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ETEK Pacific Design Technologies(PDT)는 
NASA의 미션수행에 주요한 우주선 장비의 안전한 열 
관리를 보장합니다.

Mars Perseverance 
임무 보호에 동참

사례 연구

배경

우주 탐사의 새로운 도전에 기여
우주 탐사를 위한 조건은 가혹하고 혹독합니다. 그리고 
NASA의 화성 탐사선 프로그램 개발만큼 이러한 가혹한 
도전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통해 
운반되는 고정밀 장비와 계측기는 발사 순간부터 진공의 
우주를 가로질러 새로운 세계의 낯선 조건에 이르기까지 
극한의 온도 조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고가의 민감한 하드웨어는 신뢰할 수 있는 첨단 기술 
파트너십에 의존하여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지구에서 
수백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임무 수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열 관리 기술을 보유한 AMETEK 
PDT(Pacific Design Technologies)가 그 중 하나입니다.

위대한 탐험에는 위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AMETEK PDT는 NASA와 협력하여 화성 임무 수행을 위한 로봇과 국제 우주 정거장에 설치된 두 개의 
실험 플랫폼에 사용되는 시스템 및 구성품을 공급하는 등 미국 우주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참여해 
왔습니다. Sojourner, Spirit, Opportunity 및 Curiosity 화성 프로그램을 위한 통합 펌핑 장치를 제공한 
PDT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Mars Perseverance Rover가 화성을 탐사하는 2
년 동안 열 제어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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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하는 기술과 혁신 

해결 과제

우리의 임무: 페이로드 보호
NASA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7개월간의 
이동 과정뿐만 아니라 화성의 제로(Jezero) 
분화구를 2년간 조사하는 기간 동안 로버와 
같은 탐사 장비를 보호하는 열 관리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솔루션은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고 복원력이 우수해야 
했으며 3,400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 미션 크리티컬한 기능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해야 했습니다.

해결 방법
미래를 위한 진로 설정
상업, 방위 및 우주 응용 분야를 위한 정교한 액체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세계적 리더인 AMETEK PDT의 첨단 
통합 펌핑 장치 기술은 임무를 수행하는 전 기간 동안 
Perseverance Rover에 열 전달 액체를 순환시킵니다. 
이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열 관리와 효과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시스템 성능은 예상 임무 기간보다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전 Curiosity Rover가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AMETEK 기술은 다른 
행성에서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임무에 계속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휴스턴,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pd-tech.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ametek.com에서 영감을 주는 더 많은 사례를 살펴보세요.

https://www.ametek.com
https://www.pd-tech.com
https://www.amete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