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

위성 배터리 충전을 위한 태양전력조절기의 제어기 고장 분석

양정환*, 박정언, 윤석택

Failure Analysis of Solar Array Regulator Controller

for Charging Satellite Battery

JeongHwan Yang*, JeongEon Park, SeokTeak Yun

요  약 

저궤도인공위성은전기에너지원으로주로태양전지배열기를사용한다. 태양전지배열기는인공위성이식구간에들어가면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식구간에서는 배터리가 인공위성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또한 태양전지 배열기는 동작 전압에

따라출력하는전력이변하며, 최대전력을출력하는최대전력점이존재한다. 일광구간에서태양전지배열기가최대전력을출력하여

위성에전기에너지를공급하고남은에너지로배터리를충전할수있도록태양전력조절기기가필요하다. 태양전력조절기의입력

에는태양전지배열기가연결되고, 출력에는배터리가연결된다. 태양전력조절기는안정적인동작을위해 2 of 3 Hot Redundant로

동작한다. 즉, 3개의 DC-DC 컨버터가하나의태양전력조절기를구성하며, 이 DC-DC 컨버터하나가고장이발생하더라도태양전

력조절기는안정적으로동작한다. 본 논문에서는태양전력조절기동작중 DC-DC 컨버터의제어기에고장이발생한순간태양전

력 조절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분석하고, 배터리와 태양전지 배열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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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olar array is main electrical energy source for Low-Earth-Orbit(LEO) satellite. The solar array cannot generate electrical 
energy during eclipse period, a battery supply electrical energy to the satellite. The electrical power of the solar array is 
changed in accordance with operating voltage and the solar array has the maximum power point. The solar array regulator 
makes the solar array supply electrical energy to the satellite and charge the battery. The solar array is connected to the 
solar array regulator input and the battery is connected to the solar array regulator output. The solar array regulator consists 
2 of 3 hot redundant. One solar array regulator contains 3 DC-DC converters, and the solar array regulator operates stably 
even if the failure occur in one DC-DC converter. In this paper, the solar array regulator, the battery and the solar array 
operation is analyzed when the failure occur in one DC-DC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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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태양전력조절기는 3개의 DC-DC 컨버터로구성된다. 이

DC-DC 컨버터 중 하나에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이 발생한

DC-DC 컨버터의입력단과출력단에연결된보호스위치가

개방되어고장이발생한 DC-DC 컨버터는태양전력조절기

로부터 분리되고 2개의 DC-DC 컨버터가 태양전력 조절기

로서동작을수행한다. 2개의 DC-DC 컨버터로태양전지배

열기의전력용량을수용할수있도록설계된다. DC-DC 컨

버터는 태양전지 배열기가 출력하는 전류를 동일하게 나누

어가지면서태양전지배열기의최대전력점을추적할수있

도록각각의제어기로제어된다. 이제어기는태양전력조절

기의 입력전압을 제어하여 태양전지 배열기의 동작점을 제

어한다. 따라서 DC-DC 컨버터의제어기는강인하게설계된

다. 이 제어기는 Op-Amp로 구성된다. 이 제어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Op-Amp의 출력이 0V가 되거나, Op-Amp의

입력전원이되는경우가있다. 본 논문에서는이두가지경

우에대해태양전력조절기의거동을분석한다. 본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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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양전력 조절기로 벅-부스트 형 DC-DC Converter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분석한다. 벅-부스트 형 DC-DC

Converter는승압과강압이모두가능하여넓은범위를가지

는 태양전지 배열기에 적용하기 적절하다[1].

그림 1. 태양전지 배열기, 태양전력 조절기, 배터리

Ⅱ. 벅-부스트 형 DC-DC 컨버터의 

기본 동작

벅-부스트 형 태양전력 조절기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전력 단은 벅-부스트 형 DC-DC 컨버터를 사용하고, 입력

단에는 태양전지 배열기가 연결되고 출력 단에는 배터리가

연결된다. 태양전지 배열기를 배터리 전압보다 높게 제어하

기위한벅-모드를위해 BUCK-SAW tooth가 PWM신호를

발생시키고, 태양전지배열기를배터리전압보다낮게제어

하기위한부스트모드를위해 BOOST-Saw tooth가 PWM

신호를 발생시킨다. 태양전지 배열기의 최대 전력점 추적을

위해 최대전력점 추적기 제어기(MPPT Controller)는

DC-DC 컨버터의 입력 단 전압을 제어한다.

그림 2. 벅-부스트 형 컨버터와 최대전력점 추적기 제어기

벅-부스트 형 태양전력 조절기의 기본 동작은 그림 3과

같다. 최대전력점 추적기 제어기가 출력하는 Error 신호가

Buck_SAW신호구간에있을때, Error 신호가 Buck_SAW

신호보다큰 경우에 PWM_BUCK 신호는 High를 출력하여

벅스위치가켜지고, 작은경우에 PWM_BUCK 신호는 Low

를 출력하여 벅 스위치가 꺼진다. 또한 이때, Error 신호는

항상 Boost_SAW신호보다작으므로부스트스위치는항상

꺼져벅-부스트형 DC-DC 컨버터를벅 DC-DC 컨버터 형

태로 만든다. 이러한 동작으로 벅 모드가 제어된다.

Error 신호가 Boost_SAW 신호 구간에 있을 경우,

Buck_SAW 신호보다 Error 신호가 항상 크므로 벅 스위치

는 항상 켜져 벅-부스트 형 DC-DC 컨버터를 부스트 형

DC-DC 컨버터 형상을 만들고, 벅 모드와 같은 방식으로

PWM_BOOST 신호를발생시켜부스트모드가동작한다[2].

(a) 벅-부스트 형 DC-DC 컨버터의 스위치 제어기

(b) 벅 모드 동작 시 주요 파형

(c) 부스트 모드 동자 시 주요 파형

그림 3.벅-부스트 형 DC-DC 컨버터의 스위치 제어기와 주요 

파형

Ⅲ. 벅-부스트 형 DC-DC 컨버터 

제어기의 고장 분석
벅-부스트 형 DC-DC 컨버터는 강한 비선형성을 가지므

로최대전력점추적기제어기고장상황에대해수학적으로

분석하려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

션을통해최대전력점추적기제어기고장상황에대해분석

한다. 최대전력점추적기제어기고장상황은최대전력점추

적기 제어기를 구성하는 Op-Amp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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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다. Op-Amp에 고장이발생하면 Op-Amp의 출력이

0V가 되거나Op-Amp의 공급전원인 12V로 고정된다. 따라

서 최대전력점 추적기 제어기의 출력이 0V가 되는 경우와

12V가 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벅-부스트형 DC-DC 컨버터의전력단을아래그림에나타

내었다.

그림 4. 시뮬레이션을 위한 벅-부스트 형 DC-DC 컨버터의 전

력단

태양전지

개방전압 90[V]

단락전류 15[A]

최대전력점 전압 70[V]

최대전력점 전류 10A]

배터리전압 60[V]

인덕터 값

벅-부스트형 DC-DC

컨버터 #1
150[μH]

벅-부스트형 DC-DC

컨버터 #2
160[μH]

벅-부스트형 DC-DC

컨버터 #3
170[μH]

표 1. 시뮬레이션을 위한 파라미터

1. 최대전력점 추적기 제어기 출력이 0V 고장 경우 

최대전력점 추적기 제어기가 태양전지 배열기의 최대 전

력점을 추적하다가 200[msec]에서 첫 번째 벅-부스트 형

DC-DC 컨버터에 고장에 발생하여 0V를 출력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였다. 고장이발생하기전까지태양전지배열

기는최대전력을출력한다. 고장이발생하면, 최대전력점추

적기제어기 error 신호가 0V가되어 BOOST_SAW신호구

간과 BUCK_SAW 신호 구간 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벅스위치와부스트스위치를개방시키고동작을멈

춘다. 그리고태양전기배열기와배터리는벅스위치에의해

분리된다. 나머지 2개의 벅-부스트 형 DC-DC 컨버터는 정

상동작하여최대전력점추적기제어기 Error 신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동작하지않는벅-부스트형 DC-DC 컨버터의인

덕터전류를정상동작하는 2개의벅-부스트형 컨버터가나

누어 가져 인덕터 전류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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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최대전력점 추적기 제어기 출력이 0V로 고정된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2. 최대전력점 추적기 제어기 출력이 12V 고장 경우 

최대전력점 추적기 제어기가 태양전지 배열기의 최대 전

력점을 추적하다가 200[msec]에서 첫 번째 벅-부스트 형

DC-DC 컨버터에 고장에 발생하여 12V를 출력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였다. 고장이발생하기전까지태양전지배열

기는최대전력을출력한다. 고장이발생하면, 최대전력점추

적기 제어기 error 신호가 12V가되어 BOOST_SAW 신호

구간과 BUCK_SAW 신호 구간 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벅스위치와부스트스위치가모두동시에단락된다.

따라서 태양전지 배열기가 고장이 발생한 벅-부스트 형

DC-DC 컨버터의벅스위치, 인턱터, 부스트 스위치를통해

단락된다. 태양전지 배열기가 단락되면 태양전지 배열기는

더 이상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와 부하로 전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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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위성전체의동작이불가능하게된다. 따라서최대전

력점 추적기 제어기의 출력이 최대전력점 추적기 제어기의

Op-Amp 공급 전원인 12V로 고정되는 고장이발생할 경우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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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최대전력점 추적기 제어기 출력이 12V로 고정된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3. 최대전력점 추적기 제어기 고장 방지 대책

최대전력점 추적기 제어기의 출력이 12V로 고정되는 고

장이발생하면위성전체동작이불가능해진다. 따라서이에

대한대책이필요하다. 첫번째로 DC-DC 컨버터의입력단

에입력전류측정회로와DC-DC 컨버터의입력단과출력단

에보호스위치를추가하여, 이측정회로에태양전지배열기

의단락전류가흐르게되면DC-DC 컨버터의입력과출력에

연결된보호스위치를개방시켜 DC-DC 컨버터를태양전지

와배터리로부터완전히분리시키는방법이있다. 두번째로

DC-DC 컨버터의 인덕터 최대 전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

다. 태양전지 배열기에 단락이 발생한 경우 단락 전류는 인

덕터를 통해 흐른다. 따라서 DC-DC 컨버터의 인덕터 전류

제어기를추가하여인덕터전류가설정된값을넘으면인덕

터전류제어기가동작하도록하여태양전지배열기의단락

발생을방지할수있다. 세번째로최대전력점추적제어기

를 Triple Modular Redundancy로구성하는방법이있다. 이

때 하나의 최대전력점 추적기 제어기에 고장이 발생하더라

도나머지 2개의 최대전력점추적기제어기가 DC-DC 컨버

터를 정상적으로 동작시킨다.

Ⅳ. 결론

이 논문에서는 벅-부스트 형 DC-DC 컨버터로 이루어진

태양전력 조절기의 동작에 대해 설명하고, 태양전력 조절기

의입력단전압을제어하는최대전력점추적기제어기에고

장이발생한경우에대해분석하였다. 최대전력점추적기제

어기는 Op-Amp로 구성되므로, Op-Amp에 고장이 발생하

여 출력이 0V, 또는 Op-Amp의 전원인 12V로 고정되는 경

우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최대전력점 추적기 제어기의 출

력이 0V로고정되는고장이발생하는경우, DC-DC 컨버터

는 태양전지 배열기와 배터리로부터 분리된다. 그러나 최대

전력점 추적기 제어기의 출력이 12V로 고정되는 고장이 발

생하는경우, 태양전지배열기가단락되어위성에전기에너

지를 공급하지 못하여 위성의 동작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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