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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2년 8월 11일 대한민국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1호(KITSAT- 

1)가 아리안 발사체에 의해 남미 꾸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 약 2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위성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

하였다. 무궁화위성(KOREASAT), 다목적실용위성(KOMPSAT), 

과학기술위성(STSAT), 통신해양기상위성(COMS) 등 많은 첨단 

위성들이 개발 되었다. 본 연구는 2013년 11월 21일 러시아 야스

니 발사장에서 발사된 과학기술위성 3호(STSAT-3)에 탑재된 광

학계인 초소형 영상분광기 COMIS(compact imaging spectro- 

meter)의 진동응답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설계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인공위성은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종류의 탑재

체를 장착한다. 탑재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광학계이다. 

우주용 광학계는 설계에서부터, 분석, 해석, 평가 등 전 수명 주기

에 걸쳐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구조체이다. 또한 외부로 부터

의 충격에 의한 외란, 오염 등에 매우 민감한 구조체이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 위성용 광학 구조

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여러 연구자에 의해 상당부분 수행 되었

다
[1-3]

. 위성에 장착되는 광학계는 위성에 부착되어 발사체에 의해

서 위성의 본체와 같이 발사된다. 따라서 지상에서는 제작, 시험, 

운송, 발사 등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진동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진동 외란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환경

시험을 발사 전에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광학계의 제작 성공 

혹은 실패가 판명된다.

본 연구에서는 광학계의 진동응답에 대한 정확한 해석, 모델링 

및 시험을 통하여 해석 및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광학계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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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차 및 결과를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

은 실제 경험뿐만 아니라 이론적 기초의 확립이 중요하다.

2. 구조체 진동 해석의 이론적 수식화 

2.1 랜덤입력에 의한 진동 응답

위성 탑재체의 경우 제작에서 부터 이송 및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될 때 까지 다양한 외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외란으로 부터 

내부의 부품 및 전자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동에 대

한 내구성을 가지게 설계해야 한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외란(힘)

은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즉 사인 정현파, 랜덤, 충격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랜덤진동의 경우는 위성의 구조체 및 탑제

체를 개발 할 때 진동 시험의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랜덤진동

과 같은 불규칙한 진동은 일반적으로 확률론적 접근 방법에 의해

서 해석을 수행하며 에너지 스팩트럼 밀도 PSD(power spectral 

density)로서 그 정량적인 단위를 표현한다. 진동의 대표적 물리량

인 속도, 가속도, 변위 등은 모두 PSD의 단위로 표현 될 수 있으며 

또한 모두 진동의 입력 가진 물리량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확률론적 

해석방법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적용 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4-8]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구조

체의 경우 랜덤진동을 해석 할 때, 선형시스템이라 가정하고 정적

랜덤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동은 입력에 대한 응답을 

계산하는 것으로써 랜덤입력이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일정하다

고 가정하면 랜덤변수 의 제곱의 평균 


은 식 (1)과 같다.



 lim
→∞


 




 (1)

랜덤진동의 변수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lim
→∞


 




 (2)

의 시간함수를 푸리에(Fourier) 방정식으로 변환한 다음 진

동수 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 식 (3)과 같다.

 


 
∞

∞

 (3)

시간차 를 가진 랜덤 진동의 자기상관함수에 대한 푸리에 변환

은  로 나타나는 에너지밀도 함수이다.

  


 
∞

∞

 
 (4)

임의의 외력함수 가 작용하는 스프링-무게-댐퍼 시스템 

의 응답은 충격함수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5)과 같이 

표현된다.

 





sin (5)

여기서 는 댐핑 고유진동수이며   이다. 식(2)를 

식 (4)에 대입하여 충격응답함수로 나타내면 식 (6)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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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식 (6)의 적분에서 를 충격응답함수  




 

로 정의하고   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 수식을 식 

(6)에 대입하여 정리를 하면 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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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위의 식에서 두 적분항은 충격응답함수의 푸리에 변환이며 

와 상당복소수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를 ∞에서 ∞까지 적분한 값이다. 주파수 응답함수 

를 사용하여 식 (7)을 다시표현하면

   






 
∞

∞









   (8)

여기서 와 는 각각 외부힘 입력함수 에 대한 자기 상관

함수와 PSD를 각각 나타낸다. n-개의 입력에 대한 스팩트럼 밀도 

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9)

응답 의 제곱의 평균 응답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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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법에 의한 진동해석의 경우 각각의 요소에 해당하는 질

량은 각각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강성을 가진 스프링으

로 연결된 질량, 댐퍼의 다자유도계 시스템이 된다. 다자유도계 시

스템의 경우는 정규모드행렬 을 가지고 있으며 변환함수 

 의 대각행렬이 존재한다.

  


 
  ∙











 

 


∙










(11)

본 연구에서의 COMIS 광학계의 진동응답을 얻기 위한 수치해

석 방법으로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을 사용한다. 

유한요소의 각 요소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노드들은 독립적인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자유도계 시스템이며, 구속된 자

유도와 비구속 자유도로 구성된 일반적인 유한요소 진동해석 평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2)

여기서  는 구속되지 않은 자유도이며 는 랜덤하중에 의

해 가진되는 구속된 자유도이다. 구속되지 않은 자유단의 변위는 

가상-정적변위와 동적변위로 구성된다.

  (13)

랜덤진동의 입력에 대한 응답은 변환함수(transfer function)와 

모드중첩법(mode superposition)에 의해서 계산 되어질 수 있다. 

자유단의 i-번째 변위응답의 평균제곱은 식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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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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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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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여기서 는 모드형상행렬, 는 노드 가진행렬, 는 번째 모드

를 형성하는 번째 요소, 는 변위응답 행렬이다.

2.2 충격진동 응답

위성의 탑재체는 위성구조체에 장착되어서 발사체에 의해서 우

주공간으로 이동된 다. 이때 발사체의 점화에 의한 충격, 위성의 

분리 및 태양전지판의 분리 시 파이로에 의한 충격 등의 외란을 

받는다. 이러한 충격하중에 대한 응답은 수천에서 수만 Hz의 영역

에 걸쳐서 분석된다. 부족감쇠(under damped)의 경우 j방향의 기

저가진 에 대한 식 (18)의 해는 다음과 같다.

 








 
sin    (18)

여기서 는 번째 모드의 방향의 기여도 (participation factor)

를 나타낸다. 충격진동해석의 경우 응답의 최대값을 얻기 위한 것

이 목적이며, 최대응답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ax
 






 





 

sin   





max for all t

(19)

3. 진동 시험 및 유한요소 모델

3.1 진동시험

모든 위성의 구조체는 발사 전 지상에서의 개발단계에서 환경시

험(열진공, 진동)을 반드시 수행하게 된다. 발사 단계에서 가진 되

는 높은 수준의 진동, 충격, 음향 환경에 대하여 위성의 구조체들

이 안전 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COMIS는 위성탑재 광

학계이기 때문에 진동에 특히 민감하며, 진동 외란에 대하여 충분

한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비행모델

(FM; flight model)에 대하여 인수수준(acceptance level)의 랜

덤 및 충격 진동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은 진동시험의 절차를 

나타낸다. 

주 랜덤 진동시험 전후에 낮은 수준의 랜덤 진동시험을 수행함으

로써 진동시험 후 위성체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전 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진동시험은 각 축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며, 진동시

험기로는 Ling Electronics 1216VH 전자식 가진기가 사용되었

다. Fig. 2는 인수수준의 랜덤 진동시험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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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inspection)

Low level random test : 2.0 g

 (inspection)

Main random test : 10.0 g

 (inspection)

Low level random test : 2.0 g

Fig. 1 Vibration test sequence & level

Fig. 2 Random vibration test profile

Fig. 3 Shock vibration test profile

Fig. 4 Setup for vibration test 

Fig. 5 Sensor position for shock test of COMIS

약 10 g의 수준으로 가진되었다. 충격진동(shock vibration)은 외

부의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입력되는 외부의 충격력에 대한 

진동형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위성 부품의 경우 랜덤 및 충격

진동시험의 수준은 발사체에 종류에 의해서 결정된다. 발사체의 종

류에 따라서 발사순간의 진동 및 충격의 수준이 틀리기 때문이다. 

Fig. 3은 충격 진동시험의 수준을 나타낸다. 100~10,000 Hz의 영

역에서 최고 1,000 g 정도의 가속도로 가진한다. 충격진동은 단시

간에 수백에서 수천 배의 중력가속도(g)로 가진되기 때문에 구조체 

내부에 탄성충격파를 발생시키며, 이것은 구조체의 형태에 따라서 

큰 손상을 줄 수 있다.

Fig. 4는 진동시험을 위한 셋업사진이다. 진동시험에서는 각 부

분의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속도계를 부착한다. 가속도 센서

로 Kistler, 500 g 단축 센서와 3축 센서가 동시에 사용되었다. 단

축 센서는 가진을 위한 제어센서로서 테이블의 끝에 장착되었고 

나머지는 응답을 얻기위한 3축 센서이다. 충격시험을 위해서는 

2,000 g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진동센서가 부착되었다. 가속도 

센서가 부착되는 위치는 COMIS 광학계의 진동특성을 가장 잘 표

현 할 수 있는 위치이다. Fig. 4와 Fig. 5는 각각 랜덤진동과 충격

시험을 위한 셋업장치이며 가진은 바닥면에서 이루어진다. 랜덤진

동의 경우 x,y,z 각 축에 대하여 가진이 되었고 충격시험의 경우는 

바닥에서 수직 상 방향으로 충격하중이 가진되었다.

진동시험의 결과로는 가속도, 속도, 변위, PSD, 전달률(trans-  

missibility) 등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력대

비 출력비율, 댐핑계수 등을 구할 수 있다. Fig. 5는 충격진동시험

을 위한 장치 및 센서의 위치를 나타낸다. 부착된 센서를 통하여 

위치에서의 입력 가진에 대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 랜덤시험과 충

격시험에서 센서의 위치는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것은 랜덤

진동과 충격진동의 특성이 틀릴 뿐만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3.2 전산구조 유한요소해석

COMIS 광학계의 모달해석을 위하여 먼저 3D 캐드 소프트웨어

로 모델링을 하였다. 전산구조해석(FEA)을 위해서는 이 3D 캐드 

모델을 유한개의 요소로 분할하는 요소 생성(mesh generation) 과

정을 거쳐야 한다. 상용 캐드 및 전산해석 소프트웨어인 NX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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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IS FEA model for modal analysis

Mode Frequency (Hz)

1
st
 mode 636

2
nd

 mode 805

3
rd

 mode 898

4
th
 mode 1080

5
th
 mode 1310

6
th
 mode 1400

Table 1 Mode analysis results

1
st
 636 Hz 2

nd
 805 Hz

3
rd

 898 Hz 4
th
 1,080 Hz

5
th
 1,310 Hz 6

th
 1,400 Hz

Fig. 7 Mode shape and frequency of COMIS

6.2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체를 쉘, 빔, 솔리드, 강체 및 질량요

소 등을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고 전체 구조체의 요소 수는 97,234

개 이며 절점 수는 299,320개이다. Fig. 6은 COMIS의 모달 해석

을 위한 FEA모델이다. 유한개의 요소로 분할된 FEA모델을 실제 

모델과 가장 흡사하게 모델링 할수록 정확한 해석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에, 유한개의 요소로 분할하는 요소 생성이 기술의 중요한 요

소이다.

랜덤진동은 확률론적 입력에 대한 응답의 해석으로써 실제 자연

계의 진동현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스팩트럼 해석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입력 가진에 대한 진동

계의 응답을 얻는 것으로써 가진 및 응답을 표현하는 변수는 가속

도, 속도, 변위 또는 힘 등이 될 수 있다
[8]

. 스팩트럼 해석의 중요성

은 아주 불규칙한 고주파 진동의 경우 과도해석에서는 하중을 제대

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십~수천 Hz의 주기를 가지는 

가진 하중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시간 간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있다. 일반적인 산

업 부품의 경우 정현파, 랜덤, 쇽 등의 진동해석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형태의 진동시험은 실제의 진동현상과 아주 흡사하게 가진 

하기 위함이다. 진동 수준, 시간, 종류 등은 진동시험의 핵심이며 

이론적 해석에 있어서 도 중요하다.

4. 시험 및 해석결과

COMIS는 과학기술위성 3호에 탑재된 광학계로서 Fig.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내부에 다양한 형태의 반사경 및 전장 구조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전체적인 구조물의 재료는 알루미늄 구조체에 복합

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가 사용되었다. 많은 부품들이 볼트에 

의해서 체결된 구조이며 이러한 구조물에 대하여 전산 유한요소해

석 결과와 실험치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모델링, 해석이론 등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Table 1은 COMIS의 모달해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첫 번째 모

드는 약 636 Hz에서 나타나며 예상한 것과 같이 배플의 자유 진동 

모드이다. Fig. 7은 COMIS의 각 모드의 형상과 공진 주파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본 주파수를 먼저 계산한 다음 모드중첩법 

(mode superposition method)에 의하여 랜덤진동의 응답을 계산

한다
[9]

.

스팩트럼해석은 모드중첩에 의해서 해를 구하기 때문에 먼저 구

조 시스템의 동적응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모드를 계산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차의 30개 모드를 사용하여 스팩트럼 

해석을 수행하였다. COMIS와 같이 다수의 구조체가 볼트로 연결

된 복잡한 구조물의 경우는 비교적 많은 수의 모드를 중첩 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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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andom vibration responses of FEA analysis and experiment

(a) experiment results

(b) FEA results

Fig. 9 Shock responses of COMIS for both experiment (a) and 

numerical finite element analysis (b)

더 정확한 응답을 구할 확률이 높다. 또한 진동시험 시 가진에 의해 

볼트 체결 부위의 슬립 및 구조물의 비선형 변형 등으로 인해 전체 

구조체의 강성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고주파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모드해석에서는 해석하려는 유한요소

모델의 자유도 수 만큼의 모드가 존재하며 이러한 모드를 전부 계

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구조체

의 형상, 무게 및 특성 등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 

고차 모드에서는 실험치와 해석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조체의 진동응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저

차의 모드들이기 때문에 고차 모드에서 차이가 나타나더라도 저차

모드에서 잘 일치하면 비교적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졌다고 신뢰할 

수 있다. Fig. 8은 COMIS 광학계의 랜덤 진동결과를 비교한 것이

다. 유한요소 수치해석의 결과와 실험값이 매우 잘 일치한다. 그래

프에서 상대적으로 가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꼭지점 들의 주파수는 

공진주파수 이며 Table 1에 나타낸 모드들의 기여도를 확인 할 수 

있다. 어느 특정한 주파수 영역의 응답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하

기 위해서는 그 주파수 대 영역의 모드들을 전부 계산해서 중첩을 

하면 실험치와 매우 근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약 800 Hz 영역에서 나타나는 

모드의 영향력이 가장크며 입력 가진에 대한 응답 가진의 전달율도 

40~50배 정도로 매우 크다. 그래프에서 3차 모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센서의 부착 위치가 3차 모드가 잘 검출되지 않는 위치에 부

착되었기 때문이다. 입력 가진에 대한 응답을 실험치와 해석치를 

비교 하였다.

Fig. 9는 충격시험결과와 전산해석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충격

환경시험의 스팩에서 최대 1,000 g로 가진을 하였다. 충격진동시

험에서는 아주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수직 상방향 (y-방향)으로 최

대가속도가 약 2,000 g를 나타내었다. Fig.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험치와 유한요소해석 결과에 조금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충격시험의 스팩은 800 Hz까지는 선형적으로 상승하

다가. 1,000 Hz에서 10,000 Hz까지는 1,000 g의 가속도로 균일

하게 충격하중을 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험에서는 이렇게 이상

적으로 충격하중을 입력할 수 없다. 즉 시험의 스팩대로 1,000~ 

10,000 Hz 동안 균일하게 1,000 g의 가속도로 입력하는 것을 불

가능하며 스팩보다 약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석에

서는 정확하게 가진 입력이 가능하므로 이론적인 정확한 응답을 

계산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론적인 해석결과와 실험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진동 특성

들을 규명하여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
[10,11]

. 

구조체의 진동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진단하는 방법은 본 연구

에서 제시한 방법과 같이 이론적인 수치해석과 실험을 병행하는 

것이다.

5. 결 론

과학기술위성 3호에 탑재된 초소형 영상분광기(COMIS)의 진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 및 해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복잡한 구조 및 다양한 재료의 복합구조체인 광학계는 시험 및 해

석 등의 검증을 통하여 우주구조체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해석에 있어서는 모델링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석결과의 차이가 나

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10 g 수준의 랜덤진동과, 1,000 g의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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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충격 환경시험을 통하여 시험 및 해석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설

계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우주 구조체의 설계 신뢰성은 시험과 

해석으로 검증을 하며 두 가지 결과 값 모두 잘 일치하여야 신뢰성

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험 절차, 해석절차 및 

방법에 대한 유효성 및 효과성은 응답결과의 상호 일치로써 검증되

었다. 이러한 시험, 해석 및 검증 방법은 차후 우주 구조체의 설계

를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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