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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built a thermal model for SNIPE 6U nano-satellite which has scientific 

mission for measuring science data in near Earth space environment and described thermal 

design based on the thermal model. And the validity of the thermal design was verified 

through the on-orbit thermal analysis. The thermal design was carried out mainly on the passive 

thermal control techniques such as surface finishes, insulators, and thermal conductor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no-satellite. However, the components with narrow 

operating temperature range and directly exposed to the orbital thermal environments, such as a 

battery and thrusters, are accomodated with heaters to satisfy the temperature requirements. 

On-orbit thermal analysis conditions are based on the basic orbital conditions of the satellite, 

and thermal analysis was performed for Normal mode, Launch & Early Orbit Phase (LEOP), 

Safehold mode, and Maneuver mode which are classified by the power consumption and the 

attitude of the satellite according to the mission scenario. The analysis results for each mode 

confirmed that every component satisfies the temperature requirement. In addition, the heater 

capacity and duty cycle of the battery and thruster were calculated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afehold mode.

   록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우주 환경 관측용 탑재체를 장착한 6U급 초소형위성에 대한 열모델을 구

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행된 열설계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궤도 열해석을 통해 적용된 열설계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초소형위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면 처리 및 절연체, 열전도체 등의 수동 열

제어 기법 위주로 열설계를 진행하였지만, 배터리 및 추력기 등과 같이 작동 온도의 범위가 좁고 

궤도 열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능동 열제어 기법 중 하나인 히터를 적용

하였다. 궤도 열해석 조건은 기본적으로 위성의 궤도 조건을 바탕으로 하며, 임무 시나리오에 따른 

발열량 및 위성의 자세에 따라 임무 모드, 초기 운용 모드, 비상운용 모드, 편대 비행 모드로 분류

하여 궤도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모드 별 해석 결과를 통해 모든 부품들이 작동 온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비상운용 모드의 해석 결과를 통해 배터리 및 추력기의 히터 용량과 

작동 주기를 산출하였다.

†Received : March 9, 2020    Revised : April 23, 2020    Accepted : April 29, 2020
 1 Graduate Student, 3 Senior Researcher, 2,4 Professor

    4 Corresponding author, E-mail : haedkim@kari.re.kr, ORCID 0000-0001-9772-0562

 Ⓒ 2020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456 김지석․김희경․김민기․김해동 한국항공우주학회지

Ⅰ. 서  론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전자 부품의 소형화로 인공

위성의 기술 검증 및 임무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

는 개발 기간 및 비용 등에 큰 이점이 있는 초소형

위성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1,2]. 초소형위성의 개

발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지구 관측 목

적으로 90mm 광학 카메라를 탑재한 6U급 초소형위

성 A-HiREV (Advanced High REsolution Video and 

image)와 두 기의 6U급 초소형위성을 통해 랑데부/

도킹 기술 검증 임무를 수행할 KARDSAT (Kari 

Rendezvous & Docking demonstration SATellit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3,4]. 특히,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은 2017년부터 근지구의 우주 환경 관측을 위

한 핵심 기술 개발 목적으로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

으로 개발하는 SNIPE (Small scale magNetosphere 

and Ionosphere Plasma Experiment) Mission의 초소

형위성 본체를 개발하고 있다. SNIPE Mission은 4기

의 6U급 초소형위성으로 구성되고, 각 위성에는 

VACCO 사의 소형 추력기(Micro Propulsion System; 

MiPS)가 탑재되어 편대 비행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과학 임무 탑재체로는 Solid State Telescope(SST), 

Magnetometer(MAG), Langmuir Probe (LP), Iridium 

Module(IM), Gamma-Ray Burst Module (GRM) 등 

다수의 탑재체들이 탑재되며, 편대 비행(Formation 

Flying)을 통해 더욱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과학 임무

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의 초소형위성들은 주로 1U 및 3U급으로 개

발되었고 해당 위성들은 주로 수동 열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열설계가 이루어졌다. 조선대학교에서 개발

한 1U급 초소형위성 STEP Cube Lab.[5]은 가변 방사율 

라디에이터(Variable Emittance Radiator)를 적용함으

로써 이에 대한 성능 검증과 위성의 열제어를 동시

에 실시하였으며, 경희대학교에서 개발한 3U급 초소

형위성 TRIO-CINEMA[6]는 특정 표면에 Black Paint

를 적용함으로써 열제어를 실시하였다.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에서 개발한 6U급 초소형위성 HiREV EQM 

(Engineering-Qualification Model)[7]은 표면 처리

(Surface Finish) 및 Thermal Strap 등의 수동 열제어 

기법을 이용하여 열설계 및 해석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초소형위성은 주로 단일 기술 검증 임무

를 수행하는데 비해 SNIPE Mission의 6U 초소형위

성은 5가지의 독립적인 임무 탑재체를 통해 우주 과

학 임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4기의 위성을 편대 비행

하는 기술 검증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임

무 수행 시 위성 내부에서 높은 발열이 발생하고, 초

소형위성의 특성상 내부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

에 태양 복사 및 지구 복사, 알베도(Albedo) 등의 외

부 열원이 위성 부품들의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편대 비행을 위해 탑재되는 MiPS 추력기는 초

소형위성의 전형적인 1U 크기를 초과하기 때문에 우

주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추진제의 특성에 의

해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위성의 초기 

운용 시에는 추가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개형 태

양 전지판(Deployable Solar Panel)과 함께 위성 측

면 패널(Radiation Shield Panel)에 태양 셀(Solar 

Cell)을 부착하였기 때문에 내부 열원에 대한 방열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각 부품들

의 온도가 작동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열

설계가 요구된다.

초소형위성 부품들의 작동 온도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열제어 기법은 주로 전력을 소비하지 않고 공

간적으로 유리한 수동형 열제어 기법이 사용되며, 

SNIPE 위성에는 표면 처리, Thermal Isolator, 히트 

싱크(Heat Sink) 등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배터리 및 

추력기는 작동 온도 범위가 다른 부품들에 비해 좁

고, 특히 추력기의 경우 외부 열환경에 직접적인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저온에서의 온도 조건을 충족시키

기 위해 능동형 열제어 기법 중 하나인 히터를 적용

하였다[8].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과학 탑재체를 적용한 6U급 

초소형위성이 저궤도 상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한 열제어 기법을 기술하였으며, 이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궤도 열해석을 진행하여 각 부품의 온

도 분포를 확인하였다. 또한, 최악 저온 조건(Worst 

Cold Case)에 대한 해석을 통해 추력기 및 배터리에 

적용된 히터의 작동 주기(Duty Cycle)와 이에 따른 

적절한 히터 용량을 산출하였다.

Ⅱ. 본  론

2.1 SNIPE 소형 성 개요

초소형위성은 일반적으로 큐브 형태의 구조를 가지

며, PC 104 규격의 크기로 내부 부품들이 탑재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KARDSAT 

및 A-HiREV, SNIPE 프로젝트의 초소형위성들 또한 

해당 규격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고, 본체의 핵심 부품

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특히, On-Board Computer 

(OBC) 및 반작용 휠(Reaction Wheel; RWA), 자기토

Key Words : Nano-Satellite(초소형위성), Thermal Design and Analysis(열설계 및 해석), Thermal 

Control Subsystem(열 제어계), Duty Cycle(작동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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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Magnetorquer; MTQR), 별 센서(Star Tracker), 태

양 센서(Analog Sun Sensor; ASS), 태양 전지판(Solar 

Panel) 등은 국내 업체에서 개발된 국산화 부품들이

며, 이러한 국산화 부품들이 SNIPE 위성 시스템에서 

열적 요구 조건을 만족하고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SNIPE 위성뿐만 아니라 추후에 개발될 초소형위성의 

국산화 부품 탑재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그밖에 통신계 및 전력계 등의 부품들은 모두 우

주급 성능이 보장되는 해외 업체의 부품들을 이용하

였다. Table 1에는 SNIPE 위성의 본체에 적용되는 국

산화 부품 및 해외 업체 부품들을 정리하였다.

Component
(Manufacturer)

Figure
Component

(Manufacturer)
Figure

Domestic Developed Part

OBC
(DSW)

Star Tracker
(Kairospace)

RWA
(Revoluti)

Sun Sensor
(DSW)

MTQR
(DSW)

Solar Panel
(DSW)

O verseas Developed Part

S-band TRX
SR2000

(Gomspace)

S-band ANT
ANT2150-DUP
(Gomspace)

UHF TRX
AX100

(Gomspace)

UHF ANT
ANT-6F

(Gomspace)

EPS Board
(ClydeSpace)

Battery
Optimus-40

(ClydeSpace)

GPS 
Receiver

OEM-719
(Novatel)

GPS ANT
TW-1322

(Tallysman)

Thruster
MiPS

(Vacco)

6U Structure
(ISIS)

Tab le 1. Components of SNIPE Sy stem Fig. 1. SNIPE 6U Nano-Satellite System Configuration

SNIPE 위성은 근지구 우주 환경을 관측하기 위해 

5가지의 임무 탑재체가 장착되며, 이를 Table 2에 정

리하였다. 주요 임무 탑재체로는 우주 환경에 존재하

는 입자를 검출하고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SST, 지

구자기장 측정을 위한 MAG, 전자의 상태 및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LP가 탑재되며, 중력파로부터 발생하

는 감마선을 관측하기 위한 GRM과 탑재체의 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한 IM은 시험용 탑재체로 

장착된다. Fig. 1은 SNIPE 위성의 형상으로 ISIS 사

에서 제공하는 6U 구조체를 기반으로 임무 탑재체 

및 추력기를 고려하여 재설계하였다. 각 스택 프레임

(Stack Frame)과 PCB는 PC104 규격으로 제작 및 조

립되며, 추력기 및 반작용 휠 등의 표준 규격이 아닌 

부품들은 별도의 지지대를 통해 조립된다. 위성의 무

게는 약 9kg이며, 주요 임무 탑재체는 1U 공간에 탑

재되고, 편대 비행을 위한 추력기는 1.5U의 공간에 

탑재된다. SNIPE 위성의 본체에는 3.5U 공간에 통신

계, 전력계, 자세제어계 등의 부품들이 탑재된다. 

SNIPE 위성은 효율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 34장의 

태양 셀이 부착된 전개형 태양 전지판이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전개된 태양 전지판의 방향은 항상 태양

을 지향하도록 자세 제어를 실시한다. 또한, 전개형 

태양 전지판 외에도 발사체에서 사출된 직후 Launch 

& Early Orbit Phase(LEOP)의 텀블링(Tumbling) 상

태에서도 전력을 충전하기 위해 위성의 외부 측면 

패널에 16장의 태양 셀을 추가적으로 부착하였다.

SNIPE 위성은 같은 스펙으로 총 4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 소유즈(Soyuz) 로켓을 통해 

500km 고도의 저궤도로 발사될 예정이다. 4기의 위

성들은 태양동기궤도(Sun-Synchronous Orbit)에서 약 

1년간 우주 과학 임무와 함께 추력기를 이용한 편대 

비행 임무를 수행한다. 편대 비행 임무는 각 위성 간

의 간격을 10km~100km 사이에서 일정하게 유지하

여 우주 환경 관측 데이터를 연속적, 입체적으로 측

정할 수 있도록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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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load Figure Mission

Major

Solid-Sate 

Telescope

Measure 

energy, 

direction of 

particle 

Fluxgate 

Magnetometer

Measure 

geo-magnetic 

field with 1nT

Langmuir 

Probe

Measure 

physical 

property & 

status of 

Electron

Demo

Gamma-Ray 

Burst Module

Detect 

Gamma-Ray of 

gravitational 

wave

Iridium 

Module

Transmit real 

time science 

data

Tab le 2. SNIPE Mission Pay loads

2.2 SNIPE 소형 성 열설계

인공위성 열설계의 최종 목표는 임무 기간 내에 

우주 환경에서 모든 부품들이 작동 허용 온도 범위 

이내로 유지되는 것이다. SNIPE 위성에는 총 5개의 

임무 탑재체와 많은 전장품들이 협소한 공간에 밀집

되어 있어 추가적인 열제어 하드웨어를 적용할 공간

이 제한되기 때문에 각 부품들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수동 열제어 방법을 중심으로 열설계

를 실시하였다. SNIPE 위성의 열설계 요구조건으로 

각 부품의 작동 온도 범위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SNIPE 위성의 –Z면은 기본적으로 태양을 지향하

기 때문에 위성의 외부 구조체 표면에 Black Paint를 

적용하여 태양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표면에 

대해 효율적인 방열을 유도하였다. 추력기의 경우에

는 우주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표면(±X면)에 

Aluminum Tape을 적용하여 우주 환경으로부터 복

사 에너지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설계하였고, 내부에 

위치한 표면(+Y, ±Z면)에는 Black Paint을 적용하여 

내부 부품들과의 복사 열 교환을 통해 위성 내부의 

온도 구배를 줄일 수 있도록 열설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추력기는 외부 구조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열원이 상대적으로 작은 Eclipse 

Components
Temperature [°C]

Min Max

C
O
M

S-band Antenna -40 85

UHF Antenna -40 90

S-band TRX -20 85

UHF TRX -30 85

C
&
D
H

OBC Main CPU -40 125

OBC PCB -40 85

Solar Panel -100 125
E
P
S

EPS Board -40 85

Battery -10 50

Reaction Wheel -30 85

A
D
C
S

Sun Sensor -40 85

Star Tracker -25 60

GPS Receiver -40 85

GPS Antenna -40 85

Magnetorquer -40 70

Thruster 10 55P S

Solid State Telescope -40 85

P/L

Magnetometer -40 85

Langmuir Probe -40 85

Iridium Module -40 85

Iridium ANT -40 85

Gamma-Ray Module -40 85

 Tab le 3 . Allowab le Operating Temperature Range  

 of SNIPE Nano- Satellite

구간에서 온도가 매우 낮게 도출된다. 따라서 추력기 

및 구조체 사이에 G-10과 같은 Thermal Isolator를 

적용해 전도 열 전달 루트를 차단하여 추력기의 온

도를 상승시켰다. 추력기의 표면 처리 및 Thermal 

Isolator 적용에 따른 온도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

었다. 위성 버스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 중 하

나인 OBC는 태양의 고에너지 하전 입자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Single Event Upset(SEU)을 방지하기 위

해 Fig. 2와 같이 PCB에 Radiation Shield Cover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OBC는 항시 작동하며, Main 

CPU 소자에서 높은 발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적인 

관점에서 Radiation Shield Cover는 방열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CB의 Main CPU와 

Cover 사이에 히트 싱크 개념의 전도성 물질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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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 BC 3 D Model &  Th ermal Model

하여 소자의 높은 열에너지를 외부로 방출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도성 물질은 Parker Hannifin 

사의 THERM-A-GAP 579로 3W/m-K의 열전도율과 

1J/g-K의 열용량을 갖는다. 이러한 열적인 고려사항

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열 OBC의 열 모델을 소

자 단위로 구축하여 열해석을 실시하였으며[10], 각 

소자에 대한 위치와 열적 정보를 각각 Fig. 3 및 

Table 5에 정리하였다. 또한, 임무 탑재체는 주로 티

타늄 소재이며, 구리 소재로 이루어진 SST 및 MAG 

등의 임무 탑재체에는 Gold Coating으로 표면처리를 

수행하였다. 그밖에 위성 본체 부품들에는 Black 

Paint를 적용하여 각 부품들의 원활한 열 교환을 유

도함으로써 부품들 간의 온도 구배를 최소화하였다.

능동 열제어 기법으로는 추력기 및 배터리에 각각 

히터를 적용했다. 추력기의 최소 작동 온도 조건은 

추진제의 상태 유지 등의 목적으로 다른 부품들에 

비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표면 처리 및 Thermal 

Isolator 등의 수동 열제어 방법만으로 Worst Cold 

Case에서 작동 온도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력기 표면에 패치형 히터(Patch 

Heater)를 적용하여 추력기가 안정적으로 온도를 유

Fig. 3 . O BC 3 D CAD Model w ith  Ch ip L evel

No.

O per. Temp. [℃] H eat 
L oad

[W ]

Th ermal 
Resistance

[℃/ W ]Min. Max .

1 -40 125 1.6 3.44

2 -40 95 0.092 5.7

3 -40 95 0.092 5.7

4 -40 125 0.07 2

5 -40 125 0.21 2

6 -40 125 0.08 41

7 -40 125 0.05 25.5

8 -40 125 0.5 23

9 -40 100 - -

10 -40 85 0.05 23

11 -40 85 0.05 23

12 -40 85 0.09 40.3

13 -55 125 0.09 73

14 -40 85 0.049 23

15 -40 85 0.049 23

16 -40 125 0.08 38

17 -40 125 0.08 38

18 -40 85 0.035 23

19 -40 85 0.035 23

Tab le 5 . Th ermal Information of O BC Electrical  

 Components 

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열설계를 진행하였다. 패치

형 히터는 추력기의 작동 온도 범위(10~55℃)를 고려

하여 추력기 온도가 12℃ 아래로 떨어질 때 작동하

고, 17℃ 이상이면 작동이 중지되도록 적용하였다. 

또한, 히터의 작동 주기를 80% 미만으로 유지하는 

개별 요구 조건을 적용하여 열적 불확실성 마진

(Thermal uncertainty margin)을 대체하였으며[8,11], 

이에 따른 적절한 히터 용량을 산출하였다. 배터리는 

다른 부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작동 온도 범

위를 가지며, 항시 작동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내장 히터가 적용

되어 있다. 내장 히터는 기본적으로 0.8W 용량을 가

Cas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Thermal 

Coupling

MiPS - Sideframe Bolt Bolt
G-10

(w = 5mm)
G-10

(w = 10mm)

Conduct. Coeff. 

[W/℃]
0.00795 0.00795 0.00576 0.00288

Surface Finish Al-Tape
Al-Tape

Black paint
Al-Tape

Black paint
Al-Tape

Black paint

Result [℃] -14.5 -11.1 -10.5 -9.5

 Tab le 4 . Temperature Results of MiPS w ith  Passive Th ermal Control in Safeh old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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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H eat Pow er

[W ]
O n Temp. 

[℃]
O ff Temp. 

[℃]

Battery 0.8 0 5

Thruster

3

12 174

5

Tab le 6 . H eater Pow er and O n/ O ff Set- point

지며, 배터리의 온도가 0℃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하

고 5℃ 이상으로 상승하면 작동을 중지한다. 이는 추

력기 히터와 마찬가지로 80% 미만의 작동 주기 조건

을 고려하여 위성의 온도가 최저로 도출되는 비상운

용 모드(Safehold Mode)에서 배터리의 온도와 히터

의 작동 주기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배터리

와 추력기에 적용된 히터의 용량 및 작동 조건을 

Table 6에 정리하였다[12].

SNIPE 위성은 히터가 적용되어 있는 배터리 및 추

력기를 제외하고 모든 부품들에 대해 작동 온도 범

위에서 10℃ 이상의 마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열설계를 진행하였다. 

2.3  궤도 열해석

2.3 .1 열모델

우주 환경에서의 SNIPE 초소형위성 열설계를 검증

하기 위해 C&R Technologies 사의 상용 소프트웨어 

Thermal Desktop® 및 RadCAD®를 이용하여 기하

열모델(Geometrical Mathematical Model) 및 저궤도 

우주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SINDA/ 

FLUINT®를 통해 시스템 수준의 수치열모델(Thermal 

Mathematical Model)에 대한 온도 해석을 진행하였

다. SNIPE 열모델에 적용된 열적 물성치와 광학 물

성치는 각각 Table 7, Table 8에 정리하였고[8], 

Thermal Desktop®을 통해 구축된 열 모델의 외부 

및 내부 형상을 Fig. 4와 같이 나타내었다[13,14]. 

Material
Conductivity

()

Density

()

C
()

Al 6061 T6 167.9 2700 896

Al 7075 T6 130 2810 960

Ceramic 1.46 0.19 1000

Copper 400 8860 385

FR-4 20 530 850

G-10 0.288 1800 1200

Ti-5Al-2.5Sn 7.8 4430 552

Tab le 7 . Th ermo- Ph y sical Properties

Material
Ab sorptivity

(α)
Emissivity

(ε)
α/ e

Al 6061 T6 0.15 0.05 3

Al 7075 T6 0.15 0.05 3

Al Tape 0.15 0.04 3.75

Black anodize 0.88 0.88 1

Copper 0.3 0.03 10

FR-4 0.6 0.75 0.8

Gold 0.48 0.82 0.59

G-10 0.72 0.89 0.8

Solar Cell 0.92 0.85 1.08

White Paint 0.25 0.95 0.27

Ti-5Al-2.5Sn 0.4 0.55 0.73

Tab le 8 . O ptical Properties

 

(a) O utside of Assemb led Sy stem

(b ) BU S &  Pay load Configuration

Fig. 4 . G eometrical Math ematical Model of 

SNIPE Nano-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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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열해석 조건

위성이 우주 환경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무 탑재체 및 모든 부품들이 임무 궤도에

서 Worst Hot 및 Worst Cold Case를 견딜 수 있도

록 열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Worst 

Hot Case는 위성이 동지(Winter Solstice)에 위치할 

때 태양을 지향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상태이다. 

SNIPE 위성은 임무 수행 모드(Normal Mission Mode)

에서 가장 많은 부품들이 동작을 하며, 전력 충전을 

위해 위성의 한 쪽 면(-Z 방향)이 항상 태양을 지향하

기 때문에 내부 부품들 간의 온도 구배가 크게 나타난

다. 반대로 Worst Cold Case는 위성이 하지(Summer 

Solstice) 및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

는 Eclipse 위치에서 필수 버스 시스템만 작동하는 비

상운용 모드이다. 비상운용 모드에서는 내부 및 외부 

열원이 임무 수행 모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

에 전체적인 온도 분포가 낮게 도출된다[15]. 그밖에 

편대 비행을 위해 추력기가 동작하는 편대 비행 모드

(Maneuver Mode)에서 온도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SNIPE 위성이 발사체에서 사출된 직후에 겪게 되는 

LEOP에 대해 열해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LEOP에서

는 위성의 태양 전지판이 펼쳐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

문에 내부 열원에 대한 방열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자

세 제어를 통해 지향할 수 없는 텀블링 상태이므로 

각 부품에 대한 온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SNIPE 위성의 LEOP에 대한 열모델 및 궤도 환경을 

구축하여 각 부품에 대한 온도 분포를 확인하였다.

SNIPE 위성은 Fig. 5와 같이 임무 수행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태양지향(Sun-Pointing) 자세를 가지며, 

지상국 교신 및 SST 동작 시에만 Nadir-Pointing 자

세를 취한다. 비상운용 모드에서는 최대한 전력을 생

산하기 위해 태양 센서 및 자기토커를 이용하여 태

양지향 자세를 유지한다. 편대 비행 모드에서도 비상

운용 모드와 같이 태양지향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편대 비행 임무를 수행한다. Fig. 6은 LEOP에서 위

성이 텀블링하는 상태를 Thermal Desktop® 프로그

램으로 모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각 모드에 따라 집

중적으로 분석하는 온도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고온

에 집중되는 임무 수행 모드 및 LEOP 모드에서 위

성을 동지 위치로 설정하였으며, 비상운용 모드 및 

편대 비행 모드에서는 하지에 위치하도록 설정하여 

위성의 저온 온도 분포를 집중하여 분석할 수 있도

록 열해석을 진행하였다.

임무 궤도 조건 및 임무 궤도의 열 환경에 대한 정

보를 Table 9에 정리하였으며, 위성의 각 모드에 따른 

부품들의 소비전력을 Table 10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

에서는 각 부품의 소비전력량을 발열량으로 가정하여 

열해석을 진행하였고, 특히 S-band TRX 및 RWA, 추

력기, SST 등의 부품은 각 모드에서 항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무에 따른 작동 시간을 가정하

여 괄호 안에 명시하였다. 

Fig. 5 . Attitude of Normal Mode and Safeh old 

(Maneuver) Mode

Fig. 6 . Attitude of Early  L EO P (Tumb ling)

Properties V alue

Orbit Sun-Synchronous

Inclination Angle 97.4°

Altitude 500 km

Eccentricity 0

LTAN 12:00

RAAN 270° 90°

RA of SUN 270° 90°

Season Winter Summer

Solar Flux 1420 W/㎡ 1287 W/㎡

Earth IR 249 W/㎡ 227 W/㎡

Albedo 0.35 0.3

Tab le 9 . Mission O rb i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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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Pow er Consumption [W ]

Normal Safehold Maneuver L EO P

C
O
M

S-band 
Antenna

0 0 0 0

UHF Antenna 0.18 0.18 0.18 0.18

S-band TRX 1(600s) 0 0 0

UHF TRX 0.2 0.2 0.2 0.2

C
&
D
H

OBC Main 
CPU

1.6 1.6 1.6 1.6

OBC Total 3.3 3.3 3.3 3.3

E
P
S

EPS Board 0.4 0.4 0.4 0.4

Battery 0.2 0.2 0.2 0.2

BAT Heater 0.8 0.8 0.8 0.8

A
D
C
S

Reaction 
Wheel

10(600s) 0 10(600s) 0

Sun Sensor 0.1 0.1 0.1 0

Star Tracker 0.5 0 0.5 0

GPS 
Receiver

1 1 1 0

GPS Antenna 0.03 0.03 0.03 0

Magnetorquer 0 1.2 0 0

PS Thruster 0.25 0.25 12(100s) 0.25

P/L

SST 1(600s) 0 0 0

Magnetometer 1.6 0 0 0

Langmuir 
Probe

0.2 0 0 0

Iridium 
Module

1 0 0 0

Iridium ANT 0.03 0 0 0

GRM 2 0 0 0

Total 23.79 7.66 28.71 5.33

Tab le 10 . Information of Pow er Consumption

2.4  열해석 결과

Table 11 및 Table 12에는 각각 소자 단위의 OBC

와 모든 부품들에 대한 열해석 결과를 모드 별로 정

리하였다. 고온 조건을 기준으로 해석한 임무 수행 

모드 및 LEOP에 대한 각 부품의 온도를 Worst Hot 

Case로 나타내었으며, 비상운용 모드와 편대 비행 모

드에서 계산된 각 부품의 저온 해석 결과는 Worst 

Cold Case로 표에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위성이 임

무 모드에 따라 도출되는 최악의 온도가 각 부품의 

작동 온도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였으며, 각 모

드 및 자세에 따라 위성의 온도 분포가 어떠한 경향

성을 갖는지 확인하였다.

2.4 .1 W orst H ot Case (Normal Mode &  L EO P)

Table 12의 온도결과를 통해 임무 수행 모드 및 

LEOP에서 위성의 모든 부품들이 10℃ 이상의 마진을 

가지고 작동 온도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OBC의 경우 항시 작동하며 다른 부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발열량을 가지기 때문에 열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PCB의 칩 단위로 열해석

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OBC의 모든 소자들이 항상 

작동 온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OBC를 비롯한 RWA, MTQR, ASS, Star Tracker 등의 

국산화 부품들도 Worst Hot Case에서 모두 12℃ 이

상의 온도 마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7은 Worst Hot Case의 임무 수행 모드에서 

계산된 위성 표면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태

양지향을 하는 -Z 방향의 태양 전지판 및 Radiation 

Shield Panel은 직접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 분포를 보이지만, -Z 표면을 제외

한 다른 방향의 부품들은 비교적 온도가 낮게 도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부 부품들 사이

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갖는다. 

Figure 8은 동지에 위치한 위성이 LEOP에서 텀블링

할 때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임무 수행 모드

와 비교하여 위성 표면의 온도 구배가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Table 12를 통해 태양 전지판 

및 태양 센서 등 위성 외부에 탑재되어 직접적으로 태

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특정 부품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위성의 온도는 LEOP에서 더 높게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무 수행 모드에서 

위성은 -Z면으로만 태양을 지향하기 때문에 태양을 바

라보는 면(-Z)과 그 이외의 면에 대한 온도 구배가 매

우 크게 나타나지만, 반대로 LEOP 환경에서는 위성이 

텀블링하면서 모든 외부 표면이 외부 열원을 전체적으

로 흡수하고, 펼쳐지지 않은 태양 전지판이 내부 열원

의 방열을 방해하기 때문에 LEOP에서 위성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높게 도출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Fig. 7 . Temperature Distrib ution of W orst H ot 

Case (Normal Miss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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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O perating 

Temp. [°C]
Analy sis Temp. [°C] Margin,  ∆T [°C]

Min. Max .
W orst H ot W orst Cold W orst H ot W orst Cold

Normal L EO P Safehold Maneuver Normal L EO P Safehold Maneuver

C
O
M

S-band Antenna -40 85 3.6 19 -18.4 -18.6 81.4 66 21.6 21.4

UHF Antenna -40 90 8.5 28.5 -18.2 -18.8 81.5 61.5 21.8 21.2

S-band TRX -20 85 18 22.4 12.4 10 67 62.6 32.4 30

UHF TRX -30 85 30.5 37.5 28.4 22.1 54.5 47.5 58.4 52.1

C&
DH

OBC Main CPU -40 125 68 78.3 58.4 58.2 57 46.7 98.4 98.2

OBC PCB -40 85 62.6 73 30.5 29.9 22.4 12 70.5 69.9

E
P
S

Solar Panel -100 125 95.5 54 -50 -50 29.5 71 50 50

EPS Board -40 85 25.6 37.2 13.5 13 59.4 47.8 53.5 53

Battery -10 50 15.3 26.4 4.2 3.9 34.7 23.6 14.2 13.9

A
D
C
S

Reaction Wheel -30 85 34.7 17.2 -5.8 -6 50.3 67.8 24.2 24

Sun Sensor -40 85 56.8 29.6 4.4 1 28.2 55.4 44.4 41

Star Tracker -25 60 40.9 32.2 20.4 29.6 19.1 27.8 45.4 54.6

GPS Receiver -40 85 34.1 41.1 32.2 25.6 50.9 43.9 72.2 65.6

GPS Antenna -40 85 16.6 28 -18.2 -18.5 68.4 57 21.8 21.5

Magnetorquer -40 70 29 39.4 26.5 11.4 41 30.6 66.5 51.4

P S
Thruster (Survival) -24 55 17 16.4 12 - 38 38.6 36 -

Thruster (Operating) 10 55 - - - 12 - - - 2

P / L

Solid State Telescope -40 85 30.1 30.7 6.7 6.2 54.9 54.3 46.7 46.2

Magnetometer -40 85 25.5 20.8 0.5 -0.1 59.5 64.2 40.5 39.9

Langmuir Probe -40 85 61 37 -30 -29 24 48 10 11

Iridium Module -40 85 42.6 34.1 20 21 42.4 50.9 60 61

Iridium ANT -40 85 55 28 1.5 -1.6 30 57 41.5 38.4

Gamma-Ray Module -40 85 19.8 17 1.6 1.3 65.2 68 41.6 41.3

Tab le 12. Results of O n- orb it Th ermal Analy sis

No.

O perating 

Temp. [°C]
Analy sis Temp. [°C] Margin,  ∆T [°C]

Min. Max .
W orst H ot W orst Cold W orst H ot W orst Cold

Normal L EO P Safeh old Maneuver Normal L EO P Safeh old Maneuver

1 -40 125 68 78.3 58.4 58.2 57 46.7 98.4 98.2

2 -40 95 49.3 58.5 38.5 38.2 45.7 36.5 78.5 78.2

3 -40 95 48 59.7 39.7 39.5 47 35.3 79.7 79.5

4 -40 125 45 55.5 35.2 34.8 80 69.5 75.2 74.8

5 -40 125 49.3 59.6 39.6 39.3 75.7 65.4 79.6 79.3

6 -40 125 52 62.5 42.4 42.1 73 62.5 82.4 82.1

7 -40 125 51.4 61.9 41.8 41.5 73.6 63.1 81.8 81.5

8 -40 125 51.4 61.9 41.8 41.5 73.6 63.1 81.8 81.5

9 -40 100 45 54.1 33.8 34.6 55 45.9 73.8 74.6

10 -40 85 45.3 55.8 35.6 35.4 39.7 29.2 75.6 75.4

11 -40 85 50.2 60.6 40.5 40.3 34.8 24.4 80.5 80.3

12 -40 85 46.8 57.4 37.1 36.8 38.2 27.6 77.1 76.8

13 -55 125 48.1 58.8 38.5 38.2 76.9 66.2 93.5 93.2

14 -40 85 47.5 58.1 37.9 37.5 37.5 26.9 77.9 77.5

15 -40 85 46.4 57 36.8 36.4 38.6 28 76.8 76.4

16 -40 125 47 57.6 37.3 37 78 67.4 77.3 77

17 -40 125 48 58.6 38.4 38 77 66.4 78.4 78

18 -40 85 47.4 58 37.8 37.4 37.6 27 77.8 77.4

19 -40 85 50.1 60.7 40.6 40.2 34.9 24.3 80.6 80.2

Tab le 11. Results of O BC Ch ip L evel Th ermal Analy 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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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W orst Cold Case (Safeh old &  Maneuver)

Table 12의 열해석 결과를 통해 비상운용 모드와 

편대 비행 모드에서도 모든 부품들이 최저 온도 요

구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히터를 

이용하여 온도 제어를 실시하는 MiPS 추력기를 제외

한 모든 부품들이 10℃ 이상의 마진을 갖는다.

배터리의 경우 Fig. 9와 같이 비상운용 모드에서 

궤도 열해석을 수행하였을 때, 온도가 0℃ 이하로 내

려가지 않기 때문에 히터가 동작하지 않으므로 히터 

작동 주기가 0%이다. 또한, 위성의 온도가 최저로 도

출되는 비상운용 모드에서 배터리 온도가 항상 4.4℃ 

이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SNIPE 임무 시나리오의 

모든 상황에서 배터리는 열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추력기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공간을 고려하여 추

력기 표면에 패치형 히터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실제로 SNIPE 위성은 비상운

용 모드에서 추력기가 동작하지 않지만, 추력기 탱크 

내 추진제 온도의 큰 불확실성 및 편대 비행 임무 

Fig. 8 . Temperature Distrib ution of L EOP Tumb ling 

Mode

Fig. 9 . Analy sis Result of Battery  in Safeh old   

 Mode

Fig. 10 . Analy sis Result of MiPS Th ruster w ith  

H eater in Safeh old Mode

시나리오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열설계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추력기의 온도가 가장 낮게 도출

되는 비상운용 모드에서 추력기의 허용 온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히터를 적용하였다. 3W 용량의 히

터는 작동 주기가 100%로 히터의 작동 주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추력기의 온도도 최소 작동 온

도인 10℃ 미만으로 도출되었다. 4W 용량의 히터를 

적용한 경우에는 추력기의 최저 온도가 약 14℃ 이

상으로 수렴하여 추력기 온도 조건은 만족하였지만, 

히터가 항상 작동하는 상황이므로 히터 작동 주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5W 용량의 히터를 적용

하였을 때, 추력기의 온도는 항상 12℃ 이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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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었으며, 히터의 작동 주기는 약 76.9%로 계산되

었다. 이를 통해 추력기에 5W 용량 이상의 히터를 

적용하여야 추력기 온도 요구 조건과 히터의 작동 주

기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SNIPE 위성에 탑재된 모든 국산화 부품들은 

Worst Cold Case에서도 20℃ 이상의 마진을 가지며 

온도 조건을 항상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주 과학 임무를 위해 다수의 임

무 탑재체를 장착한 SNIPE 초소형위성에 탑재되는 

부품들을 소개하고, 각 부품들의 허용 온도 조건을 

기준으로 열설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열모델을 구축하여 궤도 열해석을 수행한 결과

를 기술하였다. 

초소형위성은 탑재체 및 전장품의 크기가 PC104 

규격의 Stack Frame에 맞추어 정형화되어 있으며, 

공간 및 질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열제

어를 위해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

황이다. 이를 고려하여 SNIPE 위성은 수동 열제어 

방식 위주의 열설계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위성은 

표면에 MLI(Multi-Layer Insulation)을 통해 외부 환

경과 열적으로 차단시키거나 방열판(Radiator)을 적

용하여 위성 내부의 열을 효율적으로 방열시키지만, 

SNIPE 위성은 표면 전체에 Black Paint를 적용하였

다. 이는 SNIPE 위성이 기본적으로 태양지향 자세를 

가지고 위성의 –Z면만 태양을 바라본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위성의 표면 전체를 방열판으로 활용함으

로써 내부 열원을 효율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설

계한 것이다. 또한, 내부 부품들에도 Black Paint를 

적용하여 내부 온도 구배를 최소화하였다. 배터리 및 

추력기 등 허용 온도 범위가 좁은 특정 부품들에 대

해서는 히터를 이용한 능동 열제어를 실시하였다. 특

히 추력기에 적용한 히터는 작동 주기에 따라 적절

한 용량을 산출하기 위해 비상운용 모드에서 열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를 통해 히터의 작동 조

건에서 5W의 히터 용량으로 약 76.9%의 작동 주기

를 가지고 추력기의 온도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SNIPE 위성이 우주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조건들을 설정하여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Worst Hot Case로는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 수행 모드와 위성이 사출된 직후 텀블링하는 

상황을 가정한 LEOP 모드이며, Worst Cold Case로

는 비상운용 모드와 추력기를 동작시키는 편대 비행 

모드이다. 위의 네 가지 상황에 대해 SNIPE 위성의 

모든 부품들은 작동 온도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SNIPE 위성에 적용한 열설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향후에는 2019년 하반기에 진행한 열평형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열모델을 보정하여 열설계를 

최종적으로 검증 및 업데이트할 계획이며, 추가적으

로 SNIPE 위성에 탑재된 주요 국산화 부품들에 대

하여 해당 부품들이 KARDSAT 및 A-HiREV 위성에

서도 온도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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