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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국문) NiTi 형상기억합급의 역쌍정 변태를 활용한 감쇄형 테이프 스프링 힌지
기술명(영문) Shock Reducing Tape Spring Hinge
테이프 스프링 힌지는 횡방향 곡률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금속 박판 스프
링 쌍으로 구성된 힌지로서, 간단한 구조와 높은 신뢰성으로 인해 위성체의
전개장치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전개 토크가 클수록 전개 충격 역시 커지
며, 전개 이후 오버슈트 거동 역시 커지는 단점이 있다.
기술개요 본 기술은 역쌍정 변태 거동을 하는 형상기억합금 판을 기존 테이프 스프링
힌지에 삽입하여 전개 충격 및 오버슈트 거동을 감쇄하였다.
형상기억합금 판의 폭을 조정하여 전개 모멘트 및 오버슈트 거동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전개 이후에는 자연 가열 또는 히터에 의한 인공 가열에 의해 잔
류 변형을 없앨 수 있다.
기존의 테이프 스프링 힌지는 우주 분야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
있으며, 특히 아리랑 위성의 태양전지판 전개장치로써 활용되고 있다.
국내 되고
형상기억합금 역시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 기존의 응용은 주로 형상
기억 효과를 활용한 작동기로서의 응용에 집중되어 있다.
기술동향
기존의 테이프 스프링 힌지는 소형 구조물의 전개장치로서, 우주 분야를 포
함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형상기억 합금을 작동기로써 구성
해외 한 테이프 스프링 형상의 전개장치가 특허로 등록된 바 있다. 형상기억 합금
은 주로 작동기로 사용되며, 우주 분야에 있어서는 전개형 구조물 및 분리장
치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 발명의 감쇄형 테이프 스프링 힌지는 간단한 구조와 손쉬운 감쇄 특성 조
정 기능으로 인해 초소형위성의 태양전지판 및 센서류의 전개 기구로서 효과
활용될 수 있다. 2019년 기준 국내 초소형위성 산업 규모는 대략 11
국내 적으로
개 기업이 76 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누리호의 본격적
인 상업 발사가 시작되면, 국내의 초소형 위성의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
시장동향
로 예상된다.
우주의 산업적 활용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2020년 초소형위성의 시장규모
대략 4억 달러 이상이며, 2025년에는 두 배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위성
해외 는
군을 활용한 다양한 임무를 제공하는 해외의 초소형 위성은 본 발명의 감쇄
형 테이프 스프링 힌지의 잠재적 활용처로 고려될 수 있다.
본 기술은 작동기의 제어 없이 수동 전개가 필요한 인공위성 전개 구조물에
수 있다. 특히 기존의 테이프 스프링 힌지를 대체하여 적용할 경우,
활용방안 활용될
기존 힌지 대비 효과적인 전개 충격 감쇄 및 오버슈트 거동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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