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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O-KOMPSAT-2 (GK2) program, which develops two advanced geostationary

satellites simultaneously after the successful COMS mission (2010~present), is on going.

An improved next generation meteorological payload and space weather sensors will be

equipped on the GK2A. The space weather sensor will be the Korea's first

geostationary space environment monitoring payload. Main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its applications into space weather forecasting and pre-warning of hazardous space

weather by monitoring physical phenomena such as distribution of high energetic

particles, Earth's magnetic fields and charging currents on the spacecraft at a

geostationary orbit using the three space weather sensors(energetic particle detector,

magnetometer and charging monitor). The summary of the GK2A space weather sensor

development and its system and interface designs were described in the paper.  

초   록

천리안위성(2010년 발사)의 성공적인 개발을 바탕으로 두 기의 위성을 동시에 개발하는

정지궤도 복합위성(GEO-KOMPSAT-2)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정지궤도 복합위성 중

GEO-KOMPSAT-2A(GK2A)위성에는 차세대 고성능 기상 탑재체와 우주기상 탑재체가 개

발·탑재될 예정이다. 국내 주도로 개발되는 우주기상 탑재체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지궤도

용 우주기상 센서가 될 예정이다. 세 가지 종류의 우주기상 탑재체(고에너지 입자 검출기,

자력계, 위성 대전 감시기)는 정지궤도에서 우주공간에 대한 물리적 현상(고에너지 입자

분포, 지구 주위의 자기장, 위성 대전 전류)을 관측하여 우주기상 예·경보에 활용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K2A위성의 부탑재체인 우주기상탑재체 개발 요구사항, 시

스템 설계 및 접속 설계에 대해 요약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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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주기상탑재체 및 이를 통해 획득되는

관측자료의 예(위:고에너지 입자검출기(PD),

중간:자력계(MG), 아래: 위성대전감시기(CM))

1. 우주기상탑재체 개발

정지궤도복합위성 프로그램의 두 기의 위성 중

2A 위성의 부탑재체로 우주기상 탑재체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지궤도용 우주

기상 센서이며 국내 주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1].

최근의 우주기상미션들과 미션에 사용된 우주기상

탑재체 그리고 정지궤도 위성용으로 개발되고 있

는 우주기상 센서와 자료들의 활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2,3]. 정지궤도

복합위성 우주기상 탑재체 개발의 목표는 정지궤

도에서 우주공간에 대한 물리적 현상 (고에너지

입자 분포, 지구 자기장, 위성 대전 전류)을 관측

하여 우주기상 예·경보에 활용하기 위함이다(그림

1). 우주기상관측임무 운영기간 동안 취득되는 관

측 자료들의 활용 분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정지궤도 기상 위성 오동작을 유발하는 고에

너지 입자와 위성의 대전 현상 감시

2) 위험 상황 발생 시 위성 운영자에게 신속하게

우주기상 정보 제공

3) 통신사, 군, 정부기관 국내 위성 운영자에게

유용한 우주기상 정보 제공

4) 우주공간의 물리적 변화가 기상현상 및 실생

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로 활용

5) 우주기상 현상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우주기상 요소에 대한 예보 및 특보

를 발령할 수 있는 수치 모델 입력 자료로 활용

2. 우주기상 탑재체 성능요구사항

2.1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PD)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는 세 종류의 탑재체 중 핵

심적인 센서이며 주요 성능 요구사항 [4]은 다

음과 같다.

 100 keV 이상 2 MeV이하의 에너지 범위에 해

당하는 전자를 측정한다.

 에너지 분해능(△E/E)은 최소 30% 이하이어야

한다.

 최소 매 0.33초마다 단위 에너지, 단위 입사방

향에 따른 입자 플럭스를 측정하여야 한다.

 최소 5 방향에 대해 입자들의 입사 방향을 구

분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geometric factor는 최소 10-3cm2·sr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입자에 의한 오염(contamination)이 효율

적(3% 이하)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계수해상도(count resolution)가 로그

(pseudolog) 스케일로 8 bits 이상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2.2 자력계(MG)

 자력계는 3축에 대해 -350nT에서 +350nT까지

의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nT 이하의 측정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매 0.1초 이하 간격으로 3축에 대한 자기장 정

보를 생성해야 한다.

2.3 위성대전감시기(CM)

 위성대전감시장치는 -3 pA/cm2에서 +3

pA/cm2의 대전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0.01pA/cm2 이상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고에너지 입자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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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1초 이하 간격으로 생성하여야 한다.

3. 우주기상 탑재체 설계 요구사항

3.1 시스템 설계

우주기상 탑재체의 운영수명은 7개월의 발사,

초기운영 및 궤도상시험 이후 최소 10년이 되어

야 한다. 또한 발사, 초기운영 및 궤도상 시험 기

간(약 7개월) 및 10년 운영 후에 우주기상탑재체

신뢰도는 MIL-HDBK-217F Notice 2에 따라 평가

될 때 0.7이상이어야 한다. 우주기상탑재체는 고

장 발생시 고장 확산을 방지하고 치명적인 손상

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우주기상 탑재체의 payload 데이터는 science

데이터와 payload SOH, 및 engineering 데이터

(spacecraft ancillary data 및 payload

engineering data)로 구성된다(그림 2). 또한 최소

한 다음의 부가 데이터가 science 데이터와 같이

위성체로 전달되어야 한다.

1) 원시 데이터로부터 calibration 및 자료처리를

통해 2차 혹은 3차 데이터(Level 2 or Level3)

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payload engineering

data.

2) 탑재체의 운영, 안정성 및 동작 상태 등을 감

시하는데 필요한 payload SOH 데이터(일반적

으로 housekeeping data 혹은 탑재체 텔레메

트리를 의미함)

그림 2. GK2 탑재체 데이터 용어 정의

3.2 전기적 설계

우주기상 탑재체는 다음의 전기적 안정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 된다.

1) 우주기상 탑재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접속이

잘못되는 일이 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전자 장비는 어떤 경우에도 장비 내 혹은 인

접한 물질에 점화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서는 안 된다.

3) 인체와의 접촉이 있는 경우 전자 장비는 교류

전압(AC voltage)의 실효치가 30 VRMS 또는

평균치가 50 V DC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4) 노출된 전도성 있는 부분은 항상 접지가 되어

야 한다.

5) Dead end wires는 완전히 절연되어야 한다.

6) 단락(short)에 따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전

선은 이중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7) 가연성 혹은 유독한 물질의 사용은 최소화해

야 하며 유독한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연소

성 물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위성체와의 접속 요구사항

우주기상 탑재체와 위성체의 접속을 위한 요

구사항은 접속문서에 기술되어 관리될 예정이다

[5]. 우주기상 탑재체의 총 질량은 8kg(TBD)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때 질량은 위성에 조립된

장치들과 발사 형상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

든 부품들을 포함한 것이다. 우주기상 탑재체 센

서부는 위성 외부 하단부의 바닥면에 장착된다.

이 경우 센서부는 위성과 열적으로 분리되며 따

라서 열제어는 탑재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

위성 내부에 위치하는 우주기상 탑재체 전장품은

위성과 열적으로 연결되며 위성으로부터 열제어

를 제공받는다.

우주기상 탑재체와 위성본체의 전기접속 설계

는 다음과 같다.

 우주기상 탑재체의 전장품과 히터의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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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기 위한 전기접속

 전력제어를 위하여 위성본체의 Discrete 명령

을 사용하고, Discrete 명령 인터페이스에 대한

잉여 전장품이 있는 경우 위성본체와 충분히

cross-strap 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우주기상 탑재체의 Science 데이터와 텔레메트

리를 위성본체와 통신하기 위하여 RS-422를

사용하고, RS-422 인터페이스에 대한 잉여 전

장품이 있는 경우 위성본체와 충분히

cross-strap 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우주기상 탑재체의 텔레커멘드와 위성의 고장

관리와 운영을 위한 중요한(Critical) 텔레메트

리를 위성본체와 통신하기 위하여

MIL-SDT-1553B 데이터 버스를 사용하고,

MIL-STD-1553B 데이터 버스에 대한 잉여 전

장품이 있는 경우 충분히 cross-strap 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우주기상 탑재체의 시간정보 신호 처리를 위

한 위성 본체와의 인터페이스는 잉여 전장품

이 있는 경우 충분히 cross-strap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함.

 우주기상 탑재체의 안전모드 진입 명령을 위

한 위성본체와의 인터페이스는 잉여 전장품이

있는 경우 충분히 cross-strap 되도록 설계되어

야 함.

위성본체 전력은 위성본체의 보호를 위해 퓨

즈를 사용하여 우주기상 탑재체에 공급된다.

우주기상 탑재체는 입력 전력의 상태를 하드라인

으로 위성 본체에 제공해야 한다. 우주기상 탑재

체는 입력 전력의 공급과 차단을 위하여 스위칭

소자를 가져야 하며 위성 본체는 우주기상 탑재

체의 스위칭 소자를 구동하기 위하여 펄스 명령

을 제공한다.

우주기상 탑재체의 평균전력은 9W(TBD) 이하

가 되도록 개발되며 임의의 20ms 동안 측정된 우

주기상 탑재체의 최대 전력은 10W(TBD) 이하가

되도록 한다. 우주기상 탑재체의 전장품에 대한

입력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도 우주기상 탑재

체의 survival 히터 전력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

야 하며 우주기상 탑재체의 survival 모드에서 최

대 소모전력은 9W(TBD) 이하가 되도록 한다.

우주기상 탑재체는 science 데이터와 텔레메트

리를 위성 본체와 통신하기 위해 RS-422를 사용

하고, 텔레커맨드와 일부 중요한 텔레메트리를

위성본체와 통신하기 위하여 MIL-STD-1553B 데

이터 버스를 사용한다. 우주기상 탑재체는

science 데이터와 텔레메트리를 위성 본체와 통

신하기 위하여 RS-422를 사용하고, RS-422은 잉

여 전장품이 있는 경우 위성본체와 충분히

cross-strap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RS-422 인

터페이스의 최대 데이터 전송률은 19.2kbps를 초

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우주기상 탑재체

는 위성본체의 1 Hz time-mark 펄스신호에 동기

화 되며 위성 본체는 우주기상 탑재체에 온보드

의 시간정보를 제공한다.

위성체 외부 하단면에 부착되는 우주기상 탑

재체 센서부의 접촉면 온도는 다음과 같이 보증

된다.

-40°C to +75°C for Non-Operation (TBD)

-30°C to +55°C for Operation (TBD)

반면 위성체 내부 -Y[TBD] 벽면에 부착되는

우주기상 탑재체 전장품의 접촉면 온도는 다음과

같이 보증 된다.

-40°C to +75°C for Non-Operation (TBD)

-25°C to +55°C for Operation (TBD)

5. 탑재체 설계

그림 3에 KSEM PD의 개략적인 구성과 측정

원리를 나타내었다. KSEM PD는 Silicon Process

를 이용하여 제작된 SSD(Solid State Device) 형

태의 서로 다른 두께를 갖는 Foil(F), Open(O),

Thick(T) 검출기와 입사 유량 조절을 위한

Attenuator 등으로 구성되며, 각 검출기의 다양

한 조합에 따라 각각 다른 에너지 레벨의 전자와

양성자를 측정하게 된다.

입사된 고에너지 입자는 검출기와 충돌하여

입자 에너지에 비례하는 전자-정공 쌍

(Electron-Hole Pair: EHP)을 생성하고, 이에 따

른 전류를 전압 신호로 변환한 후, 파형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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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Shaping)등의 신호 처리 과정을 거쳐 입

자 에너지를 측정하게 된다. PD의 헤리티지 센

서는 THEMIS(Time History of Events and

Macroscale Interactions during Substorms) 미션

에 사용된 SST(Solid State Telescope)와

MAVEN(Mars Atmosphere and Volatile

EvolutioN) 미션에 사용된 SEP(Solar Energetic

Particle)로 현재도 정상적인 입자 에너지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3. 우주기상탑재체 PD 센서의 구성과 관측

원리를 보여주는 개념도

그림 4. 우주기상탑재체 PD의 검출기 구조 변경

(위: MAVEN PD 검출기, 아래: KSEM PD 검출기)

그림 5. 우주기상탑재체 PD 추가 검출기 수용으로

인한 크기 조정(왼쪽: MAVEN SEP, 오른쪽: KSEM PD)

그림 4에 KSEM PD의 검출기와 Heritage 센

서인 MAVEN 미션 [6]에 사용된 검출기의 차이

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KSEM PD의 검출기는

요구사항인 최대 2MeV까지의 측정 범위를 만족

하기 위하여 검출기의 두께를 변경하여 설계될

예정이다. 즉, 기존 MAVEN SEP의 검출기에서

는 1.2MeV까지의 에너지 측정을 위해

O+T1+T2+F의 Stack 구조를 이용하였으나,

KSEM PD의 경우, 4개의 T 검출기를 추가한 설

계 변경을 통해 O+T1+T2+T3+T4+T5+T6+F의

Stack 구조를 활용하여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예

정이다. 또한 검출기의 설계 변경에 따라, 그림 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 12mm 길이와 14g의 질

량 증가가 KSEM PD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우주기상탑재체(PD, MG, CM) 및

전장박스(IDPU)의 장착위치[TBD]

우주기상 탑재체(PD, MG, CM)는 그림 6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위성의 바닥면과 측면에 장착될

예정이며, 특히 PD의 경우 6 방향의 관측이 가

능하도록 총 3개의 PD가 바닥면에 배치된다. 이

와 같이 3개의 PD가 장착되었을 때, 각 PD가

위성체 구조물과의 간섭 없이 관측 범위가 중복

되지 않는 최적의 관측이 가능한 시야각

(Field-Of-View: FOV) 확보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 결과

20°×20°의 FOV를 얻었으며, 이에 대한 3차원적

모델과 그 결과를 그림 7과 그림 8에 각각 나타

내었다.

그림 7과 그림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3개의

KSEM PD는 20°×20°의 FOV를 가질 때, 위성체

구조물과의 간섭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이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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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각 PD의 관측 범위의 중복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 위성의 바닥면(-Z)에 장착된 세 개의

PD들과 각각의 시야각 분포(FOV=20°x20°)

그림 8. 우주기상탑재체 PD 시야각(20°x20°)에 따른

세 개의 PD(PD1,PD2 &PD3)의 극좌표

방위각(Azimuth angle) 및 편각(Polar angle) 분포

그림 9. 우주기상탑재체 전장박스(IDPU)

Envelope[TBD]

위성체 내부에 장착되어 우주기상 탑재체 센

서와 위성 본체를 연결하여 전원 공급, 각종 데

이터 전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장 박스인

IDPU(Instrument Data Processing Unit)의 구조

물 형상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10. 우주기상탑재체 전기적 설계 블록

다이어그램[TBD]

 그림 9에 나타낸 IDPU는 Redundancy를 고려

하여 3장의 PDB(Particle Detector Electronics

Board), 2장의 DCB(Data Control Board) 및 2장

의 PSB(Power Supply Board)로 구성된다. IDPU

를 통한 KSEM 센서와 위성체가 전기적으로 연

결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6. 우주기상탑재체 운영개념

그림 11. 우주기상탑재체 Top Level 운영개념을

보여주는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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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상탑재체의 운영은 크게 정상운영모드

(정규운영)와 비정상운영(특별운영) 모드로 구분

된다. 정상 운영 모드에는 탑재체의 검교정을 위

한 Calibration Mode와 정상적인 관측 수행을 위

한 Science Mode가 이에 해당되며 Fault

Management 및 Emergency Operation과 관련된

비정상운영모드는 Safe Mode 및 Survival Mode

로 각각 분류된다(그림 11).

위성체가 정규운영 상태에 있을 때 위성체 자

세는 지구를 지향하도록 하며, 우주기상탑재체는

우주기상 미션을 수행한다. 지상에서는 우주기상

탑재체로부터 관측자료 및 탑재체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텔레메트리를 수신한다.

비상운영상태는 위성체 일부가 비정상적인 상

태를 보이는 경우로, 위성체 자세가 심한 교란을

나타낼 때, 우주기상탑재체는 관측을 중단하고

Safe Mode로 들어간다. 위성체는 운영절차에 따

른 지상 명령에 의해 복구 절차가 수행된다.

생존모드는 위성체의 자세 제어가 완전히 안

되거나 전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위성체는

극단적인 Survival Mode로 들어가게 된다.

Survival Mode가 선언되면, 우주기상탑재체는

전원을 끄고, 위성체는 태양을 지향한다. 위성은

지상 운영 절차에 따라 복구작업이 수행된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A에 기상탑

재체과 함께 개발되어 장착되는 우주기상탑재체

의 개발 목적 및 탑재체의 성능요구조건,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접속 요구조건 및 탑재체 시스템

설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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