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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해외 우주산업계에서는 New Space 패러다

임에 따른 경제적인 위성개발 방식을 추구함에 따라 

기존 중대형 위성과 같은 소량생산 방식에서 저비용/

단기간에 개발 및 운용 가능하며 임무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비교적 적은 초소형위성을 양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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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CB-based deployable solar panel is mainly used for CubeSat due to its lightweight and easy of electrical 
connection. However, as the size of solar panel increases, there is a limit to ensuring the structural safety of 
solar cells due to excessive dynamic displacement under launch vibration environment. In previous mechanical 
designs, for the minimization of dynamic deflection, panel stiffness is increased by applying additional 
stiffeners made of various materials such as aluminum or composite. However, it could have disadvantages for 
CubeSat design requirements due to limited mass and volumes. In this study, a high-damping 6U solar panel 
was proposed. It had superior damping characteristic with a multi-layered stiffener laminated with viscoelastic 
acrylic tapes. Basic characteristics of this solar panel were measured through free-vibration tests. Design 
effectiveness of the solar panel was validated through qualification-level launch vibration test. Based on test 
results,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a typical PCB solar panel and the high-damping laminated solar panel were 
predicted and a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초  록

  PCB 기반 전개형 태양전지판은 경량화 및 전기적 연결의 용이성으로 주로 큐브위성에 사용되나, 태양
전지판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발사환경에서 유발되는 굽힘거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태양전지셀의 구조건전
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 종래에는 태양전지판의 강성증가를 통해 굽힘거동을 최소화하고자 알루미늄 및 
복합재 기반의 보강재를 또는 태양전지판을 적용하였지만, 태양전지판의 부피 및 무게 증가로 제한적인 
설계요구조건을 가진 태양전지판의 단점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탄성 테이프로 다층 박판을 적층
하여 고댐핑 특성 구현이 가능한 6U 규격의 고댐핑 적층형 태양전지판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태양전지판
의 기본특성파악을 위해 자유감쇠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인증수준의 발사진동시험을 통해 설계유효성을 입
증하였다. 또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 PCB 태양전지판과 고댐핑 적층형 태양전지판의 진동특성을 예측
하고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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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특히 초소형위성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큐브위성은 1U를 기준으로 크기 10 cm × 10 cm 

× 10 cm, 무게 1.33 kg 미만의 표준화된 규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지구 및 천체관측, 심우주탐사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2]. 해외 민간 우주 기업인 

Planet[3], Spire Global[4] 등은 수십~수백 기의 

큐브위성을 군집 운용하여 준실시간 지구관측, 항공 

및 선박 관제 서비스 등 기존 위성개발 방식으로는 

실현이 어려웠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큐브위성의 임무 고도화, 다양화에 따라 큐

브위성 플랫폼 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된 공간에 보다 고성능의 부품이 탑재되어 위성 시

스템의 소모전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성

구조체에 태양전지셀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소모

전력 충족이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큐브위성에는 

발사 시 구속하고 궤도상에서 전개하는 전개형 태

양전지판이 적용되고 있다. 큐브위성용 태양전지판

의 경우 대량생산에 용이하고 중량 및 부피 최소화, 

전기적 연결 측면에서 유리한 PCB (printed circuit 

board) 기반으로 폭넓게 개발되고 있으며, 발사구속

을 위해 나일론선 절단방식 기반의 구속분리장치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5].

전개형 태양전지판의 경우 극심한 발사진동환경 

하에서의 굽힘거동에 의해 태양전지셀이 파손될 수 

있으며, 이는 태양전지판의 주요 실패요인 중 하나이

기에 상기 굽힘거동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한 설계요건이다[6-7]. 또한, 큐브위성은 발사 시 전

용 발사관인 POD (pico-satellite orbital deplorer)

에 반드시 수납되어야 하는데, 궤도상 위성 사출기능

의 고신뢰도를 위해 POD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주

로 우주임무를 통해 기 검증된 상용 POD를 채택하

게 된다. 그러나 통상 상용 POD 내 태양전지판과 

같은 위성 외부장착물에 대한 수납 허용 높이는 위

성 구조체로부터 6.5~10 mm에 불과하다[8-9]. 따

라서 위와 같은 협소한 공간 내에서 판넬의 진동응

답 거동에 대한 Dynamic Clearance까지 고려하여 

태양전지판의 수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래에는 발사환경 하에서 태양전지판

의 동적변위 감소를 위해 주로 판넬의 강성을 증가

시키는 방법이 적용되어왔다. 가장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방법은 PCB 태양전지판 후면에 알루미늄 등 

고강성인 금속재질의 보강재를 적용하는 것이다[6]. 

이 밖에도 태양전지판 자체를 알루미늄 및 복합재 

재질로 제작한 사례도 존재한다[10]. 그러나 판넬 

면적이 6U 또는 그 이상으로 커질 경우 강성 확보

를 위해 판넬 평면 외 (out-of-plane) 방향으로 보

강재 또는 판넬 두께를 증가시켜야 하나, 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우선, 보강재로 인

한 태양전지판 중량증가 문제를 비롯해, 판넬 상에 

보강재 조립을 위한 체결부 적용으로 태양전지셀 

장착면적이 줄어들어 전력생성량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태양전지판의 수납 시 높이증가로 인해 전술

한 공간적 제약을 갖는 POD 내 수납성 확보 측면

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상용 POD 공간이 

협소할수록 이러한 문제가 심화된다. 이 밖에도 나

일론선으로 발사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강성이 보강

된 판넬의 중량 및 가속응답 증가로 인해 강성 및 

강도가 낮은 나일론선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하게 

되어 와이어의 소형변형 또는 파단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점차 사이즈가 증가하고 있는 큐브위성용 태양전지

판에 있어서 판넬 경량화, 태양전지셀/분리장치 구조

건전성 확보 및 POD 수납성 측면에서의 향상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강성증

가에 기반한 방식은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 전술한 모

든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판넬의 동적응답 자체

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태양전지판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한계점 극복을 위해 태양

전지판의 경량화 및 굽힘거동 최소화를 목적으로 

점탄성 테이프가 적용된 적층형 구조의 고댐핑 특

성에 주목하였다. 그 일례로 Kwon et al.[11]은 발

사진동 및 궤도 미소진동 저감을 목적으로 얇은 금

속 박판의 블레이드를 다층으로 적층하고, 각 층 상

호면에 점탄성 테이프를 적용한 수동형 진동절연기

를 제안하였다. 상기 진동절연기는 적층형 블레이드 

적용으로 발사환경에서 10배 이상, 미소진동에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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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이상의 진동이 저감됨을 입증하였다. Minesugi 

et al.[12]은 위성 배터리 패널부에 대한 진동절연

을 목적으로 점탄성체를 가진 Polyimide 테이프가 

적용된 수동형 진동저감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테이프의 진동저감 성능입증을 위해 발사환경시험

을 수행하였으며, 테이프 적용 시 5배 이상의 진동

이 저감됨을 확인하였다. Shankar et al.[7]은 3U 

규격의 큐브위성용 태양전지판의 구조건전성 확보

를 목적으로 태양전지판 배면부에 점탄성 테이프와 

FR-4 재질의 보강재를 적층하여 고댐핑 특성을 부

여하였다. 제안된 3U 태양전지판은 적층형 보강재

의 적용으로 발사환경에서 감쇠비가 3배 이상 향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1.5배 이상의 고유진동수가 증

가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적층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태양전지판의 강성증가와 함께 일반소재로는 구현 

불가한 수준의 고댐핑 성능 구현이 가능한 6U 규격

의 적층형 태양전지판을 제안하였다. 이는 PCB 태

양전지판에 동일 소재의 박판을 점탄성 테이프로 

다층 적층함으로써 테이프 자체의 점탄성 특성 및 

테이프와 판 사이의 마찰에 기인한 고댐핑 특성에 

의해 발사환경 하에서 태양전지판의 굽힘거동을 효

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종래 금속 보강재 

적용 태양전지판 대비 경량화, 분리장치 하중저감 

및 POD 수납성 측면의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는 제안된 태양전지판의 유효성 입증을 위해 6U 규

격의 태양전지판 시험모델을 제작하여 진동에 대한 

기본특성 확인을 위해 자유감쇠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진동저감 성능과 함께 전술한 측면에서의 구

조건전성 입증을 위해 인증수준의 발사진동시험을 

수행하고 적층부가 없는 일반 PCB 태양전지판과의 

진동응답특성을 비교하였다.

2. 본  론

2.1 고댐핑 적층형 태양전지판 개요
본 연구에서는 강성기반 설계관점에서 발생하는 

종래 태양전지판의 무게 및 부피 증가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댐핑 특성을 지닌 점탄성 테이프

가 적용된 적층형 태양전지판을 제안하였다. Fig. 1

은 6U 규격의 큐브위성 적용을 목적으로 제안된 태

양전지판으로 FR-4로 구성된 얇은 박판이 판넬 평

면상에 5층 적층되고, 박판 상호면에 점탄성 테이프

가 적용된다. 이에 제안된 적층형 태양전지판은 강

성증가뿐만 아니라 발사환경 하에서 점탄성 테이프

와 박판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으로부터 높은 댐

핑 성능 구현이 가능함에 따라 판넬의 굽힘거동을 

최소화하여 태양전지셀의 구조건전성 확보에 효과

적이다. Table 1은 적층형 태양전지판과 종래 태양

전지판에 대한 형상정보를 나타낸다. 종래에는 발사

환경 하에서 판넬의 강성확보를 위해 PCB 태양전

지판 후면에 금속 보강재 또는 복합재 기반의 태양

전지판을 사용하여 구조건전성을 보장하였으나, 이

는 판넬의 높이증가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적층형 태양전지판은 

PCB 기반의 적층 구조 적용을 통해 높은 댐핑 성

능을 발생시킴에 따라 종래 태양전지판보다 30% 

이상의 경량화된 설계뿐만 아니라 1.9배 이상의 높

이 감소가 가능하다. 이로써 상기 태양전지판은 협

소한 수납공간을 갖는 POD 수납에도 유리한 장점

을 갖는다. 또한, 적층형 박판조립을 위한 추가적인 

체결부가 필요하지 않아 태양전지판 상에서의 셀 

배치가 자유롭고, 적층형 구조의 높은 댐핑 성능과 

비교적 낮은 판넬의 무게로 인해 분리장치에 전달

되는 하중 최소화가 가능하다. 

Table 2는 전술한 태양전지판에 적용된 점탄성 

테이프의 제원으로, 고진공환경에서 탈기체 특성 등 

우주환경 적용 요구조건을 만족한 3M 사[13]의 

3M 양면 아크릴 테이프를 사용하였다. 상기 테이프

는 비전도성 재료로 구성되어 궤도상에서 예기치 

못한 방전 현상에도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

으며, 그 일례로 큐브위성 태양전지셀 부착을 위한 

접착재료로 사용된 바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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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Multi-layered Deployable Solar 
Panel with Viscoelastic Adhesive Tape

Parameter

Viscoelastic 

Multi-layered 

Solar Panel

G10 Stiffener 

Based Solar 

Panel[8]

Honeycomb

Based Solar 

Panel[9]

Configuration

Total Mass 

(g)
380 625 1000

Out-of Plane

Thickness 

(mm)

4.1

(Panel: 1.6

Stiffener: 2.5)

7.6

(Panel: 1.6

Stiffener: 6

10

Table 1 Comparison of the Deployable 6U Solar 
Panel 

2.2 자유감쇠시험
제안된 고댐핑 적층형 태양전지판의 기본특성 분

석 파악을 위해 자유감쇠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적층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 PCB 기

반의 태양전지판과 5층 적층 구조가 적용된 태양전

지판 각각에 대한 고유진동수와 감쇠비를 도출함으

로써 태양전지판에 대한 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Figure 2는 적층 구조의 적용에 따라 각 태양전

지판으로부터 측정된 시간에 따른 가속도 이력을 

나타낸다. 상기 결과로부터 태양 전지판은 적층 구

조 적용에 따라 강성과 함께 댐핑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전술한 감쇠 이력으로부터 

산출된 고유진동수 및 감쇠비를 나타낸다. 상기 결

과로부터 5층 박판이 적용된 태양전지판은 일반 

PCB 태양전지판과 비교하여 고유진동수와 감쇠비

가 각각 1.8, 10.5배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감

쇠비는 적층면과 점탄성 테이프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 및 슬립작용에 기인하여 일반 금속 재질로 구

현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에 따라, 

극한 진동레벨인 발사환경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효

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ypical Properties Value

Type Double-sided Tape

Adhesive Material Acrylic

Thickness (mm) 0.06

Density (g/cc) 1.012

Adhesion Strength to 

Steel (N/100mm)

58 (20 min Dwell)

85 (72 hr Dwell)

159 (Ultimate Bond)

Allowable Temperature 

Range (℃)
-40 ~ 232

Thermal Conductivity 

(W/m-K)
0.178

CTE (ppp/℃) 1.99

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Viscoelastic Adhesive 
Tape (3M966) Applied to the Solar Panel 

Fig. 2 Time Histories of Responses for Solar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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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requency (Hz) Damping Ratio (ζ)

w/o Stiffener 

Solar Panel
44.6 0.018

Viscoelastic 

Multi-layered 

Solar Panel

78.6 0.189

Table 3 Summary of Natural Frequency and 
Damping Ratio of Free Vibration

2.4 고댐핑 적층형 태양전지판 발사진동시험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댐핑 적층형 태양전지판의 

발사환경 하에서의 설계 유효성 검증을 위해 Table 

4에 제시된 인증시험수준의 정현파 및 랜덤 진동시

험을 수행하였다. Fig. 3은 분리장치와 힌지가 결합

된 태양전지판에 대한 발사진동 시험구성으로, 진동

환경에서 태양전지셀의 구조건전성 판단을 위해 태

양전지판 중앙부에 태양전지셀의 기계시험용으로 

활용되는 커버글라스를 부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커버글라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하는 z 축 가진 결과에 관해 서술하였으

며, 가속도 센서는 굽힘거동이 극심하게 발생하는 

태양전지판 중앙에 부착하여 태양전지판의 응답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시험 전후 LLSS (low level 

sine sweep)를 통해 1차 고유진동수의 변화율이 

5% 이내를 만족하고, 육안검사로부터 박판부의 층

간박리 및 커버글라스의 손상여부에 대해 확인을 

수행함으로써 제안된 태양전지판 설계에 대한 설계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Figure 4는 정현파 시험으로부터 획득한 판넬의 

가속도 응답을 나타낸다. 정현파 환경에서 적층형 

태양전지판에 대한 응답 파악을 위해 5~100 Hz의 

주파수 범위 내에서 2.5 g의 최대입력 가속도를 인

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적층형 태양전

지판은 62.9 Hz에서 최대 14.65 g의 가속도 응답

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Figure 5는 랜덤 시험으로부터 획득된 PSD 

(power spectrum density) 결과를 나타낸다. 랜덤 

시험결과로부터 적층형 태양전지판은 인가하중 

14.1 grms 대비 약 11.48 grms로 도출됨으로써 

가속도 응답이 약 1.2배 저감 됨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전술한 랜덤 가속도 응답을 토대로 Gaussian 

분포의 3-sigma가 고려된 최대 동적변위[15]는 약 

1.17 mm로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상기 결과는 전

술한 최대 동적변위를 포함하여 협소한 수납공간을 

갖는 6.5 mm의 상용 POD[6]의 수납에도 1.2 mm 

이상의 Dynamic Clearance가 확보됨을 알 수 있

다.

전술한 정현파 및 랜덤 시험을 포함하여 모든 축

에 대한 진동시험 종료 후, 태양전지판의 설계유효

성 확인을 위해 시험 전/후 LLSS 및 박판의 층간박

리, 커버글라스 손상여부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수행

하였다. Table 5는 z 축에 대한 LLSS 결과로, 진동

시험 전/후 1차 고유진동수 변화율은 요구조건 5%

를 넘어서는 7.34%의 변화율이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육안상 커버글라스의 균열, 박판의 층간

박리에는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시험 전/후에 고유진동수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박판과 테이프의 지속적인 마찰에 의해 점탄성 테이

프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유리상태에서 고무상

태로 상변화가 이뤄짐에 따라 점탄성 특성에 의하여 

태양전지판의 일부 강성이 변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11]. 따라서 전술한 발사진동시험 결과로부터 적층

형 태양전지판에 대한 설계 유효성이 입증됨을 알 

수 있다.

Sine Vibration Test

Frequency 

(Hz)
Acceleration (g)

Sweep 

(oct/min)

5 1.3

2 8 2.5

100 2.5

Random Vibration Test

Frequency 

(Hz)

Amplitude 

(g2/Hz)
grms

Duration 

(sec)

20 0.026

14.14 120 
50 0.160

800 0.160

2000 0.026

Table 4 Qualification Level Vibration Test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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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st Set-up for Launch Vibration Test

Fig. 4 Sine Vibration Test Results

Fig. 5 Random Vibration Test Results

Items
Frequency 

(Hz)

Max. 

Acceleration 

(g)

Difference 

(%)

Before Vib. 

Test
67.5 3.55

7.34
After Sine 

Test
64.1 2.74

After Random 

Test
62.9 2.92

Table 5 LLSS Results After Launch Vibration Test

2.5 적층형 태양전지판 적용에 따른 유한요소해석
본 연구에서는 상기 진동시험 결과에 기반하여 

적층형 태양전지판의 설계측면에서의 유효성 분석

을 통한 진동응답을 확인하고, 동일 크기를 지닌 일

반 PCB 태양전지판과 알루미늄 보강재 기반 태양

전지판 각각에 대한 응답을 해석적으로 예측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랜덤해석을 통해 태

양전지판에 대한 Dynamic Clearance와 나일론선 

기반 분리장치 적용에 따른 구조건전성을 분석하였

다. 여기서 태양전지판은 적층 구조 또는 알루미늄 

보강재 적용 여부에 따라 Case 별로 구분하였으며, 

Case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고댐핑 적층형 태양

전지판, Case 2는 적층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 

PCB 태양전지판, Case 3은 알루미늄 보강재가 적

용된 태양전지판을 나타낸다.

전술한 발사진동시험과 유사 조건으로 해석을 수

행하기 위해 적층형 태양전지판은 Fig. 6과 같이 유

한요소모델 (FEM; finite element model)을 구축하

였다. 또한, Case 1의 FEM은 자유감쇠시험 결과로

부터 획득한 Table 3의 감쇠비를 적용하여 점탄성 

테이프 구현 없이 적층 구조만을 적용하여 모델링

을 구현하였다.

Table 6은 각 Case 별 동적응답특성 및 모드형상 

파악을 위한 모드해석으로부터 도출된 1차 고유진동

수를 나타낸다. 해석결과, Case 1은 78.6 Hz, Case 

2는 34.2 Hz, Case 3은 94.3 Hz에서 Fig. 7과 동일

한 굽힘모드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전술한 Case 1

의 해석결과는 진동 시험결과와 약 10 Hz의 고유진

동수 차이가 확인되나, 이는 해석상 탄성성질을 지닌 

나일론 와이어에 대한 모델링을 RBE2 요소인 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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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가정하여 FEM을 구축하였기에 실제에 비

해 높은 구속력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드해석 

결과로부터 Case 2와 같이 낮은 강성을 갖는 태양

전지판은 발사환경 하에서 굽힘거동이 극심하게 발생

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발사환경에서 굽힘거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Case 1과 3과 같이 별도 보강

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Case 1은 Case 3

보다 높은 댐핑특성을 가짐에 따라 발사환경 하에서 

태양전지판의 설계 유효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Finite Element Model of Viscoelastic 
Multi-layered Solar Panel

Case Total Mass (g) 1st Frequency (Hz)

1 340 78.6

2 192 34.2

3 415 94.3

Table 6 Summary of the Total Mass and 1st 
Frequency of the Structure Analysis

Fig. 7 Mode Shapes of the Viscoelastic 
Multi-layered Solar Panel

Case
Random Response 

(Grms)

Max. Displacement 

(mm)

1 11.3 0.71

2 32.5 7.18

3 42.3 1.64

Table 7 Summary of Random Response and Max. 
Displacement of Structure Analysis

Table 7은 Table 6의 해석결과를 기반으로 랜덤 

해석으로부터 도출된 태양전지판의 가속도 응답과 

최대 동적변위를 나타낸다. 적층형 구조가 적용된 

Case 1의 가속도 응답은 실제 시험결과와 거의 동

일하였으나, 태양전지판의 최대 동적변위는 해석 시 

약 0.8배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전술

한 바와 같이 FEM 상 분리장치 쪽 구속력이 실제에 

비해 과도하게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랜덤 해석결과로부터 Case 1은 11.3 grms의 가속

도 응답과 0.71 mm의 최대 동적변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ase 1에 비해 Case 2의 가속도 

응답과 최대 동적변위는 2.9배, 10.1배 증가하였으

며, Case 3 또한 3.7배, 2.3배 증가 됨을 알 수 있

다. 또한, Case 2의 최대 동적변위가 7 mm 이상으

로 산출됨에 따라 협소한 수납공간을 갖는 6.5 mm

의 상용 POD 내에 수납 시 판넬의 굽힘거동에 의해 

셀의 구조건전성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상

기 결과로부터 Case 2, 3은 Case 1에 비해 랜덤환

경에서 가속도 응답과 굽힘변위가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나일론선 분리장치에 가해지는 하중

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Case 1은 Case 

2, 3보다 발생되는 가속도 및 굽힘변위가 보다 작기

에 전술한 6.5 mm의 상용 POD에 수납하더라도 발

사환경 하에서 Dynamic Clearance가 확보될 것으로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발사환경에서 나일론선 기반 분리장치

의 구조건전성 확인을 위해 Table 6의 랜덤 가속도 

응답에 Gaussian 분포의 3-sigma를 적용하여 준정

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술한 해석은 각 Case 별 

도출된 랜덤하중을 태양전지판 전개방향인 z 방향으

로 인가하여, 나일론선으로 모사된 RBE2 요소에서 

발생되는 반력을 통하여 분리장치에 대한 안전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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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산하였다. 상기 안전여유는 식 (1)을 통하여 계

산을 수행하였으며 Fallowable은 나일론선의 최대 허용 

반력, Fmax는 구조해석으로부터 계산된 최대반력, 그

리고 S.F는 안전계수 (safety factor)를 나타내며, 4

의 값[16]을 적용하였다.

 ×max


 ≥             (1)

Figure 8은 준정적 해석으로부터 산출된 나일론선 

체결횟수에 따른 분리장치 최대반력에 대한 안전여

유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해석결과, Case 2, 3은 진

동환경에서 높은 가속도 응답을 받음에 따라 나일론

선 분리장치에 발생하는 반력이 증가되어 나일론선 

체결횟수 4회 이하에는 분리장치의 구조건전성이 확

보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Case 1은 적층 

구조의 높은 댐핑 특성으로 판넬 및 분리장치로 전

달되는 가속도 하중이 저감됨에 따라 최소 2회의 나

일론선 체결에도 구조건전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다. 

상기 결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한 Case 1의 태

양전지판은 Case 2, 3보다 발사환경에서 높은 댐핑

성능으로 가속도 및 굽힘변위가 수 배 이상 감소됨

에 따라 태양전지셀과 분리장치의 구조건전성 보장

에 비교적 유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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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큐브위성용 태양전지판으로 주로 

적용되어 온 PCB 또는 보강재 적용 태양전지판의 

단점 극복을 위해 점탄성 테이프가 적용된 적층형 

구조의 6U 태양전지판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적층형 

태양전지판은 종래 금속 보강재 적용 태양전지판 대

비 경량화 설계, 분리장치 하중저감 및 POD 수납성 

측면의 장점을 유지함과 동시에 점탄성 테이프의 적

용을 통해 고댐핑 특성 부여가 가능하다. 상기 태양

전지판의 기본특성분석을 위해 자유감쇠시험을 수

행하였으며, 이로부터 적층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 

PCB 태양전지판 대비 향상된 고유진동수와 감쇠비

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사진동시험에서 

적층형 태양전지판은 입력값 대비 1.23 배 이상의 

진동이 저감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발사환경 하에서 

판넬의 구조건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적층형 태양전지판의 설계 측면에서 유효성 분석을 

위해 적층구조가 적용되지 않는 PCB 기반 태양전

지판과 알루미늄 보강재가 적용된 태양전지판의 진

동응답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이로부터 적층형 태양

전지판의 가속도 응답과 최대 굽힘변위가 수 배 이

상 저감됨을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적층형 

태양전지판은 향상된 댐핑 특성으로 나일론선 기반 

분리장치에 전달되는 하중 또한 저감됨에 따라 최소 

2회의 체결횟수에도 발사환경에서의 구조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태양전

지판은 고댐핑 특성을 지님에 따라 6U 이상 또는 다

단 태양전지판의 적용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

후 실제 태양전지셀이 부착된 태양전지판을 제작하

여 진동 및 열진공 시험에서 셀에 대한 기능 및 구

조건전성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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