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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3] 저궤도 지구관측위성 구조체의 자재 및 
공정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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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한항공

고해상도 카메라 혹은 영상레이더 안테나를 장착하여 지구를 관
측하는 인공위성의 구조체는 발사하중 및 우주환경의 궤도 상에
서 탑재된 장비를 보호하게끔 설계되고 제작된다. 구조체는 발사
체와의 공진을 피할 수 있는 강성을 가져야 하며, 주 구조물의 
강도는 발사체로부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극한 우주환경 하에서 구조체의 변형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된다. 
상기 설계 내용이 완벽하게 구조체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주용 
자재 및 공정의 적절한 선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 논문은 인
공위성 구조체에 사용된 Metal, Non-metal 및 조립용 Hardware 
자재 (규격 포함)와 측면패널/플랫폼 및 태양전지판 Substrate 
등 주요 구조물의 제작공정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국산화
가 이루어진 조립용 Hardware의 Dry Film Lubricant 공정에 대
해서도 기술한다.

[I-3-4] 미소진동에 의한 지구관측위성 영상품질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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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미소진동이 인공위성 영상품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지구관측위성은 임무수행 시 영상의 지상전달 등
을 위해 다양한 구동장치를 가동하며, 이로 인해 미소진동에 노
출된다. 이러한 미소진동은 광학탑재체를 가진하여 초점면(Focal 
Plane)상의 영상운동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영상품질이 저하된
다. 특히, 고해상도 관측위성일수록 미소진동에 의한 영상품질의 
저하가 커지므로, 위성개발 시에 영상품질에 대한 영향평가는 필
수적이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키슬러플랫폼 위에서 진동원의 
가진력을 측정 및 그 동특성을 분석한다. 이 가진원은 임무수행 
형상의 유한요소모델에 적용하여 광학탑재체 초점면의 영상운동
을 계산하며, 최종적으로 영상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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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II-3-1] [Ⅶ-3-6] 과학기술위성3호 시험인증모델 
제작 및 시험
박종오1, 이성세1, 이승헌1, 손준원1, 이승우1, 신구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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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위성 3호는 2007년 6월에 사업착수를 시작하여, 동년 8
월 시스템요구사항검토회의(SRR)를 통해 임무 요구사항을 도출

하였고, 동년 12월에 시스템기본설계검토회의(SDR)과 2008년 9
월 시스템예비설계검토회의(PDR)를 개최하여 시험인증모델
(EQM, Engineering& Qualification Model) 제작을 시작하여, 납
품을 완료하고 ETB(Engineering Test Bed)상에서 유닛의 기능
시험 및 접속시험, 그리고 환경시험을 수행을 완료하였다. 또한 
열구조모델 (STM, Structure and Thermal Model)도 제작을 완
료하고 발사환경시험과 열평형 환경시험을 완료하였다. 이와같이 
시험인증모델 및 열구조모델에 대한 지상에서의 시험과 검증이 
완료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9월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비행모델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위성 
3호의 시험인증모델에 대한 시험의 목적, 종류 그리고 검증에 
대한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참고로 과
학기술위성 3호는 주탑재체인 다목적적외선영상시스템(MIRIS)은 
우리 은하계의 근적외선 관측, 우주 배경복사 관측 및 지구 지표
면의 적외선 영상 획득을 임무로 하고 있고, 부탑재체인 초소형 
영상 분광기(COMIS)는 한반도 지역의 다중 스펙트럼 영상을 획득
함으로써 대기관측 및 환경감시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II-3-2] Radiative transfer analysis for Amo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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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on-Ra' instrument of the proposed 'EARTHSHINE' 
satellite is a dual (i.e. imaging and energy) channel 
instrument for monitoring the total solar irradiance (TSI) and 
the Earth's irradiance at around the L1 halo orbit. Earlier 
studies for this instrument include, but not limited to, design 
and construction of breadboard Amon-Ra imaging channel, 
stray light suppression and system performance computation 
using Integrated Ray Tracing (IRT) technique. The Amon-Ra 
instrument is required to produce 0.3% in uncertainty for 
both Sunlight and Earthlight measurement. In this study, we 
report accurate estimation of the output electric signal 
derived from the orbital variation of radiant exitance from 
the Sun and the Earth arriving at the aperture and detector 
plane of the Amon-Ra. For this, orbital irradiance are 
computed analytically first and then confirmed by simulation 
using Integrated Ray Tracing (IRT) model. Specially, the 
results show the arriving power at the bolometer detector 
surface is 1.24 μW for the Sunlight and 1.28 μW for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