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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infrared Imaging Spectrometer for Star formation history (NISS), one of the 
main payloads of NEXTSat-1, is being developed by Korea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KASI). Since NISS adopts an infrared reflecting optical system, its 
performance is highly sensitive to changes in system temperatur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gure out the temperature through thermal analysis and cooling tests 
in order to optimize the optical system design. We conducted thermal analysis of 
NISS for the recently updated model, and obtained steady state temperature of the 
optical system for two cases of satellite attitude: about 190 K for the Normal case 
and about 210 K for the Hot case. In this paper, we present thermal design of NISS 
and the preliminary thermal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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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달 탐사 미션으로 달에는 global magnetic fields는 존재하지 않고 표면에 국부적으로 
자기장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측정된 자기장 데이터는 일정 고도 (> 20 km) 
이상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지표에 비해 그 세기가 매우 약해 자기장의 형태와 분포를 연구하
는데 한계가 있다. 보다 자세한 연구를 위해서는 표면에서부터 다양한 고도에 이르는 위치에서 
측정된 자기장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는 달 표토의 자화나 Swirl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큐브위성을 이용하여 저궤도부터 지표까지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큐브위성은 달 궤도 모선에서 사출되어 자기이상 지역 표면에 충돌
하는 임무를 가진다. 자력계는 모선과 큐브위성에 각각 탑재되어 자기장을 측정하며, 모선으로
부터 사출된 큐브위성은 충돌 직전까지 자기장을 측정하고 모선에 습득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이렇게 측정된 자기장 데이터는 모선의 궤도부터 표면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도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자기이상 지역의 자기장 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달의 자기이상 지역과 큐브위성 임무 설계에 대하여 기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