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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한민국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1호(KITSAT-1)가 1992년 8월 

11일 남미 꾸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다[1]. 우리나라는 이를 계

기로 우주산업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였으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관련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2]. 최근

에는 지구관측에 대한 국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구관측 

위성인 고정밀 다목적 실용위성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

다. 이에 따라 기상, 해양, 환경, 통신 등에 활용 가능한 정지궤도복

합위성 개발 및 우주과학 임무 및 우주 핵심기술 검증을 위한 차세

대 소형위성 개발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크기가 609.4 mm × 576.4 mm × 800 mm (W × D × H)이
며, 무게는 약 100 kg 내외이며, 버스시스템, 추력기, 탑재체로 구

성된다[4,5]. Fig. 1은 차세대소형위성 1호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는 우주공간에서 인공위성이 임무를 안정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성체의 모든 구성품들은 허용 한계 

온도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열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궤도상의 온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열모델을 개발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게 되는데, 수치적인 해석의 불확

실성 및 실제 우주환경과의 차이 때문에 적용 가능한 최악의 조건

을 가정하여 열제어 설계를 수행해야 하며, 결과에 충분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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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고려해야 한다[6-8].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차세대소형위성 1호의 우주 폭풍 

연구를 위한 탑재체(ISSS; instrument for the study of space 
storm)에 대하여 열모델을 개발하고 궤도 열해석을 수행하여 핵심 

구성품인 고에너지 입자검출기(HEPD; high energy particle detector)
의 온도분포를 해석하였다.

2. 우주폭풍 연구를 위한 탑재체(ISSS)
2.1 탑재체 설계 및 모델링 

차세대소형위성 1호의 우주폭풍 연구를 위한 탑재체는 우주방사

선 관측기와 우주플라즈마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방사선 관

측기는 중에너지 입자검출기와 고에너지 입자검출기로 구성되며, 
우주플라즈마 검출기는 랑마이어 탐침, 전위지연 분석기, 이온드리

프트 측정기로 구성되어 있다. 탑재체는 크기가 218 mm × 369 
mm × 261.25 mm (W × D × H)이며, 무게는 약 12.9 kg으로 위

성과 유사한 골격을 가지도록 알루미늄으로 설계되었으며, 위성체 

상단에 위치한다. 구조 건전성을 고려하여 탑재체는 직육면체 형

상의 프레임에 전장품들을 부착하는 형태로 설계하였다. 전위지

연 분석기, 이온드리프트 측정기, 랑마이어 탐침,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 등은 데이터 수집 시 위성체 및 다른 탑재체에 의한 영향

을 피하기 위해 외부로 돌출된 구조로 설계 및 제작되었다[8]. 탑
재체는 직육면체 상자 형상의 틀을 가지며 크게 1층부와 2층부로 

구성되어 있다. 1층부에는 전위지연 분석기와 이온드리프트 측정

기가 전면부에 원통형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1층 내부에는 EIU 
(electrical interface unit) box가 장착되어 측정한 과학데이터를 

취합한다. 탑재체의 2층 내부에는 고에너지 입자검출기 PCB box
와 중에너지 입자검출기 PCB box 그리고 중에너지 입자검출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2층 외부 상단에는 랑마이어 탐침이 탑재된다[4]. 
탑재체의 3D CAD 모델은 상용프로그램인 SolidWorks로 설계하

였으며, 형상은 Fig. 2와 같다. Fig. 3은 궤도열해석에 적용된 

FEA 모델로 절점 수는 204,828개, 요소 수는 568,999개를 사용

하였다.

2.2 NEXTSat-1 궤도조건
위성 탑재체는 우주공간의 극심한 온도변화로부터 생존하기 위

해 실제 위성 운용 조건 및 탑재체 부위별 구성품들의 작동온도 

보다 가혹한 최악의 온도 조건을 가정하여 열설계를 수행하여야 한

다. 위성의 전체 공전궤도에서 태양복사와 지구 적외선 등 열 입사

량이 가장 많은 동지와 반대로 열 입사량이 가장 적은 하지를 max 
hot / max cold case로 정의하고 궤도 열해석을 수행하였다[9]. 아래 

Table 1에 각각의 궤도 조건을 나타내었다.

2.3 ISSS 운용조건
차세대소형위성 1호의 공전 주기는 96분이며 태양을 마주하

는 Dayside는 61분,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 태양을 볼 수 없는 

Eclipse는 35분이다. 위성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 태양을 볼 수 

없는 식으로 진입한 뒤 1분 후부터 우주 방사능 측정기를 300초간 

운용하고 연이어 우주 플라즈마 측정기를 1400초 운용한다. 탑재

체 운용 조건 및 해당 PCB별 소요전력을 각각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PCB 위치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우주 방사능 

측정기를 운용할 때는 1, 2, 5, 6번을 제외한 모든 PCB 소자들이 

작동하며, 우주 플라즈마 측정기를 운용할 때는 4, 6번 PCB 소자

들이 작동한다.

Fig. 2 3D CAD model of ISSS

Fig. 3 FEA model of ISSS

Table 1 Orbit parameters

Parameter
Orbit condition

Max hot Max cold
Orbit type Sun-synchronous (Circular)

Inclination angle (°) 97.66
Altitude (km) 575
Period (sec) 5761.28

LTAN 10:30 AM
Solar flux (W/m^2) 1411 1323

Season December solstice June sol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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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SS 궤도 열해석
3.1 위성 열모델

탑재체 최상 윗면과 탑재체가 위성체에 부착되는 바닥면을 제

외한 모든 옆면을 외부와 단열시키기 위하여 MLI (multi-layer 
insulator)을 사용하였다. 탑제체는 위성의 상단에 장착되어 Box 
자체는 Dayside에서도 태양 전지판 쪽에 위치한 근적외선 영상 

분광기에 의해 햇빛이 가려진다.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은 Fig. 5에 

표시된 세 곳이며 Fig. 6에 표시한 면에 Teflon_VDA가 부착되었

다. 위성체 주변기기로부터 받는 복사량을 Fig. 7에 나타내었으며, 
바닥면을 제외한 모든 면은 우주 공간에 노출되어 심해우주와 복

사가 이루어지고 탑재체의 초기온도는 시험 작동환경인 20℃로 

설정하였다. 탑재체의 최상 윗면에 열광학 물성치가 서로 다른 

Teflon_VDA와 MLI를 적용하여 코팅 재료에 따른 열적특성을 

분석하였다.
Table 4와 Table 5는 각각 탑재체의 열모델에 적용된 재료의 

물성치를 나타내며, Table 6에 탑재체 PCB와 Al 프레임간 그리고 

Al 프레임과 Al 프레임간 접촉조건을 나타내었다. 우주공간이라 

대류에 의한 열전달은 고려하지 않는다. 

Table 2 Power consumption of PCBs

# PCB Power consumption (W)
1 EIUr 4.2
2 HEPD_CTRLr 5.88
3 HEPD_CTRLp 5.88
4 EIUp 4.2
5 PLASMA CTRLr 6.16
6 PLASMA CTRLp 6.16
7 MEPDb_Telemetry 0.9
8 MEPDb_Digital 0.575
9 MEPDb_Power 2.275
10 MEPDa_Telemetry 0.9
11 MEPDa_Digital 0.575
12 MEPDa_Power 2.275
13 HEPD_Bias 0.25
14 HEPD_Shaper0 0.17
15 HEPD_Shaper1 0.17
16 HEPD_Shaper2 0.17

Table 3 Operation condition of ISSS

Operating PCBs
Radiation 3, 4, 7, 8, 9, 10, 11, 12, 13, 14, 15, 16
Plasma 4, 6

Fig. 5 Surfaces exposed to the sun

Fig. 6 Surfaces attached to Teflon_VDA

Fig. 7 Radiation from surrounding equipments
Fig. 4 Operating P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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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해석에는 범용 해석 프로그램인 NX space systems thermal 
V10.0을 이용하여 궤도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탑재체 운용조건에 

의해 해당 PCB가 작동하게 되면 Table 2에 나타낸 PCB별 소요

전력만큼 발열하게 되고 PCB를 지지하는 Al 프레임으로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이루어진다. 이때 PCB에서 발생된 열은 접촉면의 

열저항을 거쳐 Al 프레임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접촉 열저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NX space systems thermal에서는 thermal 
coupling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한다. Thermal coupling은 

접촉면의 열저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접촉부분에 1차원 빔 요소를 

만들고 빔 요소에 열저항 값을 입력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위성용 

전장박스의 재료는 알루미늄이며 실험적으로 Al 프레임간 접촉 

열전도 계수는 250 W/m2･K 정도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PCB의 

경우는 제작하는 방법, 재료, 제조사 등에 따라서 열전도 특성이 

상이 하지만 위성용으로 사용되는 PCB의 경우 Al 프레임과 접촉 

열전도 계수는 250 W/m2･K 정도의 값을 가진다. 탑재체의 발열

체(heat source)는 PCB이며 전체 보드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40 
W 정도 된다. 실제 40 W의 전력을 소비하면 전부 열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전기 

소비량이 100% 열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열손실을 예

측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며 또한 열손실은 전체 소모되는 전

력에 비해서 작은 양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소모되는 전력이 100% 
열로 변환된다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
한 heat source를 PCB 전체에 걸쳐 고르게 작용하도록 PCB 
body에 thermal load를 적용하였다. 탑재체가 위성체에 부착되

는 바닥면은 위성 운용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에 위치하

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탑재체 내부의 온도차는 복사열전달을 고

려할 만큼 크지 않기에 탑재체 내부의 복사열전달은 고려하지 않

았다.

3.2 열해석 이론
3차원 비정상 상태의 일반적인 열전도 지배방정식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0].



 

 

 

 

 

   


 · (1)

여기서,   는 열전도 계수, 는 온도, 는 단위체적당 

열 발생률, 는 밀도, 는 재료의 비열을 나타낸다.
고체 표면의 온도를 , 이를 둘러싼 주위 표면의 온도를 

라고 하면 복사에 의한 열전달은 식 (2)와 같다.

  


  ························································ (2)

은 상대적 고온인 고체 표면과 이를 둘러싼 주위 표면사이의 정미 

열유속이며, 는 방사율(emissivity), 는 Stefan-Boltzmann 
상수  ×  이다. 식 (2)은 식 (3)의 형태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은 복사 열전달 계수로 

 ≡ 


 으로 정의 된다.

      ························································ (3)

본 연구에는 유한요소수치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방법을 

통하여 탑재체의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법은 미분방

정식 형태의 열에너지 평형방정식을 적분을 통해서 풀고 열 분포 

및 온도 변화를 계산해 낸다. NX space systems thermal에서 사

용되는 정상상태의 선형 열전달 유한요소 평형방정식을 식 (4)에 

나타내었다[11].

   
     ································ (4)

비선형 정상상태의 유한요소 평형방정식은 식 (5)와 같다.

      

           ····· (5)

과도상태에서는 열용량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평형식은 식 

(6)이 된다.

Table 4 Physical properties

Material
Density
(kg/m3)

Conductivity
(W/m･K)

Specific heat
(J/kg･K)

Al6061-T6 2711 156 900

FR4 2701 49 840

Table 5 Optical properties

Material Emissivity Absorptivity

Teflon_VDA 0.75 0.4

MLI 0.05 0.05

Table 6 Contact Conductance of Materials

Materials Contact conductance (W/m2･K)

Al6061 - Al6061 250

FR4 - Al606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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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기서, 유한요소 행렬식은 다음과 같다.

   






 
  



  

    






 
    

     




    

    

    






 

 

  
      








             
        

       








             
        

    








 

         

3.3 열해석 조건 
궤도 열해석은 총 4가지 경우를 적용하였다. 위성의 전체 공전

궤도 중 태양복사와 지구 적외선 등 열 입사량이 가장 많은 동지

와 반대로 열 입사량이 가장 적은 하지를 각각 max hot/max 
cold로 정의하고, 이때 바닥면의 온도는 각각 20℃와 10℃로 

적용한다. 또한 탑재체의 최상 윗면은 열광학 물성치가 서로 다

른 Teflon_VDA와 MLI를 적용하여 열적특성을 분석하였다. 
상기 열해석 조건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온도 측정위치는 탑

재체 핵심 구성품인 고에너지 입자검출기에서 3개의 HEPD 
telescope와 여기에 안쪽으로 부착된 preamp box로서 Fig. 8에 

나타내었다.

3.4 열해석 결과
Table 7의 4가지 해석조건으로 각 Case 별로 7주기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시간이력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탑재체 운용조건에 따른 

thermal load 값, 특정시간(25,000 sec, 40,000 sec)에서의 온도

분포, 시간에 따른 측정지점의 온도변화를 각각 Fig. 9 ~ Fig. 11
에 나타내었다. 전체 발열량은 그래프에 나타난 단위 발열량에 

scale factor를 곱한 값으로서, 여기서 scale factor는 Table 2의 

PCB 소요전력이 된다. 또한, 각 Case 별 40,000초에서 측정지점

의 온도를 Table 8에 정리하였다.
4가지 경우 모두 동일한 패턴의 온도변화를 보여준다. 초기 온도

(20℃)에서 부터 급격하게 온도가 하강하다가 2주기가 끝나는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d) Case IV

Fig. 9 Temperature distribution contours (left : 25,000 sec and 
right : 40,000 sec)

Table 7 Thermal Analysis Conditions

Case Season Base plate
Temp.

Upper
shielding

I
Max hot December 20℃

Teflon_VDA
II MLI
III

Max cold June 10℃
Teflon_VDA

IV MLI

Fig. 8 Temperature measuremen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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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초 근방에서 온도 변화가 안정화 된다. PCB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햇빛에 직접 노출된 1번 지점의 온도변화가 궤도주

기에 가장 민감함을 알 수 있다.
Table 7과 Table 8에서 볼 수 있듯이 바닥면의 온도가 각각 20℃

인 Case I과 Case II의 경우 바닥면의 온도가 각각 10℃인 Case 
III과 Case IV에 비해 T1 기준으로 온도가 각각 8.0 ~ 8.8℃ 높았

다. 각 Case 별 측정 지점 T1 ~ T6간의 최고 온도차는 1.9 ~ 2.7℃
로 나타났으며, 1번 지점이 모두 최저온도를 나타내었다.그림 수정

되었습니다. 교체바랍니다.
바닥면의 온도가 각각 20℃인 경우, 최상 윗면에 MLI를 적용한 

Case II가 Teflon_VDA를 적용한 Case I보다 T1 기준으로 10.3℃ 
높았다. 반면, 측정 지점 T1 ~ T6간의 최고 온도차는 Case I이 

2.7℃로 2.2℃인 Case II보다 0.5℃ 높았다.
바닥면의 온도가 각각 10℃인 경우, 최상 윗면에 MLI를 적용한 

Case IV가 Teflon_VDA를 적용한 Case III보다 T1 기준으로 

Fig. 10 Total thermal load on PCB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d) Case IV

Fig. 11 Temperature variation at measurement points

　 T1 T2 T3 T4 T5 T6

Case I 2.04 3.06 3.8 4.77 2.32 4.05

Case II 12.3 13.6 12.8 14.2 12.5 14.5

Case III -5.91 -5.03 -4.34 -3.48 -5.64 -4.09

Case IV 3.53 4.65 3.93 5.18 3.7 5.46

Table 8 Temperature of measurement points at 40,000 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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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높았다. 반면, 측정 지점 T1 ~ T6간의 최고 온도차는 Case 
III이 2.4℃로 1.9℃인 Case IV보다 0.5℃ 높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소형위성 1호의 궤도 조건과 우주폭풍 연

구를 위한 탑재체(ISSS)의 운용조건을 적용한 열모델을 개발하고 

궤도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조건으로 탑재체 바닥면 온도와 

최상 윗면 코팅 재료를 각각 달리하여 탑재체의 핵심 부품인 고에

너지 입자검출기의 온도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해석결과로부터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궤도주기의 약 7배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시간이력 열해석을 수

행하여 측정지점 6곳의 온도변화를 분석한 결과 4가지 해석조건 

모두 탑재체가 초기 상태로 부터 2주기가 지나면 열적 안정화 상태

가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최상 윗면에 MLI를 적용한 경우

가 Teflon_VDA를 적용한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온도가 9 ~ 10℃ 
높았으며 온도차는 Teflon_VDA를 적용한 경우가 MLI를 적용한 

경우보다 0.5℃ 높게 나타났다. 해석 결과를 통해 열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최상 윗면 코팅재인 MLI와 Teflon_VDA의 열적 특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차후 열제어 목적에 적합한 재료 선정과 위성궤도 및 

탑재체 운용조건의 변화에 따른 위성 부품의 열적 안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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