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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큐브위성 개발”
조선대 ‘우주 인재 양성’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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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대 연구팀이 개발한 큐브위성 ‘STEP CUBE LAB-Ⅱ’ 및 큐브위성 열진공 시험
2 큐브위성을 개발한 조선대 연구팀

지역 대학에서 유일하게 큐브위성(초소형 위성)으로 최초 한국형 발사

아울러 박설현 교수팀은 ‘2022 큐브위성 경연대회’ 1차 경연에 통과하

체 누리호(KSLV-Ⅱ)에 탑재된 조선대 ‘STEP Cube Lab-Ⅱ’가 우주 인

며, 2차 경연을 위한 예비설계를 진행 중이다.

재 양성과 큐브위성 핵심부품 국산화 시도로 우주기술 자립화의 신호

조선대는 3기 큐브위성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항공우주

탄을 쏘아 올렸다.

분야 인재 육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항공우주

지난 6월 누리호에 실려 궤도에 올라간 성능검증 위성으로부터 조선대

분야는 추후 미래먹거리 사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창출할

연구팀이 만든 큐브위성이 성공적으로 사출(분리)돼 일부 상태 정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으로 보냈다. 조선대 지상수신국이 큐브위성이 비콘 신호로 보내

조선대는 이동체 공학 분야(선박해양, 항공우주, 자동차)의 미래 4차

는 일부 상태정보를 수신했다. 당시 총 12회의 비콘 신호 중 중 8회 수

산업구조에 대비해 실용 학문기반 전문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화

신에 성공했다.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 가치 창출 미래 신개념기술 선도하고자 힘을

STEP Cube Lab-Ⅱ는 오현웅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

쏟고 있다.

가 지도하는 학생팀이 개발했다. 2012년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통해

이동체 학문 분야 융복합과 타 학과와 차별화된 실무공학 기반의 교

첫 개발을 시작으로 2년 연속 최종 경연팀에 선정됐으며, 이후 2016년

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폭넓은 진로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

과 2017년 캔위성체험 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등 큐

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브위성 기술을 쌓아나갔다.

또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자기 전공 전문화 트랙의 6대 기술 분야

특히 궤도 검증 및 초소형 위성의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제품을

(스마트 제조·품질 트랙, 에너지·동력 트랙, 전기·전자 제어트랙, 열·유

적극 활용, 주요 구성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기술 자립화를 이어갔다.

체트랙, 동역학·제어, 구조·신뢰성 트랙) 전문화 교육을 통해 해당 분

2021년에는 조선대 기계공학과 박설현 교수팀과 연세대가

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KMSL(Korea Micro Gravity Science Lab)팀을 구성해 곰벌레 생물육

이 밖에도 국내외 기업 및 유명 대학과 인프라를 통해 산학 연계 교육

성 실험 큐브위성을 카자흐스탄에서 발사했다. 이후 2022년 연구 개발

강화와 우주기술융합연구실, 자율주행자동차구현실험실, 회류수조

을 통해 완성된 STEP Cube Lab-II가 누리호 2차 발사에 백두산 천지

실험실, 풍동실험실 등 다양한 분야의 실험실 연계를 통해 공학 교육

폭발 징후를 관측하는 위성으로 탑재돼 정상 신호 수신에 성공했다.

내실화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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