그림 11. CFRP 단일 레이어 제작용 몰드 

2. 액상 이형제(Chemlease 41-90 ez) 도포 

3. 건조한 상태의 카본 섬유를 몰드 위에 배치 (카본 종류: 3K 

200gsm 능직) 

4. 에폭시 레진과 경화제를 제조비율(에폭시와 경화제 종류에 따라 

다름)에 맞게 섞은 뒤, 카본 섬유에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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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공 유지가 가능한 포장지로 덮어 진공 상태로 상온 경화 

진행(8시간 소요) 

6. 몰드로부터 분리하면 하나의 단일 면 완성 

7. 완성된 단일 면 두개에 접착제(Partite MMA Adhesives 

7420)를 바른 뒤, 압축용 몰드 (1에서 사용한 것과 그것의 

반대 버전)로 압축을 가하며 경화 진행 

 

그림 12. CFRP를 이용한 SCM 구조 제작 

8. 7의 과정 이후 바로 옆에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여 모듈 

한 개의 하나의 옆면이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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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FRP로 제작된 구조의 옆면 

9. 1~8의 과정을 두 번 더 반복하여 옆면 3개 제작 

10.  윗면 (삼각형 모양의 시트)를 위아래로 결합(7의 과정과 

유사)하여 하나의 모듈 완성 

11. 완성된 모듈을 여러 개 결합하여 붐 완성 

 

제 3 절 전개 실험 

모듈은 전개 길이 70 mm로 제작되어 10개의 모듈이 직렬적으로 

연결되어 700 mm의 길이로 전개하는 하나의 붐이 된다. 목표로 한 

12U(20cm * 20cm * 30cm 길이의 직육면체) 큐브 위성에 탑재되기 

위한 모의 위성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붐 4개를 연결해 

1평방 미터의 태양 돛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모의 위성은 하단 부에는 

붐을 설치 및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상단부에는 펼쳐지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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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라 오리 패턴21으로 접혀 있는 돛이 보관될 수 있는 공간이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전개 실험을 중력이 없는 우주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하기 위해 중력 상쇄를 위한 레일을 설치하였다. 중력 상쇄를 위한 

셋업으로는 헬륨 풍선이나, 와이어로 위에서 고정하는 등의 방법 등이 

많이 사용되지만, 헬륨 풍선의 경우 전개하는 과정 중에 모멘트 암이 

변하여, 항상 힘 평형 및 토크 평형을 맞추기 힘들며, 와이어로 

고정하는 방법 또한 위치가 변경되어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레일은 V 모양으로 전개 방향으로 설치하였으며, 돛의 

끝단에 바퀴 역할을 할 베어링을 설치하여 마찰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위한 모의 큐브 위성 및 전개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그림 14]. 

  

그림 14. 12U 큐브 위성에 탑재될 전개 시스템 보관부 및 전개 실험 가이드 

                                            
21 Horner, Garnett, and M. Elliott. "A fabrication and deployment approach 

for a Miura-ori solar sail model." 43rd AIAA/ASME/ASCE/AHS/ASC 

Structures, Structural Dynamics, and Materials Conferenc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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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70cm 길이의 자가전개 오리가미 붐 4개와 

미우라 오리 패턴의 돛이 탑재된 모의 위성, 그리고 전개를 위한 

가이드가 설치된 모습은 다음과 같다[그림 15]. 전개 과정 중 마찰이 

거의 없는 베어링과 레일이 항상 붙어 있기 위해 베어링 연결 부 위에 

200g의 무게 추를 추가하였다. 실제로 우주에서 태양 돛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개될 때, 붐의 끝단의 힘이 돛을 충분히 끌고 올 수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는데, 돛보다 높은 질량인 무게추를 단 

상황에서도 충분히 전개되는 것을 통해 힘이 충분하다는 것 또한 

증명하였다. 

 

그림 15. 전개 시스템이 탑재된 모의 위성 및 전개 가이드 결합 모습 

전개 실험 셋업과 ㄱ 결과 붐은 성공적을 전개되었으나, 태양 돛의 

경우 정확한 패턴으로 접어 보관하는 것에 이슈를 해결하지 못해, 돛을 

연결한 전개 실험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전개 가능한 붐만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여 전개 실험을 진행한 뒤에, 돛을 추가로 달아 최종 전개 모습을 

예상하였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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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자가전개 오리가미 붐이 태양 돛을 전개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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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과 및 논 의 
 

제 1 절 전개 과정 분석 

본 구조는 윗면, 아랫면, 3개의 옆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옆면이 

탄성요소가 들어있는 면으로, 굴곡이 있는 두 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개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압축 보관되어 면이 평평한 상태 

② 전개 초반부에 대부분의 면 변형이 복원됨 

③ 전개 후반부까지 면 변형 정도가 유지됨 

④ 조인트 근처의 면 변형이 복원되며 전개 

 

그림 17. 전개 과정에서의 옆면의 형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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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과정에 따른 끝단에서의 전개 힘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11]. 먼저 ① 단계에서 붐을 압축하기 위해 필요한 힘은 모듈 당 

약 50N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② 단계까지 힘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③ 단계까지 끝단의 힘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마지막 ④ 

단계로 가면서 힘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개 완료 후에 다시 쉽게 접히는 것을 방지하는 

Locking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8. 전개 과정의 Loa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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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 과 

본 연구에서는 0.0186 (약 1/54)의 압축률을 가지며, 면 변형과 

HRM을 통해 자가전개하고, 전개 길이 70mm, 질량 4.2g의 전개 

모듈을 제작하였다. 

모듈을 직렬로 연결하면 원하는 전개길이의 붐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3. Demonstration에서 필요로 하는 전개 길이인 

700mm를 달성하기 위해 모듈 10개를 연결한 붐을 제작하였다. 

 

그림 19. 붐의 압축 상태 (13mm) 

 

그림 20. 붐의 전개 상태 (700mm) 

제 3 절 논 의 

본 연구의 전개가능한 붐은 태양 돛 시스템을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지만, 디자인 파라미터를 조정하면 태양 전지판, 망원경과 햇빛 

가리개, 안테나 등 다양한 우주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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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는 강성과 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CFRP가 적합하지만, 

가공성이 매우 낮아 정밀한 가공을 위해서는 맞춤형 제작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FRP로 탄성 요소가 있는 옆면만 제작하여 

Feasibility를 확인하였다. 실제 제작에는 가공성이 좋아 프로토타이핑에 

유리한 PE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리가미 구조와 면 변형을 통한 탄성으로 다양한 

전개 길이의 가볍고 높은 압축률로 자가전개를 하는 붐을 개발함으로써, 

전개가능한 붐에 대한 새로운 컨셉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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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f-Deploying Origami Boom 

through Surface Deformation 
 

Aaron Jeong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rigami technology is being actively researched in the field of 

mechanical engineering and being applied to the space field as it is 

light and has high rigidity and is advantageous for large deformation. 

Solar panels, solar sails, astronomical telescopes, and antennas that 

require a large area are compressed and stored in a satellite as small 

as possible before launch. Then deployed and maintained through a 

boom that can be deployed in space. In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present a deployable boom that deploys with low power through self-

deployment, has a light weight, high compression ratio, and has 

various deployment lengths. The boom was manufactured as a 

module and serially connected to secure various deployment lengths. 

The module is made in an origami pattern that can be folded flat, so 

it is light and has a high compressibility. In addition, each module 

deforms when stored in compression, stores elastic energy, and 

self-deploys without a motor based on this. As a result, a self-

deploying origami boom module having a compression ratio of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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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ployment length of 70 mm, and a mass of 4.2 g was developed. 

In addition, the stiffness weakening due to joint clearance of SCM 

(Smart Composite Microstructures) for manufacturing thin origami 

structures was partially resolved through an asymmetric stacking 

method, and thus it was manufactured robustly. In order to utilize the 

developed boom for the solar sail system, four self-deploying 

origami booms of 700 mm (combine 10 modules) connected and a 

sail with a Miura-Ori pattern were mounted on a 12U-sized 

simulation satellite and deployed. In order to use the deployment 

environment similar to the space environment, rails were installed so 

that it can be deployed without friction even in the gravitational field. 

And, using HRM (Holding & Releasing Mechanism), the boom self-

deployed at the desired moment while maintaining the compressed 

storage state. The developed origami boom presented a new concept 

for a deployable boom that can be deployed through surface 

deformation and origami structure. 

 

Keywords : Deployable Boom, Origami, Elasticity, Self-deploy, HRM, 

Space Application, Solar S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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