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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경을 지상에서 모사하여 위성체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시험
하기 위해서 열진공 시험장비를 이용한 열진공시험을 수행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인공위성의 탑재체인 광학카메라의 
국산화 개발을 위하여 우주공간의 고진공과 극저온 상태를 모사
할 수 있는 φ4m×L10m 규모의 광학탑재체 전용 열진공챔버를 
국산화 제작하였다. 관측 위성용 광학카메라는 초고정밀 장비로
서,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광학탑재체용 진공챔버는 특히 진동환
경에 매우 민감한 하여 10-7 grms 이하의 진동레벨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진공용기는 지진 및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시스템외
부진동과 진공펌프 및 기타 장비들로부터의 내부 진동환경에 항
상 노출되어 있으며, 가진 주파수가 구조물 자체의 고유진동수와 
일치될 경우 공진이 발생하여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외부 진동 및 챔버 자체 진동이 광학계에 전달되지 않도록 
진동차단장치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광학탑재체 궤도환경시
험용 챔버에 대한 진동차단장치의 개발 및 활용 예를 논의하고
자 한다. 

[Ⅳ-3-6] 아리랑 2호 임무계획검증시스템 개발 및 
자동화
박선주, 정대원, 신정훈, 이재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제시스템 중 임무계획시스템은 위성시스템을 이용한 일련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위성의 상태를 고려하여 임무간 상호 
충돌이 없도록 최적의 임무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이다. 상용화 
촬영임무의 증가로 인해 1일 촬영요청수가 증가한다면 임무간 
시간충돌 및 자원에 의한 제한 사항을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임무계획 작성의 오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
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무계획검증시스템이 제안되고 
개발되었다. 임무계획검증시스템은 임무계획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검증기능 외에도 교신 스케줄 자동생
성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임무계획검증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임
무계획검증, 명령계획검증, 교신스케줄생성 기능을 가지고 있으
며, 각 모듈에서 생성된 내용은 공통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된다.

■ Session : 탑재체 Ⅱ

   10월 30일(금) 14:30 - 15:30  제3발표장

[(초)Ⅴ-3-1] CREAM 고에너지 우주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스펙트럼의 새로운 결과
박일흥, 남지우, 남신우

이화여자 학교

CREAM 공동실험을 대표하여 남극 NASA 과학벌룬을 이용한 
CREAM-1,2 실험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측정된 고에
너지 우주선 데이터는 이전 실험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그리고 
높은 정확도의 우주선 성분 측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
터로부터 얻은 결과는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를 거쳐, 이에 대한 
새로운 물리적 해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Ⅴ-3-2] 감마선폭발 초기광 측정을 위한 Ultra 

Fast Flash Observatory 
남지우1, 임희진2, E. V. Linder2,3, G.F.Smoot2,3, 

B.Grossan3, 박일흥2,4, 남신우1, 이직1, 박재형5, 

이창환6

1이화여자 학교 기 과학연구소, 2이화여자 학교 

기우주과학기술연구소, 3Berkeley Center for Cosmological 

Physics (BCCP), University of California, 4이화여자 학교 

물리학과, 5단국 학교 자 기공학부, 6부산 학교 물리학과

UFFO (Ultra Fast Flash Observatory)는 매우 빠른 가시광/자외
선 망원경으로서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미세거울을 이용하여 관측대상을 1밀리초 이내에 포착해 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감마선 폭발의 초기 가시광/자외선을 측정
하여, 트리거 이후 1밀리초 이내의 광신호에 대한 연구가 가능
할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UFFO의 개념과 디자인을 소개하고, 
시뮬레이션과 망원경 시험제작 및 테스트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Ⅴ-3-3] 극소형 MEMS 우주망원경 탑재체 개발 
및 탑재
이직1, 김지은1, 나고운1, 남신우1, 남지우1, 박일흥1, 

서정은1, 이혜영1, 전진아1, 정수민1, 정애라1, 박재형2, 

이창환3, 박용선4, 유형준4, 김민수5, 김용권5, 유병욱5, 

이경건5, 진주영5, Garipov G.6, Khrenov B.6, Klimov P.6

1이화여자 학교 MEMS우주망원경 연구단, 2단국 학교 

자 기공학부, 3부산 학교 물리학과, 4서울 학교 

물리천문학부, 5서울 학교 기공학부, 6Moscow State 

University

초소형전기기계시스템(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기술로 제작된 마이크로미러 어레이를 장착한 MEMS 우주망원
경은 특유의 광시야각 감시, 목표 확인, 확대 및 고속 추적 기능
을 가지며 고층대기에서의 초대형 방전현상과 같이 넓은 영역에
서 드물게 임의로 일어나는 섬광현상을 관측하기에 최적이다. 러
시아 과학위성 Tatiana-2의 주 탑재체로 선정된 극소형 MEMS 
우주망원경 MTEL(MEMS Telescope for Extreme Lightning)은 
광시야각 감시와 목표 확인을 위한 트리거망원경, 목표 확대와 
고속추적을 위한 확대망원경 및 섬광현상의 분광측정을 위한 분
광계로 구성되어 있다. 1년간의 개발 및 성능 검증 후 MTEL은 
위성탑재를 위한 모든 우주인증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현재 
MTEL은 Tatiana-2 위성에 탑재되어 있으며, 9월 18일에 우주로 
발사되어 1-3년간 800km 궤도를 비행하며 지구 대기에서 발생
하는 섬광현상을 관측할 예정이다. 이 발표에서는 MTEL 탑재체
의 설계, 제작, 성능 측정 및 calibration 결과를 보고하고, 위성
탑재를 위한 진동 및 충격, 열, 진공 및 전자기파 적합성 등의 
우주인증 시험 결과 또한 보고한다. 또한 발사 후 과학위성 및 
MTEL의 이 발표 때까지의 우주에서의 상황을 보고한다.

[Ⅴ-3-4] Ultra Fast Flash Observatory에서 
감마선 폭발로부터 나온 광자들을 검출/처리하는 
장치 구현 
임희진1, E. V. Linder1,2, G.F.Smoot1,2, B.Grossa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