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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Unmanned Lunar Lande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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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recent researches about the unmanned lunar lander development are studied.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derive research trends and to identify key design activities 

especially in  early design phase of unmanned lunar lander. Case study covers SELENE-2 of 

Japan, LEDA and MoonNEXT of ESA, and small and modular spacecraft approach of NASA. Lunar 

lander concepts proposed for the International Lunar Network  Anchor Nodes are also studied. 

For each lunar lander program, mission requirements are summarized and mission design results 

are reviewed. Approaches of safe lunar landing including design of navigation, guidance and 

control, combination of sensors, derived sensor and propulsion performance requirements are 

also analyzed.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무인 달 착륙선의 설계에 한 사례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무인 달 착륙선의 설계 동향을 파악하였다. 무인 달 착륙선으로는 일본의 SELENE-2, 유럽의 

LEDA와 MoonNEXT, 미국의 모듈형 소형 우주선을 이용한 달 탐사, 그리고 미국이 제안한 국제 달 탐사 

네트워크의 미국 노드인  Anchor Nodes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설계된 달 착륙선 등을 조사의 상으로 

하였다. 각 조사 상의 착륙선에 하여 임무 요구 조건을 확인 하고, 임무 설계의 내용을 조사 하였다. 또

한 달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한 유도제어의 방법, 센서의 구성, 임무 요구 사양을 만족하기 위하여 

선정한 센서 및 구동기의 성능 사양 등을 분석하였다.   

Key Words  :  Lunar Exploration(달 탐사), Lunar Lander(달 착륙선), Lunar Mission(달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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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인 우주선에 의한 달 탐사 비행은 1959년 달

과의 거리 5,995km를 지나쳐 비행한 소련의 루나

1호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인간이 만든 우주선이 

달에 연착륙한 것은 루나 5, 6, 7, 8 호의 잇따른 실

패 후 1966년 루나9호에 의하여 처음 이루어졌다. 

미국은 1966년 서베이어1 호의 무인 착륙 성공을 

시작으로 서베이어 3,5,6,7호를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시켰다. 1976년 무인 달 탐사선인 루나24호가 

0.17kg의 달 샘플을 가지고 지구로 복귀한 이후 달

에 궤도선을 보내 탐사, 관측 활동을 수행하거나 

LCROSS와 같이 달에 충돌 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탐사 활동은 다수 있었지만 달에 착륙하는 임무를 

갖는 우주선은 발사되지 못하였다.[1]

미국, 소련 주도의 1960,70년 의 달 탐사와 달

리 최근에는 일본(2007년 SELENE), 중국(2007년 

Chang'e-1), 인도(2008년 Chandrayaan-1), 유럽

(2003년 SMART-1) 등 여러 국가에서 달 궤도선

을 발사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1] 이

들 국가에서는 달 궤도선 임무의 성공을 바탕으로 

달에 직접 착륙하여 무인탐사를 수행하기위한 달 

탐사선 개발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부시 전 통령의 “우주탐사를 위한 비

전” 발표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달 탐사를 수행하

고자 하는 국제 달 탐사 네트워크(ILN, International 

Lunar Network) 추진 등으로 2008년 이후 달 탐사에 

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달 탐사 궤도선, 2025년에

는 달 착륙선의 발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ILN에의 

참여 의향서 제출 등 달 탐사에 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달 착륙선 관련 개발 

진행내용에서 착륙선의 임무 및 형상 설계, 유도제어 

방식 등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포함된 착륙선 모델

은 SELENE-2, ILN Anchor Nodes와 같이 실제 발

사가 계획되어 있거나,  LEDA, NASA의 소형우주선

과 같이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으나 기술적인 내용이 

이 후의 탐사선 프로그램과 연관된 것, 그리고 

MoonNEXT 등과 같이 향후 진행될 탐사 프로그램의 

선행연구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등이 있다. 

2. SELENE-2

2.1 개요

일본은 1990년 달 탐사선인 히텐(Muses-A)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후,  소행성에 착륙하고 샘플을 

채취하여 돌아오는 하야부사(Muses-C)[3], 달 궤

도선인 SELENE 등 달과 행성 탐사를 위한 지속적

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ELENE-2는 2007

년 8월 발사되어 달 궤도를 선회하며 탐사임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한 SELENE의 후속 프로젝트로 

SELENE-2, SELENE-X 등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달 탐사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그림 1 은 일본의 

JAXA에서  고려중인 달 탐사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 참고문헌 [4]

그림 1.  JAXA의 달탐사 계획안 

SELENE-2는 초기에 NASDA/NAL/ISAS에서 

SELENE-B 계획으로 진행되다가 2007년부터 

SELENE-2 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JAXA 내의 ‘월혹

성탐사추진그룹’(JAXA Space Exploration Center, 

JSPEC)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SELENE-2는 

2010년  중반에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2 임무설계

SELENE-2는 H-IIA 204 발사체를 사용하여 발

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달 궤도에 도달하는 방법으

로는 달 천이궤도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과 지구궤

도로부터 궤도를 높여 나가는 방법을 트레이드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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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SELENE-2는 착륙선과 궤도선으로 구성

된다. 궤도선은 초소형 통신 중계위성으로 구현하

는 방안과 달 궤도 투입까지의 추진계를 갖도록 

형화하는 방안에 하여 트레이드오프 중이다.

그림 2는 달 탐사선이 H-II 발사체로부터 분리

된 상황의 그림이다.

자료: 참고문헌 [4]

그림 2. SELENE-2가 H-II 발사체에서 분리된 형상

SELENE-2 의 착륙선의 건조중량은 1000kg 전후로 

예상되고 있으며 관측기기는 약 200kg 정도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버의 무게는 100kg급

의 로버가 예상된다. 그림 3은 착륙선이 착륙하는 형상

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4는 로버의 개념도이다.

자료: 참고문헌 [5]

그림 3. SELENE-2 착륙선의 착륙 형상

자료: 참고문헌 [5]

그림 4. SELENE-2의 로버와 착륙선 형상

SELENE-2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달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착륙기술(착륙선), 달 표

면에서의 이동 기술(로버), 장기 체류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

• 현지 관측을 통하여 달 표면 물질에 한 과학탐

사를 실시하고 달의 이용 가능성을 조사

• 국제사회에서의 기여와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

2.3 요소 기술 설계

JAXA는 SELENE-2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기술을 도출하고 이에 한 개발을 진

행하고 있다. 

2.3.1 착륙기술

높은 정밀도의 착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분

야로 지형(랜드마크)을 이용한 영상기반 항법 기술, 

착륙용 레이더,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로 지정하

고 각 핵심 기술에 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형을 이용한 영상기반 항법 기술은 지구국 기

반의 전파항법을 사용하는 경우 착륙 유도오차가 

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기술이다. 영

상기반 항법은 탐사선에 장착된 카메라의 화상과 

미리 준비된 지형 데이터 지도를 비교하여 높은 정

밀도로 탐사선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이러한 영상기반 항법은 소행성 탐사선인 ‘하야

부사’ 에 적용되어 소행성 ‘이토카와’ 에 10m 정도

의 정확도로 착륙을 성공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SELENE-2에서도 ‘하야부사’ 와 같은 영상기반 항

법 장치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림 5는 영상기반 항법의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 참고문헌 [4]

그림 5. SELENE-2의 상기반 항법 방식



류동영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8/1 (2010) pp. 62~76 65

착륙 레이더는 착륙선이 높은 정밀도로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하여 필요한 달 표면에 한 상  고도 및 

속도 정보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이다. 착

륙 레이더 개발의 단계는 Bread Board Model(BBM) 

단계의 시작품을 사용하고 헬리콥터를 이용한 필드 테

스트를 통하여 목표 성능에 거의 근접한 것을 확인하

였고, 실제 탑재를 고려한 EM 설계를 실시할 예정으

로 있다. 착륙 레이더의 사양은 표 1과 같다.[4]

 

항  목 사     양 

형식 펄스 레이더

주파수/밴드 4.3GHz / C-Band

고도 범위 30m(TBD) ~ 3.5km

속도 범위 0~50 m/sec

고도 정확도 5% 또는 0.1m

속도 정확도 5% 또는 0.1m/sec

빔 구성
수직 1개(고도용)
틸티드 4개(속도용)

빔폭 수직 42°, 틸티드 15°

안테나 허니컴 패치 안테나

출력 주기 1Hz

표 1. SELENE-2의 착륙 이더 성능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은 안전하고 확실한 착

륙을 위하여 경사지, 바위, 언덕, 크레이터 등의 장

애물을 탐지하고 이를 회피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장애물 탐지 방법으로는 스테레오 영상(모션 스테

레오 방식도 포함됨)을 이용하는 방법, 모노영상에

서 그림자 분석을 통하여 장애물을 추정하는 방법, 

레이저 센서 등과 같은 능동형 3차원 거리 측정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JAXA 내부에

서는 주로 영상을 이용한 장애물 탐지 방법이 연구

되고 있다. 그림 6은 모노영상과 스테레오 영상을 

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장애물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의 예이다.

2.3.2 표면이동 탐사 기술

로버를 이용하여 달 표면을 이동하며 탐사 활동

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로 달 표면 주행 기술, 관측 

지원 기술 등이 연구되고 있다.

달 표면 주행 기술은 고르지 않은 지역, 경사면 

등을 주행할 수 있는 기구물, 내비게이션 기술 등으

로 세분된다. 관측 지원 기술은 샘플 채취 조작 장

치 및 샘플 분석 장치가 포함 된다. 

자료: 참고문헌 [4]

그림 6. SELENE-2의 상기반 항법 연구

2.3.3 장기 체재 기술

장기 체재 기술은 거의 부분의 시간에 태양이 

보이는 극지역에 착륙하는 경우와 낮과 밤 기간이 

존재하는 중저위도 지역에 착륙하는 경우로 나뉘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극지역에 착륙하는 경우, 바위 등으로 인하여 만

들어 지는 그늘을 피하기 위하여 수m 이상 높이의 

태양전지 타워를 세우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그

림 7)  극지방의 경우 밤 기간이 짧기 때문에 1차전

지(연료전지)를 사용하여 단기간의 밤(극지역의 경

우 2~3개월 정도 사용가능) 기간을 보내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으며, 재생연료전지를 사용하는 2차전

지는 2020년 정도에 적용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중저위도 지역에 착륙하는 경우, 수 와트 정도를 

사용하는 관측기기부에만 리튬이온 2차전지를 사

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밤 기간을 보내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야간 동안 철저한 단열

과 주간 동안의 방열이 모두 가능한 설계가 검토되

고 있다.

자료: 참고문헌 [4]

그림 7. 극지역에서 사용되는 태양 지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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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DA

3.1 개요

ESA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에서의 달 탐사를 진

행하기 위한 노력은 1980년 POLO(Polar Orbiting 

Lunar Observatory)를 시작으로 MORO(Moon 

Orbiting Observatory), LEDA(Lunar European 

Demonstration Approach), EuroMoon 2000, 

MoonNEXT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SMART-1을 제외하고는 연구 단계어서 중단하고 

실제 개발 및 발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LEDA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ESA 주도로 

수행된 달착륙선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이다. 

LEDA는 실제 달착륙선 개발 프로그램까지 진행되

지는 않았지만 후에 EuroMoon2000 이라는 또 다른 

ESA 주도의 달착륙선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9]

LEDA 착륙 시스템에 한 설계는 Matra Marconi 

Space에서 수행하였다. LEDA 착륙선의 주된 임무 

목표는  달의 남극 부근의 지역에 정확하게 연착륙

하는 것이다.  달의 남극 지역이 높은 지형물과 거

친 지면으로 이루어져있어 성공적인 착륙을 위해서

는 목표지로부터 수 미터 내의 정확한 위치에 착륙

하고 착륙 최종 단계에서는 자율적으로 장애물을 

탐지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유도제어 기법을 사

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0]

3.2 임무설계

LEDA는 아리안5호 발사체를 사용하여 GTO 궤

도로 올려지고 이어서 달 궤도까지 직접 천이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달에서의 주차궤도로는 고도 200km의 

극궤도를 사용하고 최종 하강 전에 착륙 위치에 한 

조사를 위하여 50km 까지 하강하는 궤도를 사용한다. 

착륙선의 총질량은 2,890kg 이며 여기에는 

2,026kg의 연료와 200kg의 탑재체가 포함된다. 하강 

단계에서 중량은 1,630kg에서부터 893kg 까지 변하

며 관성모멘트는 각 축에 하여 (1752, 1368, 3370) 

kg/m² 으로부터 (621, 621, 1000) kg/m² 까지 변하

는 상황을 고려한다.

LEDA 설계에서는 착륙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

분하여 설계한다.

• 하강 준비 궤도 : 착륙지점 매핑을 위해 위성을 

저고도의 극궤도로 전환한다. 지상에서의 추적을 

통하여 달기준좌표계 상에서의 위성의 위치를 파

악하고 최적의 하강경로를 지상 기지국에서 계산

한 다음 탐사선의 탑재컴퓨터에 송출하여 준다.

• 궤도이탈 기동(De-Orbit Boot, DOB) : 소량의 

기동을 통하여 위성 궤도를 타원궤도로 변환한

다. 기동 이후 근월점 부근의 추력하강 시작점 위

치까지는 관성 비행 상태로 이동한다.

• 관성유도 단계(Inertial Guidance Phase, IGP) : 착

륙선이 예정된 착륙 지점에 다다를 수 있게 최적의 

감속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계산하여둔 추력 프로

파일에 따라 기동을 수행하는 단계로 착륙 때까지 

관성항법장치(INS)를 사용하여 제어한다.

• 호우밍 단계 : 처음으로 달 표면의 영상을 획득하

고 이 영상과 미리 탑재하여둔 달 표면의 지도와

의 거리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단계이다.

• High Gate : 착륙선의 비전 시스템을 통하여 착

륙지점을 볼 수 있게 되는 시작점이다.

• 접근 단계 : 지정된 경로 따라 착륙지점의 가시성

을 확보하면서 하강하고, 장애물이 감지되는 경

우 목표 착륙지점을 재선정하는 기능이 포함된

다. 선정된 목표지점까지 도달 하기위한 제어 명

령은 탑재된 항법 장치에서 수행된다.

• Low Gate : 이 시점부터는 착륙지점의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Low Gate 시점부터 주

엔진 종료(Main Engine Cut Off, MECO) 까지는 

비전 시스템의 도움이 없이 착륙 제어가 진행된다.

• 터치다운 : 주엔진 종료 이후 달 표면에 닿기까지 

자유 낙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동력학적인 

조건에 따라 안전한 착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랜딩기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8은 LEDA의 착륙 단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3.3 유도 및 제어

각 단계 별 LEDA의 유도 제어 시스템 설계에 

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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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참고문헌 [10]

그림 8. LEDA의 착륙 단계

3.3.1 동력 하강 기동 시점 

연료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성 비행을 통

하여 최 한 낮은 고도까지 도달한 후에 동력 하강 

기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추력

의 크기가 유한한 점을 고려하여 동력 하강 기동의 

시점을 선정한다. LEDA 설계에서는 고도 10km에

서 20km 까지의 영역에서는 기동의 시점에 따르는 

연료 소모량의 차이가 크지 않아 20km 고도에서 

동력 하강을 시작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3.3.2 하강 각도

동력 하강 시 하강하는 각도는 연료 소모량의 측

면에서는 각도를 작게 유지 할수록 중력 손실이 작

아 유리하나 비전 시스템에서 착륙 목적지에 한 

시야각 확보의 관점에서는 하강 각도가 큰 것이 유

리하다. LEDA 설계 해석에서는 하강의 각도를 40°

에서 20°로 줄이는 경우 접근 단계에서의 속도 변

화의 30%에 해당하는 30m/sec의 이득이 있음을 

확인하고 하강 각도를 20°로 정하여 설계 하였다.

3.3.3 지상국에서의 추적 기능 사용

LEDA 설계에서는 지상국의 추적 기능없이 달 

중력 모델만을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탐사선의 위치

를 추정하는 경우, 클레멘타인 프로그램에서 사용

한 Goddard Space Center의 70차 달 중력 모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달 중력 모델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궤도에 한 종방향, 횡방향, 수직 방향에 

하여 각 각 1,520m, 360m, 530m 의 오차가 발

생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반면 지상국에서 탐사

선을 추적하는 경우 위치는 84m, 속도는 7.4cm/sec 

의 정확도를 확보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

석 과정에서 지상의 추적 시설은 Perth, Vancouver, 

Madrid 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3.4 관성 유도를 위한 센서의 정확도

LEDA에서는 동력하강 기간 중 비전 시스템에서 

영상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관성항법장치(IMU)를 

이용한 유도, 제어를 수행한다. 동력하강 기동 전에 

지상국으로부터 위치에 한 정보를 수령하고, 관

성비행 종료 시점에서 별추적기를 사용하여 탐사선

의 자세각 정보를 마지막으로 수정하며 이 후에는 

관성항법장치만을 사용하여 위치 및 자세 정보를 

갱신하여 사용한다. LEDA 연구에서는 탐사선이 

목표 지점의 영상을 획득하는 시점인 High Gate의 

고도를 5km로 하고, 이 High Gate 시점에서의 위

치 정확도가 1000m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외부 센서인 별추적기와 관성항법장치의 성능 요구 

조건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IMU 및 외부 자세각 센서의 성능은 각 

각 표 2, 표 3과 같다.

IMU 사양 항목 사양(1σ 오차 기준)

달 중력모델 차수 4차

자이로 Constant Drift 보정됨

자이로 Random Drift 0.1°/hr over 600sec

자이로 Scale Factor 1000ppm

자이로 Noise PSD 0.02°/√hr

가속도계 Constant Bias 보정됨

가속도계 Random Bias 50μg over 600sec

가속도계 Scale Factor 300ppm

가속도계 Noise PSD 0.05m/sec/√hr

표 2. LEDA의 IMU 성능 요구 사양

외부센서 사양 항목 사양(1σ 오차 기준)

Z-axis (지향축) 0.1°

X, Y-axes 0.02°

별추적기/IMU 정렬오차 0.03°

표 3. LEDA의 외부센서(별추 기) 성능 요구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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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접근 단계에서의 제어기 설계

LEDA 착륙 단계 중 접근 단계에서의 제어기 구

성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설계된다.

• 관성유도 단계 동안 관성항법장치에 누적된 오차를  

수정하고 비전 시스템에 의한 유도가 가능한 

High Gate에서 부터 Low Gate에 도달하는 동안 

오차를 일정 범위 내로 줄일 수 있는 유도제어기 

및 추진시스템 구성에 한 요구 사항을 도출한다.

• 구성된 유도제어기의 성능을 다음의 관점에서 평

가한다.

- Low Gate에서의 위치 및 속도 오차

- 연료 소비량

- 접근 단계 동안 착륙지점에 한 가관측성

- 접근 단계 동안 목표 지점의 재설정 능력

접근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어 로직은 게인 스케

쥴 방식의 비례-미분 제어기를 사용한다. 접근단계

에서 주어진 궤도를 따라 비행하도록 제어가 가능

하기 위해서는 추력기의 출력 레벨을 조정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3.3.6 장애물 회피

장애물의 감지 및 새로운 착륙지 선정을 위해서

는 고정된 시야각을 갖는 모노비전 카메라 및 관성

항법장치와 연동한 영상처리 기법이 사용된다.

3.3.7 영상 기반 항법의 방법에 한 비교

LEDA에서는 접근 단계에서 영상 기반 항법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3 가지의 구현 방법에 한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 방법1 : 한 개의 지형물에 한 시선각 및 거리 정

보를 사용하는 방법

• 방법2 : 다수의 지형물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위치

를 계산 하는 방법

• 방법3 : 착륙 목표 지점과 같은 한 개의 지형물과

의 시선각(LOS) 변화를 사용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

표 4는 LEDA에서 사용 가능한 영상 기반 항법

의 방법 별로 특성을 분석한 내용이다.

LEDA 유도제어에 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도출

된 센서와 구동기의 사양은 표 5와 같다.

구분 방법1 방법2 방법3

방법

LOS+1개 

지형물과의 

거리

다수 

지형물과의 

거리

1개 지형물

(일반적으로 

착륙지점)

과의 LOS

착륙궤적

의존성

궤적과 

무관

궤적과 

무관

착륙지점에 

한 LOS 

변화가 큰 

궤적 필요

이미지 

처리량

처리량 

많음

처리량 

많음
처리량 적음

오차
3σ 

High

Gate
150m 30m 20m

Low 

Gate
3m

지형물 위치  

정확도에 

따라 다름

4m

1~2m 

정확도를 

얻기 위한 

조건

지형물에 

한 

상 속도 

추정 정확도 

0.2m/sec

(3σ) 

@ 200m

지형물간 

거리 정보의 

정확도 1m

-LOS 

bias정확도 

0.01°(3σ) 

-1000m 

하강 시 

최소 20°의 

LOS변화

표 4. LEDA의 비  항법 방법에 한 분석 결과

구분 주요 사양
무게
소비
전력

외부 
자세센서

-광시야각 별추적기 1개
-정확도(1σ) : Z(지향방향)=0.1°
             X=0.02°, Y=0.02°
-장착위치: 추력기 반 쪽 또는
     추력기방향 (항법용 
     카메라 센서로 겸용 시)

3kg
10W

IMU
-Random Drift : 0.1°/hr
-가속도계 Random Drift: 50μg
-가속도계 Scale Factor:300ppm

4kg
15W

비전 
카메라

-시야각 : 40° x 40°
-픽셀수 : 1000x1000
-센서   : CCD
-랜드마크 추적 : 10~30개
-갱신주기 : 0.5~1Hz

3kg
10W

Range/
Range 
Rate 
센서

-비전 시스템 사용 시 필수센서는 아님
-지형물이 없는 평지에 착륙시 사용
-3빔레이더, 1빔도플러시스템사용

추력계

-8개 x LEROS 2B 엔진(430N) : 
                  주추력기용
-12개 x LEROS 20 엔진(22N) : 
                  자세제어용
-25% 스로틀 능력 필요

표 5. LEDA의 유도제어용 센서  구동기 주요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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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onNEXT

4.1 개요

유럽은 2001년부터 화성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장

기 프로그램으로 오로라(Aurora) 라고 하는 유럽의 우

주 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왔다. MoonNEXT 는 로

봇을 이용한 달 탐사의 기술검토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화성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돌아오는 MSR(Mars 

Sample Return) 의 기술을 시연하기 위한 MarsNEXT

와 함께 2008년부터 오로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

행되는 두 개의 NEXT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11]

4.2 임무설계

MoonNEXT 의 목적은 달의 남극 지역에 정확하

고 안전하게 연착륙 하는 기술적인 목적과 달 탐사

와 달 과학에 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는 목적을 

갖는다.[12] 

• 달에 한 지구물리학 : 달의 남극 지역에서의 지

진 관측을 통하여 달 중심핵의 크기와 상태를 추

정하고 표토 수 미터 아래에서의 열흐름 측정

• 환경 : 달의 방사선 및 먼지 환경 조사

• 달에 한 지질학 및 지구화학 : 지각의 하단부 

또는 맨틀의 상단부에서의 샘플 채취를 통하여 

달의 역사와 진화과정을 연구

• 생명과학 : 폐쇄된 생태계에서 두 개의 미생물 배

양을 커플링하는 시험을 수행하여 달 환경이 살

아있는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전파 과학 및 천문학 : 달의  전파 환경을 조사하

고 전파 천문연구에 한 가능성 조사

임무 설계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발사체 : Soyuz 2.1-b를 사용하여 Kourou 에서 

발사

• 발사 시점 : 2005~2018년

• 지구에서 달까지의 도달 시간 : 수 일

• 달 궤도 : 저고도의 원형 궤도

• 착륙 : 남극지역에 200m 정확도로 연착륙

- 위험 지역 회피

- 빛이 비취는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착륙

- 순항, 감속, 접근, 최종 하강 및 

  터치다운단계를 자율적으로 진행

• 임무기간 : 1년

• 지구와의 통신 : 중계용 궤도선이 없는 직접 통신 

방법 사용

4.3 유도 및 제어

2008년부터 시작된 MoonNEXT의 Phase A 단

계에서는 Thales Alenia Space, Astrium ST, OHB

를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컨소시엄에서 개별적으

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OHB 컨

소시엄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MoonNEXT의 설계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13]

• 주요 임무 구성에 한 트레이드 연구

- 천이궤도 : LTO / HEO / GTO

- 착륙 전 달의 궤도 운행 중에 분리를 

수행할지 여부

• 착륙 질량 : 650~800kg

• 탑재체  질량 : 수 십 kg

• 추진계 : 복합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나 신규 개발

품이 아닐 것

- 주엔진 : 500N EAM, 연속모드

- 보조엔진 : 200N ATV 추력기, 펄스모드

• 열제어 : 방사성열원(RHU) 사용

• 전원 : 배터리 사용, 방사성연전지(RTG) 사용 배제

• 터치다운 방식 : 4개의 전개 가능한 다리로 구성

그림 9는 OHB 컨소시엄에서 제시한 착륙선의 개

념도이다. 무게는 건조중량이 800kg, 탑재체 중량

이 약 40kg, 로버의 중량이 약 60kg 정도이다.

유도제어를 위한 임무 단계는 크게 궤도운동 단

계, 영상 항법 단계, 최종 하강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의 유도제어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궤도운동 단계 : 궤도운동 단계는 달의 원궤도로

부터 하강궤도(100x15km) 로 진입하기 위한 기

동과 주 감속 단계를 포함한다. 주 감속은 영상항

법이 시작되는 High Gate 시점까지 계속되며 사

용할 수 있는 최  추력과 연료 사용량을 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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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피치각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 

단계에서의 착륙선 위치 및 자세각은 IMU 만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자료: 참고문헌 [14]

그림 9. OHB 의 MoonNEXT 형상

 

• 영상항법 단계 : 영상항법 단계는 지형물(랜드마

크)을 사용한 항법과 상  속도의 측정이 가능한 

시점 (고도 3,000m) 로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에

서는 주 감속 단계 때 보다 적은 추력 레벨로 추

력기가 작동되며 자세각은 착륙지점이 영상장치의 

시야각 내에 들어오도록 일정하게 유지 한다. 영상

항법  단계에서의 세부 이벤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High Gate(고도 3,000m)

2. 항법 자료 사용 가능하여짐(High Gate 이후 

약 5초경과 후). 500m 오차 범위의 정확한 유

도를 위한 오차 수정 기동(고도 약 2,670m)

3. 1차 위험요소 지도 가용(경사면, 빛 조건, 표면 

거칠기). 목표물 재설정을 위한 1차 기동(최  

허용오차 200m) (고도 1,144m)

4. 2차 위험요소 지도 가용(경사면, 빛 조건, 바위). 

목표물 재설정을 위한 2차 기동(최  허용오차 

50m) (고도 85m)

영상항법 단계에서의 기동 시작 및 기동의 크기

에 한 명령은 위험감지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된다.

• 최종하강 단계 : 최종하강단계는 목표 수평방향의 

속도가 0m/sec 인 터미널 게이트로부터 시작된다. 

이때의 수직 하강 속도는 1m/sec 이고 고도는 5m 

정도가 된다. 최종하강 단계에서는 주 엔진 작동을 

종료한다. 또한 잔여 수직 속도 성분을 줄이고 수

직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터치다운 시의  목

표 수직 하강 속도는 0.2m/sec 이다.

착륙선이 원궤도 또는 하강궤도를 비행 중일 때는 

자세각과 자세각 변화율을 별추적기와 IMU의 자이

로 두 가지 센서로부터 얻어 사용한다. 주 감속 이후

의 단계에서는 IMU의 자이로만을 사용하여 얻는다. 

자세정보를 얻기 위한 센서의 사양은 표 6과 같다.

센서 종류 사양

별 추적기 0.01°

자이로
(IMU)

Random Drift : <0.002°/hr (1σ)
잡음 PSD : <0.0002°/√hr
자세각 : <0.05°(all 3-axes)
각속도 : <0.01°/sec(all 3-axes)

표 6. MoonNEXT의 자세센서 사양(OHB설계)

착륙선의 위치 및 속도에 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기존의 기술을 사용하는 기본방법(시나리

오1) 과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시나리오2)

으로 구분하여 구현 방법을 제시하였다. 표 7은 착

륙의 각 단계에서 위치 및 속도 정보를 얻기 위한 

시스템 구성을 시나리오1과 2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5. NASA의 다목적 소형우주선

5.1 개요

미국의 NASA는 부시 미 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우주탐사를 위한 비전”[15]을 구현할 수 있는 가

능한 접근 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

터 6개월 기간에 달에 한 로보틱 임무의 필요성, 

임무 수행을 위한 조건, 임무의 달성 방법 및 비용, 

최소한의 요구조건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가운데 하나로 기존에 연구된 마이크

로 달 착륙선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NASA Ames

에서 제안한 저비용 다목적의 소형 우주선의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소형 우주선은 임무 비용이 5천만불에서 1억불 

사이에서 가능하여야 하고, 개발 일정이 24개월 이

내이며 저가의 발사체를 사용할 수 있는 우주선으

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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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위치/속도 획득방법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원궤도 N/A 지상추적
+

가속도계
(DOI기간)

+
궤도계산

(순항기간)
+

카메라기반
KLN

하강궤도

지상추적
+

가속도계
(DOI기간)

+
궤도계산

(순항기간)

주 감속 보정된 가속도계

영상항법

IMU와 고도계
+

LIDAR relative
(LS 인지없음)

+
가속도계

+
레이더고도계

광학카메라
또는

LIDAR absolute
(LS 인지)

+
가속도계

(빠른 주기 정보)
+

레이더고도계
(2차 목표

재설정 이후)

최종하강
가속도계

+
레이더고도계

 LS: Landing Site
 DOI : Descent Orbit Injection
 KLN : Known Landmark Navigation

표 7. MoonNEXT의 치/속도 획득방법

제안에서는 달에 인간이 다시 가는 유인 탐사 전

에 무인 로봇 탐사의 단계로 다음과 같은 5개의 임무 

단계로 나누고 임무 2단계에서 4단계 까지를 소형 

우주선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임무 1단계 : 달 답사 단계(예, LRO). 비주얼 또는 

지형도의 작성. 수소 분포지도, 방사선 환경 조사

• 임무 2단계 : 고정형 착륙선. 정밀착륙, 먼지의 특

성 조사, 표토의 조성 및 두께 조사. 달 표면의 빛

과 열 관련 확인

• 임무 3단계 : 통신용 궤도선(고정형 착륙선과 같

이 발사). 남극의 일부 지역 커버

• 임무 4단계 : 이동형 착륙선(북극지역). 음지에 있

는 20개의 크레이터에 한 물 존재 확인. 표토의 

방사선 차폐 확인, 달 환경이 생명체 및 기계적인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임무 5단계 : 착륙 로버(남극지역). 산소(O2) 와 

물(H2O)의 현지 조달(최  1000kg 생산), 유체 

시험, 30km 거리 이동

5.2 임무 및 시스템 설계

소형 우주선의 임무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16]

• 발사체 : Falcon-1 또는 Minotaur-V 발사체와 호환

• 임무기간 : 

- 궤도선:  달 궤도에서 1년

- 착륙선:  1월일(지구의 14일에 해당) +

   일몰 후 1시간(먼지 현상을 측정하기 위함)

• 형상 : 복수의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듈 형태

• 착륙선과 관련된 임무

- 적도 및 극지역에 착륙 가능하도록 설계

-  15° 경사각에 착륙하여도 뒤집히거나 구르지 

않을 것

- 착륙 시의 속도가 수직, 수평 방향에 하여 각 각 

4m/sec, 1m/sec까지 허용 가능할 것

- 바위 등 10cm까지의 물체에 충돌하여도 생존

할 수 있을 것

- 착륙 정확도 1km(1σ) 이내

Minotaur-V 발사체를 이용하는 경우 달 착륙까

지의 임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Minotaur-V 로 발사(TLI까지)

2. Minotaur-V 의 Star-37FM 으로 달 천이궤도 

    기동(TLI)

3. 궤도 보정 기동

4. 순항 자세제어

5. 감속 기동을 위한 자세 변경 및 1RPS 속도로  스핀

6. Star-15G를 이용하여 달 착륙 단계로 진입을 

   위한 감속 기동

7. 엔진 분리, 스핀정지 및 자세 변경

8. 별 센서를 이용한 위치 결정, 지형 항법

9. 초기 경로 수정

10. 항법 업데이트 및 미소한 경로 수정

11. 최종 감속 시작

12. 3m 거리에서 엔진 종료

13. 터치다운

달 탐사선의 추진 장치를 이용한 기동 별 속도의 

변화는 표 8과 같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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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기동 전 
궤도

기동 후 
궤도

모터형태/
이름

ΔV 
(m/sec)

1
궤도 수정 
기동

-
액체/
THAAD

47

2
순항 
자세제어

액체/
THAAD

11

3 감속 기동
달 착륙 
단계

고체/
Star-15G

2374

4
착륙 
자세제어

액체/
THAAD

32

5
달 착륙 
단계

착륙
액체/
THAAD

451

 표 8. NASA 소형 우주선의 착륙 단계 별 ΔV

소형 우주선은 다양한 임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그림 10과 같이 모듈화 하고 주어진 임무 요구 사항

에 따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에서 구성 모듈은 버스 모듈, 탑재체 모

듈, 확장모듈, 추진 모듈, 착륙용 다리로 구성하고 

• 궤도선의 경우 버스 모듈, 탑재체 모듈, 확장 모듈

• 기본형 착륙선의 경우 버스 모듈, 확장 모듈, 추진 

모듈, 착륙용 다리

• 경량형(Featherweight) 착륙선의 경우 버스 모듈, 

추진 모듈, 착륙 다리 

로 구성 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모듈화 개념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형 우주선을 구성

하는 구성품은 공통된 버스용, 경량형 착륙선 버스용, 

기본형 착륙선 공용 버스용, 궤도선 공용 버스용으

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공통된 버스용에 포함되는 

부품으로는

• 원격통신용 부품 전체(S-밴드 Rx, Tx 관련품 포함)

• C&DH 부시스템 중 CPU보드(RAD750), IO보드

(MOAB), 용량 메모리 보드 및 Spacewire, 전원

분배 및 스위칭보드, 공용 태양전지, 리튬이온 전지

• 열제어 부시스템의 히터, MLI, 온도 센서

•  유도제어 부시스템 중 별추적기, IMU, CSS

• 추진 부시스템 중에서는 공용 헬륨탱크, 공용 연

료 탱크, 공용 산화제 탱크, 자세제어용 추력기, 

궤도 수정용 추력기 

등이 포함된다.

구성 모듈

임무에 따라 구성된 탐사선

자료: 참고문헌 [16]

그림 10. NASA 소형 우주선의 모듈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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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LN Anchor Nodes

6.1 개요

ILN(International Lunar Network) 은 국제적

인 협력을 통하여 달에 지구물리 연구를 위한 다수

의 노드(node)를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이 참여 

의향서에 서명하였다. 미국은 이 네트워크 중 2~4

개의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미국의 ILN 임무용 스테이션은 Anchor Nodes라

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Anchor Nodes는 

NASA의 SMD(Science Mission Directorate) 와 

ESMD(Exploration Systems Mission Directorate) 

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 구현은 NASA 

MSFC(Marshall Space Flight Center) 와 존스 홉

킨스 학의 APL(Applied Physics Laboratory)에

서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JPL, ARC, GRC, DOD, 

산업체 등 많은 유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18] 

현재 Pre-Phase A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개념에 한 엔지니어링 분석, 파라메

트릭 방법을 사용한  비용 추정, 연착륙, 경착륙 또

는 침투형 착륙 형태에 한 비교, 태양전지와 원자

력 전지의 사용, 복수 탐사선의 발사 형태 및 발사

체  등에 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6.2 임무 정의

ILN Anchor Nodes의 임무는 ILN Anchor Node 

과학 정의 팀(SDT)에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과학 임무를 수행하는 권고안이 도출 되었다. 

• 현재 달의 지진 상태를 이해하고 달 내부 구조를 측

정한다.

• 달 내부의 온도 구조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달 

내부의 열 흐름을 측정한다.

• 레이저 거리 측정을 사용하여, 달 심저부의 구조를 

측정하고 중력에 관한 물리적 시험을 실시한다. 

이러한 임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최근 달 

탐사선의 비행 데이터, 새로이 발견되는 사실, 2011

년 초에 발간 예정인 Decadal Survey for Planetary 

Science 최종 보고서 내용 등에 따라 과학 탑재체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18]

6.3 착륙선 설계

미국의 ILN Anchor Nodes 임수 수행을 위한 착

륙선으로는 원자력 열전지인 ASRG(Advanced 

Stirling Radioisotope Generator)를 사용하는 모

델과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모델 등 2가지의 다른 

방식이 검토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추력을 

갖는 이원추진제를 사용하고, 달 표면의 온도환경

에 해당하는 100°K에서 390°K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도록 방열판과 히트파이프를 같이 사용하는 

열제어 구조를 사용한다. 또한 탑재 컴퓨터로는 

LEON 프로세서와 8Gbit의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

를 사용하며 무게 및 전력소모량을 줄이기 위하여 

전력분배와 인터페이스 보드를 동일 패키지에 내장

한다. 

설계 시 각 부품의 무게는 추정된 무게에 최소 

30% 이상의 여유를 더하여 구조, 추진계 설계 및 

발사 중량 검토 시에 사용한다. 

착륙 정확도는 ILN의 과학 임무가 정확한 착륙

지점에의 착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목표 착

륙지점에서 10km 범위의 착륙을 허용하는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착륙 정확도를 필

요로하는 임무가 주어지는 경우 NASA에서 개발하

고있는 자동 정밀 착륙 및 장애물 회피기술

(ALHAT)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착륙선의 임무 기간은 6년이다.

6.3.1  ASRG를 사용하는 달 착륙선

ASRG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달 찰륙선 모델은 

탑재체 23kg을 포함한 건조 질량의 추정치가 

155kg 이다. ASRG의 전체 용량을 사용하는 형태

로 설계되어 100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서 이 

전원을 순항 및 착륙 단계에서도 사용할 예정이다. 

그림 11은 ASRG를 적용한 달 착륙선의 형상이다.

NASA에서 제안한 ILN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4

기의 달 착륙선이 동시에 작동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위하여 그림 12와 같이 Atlas V 401 EELV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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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에 4개의 착륙선을 함께 탑재하여 동시에 발사

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였다.

표 9는 ASRG를 사용하는 달 착류선의 주요 설

계 사양을 정리한 것이다.[19]

자료: 참고문헌 [19]

그림 11. ASRG 용 달 착륙선 형상

 

자료: 참고문헌 [19]

그림 12. ASRG 용 달 착륙선을 ATLAS V 

발사체에 탑재한 형상

ASRG를 사용하는 달 착륙선은 ILN 임무 외에 

동일한 버스 구조를 이용하여 영구적으로 그늘에 

가리어지는 크레이터나 태양 빛의 이용이 어려운 

다른 지역에서의 임무를 위하여 사용될 수 도 있다.

6.3.2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달 착륙선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달 착륙선 모델의 경우 탑

재체 19kg을 포함한 건조중량이 265kg으로 ASRG

를 사용하는 달 착륙선 모델 보다 무겁다. 

그림 13은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달 착륙선 형상

이다. 그림 14는 이 착륙선을 Falcon 9 Block 2B 

발사체를 사용하여 2개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도록 

탑재한 형상이다. Falcon 9 Block 2B 는 SpaceX

에서 개발되고 있는 발사비용이 저렴한 발사체로 

달 착륙선 설계 시 경제적인 발사를 위하여 이 발사

체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착륙선의 무게를 제한하였다.

구분 설계 사양

전력계

- ASRG를 주전원으로 사용

- 전력계용 전자회로 사용

- 1차전지 사용

추진계

- 이원 추진제

- 444N의 축방향 기동용 추력기(3개)

- 26N의 자세제어용 추력기(6개)

- 2개의 격막구조의 탱크

Avionics
- 탑재컴퓨터와 전력분배기(PDU) 

  통합 패키지

RF

- S-밴드

- 1W 송신전력

- 달 전면부에서의 운용을 위한 안테나 

   커버리지

유도항법제어

- 별 추적기(듀얼 헤드)

- 관성항법 장치(IMU)

- 레이저 고도계

- 착륙 카메라(2개)

구조계 - 복합재료를 사용한 1차 구조

표 9. ASRG 용 달 착륙선의 주요 설계 사양

자료: 참고문헌 [19]

그림 13. 태양 지 용 달 착륙선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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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참고문헌 [19]

그림 14. 태양 지 용 달 착륙선을 Falcon 9 

발사체에 탑재한 형상

표 10은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달 착륙선의 주요 

설계 사양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설계 사양

전력계

- 순항 및 달의 낮 기간 동안은 

  태양전지판을 사용

- 밤 기간에는 2차전지를 사용

- 전력계용 전자회로 사용

추진계

- 이원 추진제

- 444N의 축방향 기동 및 자세

  제어용 추력기(6개)

- 26N의 자세제어용 추력기(6개)

- 2개의 격막구조의 탱크

Avionics
- 탑재컴퓨터와 전력분배기(PDU) 

  통합 패키지

RF

- S-밴드

- 1W 송신전력

- 달 전면부나 후면부에서의  

  운용을 위한 안테나 커버리지

유도항법제어

- 별 추적기(듀얼 헤드)

- 관성항법 장치(IMU)

- 레이저 고도계

- 착륙 카메라(2개)

구조계 - 복합재료를 사용한 1차 구조

표 10. 태양 지 용 달 착륙선의 주요 설계 사양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달 착륙선이 ASRG를 사용

하는 경우보다 무거운 주된 이유는 15.5일 정도 되는 

달에서의 밤 기간 동안 작동하고 생존하기 위한 전원

을 공급하기위한 용량의 배터리 무게 때문이다. 

ILN의 임무 외에 

• 임무 수행기간이 짧은(14일 이하) 경우

• 낮 기간 동안에만 작동을 하고 밤 동안에는 방사

성열원 (RHU)을 사용하여 생존하는 경우

• 달의 극지역 임무와 같이 지속적으로 낮이 유지

되는 지역에서의 임무의 경우

와 같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임무 수행의 시간이 짧

은 경우, 동일한 버스 구조하에서도 배터리 무게를 

줄이고 신 탑재체의 무게를 증가 시켜서 사용할 

수 도 있다.

7.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달 탐사선에 

관련된 연구 중 무인 달 착륙선의 설계 경향을 탐사

선의 임무와 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의 관점

에서 살펴 볼 수 있었다. 무인 달 착륙선의 초기 설

계 단계에서 중요시 다루어야 할 문제들로 달 궤도

까지의 도달 방법, 달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

한 시스템 설계 및 유도제어계 설계, 달 착륙 단계

에서의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화 설계, 

그리고 착륙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센서 및 추력장치

의 선정 및 성능 파라미터의 선정 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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