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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ID-11] STSAT-3 Main Payload, MIRIS Flight Model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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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ayload of the STSAT-3 (Korea Science & Technology Satellite-3), MIRIS
(Multipurpose Infra-Red Imag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for last 3 years by KASI,
and its Flight Model (FM) is now being developed as the final stage. All optical lenses
and the opto-mechanical components of the FM have been completely fabricated with
slight modifications that have been made to some components based on the Engineering
Qualification Model (EQM) performances. The components of the telescope have been
assembled and the test results show its optical performances are acceptable for required
specifications in visual wavelength (@633 nm) at room temperature. The ensuing focal
plane integration and focus test will be made soon using the vacuum chamber. The
MIRIS mechanical structure of the EQM has been modified to develop FM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and environment test results. The filter-wheel module in the cryostat
was newly designed with Finite Element Analysis (FEM)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vibration stress in the launching conditions. Surface finishing of all components were also
modified to implement the thermal model for the passive cooling technique. The FM
electronics design has been completed for final fabrication process. Some minor
modifications of the electronics boards were made based on EQM test performances. The
ground calibration tests of MIRIS FM will be made with the science grade Teledyne
PICNIC IR-array.

[구ID-12] MIRIS 우주관측카메라 FM Dewar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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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S 우주관측카메라는 과학기술위성 3호의 주탑재체로서 0.8∼2.0 μm의 근적외선영역
에서 우주배경복사와 우리은하 평면의 Pa-α survey 관측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MIRIS 우주관측카메라에는 MCT(HgCdTe) IR 검출기가 사용되고 6개의 필
터를 장착할 수 있는 필터휠이 설계되었으며, 열잡음을 줄이고 원하는 SNR을 얻기 위해 모
두 100K 이하로 냉각이 요구된다. 효과적인 냉각 및 저온유지를 위해서 외부의 열을 1차적으
로 차단하는 Cryostat 외부용기와 100K 이하로 냉각되는 내부 Cold Box의 이중구조를 가지
는 Dewar가 설계 되었다. 내부 Cold Box의 냉각은 소형 stirling cooler로 이루어지고 외부의
열 유입량이 Cooler의 냉각용량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Cryostat 외부용기는 radiation
cooling으로 냉각되어 200K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며 내부 Cold Box로의 열유입을 최소화하
기 위해 GF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단열 지지대와 MLI(Multi Layer Insulation)
가 사용된다. 또한 100K으로 냉각시 필터고정부와 Cold Box 구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
적인 피로도를 줄이고 열변형에 의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고려가 설계에 포함되었다. FM
(Flight Model)은 고진공 환경의 우주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EQM 진동시험결과를 토대로 발사환경에서 발생하는 강한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FEM(Finite Elements Method) 구조해석을 통하여 필터고정부에 flexible structure 설계와
완충제를 추가하고 필터휠 구동부와 harness 고정부 및 cooler 지지부를 비롯한 전체 구조물
에서 충분히 진동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