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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ectro-optical payload of a low-earth orbit satellite is thermally decoupled with the bus,

which supports a payload for a mission operation. The payload has a cooling unit of FPA(Focal

Plane Assembly) which has a thermal behavior increasing its temperature instantly during an

operation in order to dissipate a waste heat into the space. The FPA cooling unit should include

a radiator and heatpipes with a sufficient performance in worst hot condition, and a heater

design to maintain its temperature above a minimum allowable temperature in the worst cold

condition.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thermal requirements and the heater design constraints

from the thermal analysis results for the current thermal design of the FPA cooling unit and the

design elements of the better heater design were found.

초 록

저궤도 관측위성의 광학탑재체는 궤도에서 임무수행을 뒷받침하는 위성 본체와 열적으

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열제어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광학탑재체는 내부에 작동하는

동안에 높은 발열량으로 순간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부품 박스인 FPA(Focal Plane

Assembly)의 열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한 히트파이프, 방열판으로 구성된 냉각 장치

(Cooling Unit)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냉각 장치는 고온 조건에서 내부 발열을 빠르게 외

부로 방출할 수 있는 히트파이프의 성능과 충분한 면적의 방열판 면적을 확보하도록 설계

되어야 하고, 동시에 저온 조건에서 최저 온도 이상을 유지하는 위한 히터설계도 포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FPA 냉각 장치의 열제어 요구조건과 현재 열설계 기준의 열해

석 결과를 통하여 히터설계에 대한 검토와 설계 제한 조건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열해석

을 이용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위성 히터설계 방식을 제시하고, 이것을 FPA 냉각 장치의

히터설계에 적용하여 개선된 히터설계 요소를 찾았다.

키워드 : 저궤도 위성(low-earth orbit satellite), 광학탑재체(electro-optical payload), 냉각 장치

(cooling unit), 위성 열제어(satellite thermal control), 위성 열설계(satellite thermal

design), 히터설계(heater design), 위성 열해석(satellite therm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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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학탑재체 기계조립 형상

그림 1. 위성 전체 기계조립 형상

1. 서 론

위성 열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성 열제어는

크게 방열판설계와 히터설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열설계는 최악의 고온/저온 조건에서 위

성 모든 부분의 온도가 한계허용온도 이내를 유

지하는 것이 목적이다[1]. 일반적으로 방열판설계

는 안정적인 수동형 열제어 방식 중의 하나인 이

차면경(Second Surface Mirror)이나 유사한 광학

물성치를 가진 테잎을 사용하고, 최악의 저온 조

건에서 위성을 보호하는 히터설계는 능동형 열제

어 방식으로 써모스탯(Thermostat)이나 프로세서

(Processor)를 통하여 제어하는 패치(Patch) 형식

의 히터를 많이 사용한다[1].

위성 전체가 전도나 복사로 연동되어 있다면

부품박스의 발열이나 히터 동작, 외부 열유입에

따라 위성 전체의 온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된 열설계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다

른 것에 비하여 허용 온도 범위가 좁은 부품박스

를 나머지 온도 범위가 넓은 부품 박스와 열적으

로 연결하여 설계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열설계

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품박스의

경우 초기 설계부터 위성의 다른 부분과 상호 열

교환이 차단되도록 단열시켜 열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열설계를 하게 된다. 위성탑재

체가 대표적인 경우로, 위성 본체와 열적으로 분

리되어 설계된다.

서정기 등[2]은 저궤도 관측위성에서 본체와

열적으로 분리된 광학탑재체 내부 발열 부품박스

인 FPA(Focal Plane Assembly)의 냉각 장치

(Cooling Unit)에 대한 열설계를 해석적인 방법

과 열모델을 이용한 수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그 결과를 기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탑재체 수준이 아닌 FPA 냉각 장치에 대한 열모

델을 개발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때 위성

본체나 광학탑재체의 나머지 부분은 열접속면에

서 경계조건으로 설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저궤도 관측위성의 광

학탑재체에 대하여 전체 탑재체 수준의 열해석

결과에서 FPA 냉각 장치의 히터설계를 검토하

고, 함께 위성 열해석으로 히터설계를 해가는 과

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제 FPA 냉각 장

치에 적용하여 현 열설계보다 개선된 히터설계

변수를 찾아보고자 한다.

FPA 냉각 장치는 광학탑재체 전체 열설계 구

성 요소 중에서 한 부분이다. 비록 탑재체 수준의

열해석과 열설계를 수행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냉각 장치의 결과만을 기술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냉각 장치의 히터설계에 대하여 추가적

으로 연구를 하였다는 점을 미리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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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PA 냉각 장치 형상과 구조

2. FPA 냉각 장치의 개요

2.1 FPA　냉각 장치의 열설계 개요

본 연구의 저궤도 관측위성 광학탑재체는 서

브미터급의 고해상도를 가진 광학카메라로서 본

체에 장착되는 접속면은 단열재(thermal isolator)

를 적용하고, 서로 마주하는 면에는 다층박막단

열재를 적용하여 전도와 복사를 통한 열전달이

차단되어 본체와 열적으로 단열되어 있다. 광학

탑재체 내부에 위치한 FPA는 약 10분의 임무 수

행을 하는 동안 145W의 매우 높은 파워로 순간

발열을 하기 때문에 이 열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

해 히트파이프-방열판으로 구성된 별도의 냉각

장치를 가지고 있다. 주어진 그림 1은 위성 전체

에서 광학탑재체(Electro-Optical Payload)와 냉각

장치 방열판(Cooling Unit Radiator)의 위치를 보

여주는 형상이고, 그림 2는 광학탑재체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성 본체와 단열시키기 위해

외부로 노출되는 카메라 부분과 방열판 표면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층박막단열재로 감싼다.

광학탑재체 중에서 FPA 냉각 장치는 발열부

인 FPA에 직접 연결된 히트파이프를 통하여 외

부 우주로 노출된 방열판으로 열을 방출하기 위

한 것이다. 그림 3에 냉각 장치 내부의 구성과

각 부분의 명칭이 주어져 있다. FPA에서 방열판

까지 2단계의 히트파이프 #1 (Heatpipe #1: ∅

6mm, 6개), 히트파이프#2 (Heatpipe #2: ∅9mm,

3개)가 사용되었으며 중간지점에 임시적으로 열

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Thermal buffer mass

가 장착되어 있다. 이러한 냉각 장치의 열전달

경로는 FPA 발열의 열원→히트파이프 #1→

Thermal buffer mass→히트파이프#2→방열판(그

림 4)이고 히트파이프 2개가 연결되는 Thermal

buffer mass는 FPA 발열이 바로 방출되지 않도

록 중간지점에서 임시로 열을 저장하여 FPA의

급격한 온도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알루미

늄 재질의 덩어리이다.

FPA 냉각 장치의 열적 전제 조건인 위성 궤도

조건과 FPA의 발열량은 다음과 정의되어 있다.

위성 궤도조건

위성 고도 : 528 km

궤도 경사각 : 97.513 도

LTAN : 1:30 PM

FPA 발열조건

동작시간 : 한 궤도당 10 분

동작 발열량 : 145 W

대기상태 발열량 : 0 W

그리고 냉각 장치의 열제어 요구 조건은 FPA

의 허용 온도 범위와 히터 동작의 duty 조건으

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PA 허용온도 범위 : 14 ~ 26 도

히터 duty 조건 : 80 %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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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광학탑재체 열해석 모델 형상

FPA는 여러 장의 보드로 이루어진 복잡한 전

자 부품 박스로서 FPA 허용온도 범위 요구조건

이 적용되는 부분은 온도에 민감한 내부의 한 지

점에 해당한다. 이 후, FPA의 온도와 해석결과

그래프 상의 FPA 온도는 별도의 언급없이 이 부

분의 온도를 나타낸다.

냉각 장치 내의 히터와 방열판 설계 조건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히터/온도센서

히터 파워 : 50 W 카트리지 타입

온도 센서 : AD590

히터 setpoint : (on/off) 14/15 도

히터/온도 센서 위치 : FPA 부품 박스 표면

방열판 설계

전도성 OSR (Optical Solar Reflector)

면적 : 0.17 m
2

주어진 궤도와 열적 조건에 대하여 온도와 히

터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FPA 냉각 장치의 열설계의 목적이 된다. 현재

광학탑재체 냉각 장치에 대한 기본 열설계가 된

상태이며 이 조건에서의 궤도 열해석 결과의 검

토가 본 연구의 시작점이다.

2.2 FPA 냉각 장치의 현 열설계에 대한

열해석

2.2.1 FPA　냉각 장치 열모델

일반적으로 위성 열해석을 위한 열모델은 기

하 열모델과 수치 열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델의 단계적인 해석을 거쳐 최종 온도 결과를

얻는다. 서정기 등[2]은 냉각장치 부분만의 열모

델을 개발하여 열해석을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는 광학탑재체 전체 열모델을 개발하였고 FPA

냉각 장치는 전체 열모델 내에 포함되도록 하였

다. 또한 탑재체가 장착되는 위성 본체는 탑재체

와 단열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원통형상 정도로만 단순화하여 첨가되었다.

위성 열모델 개발은 Thermal Desktop[3]과 열해

석은 RadCAD[3], SIDNA/FLUINT[4]의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그림 5가 광학탑재체 기하열모델의 전체 형상

이다. 이 모델이 탑재체의 전체 열해석 모델로서,

FPA 냉각 장치는 그 내부에 포함되어 다른 부분

과 함께 해석된다. 히트파이프는 크기가 작은 관

이 다층박막단열재로 싸여져 복사열교환의 영향

을 무시할 정도로 작아 별도의 기하열모델 없이

수치 열모델로 노드 간의 전도 컨덕터로만 모델

링하였다.

2.2.2 FPA 냉각 장치의 현 열설계의 열해석

결과 검토

위성의 열해석 케이스 정의는 열설계 변수가

가장 심각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조합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 위성 운영 모드에 따

라 필요한 다양한 열해석 케이스가 추가된다. 냉

각 장치의 방열판 설계에 대한 해석 조건인 Hot

imaging은 최대 외부 입사 열환경과 위성본체와

광합탑재체의 부품 박스가 임무 수행(Imaging)으

로 최대로 발열하는 경우이고, 히터설계에 대한

해석 조건 Cold standby은 최저 외부 입사 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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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위성 본체와 광학탑재체가 임무 수행을 위

한 대기 상태(Standby)의 경우이다. 각각에 대한

한 궤도 동안의 현재 냉각 장치의 열해석 결과가

그림 6(Hot imaging), 그림 7(Cold standby)에

주어져 있다.

FPA

Thermal Buffer Mass 
(upper)

Thermal Buffer Mass 
(lower)

Radiator
(center)

Radiator
(edge)

one orbit time (sec)

그림 6. (현 열설계) Hot Imaging 열해석 결과

그림 7. (현 열설계) Cold Standby 열해석 결과

Hot imaging 조건에서의 열해석 결과를 보면,

FPA가 10분 임무 수행으로 145W를 방열하는 동

안 순간적으로 약 11도 정도 온도가 상승하여 최

대 허용 한계 온도인 26도에 거의 근접한 온도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계온도 내

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 열을 방출하기 위한 방열

판 크기에 문제는 없다.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구간 일부에서 FPA에 장착된 히터가 동작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히터 duty는

5％ 정도여서 Hot imaging에서는 히터에 대한

충분한 마진을 가지고 있다.

Cold standby 조건에서의 열해석 결과를 보

면, Cold의 열환경에서 언제든지 임무 수행이 가

능하도록 FPA의 온도를 최저 허용 한계 온도인

14도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전 궤도에서 FPA 히

터가 on/off setpoint인 14도/15도에서 계속 동

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의 히터

duty는 약 65% 정도이다.

FPA 히터는 50W 크기의 카트리지 타입으로

FPA 표면에 부착된다. 그리고, 히터 바로 옆에

히터 동작을 제어하는 온도 센서가 부착되어 히

터와 온도 센서가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에 히터

가 동작할 때 온도 센서 위치가 바로 영향을 받

는다. Cold standby의 온도 결과를 보면 히터

setpoint 14/15도(on/off)에 대하여 한 궤도에서

29회 계속적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 히터 동작

횟수를 위성 설계 수명 4년으로 대략 계산하면

(29회 동작 X 하루 15회 공전 X 365 일 X 4년 =

약 63만회)로, 전체 50% 정도를 Cold Standby

조건으로만 가정하더라고 약 30만회 이상을 동작

하게 된다. 비록 현재의 히터설계로 온도 조건과

히터 duty의 기본적인 요구 조건을 충분히 만족

하고 있는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계적

으로 히터 동작을 제어하는 써모스탯의 동작횟수

가 일반적으로 10만회를 보장한다는 점을 보면

약 30만회 정도로 예상되는 히터 동작 횟수는 히

터 자체에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FPA 냉각 장치의 히터설계에

서 이러한 히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을 열해석을 통하여 히터설계 요소를 변화시키

며 찾아보고자 했다.

2.3 히터설계 변경 요소와 설계 제한 조건

일반적인 히터설계의 요소는 히터 파워, 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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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위치, 히터 setpoint, 온도 센서 위치로, 이러

한 요소들이 조합이 되어 원하는 부품 박스를 일

정한 수준 이상의 온도로 유지하게 된다. 본 냉

각 장치의 히터설계에서 히터가 동작할 때 온도

센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과도하게 동작하

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변경 가능한 설계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히터 부착위치 이동

FPA의 허용 온도 범위가 좁기 때문에 히터

동작을 제어하는 온도 센서의 위치는 FPA에 그

대로 위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현재 FPA

냉각 장치에서 이동이 가능한 위치가 방열판 뒷

면과 Thermal buffer mass이다. 두 위치 중에서

방열판 뒷면의 경우는 FPA와 거리가 멀어 방열

판에 부착된 히터로 FPA의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히터 동작 횟수 문제보다는 엄청난 히터 소

비량을 필요로 하여 위성 파워 관점에서 바람직

한 방향이 아니므로 Thermal buffer mass가 이

동 가능한 가장 적당한 히터 장착 위치가 된다.

추가적으로 Thermal buffer mass 내에서도 FPA

로 연결되는 히트파이프 #1의 장착 근처인 상단

(upper) 부근에 히터를 부착하는 것이 히터 열을

FPA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위치이다.

히터 파워와 히터 setpoint

정해진 히터 위치에 대하여 FPA의 온도를 허

용온도 이상 유지하기 위한 히터 파워와 히터

setpoint은 가장 적당한 히터 온도 거동의 결과

가 나올 때까지 반복 계산을 통하여 찾아야 한

다. 이렇게 해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히터설계

요소 설정해가는 과정은 뒤에 구체적으로 기술하

였다.

설계 제한 조건

히터설계에서 냉각 장치의 열적 특징 때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 FPA가

임무 대기 상태를 유지하다가 145W 발열을 하며

동작을 하면 FPA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11도 가

까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FPA의 허용 온도

범위가 14~26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히터가 동작

하는 임무 대기상태의 온도가 14~15도 이하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히터가 부착된 위

치인 Thermal buffer mass의 히터열이 히트파이

프를 통해서 FPA로 전달되기 때문에 FPA에 위

치한 온도 센서에 따른 히터 동작과 그에 따른

FPA 온도 반응 간에 시간차가 있다는 점도 고려

해야 한다. 위성 열제어 측면에서는 충분히 큰

크기의 히터를 부착하여 쉽게 열적 안전성을 확

보할 수 있지만 위성 전체의 효율과 경제적인 측

면에서는 최대 heater duty 조건에 근접하도록

히터 파워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FPA 냉각 장치의 히터설계

개선을 위한 열해석

3.1 히터설계를 위한 해석 단계

히터가 장착되는 부품 박스의 설계 조건과 히

터설계의 제한 조건에서 해석적으로 히터설계 요

소를 설정해 가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히터와

온도 센서의 위치는 위성의 설계 조건을 고려하

여 가장 먼저 선정한 후에 다음의 해석 단계를

거친다.

(STEP 1) 히터 파워 예측

히터와 온도 센서의 위치가 고정된 조건에서

나머지 히터 파워와 히터 setpoint의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히터를 일

정한 온도 범위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

적으로 발열하는 열원으로 가정을 한다. 해석적

으로 히터 장착위치에 부품박스가 최저 허용 온

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열원의 파워크기를 가장 먼

저 찾는다. 일정한 파워크기(P)를 80%의 최대

duty의 히터로 가정하면 히터 파워는 1.25×P로

볼 수 있다. 이 파워 크기를 가지고 on/off 동작

하는 히터로 열해석에 적용하면 실제로는 80%

이상의 duty 결과를 나타내므로 마지막에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히터 파워에 대한 추가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STEP 1에서 예측한 크기가 다

음 단계를 진행하는 초기 조건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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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히터 setpoint 설정

STEP 1에서 예측한 히터 파워로 온도 센서 위

치에서의 온도를 기준으로 부품 박스의 온도를

허용 온도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히터

setpoint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온도 센서의 온도가 부품 박스의 온도를 그대

로 대신할 수 있다면 부품 박스의 최저 허용 온

도가 히터가 켜지는 온도가 된다. 하지만, 부품

박스, 온도 센서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면 부

품 박스 자체의 온도와 온도 센서 위치에서의 온

도 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부품 박스가 최저

허용 온도일 때 온도 센서 위치의 온도를 히터가

켜지는 온도로 설정하면 된다.

히터가 꺼지는 온도는 히터 동작에 따른 온도

해석결과 상의 부품 박스와 온도 센서의 온도 반

응성과 온도 범위의 크기에 따른 최대 허용 온도

의 제한 조건 등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STEP 3) 히터 파워와 setpoint의 미세 조절

최종적인 히터 설계 변수의 설정을 위해 히터

파워나 setpoint에 대하여 미세 조절을 하며 해

석하는 단계이다.

히터 설계를 열해석을 통하여 해석적으로 접

근하는 방식은 이상적으로 설계 요구 조건을 만

족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히터 소비량으로 부품

박스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위성 열설계에서는 온도 해석 결과나 하드웨어인

온도 센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온도 마진 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FPA 냉각 장치의 히터설계 단계에 따른

열해석 결과

냉각 장치의 현 히터설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문제에 앞 절에서 제안한 히터설계

단계를 적용하였다. 각 단계에서 만족하는 수준

의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값을 바꿔가

며 여러 번의 해석과정을 거쳤고, 최종 변수값에

대한 해석결과 그래프가 그림으로 주어져 있다.

그리고 히터설계를 위한 열해석은 냉각 장치가

가장 많은 히터를 소비하는 Cold standby의 해

석 조건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냉각 장치의 히터설계 변경 요소 중에서 히터

장착위치는 FPA 자체를 제외하고 장착 조건이나

열적 조건을 고려하여 Thermal buffer mass의

상단부(upper)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먼저 열해석 모델에서 히터를 Thermal buffer

mass(upper)에 일정한 열원으로 가할 때 FPA의

온도가 최저 허용 한계온도인 14도 이상에서 가

장 근접하도록 하는 열원의 파워크기를 찾았다.

STEP 1의 냉각 장치 해석 결과가 그림 8에 주어

져 있다. 그 결과는 40W의 일정한 파워를 적용

하였을 때 FPA의 온도가 14도에 매우 근접한 상

태로 온도가 안정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냉각 장치의 열전달 경로가 FPA에서 방열판 방

향으로 전달이 되어 순차적으로 온도가 낮아져야

하지만 현재는 Thermal buffer mass에 열원이

설정되어 있어 이곳이 FPA보다 약간 높은 온도

를 가진다. STEP 1의 최종 결과로 일정한 열원

조건의 파워 결과인 40W를 최대 허용 duty인

80%를 가진 50W 히터로 바꾸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STEP 2의 히터 setpoint 설정에 대한

해석 결과가 그림 9에 주어져 있다. 이것은

Thermal buffer mass(upper)에 14.5/15.5도

(on/off)로 동작하는 50W 히터를 부착하였을 때

의 결과이다.

히터가 켜지는 온도는 FPA에 온도 센서가 위

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허용 한계온도인 14도로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 해석을 하는 과정에

서 Thermal buffer mass 쪽의 히터가 FPA 온도

가 14도에서 켜지더라도 FPA 온도가 13.5도까지

하강했다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즉, FPA와 히터

장착 위치 사이의 거리로 인하여 히터가 켜지더라

고 온도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지연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FPA의 온도가 14.5도가

되었을 때 Thermal buffer mass 쪽에서 미리 히

터를 켜주어야 FPA가 14도에 도달하였을 때 히터

열의 영향을 받아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실제 해

석을 통하여 히터 설계를 하는 부품의 온도 거동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히터가 꺼지는 온도는 FPA가 동작하며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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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TEP 2) Thermal Buffer Mass 50W,

14.5/15.5(on/off) 히터 조건 Cold Standby 열해석 결과

그림 10. (STEP 3) Thermal Buffer Mass 60W,

14.5/15.5(on/off) 히터 조건 Cold Standby 열해석 결과

그림 8. (STEP 1) Thermal Buffer Mass 40W 열원 조건

Cold Standby 열해석 결과

할 때 11도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하여 임무 대

기 상태의 온도는 최대 15도 이내를 유지해야 제

한 조건 때문에 15.5도로 정하였다.

현재 열설계에서 히터와 온도 센서 위치의 근

접으로 히터동작 시에 온도 센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궤도 당 29회, 위성 임무기간 동안

약 30만회에 이르는 과도한 히터 동작 횟수의 문

제가 있었다. 하지만, 히터 위치 이동으로 히터와

센서간의 상대적 거리가 멀어져 STEP 2 단계에

서는 궤도 당 2회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또한, 해

석 결과 히터 duty는 약 83%를 나타내어 STEP

1의 일정한 열원을 80%로 duty로 한산하여 실제

히터 파워로 적용하였을 때는 더 높은 히터

duty를 필요로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STEP 3에서는 STEP 2의 결과

를 바탕으로 히터설계 개별 요소의 값을 미세 조

절하면서 히터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

고, 나아가 비록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설계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을 경감할 수 있

도록 하여 최종 설계결과를 얻는 단계이다.

STEP 3의 최종 열해석에 대한 결과가 그림 10

이다. STEP 2 단계에서 80% 이상의 결과를 나타

내었던 히터 duty를 낮추기 위해서 히터

setpoint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히터 파워 크

기를 증가시켜가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50 W

에서 60W로 증가시켰을 때, 히터 duty의 크기는

83%에서 68%로 감소하여 충분히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이다.

사실 위성시스템의 파워 측면에서는 가능한

최대 duty에 근접하도록 하면 히터 소비량이 줄

어들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열제어 측면에서는

최대 duty에 근접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히터 duty를 요구 조건보다 낮은 수

준이 되도록 하여 충분한 열적 안전성을 확보한

다. 그래서 50W보다 약간 큰 히터 파워의 크기

로 80%의 히터 duty 조건을 만족하도록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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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가능하지만 68% duty의 60W를 최종적

인 값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때 한 궤도에서 4회의 히터가 동작

하여 위성 임무 기간(4년) 전체로 고려하면 히터

동작 횟수가 약 6만 5천가 된다. 이 수치는 현재

열설계에서 예상된 30만회의 22%에 해당되어 상

당히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궤도 관측위성 광학탑재체

냉각장치의 현 열설계에 대한 해석결과에서 위성

의 설계 임무기간 동안 히터의 과도한 동작으로

열제어 하드웨어에 부담이 예상되어 히터설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열해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히터설계를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이를 FPA 냉각장치의 히터설계 개선 방안을 찾

는데 적용하여 만족할 만한 해석결과를 나타내는

설계 요소값을 얻을 수 있었다.

- 광학탑재체 냉각 장치에 대하여 현 히터 설

계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하여 설계 요구 조건,

설계 요소 및 해석 결과에 따른 열적 특성 등의

제반 사항을 판단하여 설계 제한 조건을 분석하

였고, 해석적으로 히터 설계를 위한 경계 조건을

도출하였다.

- 최대한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열해석

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히터설계 방식을

제시하였다.

- 저궤도 관측위성 냉각 장치에 열해석을 이용

한 히터설계는 통하여 현 열설계보다 상당히 개선

된 결과를 나타내는 설계 조건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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