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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port stray light modeling and analysis results for the 
current and proposed next generation ocean color imagers 
with Sun and the target area around Korean penninsular as 
viewed from geostationary orbit. The imagers used in this 
study are GOCI of 140mm in diameter and a proposed next 
generation GOCI (GOCI-II) of about 300mm in diameter. 
First, we built complete GOCI and GOCI-II 3D optical 
system models with the realistic surface characteristics. 
These optical models were incorporated into the in-house 
built Intergrated Ray Tracing (IRT) algorithm, connecting the 
Sun, the measurement target area and the instruments via 
single ray tracing computation for radiative transfer and 
scattering. The stray light level was then estimated for 
possible orbital configurations for science measurement and 
in-orbit calibration operation. The simulation details, results 
and their implication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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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탑재체 열제어 시스템(Cooling Unit)은 광학카메라가 우주환
경 하에서 작동시 영상검출기(FPA)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
로 발열하여 영상검출기의 온도를 최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영상검출기(FPA)의 1회 orbit은 100분이며, 예열기간(Preheating) 
최대 10분 동안 147W를 발열하고, 촬영기간(Imaging) 10분 동안 
147W를 발열하여 1회 orbit 평균 32.6W를 발열하고, Parasitic 
heat load 15W를 고려하면 1회 orbit당 평균 총 50W를 발열 한
다. 열제어 시스템은 50W를 효과적으로 발열하여 영상검출기의 
온도를 14oC~26oC로 제어한다. 열제어 시스템은 Buffer Mass, 
Heat Pipe, Radiator로 구성된다. 열제에 시스템의 성능규격은 
열주기시험, 열진공하 열전도시험 및 진동시험을 통하여 검증한
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우주용 카메라 열제어
장치의 설계 및 해석, 제작현황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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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관측위성의 광학탑재체 내부에 장착된 초점면결상장치(FPA, 
Focal Plane Assembly)는 영상촬영시 많은 열을 발생하며, 최상
성능획득을 위해서는 온도가 좁은 온도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초점면결상장치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열을 발생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해 보통 히트파이프와 복사방열
판을 이용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초점면결상장치의 최대상승온도
를 낮추고, 영상촬영대기시 최적온도유지를 위한 히터작동율을 
낮추기 위해 초점면결상장치와 복사방열판 사이에 열완충질량
(TBM, Thermal Buffer Mass)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열설계 개선효과에 대해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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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관측용 광학탑재체를 탑재한 저궤도위성은 내부부품보호를 
위해 표면처리와 같은 수동적 기법과 히터동작과 같은 능동적 
기법을 함께 사용을 한다. 내부열손실을 막기 위해 위성외부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단열재(MLI)로 감싸게 되며, 각 단열재는 견고
하게 고정이 된다. 광학탑재체는 구성품의 보호와 최적성능의 영
상획득을 위해 다수의 히터가 장착되는데, 각 히터는 가열대상물
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미리 설정된 On/Off 온도를 기
준으로 제어가 된다. 궤도상에서 탑재체가 겪게 되는 다양한 궤
도열환경 시나리오에 대한 열해석결과를 이용하여 히터의 위치, 
용량 및 제어온도가 결정된다. 궤도상 운용 중, 위성을 보호하는 
단열재 사이에 미세한 틈이 발생한 가상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탑재체 히터의 임무주기변화와 탑재체 운용에의 영향을 분석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