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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위성개발 사업에 있어서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등의 영상처리장치의 국내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영
상처리장치는 위성 탑재컴퓨터의 제어명령에 따라, 탑재체 센서에

서 측정된 자료를 수신하여 대용량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후 암호

화 및 변환 과정을 거쳐 송신장치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탑

재 장치이다[1].
인공위성은 개발, 제작, 발사 및 우주환경에서의 운용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계적, 열적, 전자기적 외란을 받게 되며, 위
성 설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외란 중 하나

가 바로 진동이다[2]. 영상처리장치와 같은 위성 탑재체는 위성 본

체의 정해진 위치에 부착되어 발사체에 의해서 함께 발사된다. 위
성 탑재체 역시 지상에서의 제작, 시험, 운송, 발사 등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진동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진동 외란에 대한 신뢰

성 검증을 위하여 위성 개발단계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한 환경시

험을 수행하며, 개발단계 초기부터 발사조건 및 우주환경을 고려

하여 전산 구조해석 및 열해석을 수행하여 위성의 강건성을 확보

해야한다[3,4]. 또한,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는 우주공간에서 인공위

성이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성체의 모든 구성품

들은 허용 한계 온도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열적 마진을 

확보해야 한다. 궤도상의 온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열모델을 

개발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게 되는데, 수치

적인 해석의 불확실성 및 실제 우주환경과의 차이 때문에 적용 가

능한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여 열제어 설계를 수행해야하며, 결과

에 충분한 마진을 고려해야 한다[5-8].
본 논문에서는 위성용 영상처리장치에 대하여 진동 응답해석 등

의 구조해석과 보드 레벨의 열해석을 수행하여 구조적, 열적 안정

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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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처리장치
2.1 영상처리장치의 설계 및 모델링

위성에 탑재되는 영상처리장치는 광학탑재체가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하는 기능을 하며 크기가 280 mm × 336 
mm × 197 mm (W×D×H)이며 무게는 약 15 kgf로 위성과 유사

한 골격을 가지도록 알루미늄으로 설계하였다[9].
구조 건전성을 고려하여 탑재체는 직육면체 형상의 프레임

에 전장품들을 부착하는 형태로 설계하였으며[8], 박스 내부

에는 ICB (input & compression board), FMB (flash memory 
board), COB (control & output board), PSB (power sSupply 
board) 등 4종류의 보드가 각각 2개씩 장착되어 총 8장의 보드로 

구성된다[9]. 각 보드 모듈은 바닥면의 MB (mother board) 모듈에 

커넥터로 연결된다. 영상처리장치의 3D CAD 모델은 상용프로그

램인 NX11.0으로 설계하였으며 Fig. 1에 나타내었다.

3. 구조해석
3.1 구조해석 이론
3.1.1 모드 중첩법

감쇠를 고려한 구조물의 유한요소해석 동적 평형방정식은 식 

(1)과 같다[2].

  (1)

모드 중첩의 기본 개념은 각 모드간의 직교성을 이용한 모드의 

분리 및 중첩의 과정으로서 구조물의 동적 평형방정식을 각각 독

립적인 모드로 분리하여 해를 구한 다음, 각 모드별로 전체 거동에 

대한 기여도를 구하여 모든 모드의 기여를 조합하여 전체 구조물

의 거동을 구하는 방법이다. 식 (1)의 변위 를 일반화된 변

위 와 모드벡터 의 곱의 형태로 변환하여 각 모드의 조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구조물의 전체변위는 식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2].

 ⋯   (2)

식 (2)를 식 (1)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개 만큼의 일계 상미분방

정식으로 분리되고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일반화 변위로 변환된 평형방정식의 일반해는 식 (4)와 같다.

  




 




 
 

sin 

      
sincos (4)

여기서   


  감쇠 고유진동수(damped natural 

frequency)이고 식 (4)의 해를 식 (2)에 대입하면 전체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알 수 있다.

3.1.2 랜덤 진동해석
위성은 발사체 및 운송수단에 의해 불규칙한 진동을 받기 때문

에 내진설계 요구사항 중 랜덤진동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

다[2]. 이러한 불규칙한 진동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확률론적 접근 

방법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PSD: power 
spectral density)로 정량적인 단위를 표현한다[10-12]. 영상처리장

치를 선형 시스템이라 가정하고 정적 랜덤 해석을 수행하였다. 랜
덤입력이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랜덤변수 

의 제곱의 평균 

은 식 (5)와 같다[3].


 lim

→∞

 





 (5)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는 랜덤진동에서 변수

 

 (a) ICB                (b) FMB

 

(c) COB                (d) PSB
Fig. 1 3D CAD model of Image Process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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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며 식 (6)과 같이 정의하였다.

   lim
→∞


 





 (6)

여기서  는 의 샘플링 시간 간격을 의미하며, 랜덤진동의 

자기상관함수에 대한 Fourier 변환은  로 표현되는 에너지

밀도 함수를 나타내며 식 (7)과 같다.

   

 
∞

∞

  (7)

식 (6)을 식 (7)에 대입하여 충격응답함수로 나타내면 식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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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에서  




로 대치하여 정리하면 식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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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위의 식에서 괄호안의 두 적분 항은 충격응답함수의 Fourier 변
환이며 와 상당복소수 로 표현할 수 있다. 식 (9)를 

주파수 응답함수 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식 (10)과 같다.

   





 
∞

∞







  (10)

여기서  와 는 각각 외부힘 입력함수 에 대한 자기상

관함수와 에너지밀도 함수를 나타낸다.

3.1.3 모드중첩에 의한 과도진동해석
모드 진동 과도해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하중에 의한 응답

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앞서 설명한 모드 중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시간영역에서의 모드 방정식인 식 (1)은 주파

수 영역에서의 모드 방정식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r번째의 모드 

방정식은 식 (11)과 같다[2].




    (11)

여기서  는  번째 모드의 가진력 함수이며, 는 정규화 좌

표계이다. 식 (11)은 일정 계수를 가진 이차 미분방정식이며, 부족

감쇠(  )의 경우, 전형적인 해는 다음과 같다.


  

  
sin 

cos 







  (12)

여기서  는 단위충격 응답함수 이며 식 (13)과 같이 정

의된다.

  




 
sin  (13)

3.1.4 충격 진동해석
위성 탑재체가 충격진동을 겪는 경우는 주로 발사체의 점화에 

의한 충격, 위성의 분리 및 태양전지판의 분리 시 파이로에 의한 

충격 등이 있다. 이러한 충격하중에 대한 응답은 수천 ~수만 Hz의 

영역에 걸쳐서 분석된다. 부족감쇠(under damped)의 경우 방향

의 기저가진 에 대한 식 (11)의 해는 식 (14)와 같다[2,3].

 

 





 
sin    (14) 

여기서 는 번째 모드의 방향의 기여도(participation 
factor)를 의미한다. 충격 진동해석의 목적은 응답의 최대값을 얻

는 것이며, 최대응답은 식 (15)와 같다.

max  






 





 

sin   






max for all t

(15)

3.2 구조해석 모델
Fig. 1의 3D CAD 모델을 상용소프트웨어인 NX11.0을 이용하

여 구조해석 FEA 모델로 격자생성(mesh generation)을 하였다. 
PCB 박스의 하우징과 커버는 3D tetrahedral 요소, PCB는 2D 
Shell 요소, IC chip은 3D Hexa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으

며, IC chip의 리드선과 PCB와의 솔더링은 1차원 빔 요소를 사용

하여 접촉을 표현하였으며, PCB와 박스 하우징 및 커버의 볼트 

체결은 대표 절점 및 1차원 빔 요소를 사용하여 조립을 표현하였

다. 구조해석에 적용된 FEA 모델의 절점 수는 389,067개, 요소 

수는 846,641개이다. Table 1과 Table 2에 각각 구조해석에 적용

된 재료의 주요 물성치와 기계적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감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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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ping)는 일반적인 구조물의 평균 수준인 6%를 적용하였다. 
랜덤(random), 충격(shock) 진동 응답해석에서는 각 보드별로 

진동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위치 총 9곳을 선정하여 입력

가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보드별 진동 응답 위치는 

Fig. 2에 나타내었다.
PCB 박스의 체결을 고려하여 바닥면 MB 프레임 10개의 홀에 

고정(fixed) 경계조건을 부여하였으며, Fig. 3에 나타내었다.

3.3 구조해석 결과
3.3.1 모드 해석(Modal analysis)

일반적으로 위성 탑재체의 1차 모드는 100 Hz 이상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엔진의 점화와 정지, 초음속 돌파, 단 분리 순간 등 위성 

발사체의 100 Hz 미만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천이 진동과의 공진

을 피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30개의 모드를 계산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Table 3와 Fig. 4에 나타내었다. 구조체의 진동 응답

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저차요소는 PCB에서 나타났으며, 1차 모

드는 393 Hz로 구조설계 요구사항인 100 Hz 이상을 만족시켜 

발사체와의 공진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3.3.2 랜덤 진동해석(Random vibration analysis)
Table 4의 16.83 grms로 영상처리장치의 바닥면을 x, y, z-축 

 

   (a) ICB : ② ⑦          (b) FMB : ④ ⑤

 

  (c) COB : ③ ⑥         (d) PSB : ① ⑧

(e) MB : ⑨
 

Fig. 2 Response positions

Fig. 3 Fixed constraint

Table 3 Modal analysis results

Mode Frequency (Hz)

PCB 1st mode 393

PCB 2nd mode 403

PCB 3rd mode 407

PCB 4th mode 447

Box 5th mode 633

Box 6th mode 697

 1st mode  2nd mode  3rd mode

 4th mode 5th mode 6th mode

Fig. 4 Mode shape of Image Processing Unit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Material
Density
(kg/m3)

Elastic modulus
(MPa) Poisson ratio

Al6061-T6 2,700 68,900 0.33
FR4 1,850 18,730 0.14

IC chip 2,330 112,400 0.28

Table 2 Mechanical strength of the materials

Material Ultimat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Al6061-T6 310 276
FR4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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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각각 가진 하였다. 저차의 30개 모드를 사용하여 스펙트

럼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보드별로 진동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위치 총 9곳에서의 응답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바닥면 MB (mother board) 모듈에 각각의 

PCB 모듈이 체결되는 방향인 z-축 방향으로의 응답수준은 입력가

진 수준과 거의 같다. 체결의 수직방향인 x-축과 y-축 방향의 응답 

수준은 각각 45 g2/Hz와 15 g2/Hz로 나타났으며 차후 영상처리장

치의 진동시험을 통하여 결과를 비교 검증 할 수 있다.

3.3.3 충격 진동해석(Shock vibration analysis)
Table 5의 환경시험 조건으로 최대 429 g로 영상처리장치의 바

닥면을 x, y, z-축 방향으로 각각 가진하였으며, Fig. 2의 주요 9 
곳의 응답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랜덤 진동시험 결과에서와 

(a) x-axis

(b) y-axis

(c) z-axis

Fig. 6 Shock vibration response

(a) x-axis

(b) y-axis

(c) z-axis

Fig. 5 Random vibration response

Table 4 Random vibration specifications

Frequency (Hz) Acceleration PSD (g2/Hz)
20 0.032
50 0.2
800 0.2

2,000 0.06
Overall 16.83 g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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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z-축 방향으로의 응답수준은 입력가진 수준과 거의 같았으며 

x-축과 y-축 방향의 응답 수준은 최대 1500 g로서 입력가진의 3.5
배에 해당하는 값을 보였다.

3.3.4 준정적 해석(Quasi-static analysis)
영상처리장치의 x, y, z-축 방향으로 각각 28 g의 중력가속도를 

인가하여 응력을 해석한 결과 최대응력은 14.9 MPa로써 볼트 체

결부에서 발생하였다. 볼트 체결부와 IC chip의 모서리를 제외한 

전반적인 구조체의 응력은 5 MPa 이하로 Table 2에 나타낸 영상

처리장치의 재료 물성치 Al-6061과 FR4의 극한강도(ultimate 
strength)가 각각 310 MPa , 242 MPa 임을 감안한다면 구조적으

로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에 응력분포와 최대 응력 

값이 발생하는 볼트 체결부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4. 열해석
4.1 열모델 

PCB 박스의 하우징과 커버는 3D tetrahedral 요소, PCB와 IC 
chip은 3D hexa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설계 시 발열량

이 큰 IC chip의 경우 효과적인 방열을 위해 Fig. 8과 같이 

thermal pad (SARCONⓇGR80A)를 적용하였다. Table 6에 열

해석에 적용된 재료의 열적 물성치를 나타내었으며, Table 7은 접

촉조건을 나타낸다. 우주공간이라 대류에 의한 열전달은 고려하지 

않으며 바닥면 온도는 탑재체가 위성체 내부에 부착되는 곳의 작

동 환경인 60℃로 설정하였다. 전도에 의한 정상상태 열전달 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실제 현상을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해 접촉하

는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Table 7의 접촉 열전도도를 적용하였

으며, IC chip의 발열량은 소비전력에 열저항을 곱한 값으로서 전

체 체적에 대한 발열 총량으로 계산하였다. 탑재체는 위성 운용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탑

재체 내부의 온도차는 복사열전달을 고려할 만큼 크지 않기에 탑

재체 내부의 복사열전달은 고려하지 않았다[8].
영상처리장치가 작동하게 되면 각각의 IC chip은 소요전력만큼 

발열하게 되고 이때 IC chip에서 발생된 열은 접촉면의 열저항을 

거쳐 해당 PCB로 전달된다. PCB로 전달된 열은 PCB를 지지하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전도에 의해 열전달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접촉 열저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NX space systems thermal에서

는 접촉부분에 1차원 빔 요소를 만들고 빔 요소에 열저항 값을 입

력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thermal coupling이라는 개념을 도입하

여 사용한다. 또한 heat source를 IC chip 전체에 걸쳐 고르게 작

용하도록 IC chip body에 thermal load를 적용하였다[8].
범용 해석 프로그램인 NX space systems thermal V11.0을 이용

하여 열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열해석에 적용된 절점 수는 226,607
개, 요소 수는 419,893개다.

4.2 열해석 결과
Fig.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열해석 결과 IC chip의 case 온도를 

구하면 식 (16)에 의해 junction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

Fig. 7 Result of quasi-static analysis (y-axis)

Fig. 8 Thermal pad

Table 6 Thermal properties of the materials

Material
Density
(kg/m3)

Conductivity
(W/m･K)

Specific heat
(J/kg･K)

Al6061-T6 2,700 156 900
FR4 1,850 49 840

IC chip 2,330 149 794
Thermal pad 3,300 13 730

Table 7 Contact conductance of the materials

Materials Contact Conductance (W/m2･K)
Al6061 - Al6061 6,000

FR4 - Al6061 1,500
IC chip - FR4 5,262

IC chip - Al6061 4,348 (Thermal pad)

Table 5 Shock vibration specifications

Frequency (Hz) Acceleration (g)
30 5

1,300 429
10,000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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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기서, 는 IC chip의 case 온도, 는 junction 온도, 

는 열저항, 는 발열량을 나타낸다. 모든 부품은 derating 
temperature 기준으로 열적 마진을 가져야 하는데, 영상처리장치

의 경우 소자별 최대 junction 온도에서 40℃ 뺀 값과 110℃ 중 

낮은 값을 derating temperature로 사용한다.

    (17)

식 (17)에 의해 각 소자별 열적 마진을 계산할 수 있으며, 영상처

리장치 운용 조건을 적용한 모든 부품에 대하여 열적 안정성을 평

가하였다.
영상처리장치 전체의 온도 분포는 Fig. 10과 같다. 최고 온도는 

85.7℃로 PSB 보드 2번 소자에서 나타난다. 총 9개의 PCB 중 

최고 온도를 나타내는 PSB 보드와 최저 마진을 가지는 COB 보드

의 형상과 온도 분포를 각각 Fig. 11 ~ Fig. 14에 나타내었으며 

해당 PCB의 열해석 결과를 Table 8과 Table 9에 정리하였다.
최저 마진을 가지는 COB 보드 16번 소자의 경우 IC chip의 

Table 8 Thermal analysis result of PSB module

No. PD

(W)
TJ_MAX

(℃)
θJC

(℃/W)
TJ_derating

(℃)
TC

(℃)
TJ

(℃)
Margin
(℃)

1 0.6 150 28 110 83.3 100.1 9.9 

2 1.7 150 7.5 110 85.7 98.5 11.6 

3 1.7 150 7.5 110 82.0 94.8 15.3 

4 0.8 150 0.5 110 78.5 78.9 31.1 

5 0.8 150 0.5 110 78.5 78.9 31.1 

6 0.8 150 0.5 110 79.7 80.1 29.9 

7 0.8 150 0.5 110 77.6 78.0 32.0 

Fig. 11 Configuration
of PSB

 Fig. 12 Temperature 
distribution of PSB

Fig. 13 Configuration of COB

Fig. 14 Temperature distribution of COB

Fig. 9 Junction temperature

(a) Frame

(b) PCB & IC Chip

Fig. 10 Temperature distribution contou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29:1 (2020) 42~50

49

case 온도는 78.1℃로써 식 (16)과 식 (17)에 의해 계산된 열적 

마진은 4.9℃가 된다. 최고 온도를 나타내는 PSB 2번 소자의 경

우 IC chip의 case 온도는 85.7℃이며 열적 마진은 11.6℃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위성용 영상처리장치에 대하여 구조해석 및 열해

석을 수행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30개 모드를 계산하여 수행한 모드 해석결과 1차 모드는 393 

Hz로 FMB 보드에서 나타났으며, 구조설계 요구사항인 100 Hz 
이상을 만족시켜 발사체와의 공진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영상처리장치의 x, y, z-축 방향으로 각각 28 g의 중력 가속도를 

적용한 준정적 해석결과 최대응력은 14.9 MPa이었으며 박스의 볼

트 체결부에서 발생하였다. 볼트 체결부와 IC chip의 모서리 등 

특이점을 제외한 전반적인 구조체의 응력은 5 MPa 이하로서 영상

처리장치의 재료 물성치 Al-6061과 FR4의 극한강도 310 MPa, 
242 MPa과 비교하면 각 축 방향으로 12.9~18.9의 안전여유율을 

가져 구조적으로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C chip의 발열조건, 방열을 위한 thermal pad의 적용, 영상처리

장치의 주변 환경조건 및 접촉조건을 반영하여 보드레벨의 정상상

태 전도 열해석을 수행한 결과 최고 온도는 85.7℃였으며, 최저 

열적 마진은 4.9℃로써 모든 부품이 derating temperature 기준으

로 열적 마진을 가져 열적으로도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영상처리장치의 진동

시험 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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