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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대회 소개 및 현황

가. Cansat 개요

-Cansat이란 항공우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성하는 실습을 위하여 만들어진 모의 인공위성으로, 크기는 음

료수캔 정도의 크기임

-학생들은 음료수 캔의 크기 안에 인공위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스템, 전력시스템, 제어시스템 등을 구성해야 하며 

음료수 캔과 같이 작고 정해진 질량 안에 시스템을 구현하는 한

편, 모형 로켓에 의해 발사된 뒤에도 성공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도전적인 과제

그림 5 캔위성 시스템의 내부 모습

   

그림 6 조립이 완료된 캔위성의 모습

-Cansat에 들어가는 주요 요소들은 배터리와 microprocessor, 다

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센서

-배터리는 시스템 전반에 전원을 공급하고, microprocessor는 신

호를 받고, 센서로부터 정보를 읽어오는 등 cansat을 제어하는 역

할을 한다.기압을 측정하는 기압계, 기온을 측정하는 온도계,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GPS module, 이미지나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카

메라, x, y, z 축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계, 조향 정보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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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Compass 센서 등이 탑재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나. 경진대회 소개(ARLISS)

-ARLISS(A Rocket Launch Initiative for Student Satellites)는 스탠

포드의 Bob Twiggs 교수와 대학 동료들, Pius Morizumi와 Tom 

Rouse에 의해 이끌어지는 AeroPac 멤버 간의 협력으로 탄생한 프

로그램

-1999년에 첫 ARLISS 개최

-ARLISS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부 혹은 대학원 학생들과 AeroPac 

멤버들에게 로켓 발사와 인공위성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

기 위함

-학생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위성체를 만들

기 위해 전기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복잡한 payload를 디자

인하면서 디자인 프로세스 전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림 7 ARLISS 대회 중 캔위성의 발사

- ARLISS에서 AeroPac에서 제공된 로켓으로 표준의 payload를 

일정한 고도인 11000ft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며 낙하 중 위성과 통

신을 함으로써 인공위성을 운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 

-ARLISS 대회는 크게 Cansat 부문과 Open Class 부문으로 구분

-Cansat 부문은 350ml의 음료수 캔 크기의 캔위성



- 3 -

-Open Class의 규격은 표1과 같다. SNUSAT에서 ARLISS 2014에 

참가하는 종목은 Open Class Flight 부문 

Width 6 inch
Height 10 inch
Weight <1050g

표 1 Open Class 캔위성 규격

그림 8 Open Class 위성 탑재 공간 도면

-Mission Competition은 위성이 낙하 또는 낙하 후에 개별임무를 

하여 임무의 창의성 등을 평가받는다.

그림 9 Comeback Competition



- 4 -

-Comeback Competition에서는 목표 위치에 가장 근접한 팀 또는 

이동할 때 가장 평균속도가 빨랐던 팀이 가장 좋은 성적을 받는

다.

-Comeback competition에 참가하는 위성은 귀환 방식에 따라 

Flyback, Rollback, Bringback 등으로 구분

-Flyback은 비행을 제어하여 귀환하는 방식, Roll back방식은 낙

하한 후 바퀴 등을 구동하여 지면을 이동하여 귀환하는 방식

-SNUSAT에서는 Bring back 방식을 제안, 위성이 착지하면 지상

에 대기하고 있던 Rover가 인공위성을 추적, 탐색하여 짐칸에 싣

고 목표 위치로 귀환

-로켓이 4km 고도까지 발사되는 동안 탑재되어 있는 인공위성

은 크기가 매우 큰 가속도와 진동에 노출되어 인공위성이 로켓의 

가속도와 진동을 견디고 나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

공위성을 제작하는 것이 이 대회의 취지

-이를 위해서는 제작 뿐만아니라 인공위성이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한다.

다. 대회 참가현황

No. Team Name Type
1 Hosei daini High Scool Flyback 14 KITCATS Comeback
2 Tether Brothers Flyback 15 KINGS Flyback
3 UT-Alpha Comeback 16 Albatross Comeback
4 TMU Can Comeback 17 Gecko Comeback
5 Helios Flyback 18 Elica Comeback
6 Menerva Comeback 19 STELA Ⅰ Comeback
7 Cassy Comeback 20 STELA Ⅱ Comeback
8 Keio Team Wolve Comeback 21 SNUSAT Comeback
9 TMR Comeback 22 CANSAT Peru Comeback
10 TDU Space Project Comeback 23 Cairo University Comeback
11 So-seki Comeback 24 WALIF-ULA Comeback
12 Astro Penguin Comeback 25 KET-Cansat Comeback
13 M-Son’s Comeback 26

표 2 ARLISS 2014 참가 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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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LISS 2014에는 공식적으로 총 25팀이 참가하여 경쟁. ARLISS 

2014 에 공식적으로 참가한 팀은 일본, 대한민국, 페루, 이집트, 

코스타리카 등, 대회 참가자 이외에도 미국, 한국 등 다양한 국가

의 대학에서 캔위성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행사에 참여

Comeback Competition: Highest precision Award
순위 팀 명 대학 기록

1 MINERVA
University of 

Electro-Communications
360m

2 Astro Penguin University of Tokyo 1782m
3 STELA1 Aichi University of Technology 2171m
Comeback Competition: Highest Velocity Award
순위 팀명 대학 기록
1 KINGS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 9.5m/s

2 MINERVA
The University of 

Electro-Communications
1.220m/s

3 TMU☆CAN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1.056 m/s
Mission Competition
순위 팀명 대학 성적

1 Cassy
The University of 

Electro-Communications
8pt

2 MINERVA
The University of 

Electro-Communications
6pt

3 SNUSAT Seoul National University 3pt
3 M-SONS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3pt
3 Tether Brothers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3pt
UNISEC Award
순위 팀명 대학 성적
1 Wolve’Z Keio University

표 3 ARLISS 대회 수상 팀 명단

-ARLISS Comeback competition, Mission Competition에 참가한 

팀은 표3에 표시된 것 과 같다. 

-ARLISS의 대회 시상은 Comeback Competition에서 Highest 

Precision Award와 Highest Velocity Award 부문, Mission 

Competition, 그리고 UNISEC 심사위원이 직접 수상하는 UNI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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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총 4개 부문

-SNUSAT 팀은 Comeback Competition과 Mission Competition을 

모두 참가하여 Mission Competition부문에서 3위, 수상한 팀 중 유

일하게 일본소속의 팀이 아님

라. 경진대회 개최기관 소개

1) Aeropac

-AeroPac (Association of Experimental Rocketry of the Pacific 

또는 AERO-PAC) 은 Tripoli Rocketry Association의 북부 캘리포

니아와 북부 네바다 지부

2) UNISEC

-UNISEC은 University Space Engineering Consortium의 약자로 

인공위성 또는 탐사선을 제작/연구하는 등 우주기술 전반에 활동

하고 있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이는 단체이다. 현재 UNISEC은 

ARLISS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다. 

3) ARLISS

-ARLISS는 스탠포드 대학교 Space Systems Development 

Program과 여러 교육기관,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활동하는 로켓 

동호인들(Aeropac)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들이 제작한 인공위성 프

로토타입을 제작, 발사, 실험 및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든 모임으로, 

현재 스탠포드 대학교 Bob Twigs교수화 함께 협력하며 ARLISS 등 

학생 교육목적의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다. 

그림 10 AeroPac 로고

    
그림 11 UNISE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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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계획 및 일정

가. 참가 팀 구성

-팀 구성은 전기정보 공학부 학생 5명 기계항공학부 학생 4명으

로 구성되었으며, 시스템 개발은 로켓에 탑재되는 위성체와 지면

에서 위성체를 추적하고 획득하는 로버시스템으로 나뉘어서 개

-시스템은 전기시스템, 기계시스템으로 기능에 따라 개발

그림 12 SNUSAT ARLISS 2014팀 조직도

나. 참가 일정

대회 참가 일정은 ARLISS 2014일정과 실리콘밸리 기업 탐방 및 

기술교류 일정이 있다. 

-ARLISS 대회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9월 6일에 사막에 

도착하여 출품박의 광학 센서 및 섀시의 주행성능, 통신 성능을 

검증

- 9월 15일부터 9월 20일에는 실리콘 밸리 주변의 기술관련 기

업과 연구소, 대학을 방문 및 기술교류를 했다. 

대회 참가 일정 계획은 아래의 표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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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세부일정
9월 4일(목) 인천공항 출국
9월 4일(목) San Francisco 도착
9월 5일 (금) 대회 인근 숙소로 이동
9월 6일 (토) 대회 준비 시스템 검증 서브시스템검증

9월 7일 (일)
대회 준비 시스템 

검증/Prelaunch Meeting
시스템 검증

9월 8일 (월) ARLISS 대회 1일차
9월 9일 (화) ARLISS 대회 2일차
9월 10일 (수) ARLISS 대회 3일차
9월 11일 (목) ARLISS 대회 4일차
9월 12일 (금) Banquette 결과발표
9월 13일 (토) San Francisco로 이동

9월 14일 (일)
NASA 시연준비 및 출품작 

재조립

9월 15일 (월)
 Sky Corp. 방문 및 

기술교류
McMoons 방문

9월 16일 (화)
NASA Ames Research 

Center 방문
EEL, IRG 방문

9월 17일 (수)
Stanford Universirty 방문 

및 기술교류
SSDL 방문

9월 18일 (목)
UC Berkley 방문 및 

기술교류

Google, Apple 

방문

9월 19일 (금)
3D Robotics 방문 및 

기술교류
9월 20일 (토) 귀국

표 4 ARLISS 경진해외 참가 일정

그림 13 ARLISS 참가 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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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품작소개

가. 개발목적

-시스템은 사막에 낙하한 위성체를 로버가 자율주행하여 습득하

고 목표지점으로 운반하는 Bring Back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시스템의 개발목적

Ÿ ARLISS 2014 미션의 우수한 기록을 위해서 위성을 회수하여 빠른 시간내

에 목표지점으로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Ÿ 외계행성 물류 보급 시스템을 모사한 Bring Back 시스템의 제안과 가능성

을 검증. 

Ÿ 시스템 설계와 제작을 통한, 기계공학, 전기/전자 공학, 컴퓨터공학 지식

의 활용과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경험

-Bring Back 미션을 기획한 것은, 로켓에 탑재할 수 있는 모양

과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 위성체가 직접 목표지점으로 날아서 이

동하는 경우(Fly Back), 충분한 바람이 불지 않아 동력이 부족한 

경우 목표지점에 도달 하지 못할 수 있고, 위성체 자체에 바퀴를 

달아 굴러서 이동하는 경우에는(Roll Back) 배터리 부족으로 중간

에 멈춰서거나 모래 구덩이에 갇혀 이동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음

-미래의 우주 식민지에 물류를 보급하는 가상의 상황을 모사하

여 Bringback 임무 설정.  로버(Rover)와 위성체(Satellite)로 구성

되어, 외계 행성에 보급품을 탑재하고 표면으로 낙하하는 위성체

를 로버가 자율 주행하여 기지로 회수해오는 임무를 구현

-Bring Back Mission은 움직이는 차가 로켓의 탑재용량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속도와 무게로 이동할 수 있음

-전기/전자 공학, 기계 공학, 컴퓨터 공학 기술의 집약체로, 시스

템 구현을 통해서 관련 지식을 실제 구현하는 경험을 하고, 공학

적 지식을 구체화 및 실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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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품작 개발일정

-출품작은 1월경부터 개념설계를 시작하여 상세설계는 3월 경 

완료되어 표5와 같은 일정으로 제작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상세설계 / 검증

시스템 컨셉 검증

CDR

프로토타입  제작

Proto 제작 및 설계 검토

최종 설계 수정

최종 디자인 제작

위성체 시스템 검증

로버 시스템 검증

낙하시험

발사

표 5 ARLISS 2014 시스템 제작 일정

다. 출품작 시스템 개요

1) Rover

그림 14 Rover 시스템 개요

  -로버는 발사후 낙하한 위성체의 위치를 추적하고, 자율 주행하

여, 낙하지점에서 위성을 회수, 목표지점까지 운반해오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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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로버의 상세설계 렌더링

  

그림 16 실제 조립완료된 로버

 -Bring Back Mission을 수행하기 위해서 로버는 위성체로부터 

GPS 좌표를 전달받아 PID 제어를 통해 위성체로 접근

 -GPS 오차 이내로 접근하게 되면 정지한 후, 영상인식을 통해 

위성을의 획득을 시도한다. 비전 센서로 영상처리를 하여 얻어지

는 정보와 위성체의 heading 정보와 자신의 heading 정보를 사용

하여 위성체가 놓여있는 방향으로 다가가 집게메커니즘으로 들어

올려 짐칸에 싣는 것으로 도킹이 완료된다. 도킹에 성공한 후, 목

적 지점까지 위성을 탑재한채 주행하여 전체 임무를 완수한다.

  

2) Satellite

그림 17 상세설계가 완료된 위성체의 모습

-상세설계가 완료된 위성의 모습은 그림14와 같으며 시스템의 개

요는 그림15와 같다.

-위성은 Arduino Mega를 주 MCU로 하여 통신시스템, 항법시스템



- 12 -

번호 시스템 요구사항

ARLISS-SHT-7-1 출발 후부터 1 시간 반 안에 임무를 수행해내야 한다.

ARLISS-SHT-7-2 탐색모드에서 로버가 15분 이상 위성체의 신호를 잡지 

못하면 임무 실패로 간주한다.

표 6 로버의 임무 요구사항

(GPS), 그리고 자세제어 시스템으로 구성

그림 18 Satellite 시스템 개요

 -자세 제어는 위성의 안테나가 monopile 안테나이기 때문에 최

대한 먼거리를 통신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직각으로 세워야 한다. 

최대 통신거리는 약 3300m 이다.  

라. 출품작 개념설계

1) Rover

-로버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임무 요구사항

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은 섀시, 전기 시스템, Fork Lift (위성체를 들어올리는 부

분),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 비젼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 시스템 구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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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로버 시스템 구성도

 -Battery Board, Main Board, Sub Board, COMMS&ADCS Board, 

GPS Board 총 5개의 보드로 구성

-Main Board 에는 OBC와 Micro SD Card Module, ODROID의 전원

을 원하는 때에만 넣어주기 위한 Motor Driver가 부착되어 있으

며, Main Board 에서 COMMS/ADCS Board를 제어

-GPS Board는 COMMS/ADCS Board에 부착

-배터리는 총 3개를 썼는데, Battery3은 Lift 용 Servo Motor의 전

원, Battery2는 주행 용 모터의 전원, Battery1은 그 이외 모든 부

품에 쓰이는 전원이다. 배터리를 하나로 하지 않고 3개로 나눈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2시간동안 배터리 하나로 전체 시스

템을 구동시키려면 배터리 용량이 매우 커야 한다. 두 번째로 오

랜 시간 동안 주행하거나 도킹 에 계속 실패하거나 모터에 stall이 

일어나서 배터리가 방전되면 전체 전기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행용 배터리, lift용 배터리, PCB 

용 배터리를 따로 두었다.

-이외의 구성요소는 리프트(위성체를 들어올리는 부분), 비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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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주행 제어 등으로 구분되며 차체의 기계적 외형을 담당하는 섀

시 등의 서브 시스템을 추가로 설계 하였다.

그림 20 로버 시스템 전기시스템 인터페이스

 -각 서브 시스템의 시스템 요구사항은, 전체 로버 시스템이 임무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능을 정의하여 따랐다. 

그림 21 Rover의 개념설계

-전기 시스템을 제외한, 로버의 차체 구성은 개념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아래의 이미지와 같았다.

-섀시는 아노다이징된 알루미늄 가공을 통해, 절연이 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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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무게를 최소화 하였다. 섀시의 설계

는 최적구조의 형태로 설계하여, 섀시가 파손되거나 휘어지는 일

을 방지하였다. 

2) Satellite

-위성체는 Bring back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로켓

으로부터 분리되어 착지할 때 까지 로켓으로부터의 진동, 충격으

로부터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로버와 통신을 하여 자신의 위치, 

자세에 대한 정보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Structural Subsystem

-위성체의 구조시스템은 로켓으로부터 분리되어 착지한 후 로버

로부터 획득될 때 까지 성공적으로 위성체의 하드웨어를 보호하

고 한곳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번호 시스템 요구사항

ARLISS-BRD-1-4 착지 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야 한다.

ARLISS-BRD-1-4-1 착지 시 2000g의 충격에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야 한다.

ARLISS-BRD-1-4-2
GPS가 정상 작동하려면 착지 후 GPS가 고도 70도 이상을 보고 

있어야 한다.

ARLISS-BRD-1-5 도킹 후 셔틀의 속도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ARLISS-BRD-1-6 낙하산이 도킹에 물리적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표 7 구조시스템 요구사항

Telemetry

-위성체는 낙하를 하면서부터 로버와의 통신을 시도해야 한다. 이

것은 line-of-sight에 있을 때 통신이 가장 잘되기 때문이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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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통신시스템이 만족해야하는 시스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번호 시스템 요구사항
ARLISS-BRD-2-1 낙하 이후 1분 이내에 현재 GPS 위치정보를 Shuttle에 전

송하는데 성공해야 한다.
ARLISS-BRD-2-2 낙하 중 GPS 위치정보는 1초에 한 번씩 Shuttle과 기지국

으로 전송해야 한다.
ARLISS-BRD-2-3 Bread 낙하 지점으로부터 3km 이상에서 Shuttle이 위치정

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ARLISS-BRD-2-4 착지 판단 후 5초 이내에 착지완료 신호를 Shuttle과 

Center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ARLISS-BRD-2-5 착지 후 1분 이내에 GPS송신 주기를 30초로 바꿀 수 있어

야 한다.

표 8 Telemetry 시스템 요구사항

 Navigation

-로버가 위성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성체가 자

신의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비행당시의 상황을 확

인하고 시스템 검증을 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비행데이터를 저

장한다. 

번호 시스템 요구사항
ARLISS-BRD-3-1 로켓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40초 이내에 올바른 GPS 

데이터를 송신받을수 있어야 한다.(cold start)
ARLISS-BRD-3-2 낙하 지점의 위치를 GPS에서 3m 이내의 정밀도로 위치를 

인지해야 한다.
ARLISS-SHT-3-1 현재 지점의 위치를 GPS에서 3m 이내의 정밀도로 위치를 

인지해야 한다.

표 9 Navigation 시스템 요구사항

OBDH

-OBDH는 위성체 내부에서 측정한 데이터 값을 제어하고 저장하

는 역할을 한다. 위성체의 데이터는 비행데이터와 착지 후 데이터

로 나누어지며, 비행데이터는 약 10Hz의 속도로 저장되며 착지 

후 데이터는 1분에 한번 업데이트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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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스템 요구사항
ARLISS-BRD-4-1 로켓에서 분리된 이후 낙하산이 펴질 때 시스템의 전원이 

켜져야 한다.
ARLISS-BRD-4-1-1 전원이 켜지면 30초 이내에 GPS가 enable 되어야 한다.
ARLISS-BRD-4-1-2 전원이 켜지면 30초 이내에 정보를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ARLISS-BRD-4-2 임무 수행 중 모든 GPS 데이터를 저장하여 임무가 끝난 

이후에 GPS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ARLISS-BRD-4-3 낙하 중 현재 높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ARLISS-BRD-4-4 낙하 이후 착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착지 이후 

1분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표 10 OBDH 시스템 요구사항

-전기시스템은 Battery Board, Main Board, Comms Board 총 3개

의 보드로 구성되어있다. Main Board 에는 OBC와 Motor Driver가 

부착되어 있으며, Main Board 에서 Comms board를 제어한다. 위

성체의 전기시스템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2 Rover 시스템 구성

마. 출품작 상세설계

1) Rover

- 개념설계에서 선정한 부품과 설계 방법론들을 이용하여 시스템

의 상세설계 정의

-Rover는 총 4개의 프로토 타입이 제작되었으며, 프로토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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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조립의 간섭문제, 전기시스템과의 간섭 문제 등을 해결하였

으며, 조립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 23 상세설계 상상도

ADCS Board

그림 24 Rover ADCS 보드 PCB 

    

그림 25 Rover ADCS 보드핀정의

  로버의 ADCS보드에서는 통신과 항법을 함께 담당한다. 항법은 

로버의 상대적인 자세(heading)과 gps좌표 정보를 이용하여 로버

가 이동할 좌표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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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Board

그림 26 Rover Main 보드 PCB 

    

그림 27 Rover Main 보드핀정의 

-Mainboard는 로버의 onboard computer역할을 하며 로버시스템 

전치를 제어하는 역할

Power Distribution Board

그림 28 Power Distribution Board 그림 29 PD 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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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의 Power Distribution 보드는 전력을 분배하는 역할

-로버에는 각각의 하위 서브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 총 3개의 배

터리를 사용

-로버가 하나의 전력시스템에 묶여 전체 시스템이 fail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 Satellite

-전기시스템은 총 4개의 PCB 보드로 구성

-4개의 PCB보드는 모두 System Stack에 장착

-아래 그림은 조립이  완료된 System Stack의 모습이다. System 

Stack은 위성의 구조를 이루는 Passive Wheel에 고정되어 위성 구

조와 조립된다

그림 30 System Stack의 모습

   그림 31 System Stack 

조립완료 모습

-System Stack 은 전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상태로 

기능이 완벽하게 구현이 가능

-System Stack은 위성이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프

트웨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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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System Stack과 구조 조립 모습

Main Board

그림 33 위성 Mainboard 제작 완료 모습

-위 이미지는 MainBoard v3.3의 조립이 완료된 모습

-두개의 3열 15Pin Dsub가 장착되어 있어 Naviation Board 와 

COMMS Board를 연결하며, OBC로 쓰이는 Arduino 가 장착되어 

있다.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LED가 장착되어 상태를 디스플레

이 할 수 있다. LED 한개는 13번 핀에 연결되어 Arduino Mega의 

Tx 에 장착되어 있는 LED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Main Board V1.0에서는 BusA와 BusB를 연결하기 위해 Dsub 앵

글을 사용하였는데, 조립성이 좋지 않아 수직한 Dsub커넥터로 교

체하였으며 비행데이터를 기록하는 SD card가 누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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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Board v2.0에서 포함되었다. Mainboard v2.0의 하우징을 직접 

사용하여 Main Board를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SD Card 의 전압 

level 변환 문제로 인하여 v3.0에서는 Waveshare사의 SDCard 모

듈을 사용하였다. 또, Mainboard v2.0은 NavBoard로 연결되는 

PWR 선이 잘못 연결되어 v3.0에서 다시 바로 잡음

-아래 그림은 PADS 9.5에서 설계한 Mainboard PCB의 Layout 과 

Logic Schematic 

그림 34 위성 Mainboard PCB(윗면)

 

그림 35 위성 MainBoard PCB(아랫면)

COMMS Board

-그림 36은 Comms Board v2.2의 조립이 완료된 모습이다. V1.0에

서는 D-sub Angle을 통해 BusA와 연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Transceiver의 조립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 v2.0에서 수직한 

Dsub로 교체하였다. V2.1에서의 조립성이 불량하여 케이블을 직

접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BusA와 연결한 Comms Board 

v2.2가 위성에 탑재되어 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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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위성 COMMS Board 제작 모습

PIN Component Model No. Mnemonic Desription
1 RF Module WAM-424XS1 Vcc 3.3 V
2 RF Module WAM-424XS1 GND GND
3 IMU AM-3AXIS V03 Vcc 3.3V
4 IMU AM-3AXIS V03 Xout X Acceleration Output
5 IMU AM-3AXIS V03 Yout Y Acceleleration Output
6 IMU AM-3AXIS V03 Zout Z Acceleration Output
7 RF Module WAM-424XS1 Tx UART Tx
8 RF Module WAM-424XS1 Rx UART Rx
9 Compass HMC6352 SDA Serial Data

10 Compass HMC6352 SCL Serial Clock
11 - - NC -
12 - - NC -
13 - - NC -
14 - - NC -
15 - - NC -

표 11 COMMS Board 핀정의

-COMMS보드에는 WAM-424XXXS Transceiver, HMC6352 컴파스 

센서, 가속도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BusA에 연결되는 3열 15Pin 

Dsub가 포함된다. Comms Board의 BusA에 연결되는 핀의 핀정의

는 표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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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on Board

-그림 33은 Navigation Board v1.0의 이미지

-Navigation Board는 AKS12H GPS 모듈과 BusB에 연결되는 3열 

15Pin Dsub 커넥터를 포함한다. Navigation Board v1.0은 최종 비

행에도 사용되었다. Naviagtion Board는 Main Board는 BusB로 연

결되어 있다. BusB는 DSUB 3열 15Pin 의 Male-Male커넥터로 

Navigation Board와 Main Board를 연결한다. Navigation Board의 

핀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림 37 위성 COMMS Board 제작 모습

 

PIN Model No. Mnemonic Desription
1 AKS6H 3V3 3V3
2 AKS6H GND GND
3 AKS6H Tx Tx
4 AKS6H Rx Rx
5 - NC -
6 - NC -
7 - NC -
8 - NC -
9 - NC -

10 - NC -
11 - NC -
12 - NC -
13 - NC -
14 - NC -
15 - NC -

표 12 COMMS Board 핀정의

-Navigation Board는 위성의 외부에 설치

-위성의 구조가 Al6061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GPS 안테나가 구조 

내부에 있을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Navigation 

Board는 5mm 의 팬너트로 위성 구조에 고정된다. 

바. 출품작 프로토타입 제작
-개념설계하고 상세설계한 시스템이 실제로 생각했던 대로 작동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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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위성체 프로토타입 v3

-위성체의 프로토타입은 총 4개가 제작되었으며, 로버의 프로토타

입은 총 3개가 제작되었다. 프로토타입은 조립성과 메커니즘을 검

증하기 위해 제작하고 검증

그림 39 위성체와 로버 조립성 확인

 

그림 40 서울대학교내 주행시험

-로버와 위성의 형태와 기능을 요약하면 그림37과 그림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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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위성 시스템 요약

그림 42 로버 시스템 요약

사. 시스템 운용 결과
1) Rover

 -Rover는 약 12.6km/h로 주행하였으며, 이것은 기존에 계획된 

4.6km/h 보다 빠른 속도이다. 이것은 사막의 지면이 예상했던 것

보다 부드럽고 요철이 많아 낮은 속도에서 로버의 바퀴가 걸렸기 

때문이다.

  -경로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림36은 로버가 

움직인 좌표와 조향입력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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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발사와 2차 발사에서 낙하지점의 거리가 멀어 위성과 통신

이 되지 않아 recovery mode로 진입하여 목표지점으로 이동하였

다. 

그림 43 로버 주행경로

 

그림 44 로버 주행경로 및 조향입력

그림 45 출발 직전의 로버 모습

2) Satellite

  -위성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모두 검증하고 발사되었

으며, 총 2회 발사되었다.



- 28 -

 -첫 번째 발사는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

 -지상국에서 위성으로부터 위치와 자세를 전송

 -낙하 중 낙하산의 줄이 하나 느슨해져서 회전운동을 하면서 낙

하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충격으로 actuator stack이 분리되었지

만 자세는 정상적으로 유지

 -1차 발사 이후에 actuator satack과 구조를 교체하여 2차 발사

를 진행하였다. 

그림 46 1차 발사 낙하 모습

 

그림 47 2차 발사 수신 데이터

 -2차 발사에는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낙하하고 1차 발사와 

같은 actuator stack이 분리되는 문제는 없었음

 -deployment pin이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로켓에서 분리된 

후 위성의 전원이 켜지지 않음 

 -낙하는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시스템의 손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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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2차 발사 후 낙하 모습

4. 대회 참가 내용

가. 대회 참가 일정 개요

ARLISS 2014 대회 참가 일정

9월 5일 (대회 –4일차) 대회장 이동

그림 49 Black Rock으로 이동하는 도로 사진

- 9월 4일 목요일 San Francisco 국제공항(SFO)에 도착

- 이동을 위하여 렌트카 2대를 렌트

- 9월 5일 대회가 열리는 Nevada Gerlach의 Black Rock Desert

로 이동

- 숙소에 도착하여 시스템의 조립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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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대회 –2 일차)

그림 50 시스템 검증을 위해 실험

 

그림 51 통신 모듈 검증\

- 광학센서 검증을 하여 CaseA와 CaseB로 준비했던 위성의 색

을 주홍색으로 최종 확정

9월 7일 (대회 –1 일차)

- 9월 7일 대회 전일. 오전 8시에 Prelaunch Meeting이 Bruno 

Motel에서 진행. 

- 각 캔위성과 캔위성의 임무를 소개

- 사막의 대회장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배정받고 결승점의 gps좌

표를 확인. (숙소에서 30분 거리) 

그림 52 Prelaunch meeting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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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대회 1 일차)

 

그림 53 실험1 시간에 따른 경로 그림 54 경로와 그에 따른 조향 입력

그림 55 각 팀의 부스 전경

- 대회 1일차. 대회 등록비 및 발사비를 지불. 

- 발사장 주변에서 시스템 검증. 

- 발사장 주변은 모래가 부드러워 로버의 바퀴가 사막에 깊게 

빠지는 문제 발생.

- 문제 극복을 위해 4.7km/h에서 12.6km/h로 로버의 속도를 상

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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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대회 2 일차)

- 대회장에서 Morehead University의 Bob Twiggs교수와 Ted 

Tagami를 만남. 

- Bob Twiggs교수는 1990년에 처음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

으로 캔위성을 제안하였으며, ARLISS를 처음 제안. 

- Ted Tagami, Magnitude CEO는 Bob Twiggs교수와 함께 협력

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 회사를 운영 중.

그림 56 SNUSAT팀과 BobTwiggs 교수와 Ted Tagami

- 로버의 시스템을 최종 점검 : 1.2km의 way point에 도달 한 

후 다시 목적지로 돌아오도록 제어시험을 진행.

그림 57 Waypoint 실험에서의 

위치 경로

 
그림 58 Waypoint 실험에서의 위

치경로와 조향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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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대회 3 일차)

- 로버와 위성의 발사준비를 마쳤으나 오전에 강풍이 강하게 불

어 발사를 오후로 연기. 

- 마지막 발사이후에 해가 빨리 저물어 다음날 아침 첫 번째로 

발사를 재차 연기. 

그림 59 주행 준비를 마친 로버의 모습

9월 11일 (대회 4 일차)

- 대회 4일차에는 1차 발사와 2차 발사를 모두 진행.

그림 60 발사를 위해 위성을 로켓

에 탑재하고 있다

 그림 61 위성이 탑재된 로켓을 발사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 1차 발사는 오전 10시에 진행. 

- 1차 발사에서 위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성공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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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국과 통신하여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성공. 

- 위성체는 성공적으로 낙하하고 자세를 제어하였지만 낙하 충

격에 의해 actuator stack이 분리. 

그림 62 1차 발사 후 낙하지점에서의 사진

- 로버는 위성의 예측지점으로 이동하였으나 위성과의 통신이 

되지 않아 recovery mode로 전환되어 목표지점으로 이동. (주행 

중 진동으로 인하여 gps 선이 분리)

- 로버 섀시 구조물이 변형되어 구조물을 교체. 

그림 63 1차 발사 후 성공적인 낙하 모습

  

그림 64 1차 발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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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발사는 오후 4시에 진행.

- 위성은 성공적으로 착지. 

- deployment pin이 분리되지 않아 위성체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 Rover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 받지 못하여 Recovery 

mode로 전환, 위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목표지점으로 이동

. 

그림 65 2차 발사 준비 사진

  

그림 66 위성체가 탑재 과정 사진

그림 67 2차 발사 때의 로버 주행 모습

9월 11일 (대회 4 일차)

- ARLISS 2014 Banquet : 각팀의 임무 결과에 대한 발표와 평가

- SNUSAT은 Mission Competition에서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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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SNUSAT 결과 발표 모습

- Aeropac, ARLISS XPRS 등 캔위성 관련 교육/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 진행

그림 69 ARLISS 2014 참가자 단체사진

나. 이공계 기업 교류 내용

- ARLISS 대회를 마친 이후, California의 Bay Area로 이동. Bay 

Area는 소위 Silicon Valley 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세계 유수의 기

업과 연구소, 대학이 모여있는 지역 

- 사전에 연락을 취해 방문을 허가 받은 몇 개 기업과 연구소, 

대학을 방문하여 탐방

- 현지의 기업 관계자, 연구원들과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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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15일 월요일

 SkyCorp.Inc 방문 및 기술교류

- 9월 15일, Mountain View에 위치한 NASA AMES Center 내의 

Skycorp.Inc (McMooncs)를 방문 

- Skycorp.Inc는 NASA AMES의 폐업한 McDonalds 에 아마추어 

라디오 기사들과 NASA 직원들이 모여서 Lunar Orbiter Image 

Recovery Project (LOIRP)로 알려진, 1966년의 달 탐사선 이미지

를 디지털 영상화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

그림 70 NASA AMES Center 내의 

McMoon. 

   그림 71 SkyCorp의 CEO Dennis 

Wingo.

- 최근에는 1970년대에 사용한 탐사선인 ISEE-3가 지구를 지날 

때 아마추어 무선을 이용하여 탐사선을 되살리는 프로젝트 진행

   
그림 72 McMoon의 Dennis Wingo와 

SNUSAT 멤버들.

   
그림 73 ISEE-3의 내

부 시스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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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화요일

NASA Ames Research Center(Environment Evaluation Lab, 

Intelligent Robotics Lab)

그림 74 NASA AMES Center 앞에서

- NASA AMES Center를 공식 방문 

- NASA 직원 Scott Lim이 안내 

- 센터내의 Space Ship, Environment Evaluation Laboratory 

(EEL), Intelligent Robotics Group(IRG) 등을 방문

- 관련 연구에 대하여 기술교류

그림 75 아음속 풍동 입구

  

그림 76 아음속 풍동 Test Section 전경



- 39 -

Environment Evaluation Lab

그림 77 EEL에서 사용중인 진공체임버

- NASA Ames 센터 내의 실험실, Environment Evaluation Lab 

방문. (우주의 고진공, 고온, 방사능 환경에서도 위성 또는 탐사선

이 올바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와 같은 환경에서 사전에 

부품을 검증하는 곳)

Intelligent Robotics Lab

- 한국과학기술원에서 NASA 포스트닥터 과정으로 재직 중인 김

태민 박사와 교류. 

- 김태민 박사가 참여하고 있는 Intelligent robotics Lab 의 

Spheres (Synchronized Position Hold, Engage, Reorient 

Experimental Satellites) 프로젝트 안내 받음. 

- SPHERES는 소형 인공위성 로봇으로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임무를 teleoperation 으로 대신 수행. 

- 김태민 박사와 IRG 연구실을 탐방하고 NASA와 관련 연구에 

대하여 기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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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SPHERES 사진

2014년 9월 17일 수요일

Apple Campus, Google Campus, Intel HQ

- 오전에 Cupertino에 위치한 Apple 사옥을 방문. 

- Apple 은 보안이 엄격하여 사옥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유일하

게 허용된 Apple Store, Company Store를 방문.

그림 79 Cupertino의 Apple Campus, Infinite 

Loop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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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Google Campus에서 김한주 디자이너와

- 오후에 Mountain View에 위치한 Google Campus를 방문 

- Google의 엔지니어 Jonathan Beck가 Guest로 초대해주어 

Campus Tour를 하고 사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

- Campus Tour 이후에는 디자이너로 Google에서 일하고 있는 

김한주 디자이너를 만나 교류

그림 81 Intel Headquarter 방문

 

그림 82 Intel에서 방진복 체험

- Santa Clara에 위치한 Intel 본사를 방문하여 투어 참여

- Intel의 역사와 현재 제작 공정에 대한 안내를 받음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 오전에 Stanford의 Andrew Kalman 교수와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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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ew Kalman 교수는 CubeSat을 제작하는 기업인 Pumpkin 

Satellite의 CEO 이자 Stanford 조교수로 CubeSat 관련 연구를 진

행 

- 연구실을 방문하여 2시간 여 동안 CubeSat의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경청

그림 83 Stanford 대학의 Andrew 

Kalman 교수

  그림 84 Kalman 교수의 SNAPS 

소개 프레젠테이션 

- 오후에는 UC Berkeley를 방문

- Google의 Jonathan Beck의 소개로, Dennis Lieu 교수의 랩을 

방문. 연구실 소개는 박사과정 Alexander Zhang 이 진행

- 랩 탐방 이후에는 Berkeley에서 박사과정 중인 양인순 박사과

정 학생을 만나 교류, Berkeley의 연구 환경과 유학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실험실을 탐방



- 43 -

그림 85 Dennis K Liu의 연구실 앞에서 

Alexander Zhang과 함께

그림 86 연구중인 Kinetic Wheel Regenerative 

Braking 메커니즘의 flywheel

2014년 9월 19일 금요일

3DRobotics

-Berkeley 지역에 위치한 UAV(Unmanned Aerial Vehicle : 무인 

항공기) 기업, 3D Robotics의 R&D Center를 방문

-3D Robotics는 Long Tail 경제학으로 유명한 Chris Anderson 이 

설립한 회사로, 오픈 소스 기반의 UAV 플랫폼을 후원하며 소비자 

제품들을 출시



- 44 -

그림 87 3Drobotics에 전시되어 있는 X8 

쿼드콥터

그림 88 3D Robitics에서의 비행시연 모습

-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3D Robotics의 Open Lab 행사 참여.

- 3D Robotics 직원들의 안내로 R&D Center를 탐방하고, 비행 

테스트를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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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회 참가 이후 활동 내용

가. 서울대학교 항공전
일시: 10월 1일 ~ 3일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그림 89 항공우주전 

전시 부스

  
그림 90 2014 항공전에서 전시에 참여

중인 SNUSAT 학생들

나. 한국항공우주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제출
일시: 11월 19일~21일

장소: 제주도

박지현, 임재영, 강동호, 김현태, 문희승, 최홍석, 황동휘, 도원경, 김경

중, 허윤석. “행성 재보급 임무 모사를 위한 캔위성 Bring-Back 임무 설

계”, 한국항공우주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2014년 11월 19일에서 21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 

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 ARLISS 2014에서 운용했던 Bring back 임

무에 대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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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 자율세미나 과목 개설
일시: 2014년 여름학기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장소: 서울대학교 64동 210호

그림 91 여름학기 자율세미나 모습

2014년 여름학기에 학생자율세미나 과목을 “캔위성 시스템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개설. 여름학기에 캔위성 시스템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리고 세미나를 준비하며 관련 지식 습득

라.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일시: 5월 ~ 10월

  ARLISS에서 제작한 내용을 토대로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서 연

구를 진행 

l 강동호, 임재영, 허윤석, “중고도 과학임무를 위한 자율비행 무인비행체 

설계 및 제작”

l 김현태, 문희승, 도원경, “달탐사용 고속험지 주행로버 설계 및 실험”

ARLISS에 출전하여 얻은 경험과 데이터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참여. 후속 연구 혹은 관련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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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UNISEC-Global Mission Idea Contest
일시: 11월 18일~20일

장소: 기타큐슈, 일본

그림 92 Mission Idea Contest 수상자 사진

- ARLISS를 주최하는 UNISEC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인공위성을 

제작/연구하는 대학들이 모이는 UNISEC-GLOBAL 심포지움 중에 

진행

- 3rd Mission Idea Contest에서 ARLISS 팀 소속의 임재영 학생이 

Best Poster Award를 수상 

6. 결론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소속 학생들로 

조직된 SNUSAT 팀이 ARLISS 2014에 Bring back 임무를 가지고 

참여

- Mission Competition과 Comeback competition에 참가하였으며, 

Mission Competition에서 3위를 차지

- 경진대회 참가기간 중 주변 엔지니어링 회사들을 방문하고 기

술교류

- 경진대회 이후에 서울대학교 항공우주전에 출품작을 전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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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Bring back 임무를 제안하는 논문을 한국항공우주 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발표

-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시스템을 기획, 설계, 제작하

고 실제 운용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본 것은 앞으로 학생들이 엔

지니어로써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나아가 경진대회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

운 아이디어에 대하여 논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됨 

7. 느낀 점

  서울대학교 초소형인공위성동아리 SNUSAT은 2014년도 ARLISS

를 위해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대회를 준비하였다. 기초적인 것

들부터 공부하였고, 2014년 겨울부터 9명으로 본격적으로 ARLISS

를 준비하게 되었다. 실제 프로젝트의 진행절차를 따라 SRR(시스

템 요구사항 검토회의), PDR(초도설계검토회의), CDR(상세설계검

토회의) 등을 준비하고 제작하여 디버깅하기까지 정말 힘든 날들

이었지만 즐겁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준비하는 동안 미국에 간

다는 사실만 바라봤던 것 같다. SNUSAT 팀원 대부분이 미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대회에 대한 압박을 기대감으로 승화시

켜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미국에 도착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의 전압 차이가 한국에서 쓰던 인두를 못 쓸 정도로 큰 차이

여서 대용으로 가져간 건전지로 작동하는 인두를 아끼고 아껴서 

사용하고, 한국에서는 3km까지 문제없었던 통신이 사막에서는 

500m정도밖에 되질 않기도 하였으며, 사막의 지형이 예상했던 것 

보다 거칠고 험해서 차체가 자꾸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대회 기

간 2일 전에 사막에 도착해서 이 모든 문제점에 대응하면서 1차 

발사와 2차 발사를 무사히 하게 되었다. 대회기간 중 준비한 프로

젝트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ARLISS 대회에서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ARLISS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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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다. Cansat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

어내고 ARLISS 대회를 개최한 Bob Twiggs 교수를 실제로 만나 이

야기를 나누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회사를 차린 분과 나눈 이야기들도 재미있었다. 한편, 일본 학생

들이 준비한 결과물과 그 개발 과정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문서화를 정말 잘해놓아서 팀원들이 선배들이 이제까지 해온 것

들을 모두 보고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1년 넘게 준비해서 대회에 참가하여 몸으로 배운 우리

와 비교가 되는 면이었다. 일본 팀들은 지난 몇 년간의 자료를 참

고하여 그 전회차보다 더 나은 작품으로, 몇 년간 준비한 것과 다

름없는 작품으로 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한 번은 배터리가 방전되

어 옆 부스에 배터리를 빌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배터리 하나하

나에 모두 라벨에 이름이 써져 붙여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

다. ARLISS에 참여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다

  ARLISS 이후의 일정에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사막에서 나온 후 월요일에 간 NASA AMES Research Center에 

위치한 McMoons를 방문하여 과거 달에 보낸 탐사선의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하는데 성공한 엔지니어에 대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장비들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또, 

Dennis Wingo로부터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화요일에 간 NASA 

AMES Research Center 투어에서는 실제로 우주에 올라가는 로봇

을 연구하는 곳을 보게 되어 감회가 남달랐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 있을까’라는 포부를 다

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한편, 그 이후에 방문한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에서는 꼭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에 취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 대체로 직원들이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할당된 일만 한다면 언제 출근하든 자리에 있든 없든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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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 부러웠다. 특히 Google의 경우 직원들을 

위한 복지도 매우 잘되어 인상적이었는데, 휴게실에서 음료수나 

과일, 과자를 무료로 먹을 수 있고, 식당도 무료로 이용 가능했다.  

Stanford에서 Andrew Kalmand 교수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을 

때 한국의 그 누구로부터 듣지 못했던 Cubesat의 최적화된 응용

과 발전 방향을 들을 수 있었다. 여담으로 전공서적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Kalman filter를 만든 Rudolf Kalman이 교수님의 아버지

라고 해서 영광이었다. 

  ARLISS의 대회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만져보고 또 느낄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겪은 우리 팀원들이 자랑스럽고, 

팀원 모두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산학협동재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8. 부록

별첨 내용
별첨A 항공우주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별첨B ARLISS2014 Announcement
별첨C Cansat Regulations at ARLISS
별첨D UNISEC Best Poster Award 상장 사본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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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Back Cansat Mission for a simulated resupply mission on a remote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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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학생들이 직접 시스템을 개발해볼 수 있다는 면에서 캔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성, 

달과 같은 외계의 위성이나 행성에 기지를 구축하여 탐사를 보다 자세히 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유인

기지로 개발을 하려는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외계행성의 재보급 임

무를 모사하는 임무를 캔위성을 통해 설계, 구현하고 실제 캔위성 대회에서 구동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러한 임무를 통하여 기존의 무게와 크기 제한만 있었던 캔위성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Recently, Cansats are drawing attention as it lets student practice designing a system. Plans to 
make a base on a remote planet is shaping in space programs eventually to make human 
beings live in remote planets. This paper proposes a new kind of mission for Cansats to 
simulate a resupply mission on a remote planet. This kind of Cansat mission is expected to 
give an opportunitiy to students to not only design a system within the Cansat constraint but 
to develop a whole system. 

Key Words : Cansat(캔위성) Education(교육)

1.  서 론

1.1 개요

  캔위성이란, 음료수 캔 크기에 학생들이 인공

위성을 설계하여 최근 학생들이 직접 시스템을 

개발해볼 수 있다는 면에서 캔위성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캔위성 대회는 주로 목

표지점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경쟁 부문이 있

는 Comeback Competition 형태의 대회와 학생

들이 직접 임무를 제안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임

무 경쟁 부문이 있다. 현재 KAIST 인공위성 연

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캔위성 경연대회의 경

우 임무를 제안하고 학생들이 달성하는 형태의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1.2 Comback competition 개요

  Comeback competition에서 로켓은 위성을 

3km의 고도에서 전개하여 위성이 낙하한다. 

Comeback competition은 이러한 위성이 낙하하

면서 목표지점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면 가장 우

수한 성적을 얻는 대회이다. 일반적으로 

comeback competition은 낙하하는 중간에 비행

을 제어하여 움직이는 flyback 방식과 낙하를 완

료한 후 표면에서 움직이는 roll back 방식으로 

분류된다.

 Comeback competition의 경우 매년 임무를 

full success하는 팀의 디자인은 지지대가 달려

있는 ‘로버’ 형태로 성공하는 디자인이 바뀌지 않

고 있다. 이로 인하여 ARLISS 2014의 경우 규

정이 바뀌어 가장 평균 속도가 빠른 팀을 수상하

는 등의에  노력이 되고 있지만 대회 주최 초기

에 비해 창조적인 설계가 출품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보다 도전적인 과제

가 필요하다. 

1.3 Bring back 임무 개요

  Bring-Back 임무의 개요는 Fig.2.와 같다. 위

성은 로켓에 탑재되어 약 3km의 고도에서 전개

되어 낙하하며 로버는 이러한 위성을 탐색, 획득



하여 목표지점으로 이동하며, 최종 목적지에 가

장 가까이 가는 것이 목표이다. 

Fig. 1. Bring-Back 임무 개요

  임무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4년9월8일부터 

2014년 9월 12일 미국 네바다주 Black Rock 

Desert에서 열리는 ARLISS 2014에 참가하여 

캔위성 임무를 진행하였다. 

2.  시스템 개요

2.1 시스템 구성

  시스템은 크게 낙하를 하는 위성체와 위성체

를 획득하는 로버로 구성된다. ARLISS 2014에 

참가하여 구현한 시스템을 중심으로 

Fig. 2. 시스템 개요

위성체는 3km 고도에서 낙하하면서 재보급하는 

자원을 모사한다. 로버는 위성체를 탐색하고 획

득한 다음 목표지점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한다. 

위성체와 로버는 각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하드웨어는 전기시스템, 

기계시스템으로 나누어진다. 시스템은 다음 그

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2 위성체

Fig. 3. 위성체 시스템 구성
Fig. 4. 위성체 
자세제어 모습

Fig. 4. 위성체 전기시스템 구성  

위성체는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제어하며, 
Compass 센서, 가속도 센서, GPS가 탑재되어 
있다. 위성은 아래그림과 같이 크게 System 
Stack과 Actuator Stack이 구조에 조립되는 형
태로 이루어져 있다. System Stack은 발사체로
부터 전개된 후 자신의 GPS 좌표와 시스템 상
태, Compass 센서 값을 424.8MHz AFSK 신호
로 보낸다. Compass 센서 값은 로버가 위성을 
획득할 때 위성의 자세와 로버를 평행하게 맞추
기 위해서이다. 

2.3 로버

 

Fig. 5. 로버 시스템 구성

  주행시에는 Compass 센서를 이용하여 속도방

향 벡터를 이용하여 제어를 한다. 목표 GPS좌표

와 현재 로버의 GPS 좌표를 이용하여 움직여야 

하는 속도방향 벡터를 조향을 통해 일치시켜 제

어한다. GPS 좌표를 이용하여 로버를 위성으로

부터 10m의 거리까지 접근시킨다. 이것은 GPS

의 오차범위 밖에서 로버를 멈춤으로써 비전 트

레킹 모드로 전환되었을 때 위성이 로버의 뒤편

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KSAS 학술대회 Template

Fig. 6. 위성 획득 메커니즘

 

Fig. 7. 로버 조립완료 모습

  로버가 위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면에서 

15mm의 공간에 리프트를 끼워 넣는 식으로 위

성을 차량에 탑재하여 이동한다. 차량이 위성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약 30cm, 10의 제어정밀도

로 차량을 제어하여 접근해야한다.

 

4. 발사결과

3.1 1차 발사

  1차 발사에서 위성체는 낙하하여 기능을 완전

히 구현하였으며, 지상국과의 통신도 완료하였

다. 하지만 낙하시 충격으로 인하여 Actuator 

Stack이 위성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로버의 경우 위성 낙하가 완료된 후 임무를 

시작하였으며 위성의 낙하 추정 지점으로 움직

였은, 위성과의 통신에 실패하여 복귀모드로 전

환하여 위성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지

점으로 이동하였다. 

Fig. 8. 1차 발사 
후 위성 낙하 모습

 

Fig. 9. 로버 주행 모습

3.2 2차 발사

  2차 발사에서 로켓이 전개된 후 위성체의 전

원을 키는 Deployment Switch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아 위성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임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로버의 경우 1차 발사와 마찬가지로 위성과의 

통신이 실패하여 복귀모드로 전환하여 위성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지점으로 이동하였

다. 속도방향 벡터를 이용하여 제어를 하기 때

문에 목표 지점을 향해 주행을 하였으나 진동에 

의해 GPS를 연결하는 Nav케이블이 단선되어 

목표지점과 147m 지점에서 지나쳐 임무를 중단

하였다. 

Fig. 10. 로버 주행결과
 

Fig. 2. 로버의 제어입력

3.  결 론

  캔위성 대회에 새로운 형태의 임무를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여 실제 캔위성 대회에서 구동해보았
다. Bring-Back 방식의 임무를 구현하기 위해서
는 이전에 캔위성에서 요구되었던 위성체의 무
게, 크기 제한에 맞는 설계와 그 크기 안에 필요
한 전기시스템과 전력시스템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도전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로버와 위
성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학생들이 실제 제품
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제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 단위에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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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LISS2014 Announcement 

 

June 19, 2014: ver. 2.0 

Written by UNISEC-Japan http://www.unisec.jp/ 

http://cansat.mapping.jp/ 

Approved by AeroPac http://www.arliss.org/ 

 

ARLISS (A Rocket Launch for International Student Satellites) offers launch opportunities for 

simulated artificial satellites, called "CanSat", using experimental rocketry at Black Lock dessert, 

NV, USA. This event is hosted by AeroPac (Association of Experimental Rocketry of the Pacific). 

ARLISS2014 is going to be held from September 7 to 12, 2014. 

====================== 

Schedule 

        Sept. 7: Preparation (setting the launch site) and meeting 

        Sept. 8 – Sept. 11: CanSat launch 

        Sept. 12: Accomplishment Report (Mission Competition presentations) and Banquet 

====================== 

 

All the CanSat at ARLISS must observe the attached “CanSat Regulations at ARLISS (ver. 

2.0).” Please read it carefully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We 

want to improve the regulations to make the ARLISS event more beneficial for all participants; thus 

any feedback is welcomed.) Please also read the appendix of this announcement. 

 

[Participation fees] 

Daily Use Fees = $10 per person per day 

Banquet = $20 per person 

Open Class flight = $400 per flight 

350ml-CanSat Class flight = $135 per flight 

 

During ARLISS2014, UNISEC-Japan hosts two competitions, "Comeback Competition" and 

"Mission Competition". You can participate in both competitions if you want! 

 Comeback Competition has Highest Precision Award and Highest Velocity Award. The 

competition requires the submission of control record report after each of two flights. Please 

read “CanSat Regulations at ARLISS (ver. 2.0)” carefully. 

Please note: you can launch your CanSat as many times as you want, but only the first two 

flights can be considered for the comeback competition awards. 

http://www.unisec.jp/
http://cansat.mapping.jp/
http://www.arli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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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on Competition will be held on the last day of the ARLISS. All teams who participated in 

ARLISS of this year are eligible to make a five minutes presentation about their CanSat mission 

on the last day of the ARLISS. All the audience then vote for the most impressive CanSat of the 

year (you cannot vote for your CanSat!). Mission Competition can be joined by only the teams 

who can attend the presentation at the Banquet. 

 

[Application] 

Please send the following information via email to UNISEC-Japan ARLISS management team 

(arliss2014_office@googlegroups.com). 

(1) Your country 

(2) Name of your organization or university 

(3) Name of representative 

(4) Email address to contact with us 

(5) CanSat class (Open-class or 350ml-class) 

(6) Name of your CanSat team (if any) 

(7) Brief description of your CanSat mission 

(8) Competition you want to join: Comeback Competition and/or Mission Competition or none 

June 30, 2014 (GMT) is the deadline for the application! 

In July, we will ask all the participants about the communication device on your CanSat to reduce 

the risk of crossed lines. Please do not forget to make the frequencies of your CanSat’s radio 

communication adjustable, as specified in the regulation. 

 

[UNISEC-Japan ARLISS management team] 

ARLISS is hosted by AeroPac, and co-organized by UNISEC-Japan. 

UNISEC-Japan ARLISS management team consists of university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who 

belong to the nonprofit organization, UNISEC (University Space Engineering Consortium) in Japan. 

Dr. Hiraku Sakamoto, who leads the team,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He and his team will try their best to make the ARLISS event successful, collaborating with Ms. 

Becky Green at AeroPac. 

 

Please use the following email addresses to contact with us. 

<ARLISS 2014 team at UNISEC-Japan> arliss2014_office@googlegroups.com 

<Hiraku Sakamoto, Ph.D., UNISEC-Japan> hsakamoto@mech.titech.ac.jp 

<Becky Green, AeroPac> apfueled@yahoo.com 

 

[Attachment] CanSat Regurations at ARLISS (CanSatRegulation_byUNISEC_ver2.pdf) 

mailto:arliss2014_office@googlegrou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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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Brief note about the launch environmental test (June 18, 2014) 

 

In the CanSat Regulations at ARLISS (ver. 2.0), the section 1.4 describes the recommended 

conditions for the launch environmental test. Since we do not know the launch load profile of all the 

ARLISS rockets precisely, the numbers in this list are specified only based on a rough estimate (our 

experience tells these conditions are good enough). Therefore, you may not need to follow these 

numbers exactly. However, we surely know from the long experience that the quasi-static load test, 

vibration test, and shock load test are really important to make your CanSat mission successful. 

Thus, you may modify the test conditions by yourself, but please never skip these environmental 

tests before you come to ARLISS. 

 

Appendix B: “CanSat Mapping” website   http://cansat.mapping.jp/ 

 

UNISEC in Japan constructed the “CanSat Mapping” website in 2013. The website requires the 

installation of Google Earth plugin. The “CanSat Mapping” website is the database of CanSat in all 

over the world; so please add your CanSat to the database! We hope that this website will be a hub 

for the worldwide CanSat community. 

 

 

 

(End of document) 

http://cansat.mapping.jp/


CanSat Regulations at ARLISS 

 

June 4, 2014: ver. 2.0 

Constituted by UNISEC-Japan faculties (Dr. Hattori, Nakanishi, and Sakamoto) 

Contact: Hiraku Sakamoto, Ph.D. hsakamoto@mech.titech.ac.jp 

Approved by AeroPac http://www.arliss.org/ 

 

1 Regulations for all CanSats at ARLISS 

1.1 Configuration 

The mass and the size of an entire CanSat, including appendages, must meet the mass and size 

restrictions in Table 1. In addition, the CanSat should be easily released out of the cylindrical carrier. 

(For example, any projectional portions should not interfere with the release.) 

 

Table 1. Restrictions of CanSat mass and size (including all appendages) 

 Mass Size  

Open Class Less than 1050g 
Diameter: 146mm or less 

Height: 240mm or less 

350-ml Class Less than 350g 
Diameter: 66mm or less 

Height: 240mm or less 

 

1.2 Countermeasures against lost 

A CanSat must have function(s) of facilitating the search in the desert for all the launched parts. Any 

parts of CanSat should not be left in the desert after CanSat’s mission. 

Example of measures: Position information transmission, a beacon, bright colors, etc. 

  

1.3 Deceleration mechanism 

A CanSat must have appropriate mechanism(s) that reduces the speed of the CanSat near the surface of 

the ground for keeping people safe.  

Examples of measures: Parachute, paraglider, fixed wings, etc. 

Supplemental information: Parachute/paraglider opening shock is huge; thus, the strength of 

connecting parts between the appendage and the CanSat bus should be carefully verified through 

appropriate tests prior to the launch. 

 

1.4 Strength against launch load 

A CanSat must be tested prior to the launch to confirm the system operation even after the quasi-static 

load, vibration, and shock during the launch are applied. 

Recommended test conditions  

Load direction: vertical 

mailto:hsakamoto@mech.titech.ac.jp
http://www.arliss.org/


Quasi-static acceleration: 10G 

Sinusoidal sweep: 15G from 30Hz to 2000Hz, or equivalent random vibration 

Shock load: 40G 

 

1.5 Strength against landing shock (only applicable for a CanSat that conducts mission after landing) 

A CanSat must be tested prior to the launch to confirm the system operation even after the landing 

shock. 

 

1.6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 setup at the time of launch 

All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onboard a CanSat must be turned off with hardware switch(es) in 

the period between a launch and a release from a rocket. However, this rule is not applied for FCC 

certified devices with less than 100mW. 

 

1.7 Ground station up-link/down-link 

Two-way communication (up-link and/or down-link) between a ground station and a CanSat is 

permitted. However, the team that participates in the Comeback Competition must implement 

completely autonomous control where no human intervenes both in the ground station and the CanSat.  

 

1.8 Radio channel adjustment 

A team that uses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must submit the communication device 

specifications including frequency to the ARLISS coordinators by the end of July. In case the crossed 

lines are concerned, the ARLISS coordinators arrange the frequency adjustment; all the teams must 

obey the adjustment. 

 

2 Additional Regulation for Comeback Competition 

2.1 Launch opportunity 

The data obtained only in first and second launches of the CanSat are considered as official records. 

The CanSat may be launched more than twice, but the results of the third launch or later are considered 

only as reference records, and are not eligible for the awards. 

 

2.2 Control record submission 

A control-record report must be submitted for each of CanSat launches to the Comeback Competition 

Committee prior to the deadline prescribed by the Committee. The control-record report must clearly 

visualize the relations between the CanSat’s positional trajectory and the control commands. The 

control-record report must facilitate the Committee’s understanding that the CanSat’s positional 

trajectory is actually the result of the active autonomous control. Figure 1 shows an example of the 

control-record visualization. In addition, the control-record report must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1. Control start time and position, 

2. Control finish time and position where the CanSat autonomously stops on the ground 

3. One-line distance between 

i. The control start position and the target position 

ii. The control end position and the target position 

iii. The control start position and the control finish position 

4. Average speed defined by the following equation. 

Average speed = (one-line distance between the control start position and the control finish 

position) / (time from the control start to the control finish) 

 

Figure 1. An example of visualization of a control record 

 

2.3 Awards 

A CanSat is recognized as “target-reached CanSat” if the control finish position of the CanSat is within 

the 200m-radius from the target position, and if the Committee judges that the control record evidences 

appropriate autonomous control. The awards shall be selected among target-reached CanSats based on 

the following criteria. 

Highest Precision Award rewards the CanSat whose one-line distance between the control finish 

position and the target position is the smallest. 

Highest Velocity Award rewards the CanSat whose average speed is the largest. 

 

 

Acknowledgement: Professor Hironori Sahara and Professor Yasusyuki Miyazaki at UNISEC-Japan, and all people of 

AeroPac, especially Ms. Becky Green. 

(End of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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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Real time space debris tracking using LIDAR onboard high spin stabilized Cubesat 

Primary Point of Contact (POC) & email: Jaeyoung Lim / gokoreasgmail.com 

Co-authors: 

Organiz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 ）We apply for Student Prize.  

（  ）Please keep our idea confidential if we are not selected as finalist/semi-finalist.   

 

Need 

Space debris are objects orbiting around the Earth including rocket debris, rocket bodies, payloads 

and payload mission related debris. Due to the high speed space debris moving in orbit, debris can 

be fatal for space systems. To avoid collisions with debris, planning a mitigation plan and tracking 

the debris is very important in carrying out space missions. There has been a dramatic increase in 

space debris in the LEO as the number of small satellite launched has increased in the last couple 

of years. Currently tracking information is provided by a few organizations such as the 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 (NORAD), ESA Space Debris Telescope, TIRA system, etc. 

These facilities are based on ground tracking facilities. As only a few organization provides tracking 

information, tracking data that is not within the organazation’s interest may not be accurate. 

Moreover, ground based tracking facilities are large and costly to maintain.  

Space debris tracking based on space is advantageous as space debris can be tracked using 

relatively small power. There is a need to decentralize the process and make the space tracking data 

more open to everybody. This can be done by developing a space based low cost platform tracking 

space debris. CubeSat based small satellite is proposed to track space debris in real time using 

LIDAR which will be capable of providing near real time 3D mapping data of space debris.  

 

Mission Objectives 

Real time space debris tracking using LIDAR onboard a high spin stabilized cubesat mission is 

proposed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and the performance to track and monitor the low earth 

orbit debris in near real time. Mission objectives are as below. 

1. Demonstrate a lidar mapping network based on the high spin rate spin stabilization of the 

satellite bus 

2. Study on the feasibility of a lidar in space for space debris tracking 

3. Demonstrate the measuring accuracy of detecting space objects using lidar 

As the satellite has lidar onboard, we name the satellite lidarsat. 

 

Concept of Operations 

Space based lidar tracking system is more advantageous as the attenuation of laser by the 

atmosphere is small, a longer tracking range can be established by smaller power.  

Lidar data is stored onboard the satellite as a 3 dimensional positions of objects around the satellite 

respect to time. The data is downlinked to the ground station on the pass. The 3D mapping data is 



 

 2

downlinked from the space segment to the ground station which the map sent from 14 different 

satellites are integrated in to one big map. To reduce the lead time of receiving the mapping data, 

multiple ground station networks are needed.  

The constellation shall be deployed to the orbit in interest to detect potential threats for future 

launches or current operations of satellites. The orbit will be of altitude 600km polar orbit as the 

interest region to track debris is 300~1000km shown in figure 2.  

 

 
Figure 1 System overview of Lidarsat 

  

Figure 2 Spacial density of LEO space debris by altitude according to NASA report to UNOOSA of 20111  

 

Key Performance Parameters 

 

For reference, we refer the specifications of the lidar sensor developed matches the HDL-32E lidar 

sensor which is being manufactured by Velodyne. The assumption is made that as the satellite can 

spin, the sensor can eventually fit in the satellite. The specifications for the sensor is written on the 

table belo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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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acking resolution 

Sampling rate of the sensor is critical in defining the resolution of the sensor as satellites move in 

high speed and the detecting objects are far away in space. The sampling rate is 70,000 points per 

second. Resolution shall be smaller than 10 cm in 400km distance to be able to track CubeSats.  

2. Field of view 

Field of view of the lidar sensor is important to define the spin rate and the tracking range of the 

satellite. The field of view from the HDL-32E which is +10.67° to -30.67° degrees. This is because 

the HDL-32E was developed to be used in ground based systems. Lidar sat shall use a lidar sensor 

with a field of view of ±10°. The sensor will track space objects of distance 10km~400km. 

3. Spin stabilization accuracy 

The attitude is important as a small angle of nutation may result in a big instability in the field of 

view. Thus, it is important that the satellite is well balanced and within the constellation have a 

good accuracy of spin stabilization.  

4. Position estimation accuracy 

As the satellite is measuring the relative position of space debris along the orbit, it is important to 

know precisely where the satellite’s position is.  

 

Space Segment Description 

 
 

The satellite is based on a 3 unit Cubesat which has no deployables that can cause dynamic 

instability or vibration from the high spin rate of the satellite. The satellite bus is equipp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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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lidar sensors on each sides. The satellite is spun along the z axis which is aligned with the pole 

direction of the earth. This is to maximize the scan area as the spin axis may stay aligned 

throughout the orbit. 

The 3D data is stored as 70,000 points per second, which a single orbit takes 1hour 37 minutes, 

results in 6.79*10^10 points. The data is stored as distance of the detection points which the 

resolution shall be smaller than 10cm in 400km range. Thus, distance data shall be stored in a data 

form bigger than 22bits. Assuming each point is saved in a data form of 22bits, the amount of data 

generated by the satellite is 186.73 Gbytes. This data shall be downlinked through on a single pass. 

The data is too large to downlink on a single pass, so that the data shall be compressed. The data is 

compressed by not sending the values that has a null value. The density of the number of space 

debris of the 600km~1000km orbit is around 9*10^-8 no/km^3. As the scan volume of the lidarsat 

on a single orbit is 2.2108e+10km^3. According to the density, the predicted interest points that 

shall be detected by lidarsat is 2000 points. This results in 5.5kbytes of data from a single orbit.  

Assuming the spin axis to be aligned with the spin axis of the earth, the maximum translational 

velocity in the spin axis direction is 7.54km/s at 600 km altitude circular orbit. Thus, to scan the 

space debris without losing it while the field of view is rotating along the satellite, The satellite 

shall be able to rotate faster than 1 rev/s.  

 

Orbit/Constellation Description 

Real time space debris are tracked using lidar sensing onboard the satellite which the information 

is gathered using a constellation network of satellites. The satellites itself. This is done by storing 

the 3-Dimentional data onboard the satellite and downlinking the raw data which the data will be 

processed on the ground. The constellation network consists of 14 satellites in the same orbit having 

the same rotation axis.  

 

 
 

The orbital plane of the satellite shall include the spin axis of the satellite. This way, the satellite 

can maximize it’s scanning area around earth orbit. This way, the satellite will have a 3D model of 

objects floating around earth with 7 layers which the layer spacing will be with 6.9 minutes 

interval.  

 

Implemen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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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space debris tracking is mainly dependant to large organizations. This is because space 

debris tracking from ground requires complex and expensive equipments and significant amount 

opreating of cost. This is not good as the priority of interest objects to track is determined within the 

organization which other organizations may suffer. For example, Cubesat tracking TLE datas are 

relatively inaccurate comparing to commercial satellites as the tracking update rate is slower. 

A real time space based lidar system is a cheap and more accurate way to monitor space debris. The 

cost for the lidarsat network will be much cheaper with a higher update rate compared to the 

ground based tracking facilities. 

The network involves a lot of ground station networks and satellites. This shall be implemented by 

a joint work of universities, institutes so that the space debris tracking data shall be more open and 

accessible.  

Risks for the project may be of the accuracy and the identification of space debris. Lidar scanning 

data will not provide the identification of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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