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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Operation Center (MOC) by IRIDIUM 
communication module. By measuring time 
difference of each GRB signals, the technology for 
localization of GRB will be proved. If the results 
show some possibilities, we can challenge the new 
astrophysical mission for investigating the origin of 
G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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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is participating as a South Korean partner 
in the 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s (CLPS)of 
NASA. In response, the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is currently conducting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four 
candidate instrument payloads. The magnetic field  
instrument is one of them  and it's scientific 
mission objective is the moon's surface magnetic 
field investigation. Therefore, the development 
requirement of the lunar surface magnetic field 
instrument were derived and the initial conceptual 
design was started. The magnetic field instrument 
has a 1.2 meter boom which has two three-axis 
fluxgate magnetometer sensors and one gyro 
sensor to get a attitude information of the boom. 
The concept of measuring the lunar surface 
magnetic field will carry out using multiple sensors 
by placing semiconductor type magnetic field 
sensors inside the electric box including boom 
mounted fluxgate sensors. In order to overcome 
the very short development period, we will use the 
KPLO (Korean Lunar Pathfinder Orbiter) 
magnetometer design and parts to improve 
reliabilities for this instrument. In this 
presentation, we introduce the instrument 
requirements and conceptual design for the Lunar 
surface magnetic field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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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g급 차세대중형위성은 공공분야 위성 수요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위성산업 저변 확대 및 산업체 육
성을 위한 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다. 국내 산업체에서 개발

되는 표준 위성 플랫폼이 적용될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3
호는 우주과학/기술검증용 위성으로, 특히 한국형발사체
에 의해 2023년 발사된다는 점이 특별하다.

본 발표에서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제안한 우주망원
경 UVOMPIS (UV-Optical Multiband Polarizing 
Imager System)에 대한 개념 설계 결과 및 과학 임무에 
대한 소개를 통해 국내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과 관심을 유
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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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연구원은 천문우주분야의 과학임무 탑재체 개
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과학기술위성1호 주탑
재체 원자외선영상분광기 FIMS 개발, 과학기술위성3호 
주탑재체 다목적적외선영상시스템 MIRIS 개발, 차세대소
형위성1호 주탑재체 근적외선영상분광기 NISS 개발을 수
행하였고, 현재는 NASA와 국제협력으로 SPHEREx 우주
망원경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주경 20cm 이하의 소형 
탑재체 과학임무 한계와 더불어 연구 현장에서 더 큰 우주
망원경의 수요가 제기되었고, 현재의 국가우주개발 중장
기계획에도 2030년대 한국형 우주망원경을 포함하게 되었
다. 이러한 일정에 발맞추어 한국천문연구원은 2030년대 
한국형 우주망원경 독자 운영을 대비하기 위해서 2020년 
1월부터 주요 사업으로 한국형 우주망원경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기획연구는 2년 동안 수행할 
예정이며, 이 기획연구를 통해서 학계의 과학임무 요구사
항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의 의
견들을 종합 수렴하여 선도적인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
는 우주망원경의 기본 제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발표에
서는 이러한 기획연구의 세부 활동을 공유하고 보고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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