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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인공위성용 태양전력 조절기의 전류 불연속 모드 해석

DCM Analysis of Solar Array Regulator for LEO Satel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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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olar array regulator for low earth orbit satellites controls a operating point of solar array for suppling 

electric power to the battery and the other units. Because the control object is reversed, the new approach for large and 

small signal analysis is needed despite using buck-converter for power stage. In this paper, the steady state analysis of solar 

array regulator is performed in continuous conduction mode and discontinuous conduction mode, and the border condition for 

each mode is established. Also, the small signal model of solar array regulator is established in discontinuous conduction 

mode. Experiments are carried on in worst condition which the solar array regulator can face with discontinuous conduction 

mode. The results show that the solar array regulator is in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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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저궤도 인공위성을 위한 태양전력 조절기의 출력에는 배터리

가 직접 연결되므로 배터리 상태에 따라 전압이 변동되는 비조절

형 버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형태의 태양전력 조절기

는 태양전지 배열기의 동작점을 제어함으로써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1, 2]. 본 연구의 태양전력 조절기는 13

개의 배터리 직렬 셀이 출력에 연결되어 42∼52.65V의 비조절형 

버스 전압을 제공하며, 벅 컨버터를 전력단 토폴로지로 사용하여 

태양전지 배열기의 동작점을 제어 한다[1]. 

태양전력 조절기는 그림 1과 같이 강압형 컨버터인 벅-컨버터

의 토폴로지를 사용하지만 컨버터의 시비율을 조절하여 태양전지 

배열기의 동작점을 제어함으로, 제어관점에서 보면 기존 벅-컨버

터와 달리 입력과 출력이 바뀐 형태를 갖는다. 즉, 전력의 전달 

방향으로 보면, 기존의 컨버터와 동일하게 입력에서 출력으로 전

력이 전달되지만, 전력 생산을 위하여 입력단에 연결된 태양전지 

배열기의 동작점을 제어함으로써 기존의 벅 컨버터와 다른 특성

을 나타냄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비선형적인 태양전

지 배열기를 전력원으로 사용하므로 태양전지 배열기의 동작점에 

따라 소신호 특성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1].

본 연구에서는 태양전력 조절기의 전류 연속 모드와 전류 불

연속 모드의 동작 조건을 수학적 해석으로 검증하였으며, 전류 

불연속 모드에서도 전류 연속 모드와 같이 일반적인 벅-컨버터

와 다른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태양전력 조절기가 전

류 불연속 모드로 동작할 때 태양전지 배열기의 동작점이 전류 

연속 모드에서의 태양전지 배열기의 동작점과 달라 직류 저항과 

동적 저항이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며, 이를 반영하여 전류 불

연속 모드에서의 태양전력 조절기의 안정도 해석과 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림 1 태양전력 조절기의 토폴로지 

Fig. 1 Topology of Solar Array Regulator

본 논문에서는 태양전력 조절기가 전류 불연속 모드로 동작하

는 조건에 대하여 2절에서 고찰하였으며, 3절에서 제어기를 포함

한 전류 불연속 모드의 소신호 해석을 통하여 태양전력 조절기

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4절에서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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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류 연속 모드에서의 태양전력 조절기 동작 

Fig. 3 Operation of SAR in CCM

2. 태양전력 조절기의 전류 불연속 모드 

저궤도 인공위성의 태양전력 조절기가 전류 불연속 모드로 동

작하는 조건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벅-컨버터와 같이 부하전류의 감소에 의

한 경우이다. 태양전력 조절기는 태양전지 배열기로부터 전력을 

생성하는 역할 외에 부하단에 연결된 배터리의 충전도 제어하여

야 한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이 될 때 심각한 손상

을 받게 되므로, 배터리가 완전충전 되었을 때 태양전지 배열기

의 전력 생성량을 감소시킨다[3-5]. 그림 2와 같은 dusk-dawn 

궤도에서는 하절기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에 의하여 지구 그림

자가 태양광을 차단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에 태양

전지 배열기가 태양을 지향하므로 충분한 전력을 생성하여 배터

리가 완전충전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이 매우 길다. 이러한 조건이

라도 일반적인 인공위성 운용에서 전장품이나 히터의 전력 소모

로 인하여 전류 불연속 모드의 동작은 희박하다. 하지만, 배터리

가 완전충전 된 상태에서 인공위성이 안전모드로 전환되게 되면, 

지상 접속 때까지 저장 전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전장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력공급을 차단하게 된다. 배

터리가 완전충전 된 상태에서 안전 모드로 동작하면 부하 전류가 

급속히 작아지므로 태양전력 조절기가 전류 불연속 모드로 동작

할 수 있다. 

그림 2 저궤도 인공위성의 Dusk-Dawn 궤도 

Fig. 2 Dusk-Dawn Orbit of LEO Satellites

두 번째는 입력원인 태양전지 배열기의 비선형 특성에 의한 

경우이다. 인공위성이 식 구간에서 낮 구간으로 진입하는 구간, 

또는 낮 구간에서 식 구간으로 진입하는 구간, 그리고 미션을 위

하여 자세를 움직이는 구간에는 태양광의 입사각이 좋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그림자에 의하여 전력생산이 충분하게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류 불연속 모드로 동작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오랜 시간 지속되진 않지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

우이다. 

상기 두 조건에서 태양전지 배열기의 생성 전력량이 감소하므

로 태양전력 조절기는 전류 불연속 모드로 동작하며 기존 벅-컨

버터의 전류 불연속 모드의 경계조건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벅-컨버터에서 전류 불연속 모드의 경계조건은 인덕

터의 인덕턴스와 부하저항으로 표현된다[6]. 하지만, 태양전력 조

절기에서는 부하에 임피던스가 매우 작은 배터리가 연결되므로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태양전력 조

절기의 전류 불연속 모드의 경계조건에 대하여 고찰한다.

태양전력 조절기의 전류 연속 모드에서 정상상태 스위치 동작

에 따른 동작 회로는 그림 3과 같다. 인덕터의 voltage-second 

평형 조건을 구하면, 식 (1)과 같다. 여기서, D 는 시비율이며, 

VSA와 VBA 는 각각 태양전지 배열기 전압과 배터리 전압을 나타

낸다. DTs 는 스위치가 도통된 동안의 시간이며, (1-D)Ts 는 스

위치가 차단된 동안의 시간이다. 식 (1)에서 제어 대상인 태양전

지 배열기 전압 관계식이 식 (2)와 같이 나타나며, 입출력 전압비

(MCCM)는 식 (3)과 같다.

    (1)

  

  (2)

 


 


 (3)

전류 불연속 모드의 동작 조건은 일반적인 벅-컨버터와 동일

하게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6]. 여기서 IL 은 인덕터 전

류의 평균값이며, △iL 은 인덕터 전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이다.

 ≻ 

  

  

  

 ≺ 

  

 (4)

식 (4)에서 인덕터 전류는 식 (5)와 같으므로, 인덕터 전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식 (6)과 같다.

  


 

 
  (5)

  


 

 
  (6)

전류 연속 모드와 전류 불연속 모드의 경계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 (6)을 식 (4)의 경계조건 수식에 대입하면 식 (7)과 

같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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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의 전류 연속모드에서 인덕터 전류는  


와 같

이 태양전지 배열기 전류(ISA)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식 (7)은 태

양전지 배열기의 전류에 따른 경계조건인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식 (8)로부터 인덕턴스에 따른 경계조건을 구하면 식 (9)와 

같다.

 


 (9)

VSA VBA

Solar Array
I

V

L

vL

iSA iL

VBA
L

vL

iL

DTS

D1TS

VBA
L

vL

iL

(1‐D‐D1)TS=DCM

그림 4 전류 불연속 모드에서의 태양전력 조절기 동작 

Fig. 4 Operation of SAR in DCM

전류 불연속 모드의 정상상태에서 스위치 동작에 따른 동작 

회로는 그림 4와 같다. 전류 연속 모드의 해석과 같이 인덕터의 

voltage-second 평형 조건을 구하면, 식 (10)과 같다. 식 (11)에

서 제어 대상인 태양전지 배열기 전압 관계식을 나타내며, 입출

력 전압비(MDCM)는 식 (12)와 같이 나타난다. 즉, 전류 불연속 모

드에서는 전류 연속 모드와 동일한 시비율에서 태양전지 배열기

의 전압이 낮아진다.

    (10)

 


  (11)

 





 (12)

여기서 D1 은 스위치가 off 된 상태에서 인덕터 전류가 존재하

는 구간을 나타나며 인덕터 전류, 배터리 전압, 그리고 시비율 D

로 변환이 가능하다. 

전류 불연속 모드에서 인덕터 평균 전류는 식 (13)과 같으며, 

인덕터 최대 전류(iLmax)는 식 (14)와 같다.

 






 (13)

 


  (14)

식 (13)과 식 (14)를 정리하면 식 (15)와 같으며, 식 (16)과 같

이 D1 의 2차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15)


 


  (16)

식 (16)의 해인 D1 은 식 (17)과 같다.

  
 



   (17)

식 (17)을 식 (12)에 대입함으로써 식 (18)과 같이 전류 불연

속 모드에서의 입출력 전압비를 구할 수 있다.

 





 









 (18)

식 (3)과 식 (18)을 통하여 시비율에 따른 전압이득을 그림 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에서 Dcrit 는 식 (19)와 같으며, 

M 은 입력인 태양전지 배열기의 개방 전압(VOC≒100V)에 의하여 

무한정 높아질 수 없다. 

  


 (19)

태양전력 조절기는 0 < D < Dcrit 일 때 전류 불연속모드로 동작

하며, Dcrit < D < 1 일 때 전류 연속 모드로 동작함을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류 불연속 모드에서는 태양전지 배열기의 

전압이 전류 연속 모드일 때 보다 낮아진다. 이는 일반적인 벅 

컨버터가 전류 불연속 모드에서 출력 전압이 높아지는 것과 동일

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일반적인 벅 컨버터는 출력 전압이 높아지

지만[6], 태양전력 조절기에서는 배터리 전압이 일정하게 고정되

므로 태양전지 배열기의 전압이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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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비율에 따른 입출력 전압비

(L=160uH, IL=0.4A, VBA=50V, TS=100kHz) 

Fig. 5 Voltage gain of SAR as duty raito

(L=160uH, IL=0.4A, VBA=50V, TS=100kHz)

3. 전류 불연속 모드에서의 안정도 해석

태양전력 조절기는 입출력 제어 대상이 일반적인 벅-컨버터와 

반대로 되므로 입출력 전압비의 관계가 기존의 벅-컨버터와 다

르게 됨을 2절에서 확인하였다. 이는 소신호 모델에서도 기존의 

벅-컨버터와 다른 해석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본 절에서는 전류 

불연속 모드로 동작하는 태양전력 조절기의 소신호 모델을 확립

하고 제어기를 포함한 소신호 모델에서의 안정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한다.

3.1 태양전지 배열기의 소신호 모델

태양전지 배열기는 비선형적인 V-I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1]에서와 같이 소신호 해석을 위하여 선형화 하였다. 태양전지 

배열기를 전압제어 전류원으로 보고 식 (20)과 같이 테일러 급수

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1, 7, 8].

   ≃ 

 

  

 

 (20)

여기서 rsa(


)는 태양전지 배열기의 특정 동작점에서의 

동적 저항으로 항시 음의 값을 갖으며, 크기는 동작점에 따라 변

하게 된다.

3.2 전류 불연속 모드에서의 컨버터 소신호 모델

그림 6은 전류 불연속 모드로 동작하는 벅 컨버터의 소신호 

등가회로를 보여준다. 스위칭 소자들은 소신호 등가 PWM 스위

치 모드로 대치하였다[9]. 

rsa

Rc

C

L
+

-

ca

p

vbakidvsa

go  

gi  

gfvac kod

ia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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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류 불연속 모드의 태양전력 조절기 소신호 모델

Fig. 6 Small-signal model of SAR in DCM

본 연구에서 태양전력 조절기는 전압 제어기만을 이용하여 

태양전지 배열기의 동작점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개루

프 전달함수는 듀티에 대한 태양전지 배열기 출력 전압만을 고

려한다.

그림 6에서 
 , 



,  , 


 와 같으

며, 노드 a와 노드 c에서 KCL을 적용하면 식 (21)과 식 (22)와 

같다.










     (21)

    (22)

식 (22)에 이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23)

식 (21)과 식 (22)을 이용하면 식 (24)와 같이 개루프 전달함

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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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식 (24)에 이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25)

Control-to-Voltage의 개루프 전달함수는 태양전지 배열기의 

동작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류 불연속 모드의 동작이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림 7의 “Case I”은 배터리가 완전 충전되어 충전전류가 매

우 낮은 상태에서 인공위성이 안전모드로 동작하여 부하 전류 또

한 매우 낮아지는 경우이며, “Case II”는 인공위성이 식 탈출이나 

식 진입, 또는 인공위성의 자세변동으로 태양전지 배열기에서 전

력생성이 매우 낮은 경우의 태양전지 배열기 V-I 곡선과 동작점

을 나타낸다. “Case I”의 동작점은 안전 모드에서 인공위성 전장

품의 소모 전력을 생산하는 최소 전력점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

당 전력보다는 많은 전력소모가 발생하므로 최악의 조건이며, 

“Case II”의 동작점은 배터리를 포함한 부하에서는 충분한 전력

을 소모하며 태양전지 배열기가 최소의 전력을 생산하는 조건이

다. 각 경우에 사용된 전력단 파라메터는 표 1과 같다.

태양전지 배열기의 동적 저항은 항시 음의 값을 가지므로 

Gd(s)의 직류 이득은 0보다 작게 되며 첫 번째 극점이 좌반면의 

낮은 주파수에서 발생함을 그림 8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

루프에서 안정적이므로 제어에 용이하다.

그림 7 전류 불연속 모드에서 태양전지 배열기의 동작점 

Fig. 7 Operating point of solar array in DCM

표 1 전력단 변수

Table 1 Parameters of power stage

Case I Case II

VOC 75.5[V] 73.6[V]

VMP 64.5[V] 63.0[V]

ISC 6.75[A] 0.22[A]

IMP 6.48[A] 0.23[A]

VOP 75.4[V] 63.0[V]

VBA 50[V] 43[V]

L 160[uH]

C 20[uF]

RC 0.001[Ω]

그림 8 전류 불연속 모드의 control-to-SA 전압 전달함수 

Fig. 8 Transfer function of control-to-SA voltage in DCM

3.3 전압 제어기와 폐루프 설계

[1]에서 설계된 전압 제어기를 전류 불연속 모드에 적용하였

으며 변수는 표 2와 같다. 그림 9와 그림 10은 각각 전압 제어기

의 회로도와 소신호 블록도이며 블록도의 Gd(s) 는 3.2항에서 수

립한 전달함수이다. Fv(s) 는 전압 제어 보상기의 전달함수이며 

Fm 은 PWM 이득을 나타낸다[1]. 

보상기의 전달함수와 루프 이득은 각각 식 (26), 식 (27)과 

같다. 

 
  

 
×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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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표 2 제어기 변수

Table 2 Parameters of voltage controller

Value

Rr 10[kΩ]

Rvp 10[kΩ]

Cvp 47[nF]

Rvs1 495[kΩ]

Rvs2 22.1[kΩ]

Rvz 44.2[kΩ]

Cvf 70[pF]

Rvo1 5.62[kΩ]

Rvo2 6.81[kΩ]

Cvo 47[pF]

Battery & Loads

I

V
Solar Array

+

-

+

-

Rvs1

Rvz Cvf

Rvs2

Rvp Cvp

Rvo1

Rvo2 Cvo

vc

vref

vsa

Rr

vba

그림 9 전압제어기 회로도

Fig. 9 Voltage controller circuit diagram

그림 10 소신호 블록도

Fig. 10 Small-signal block Diagram

그림 11은 전류 불연속 모드에서 동작하는 태양전력 조절기의 

루프 이득에 대한 보드선도이다. 낮은 주파수에서의 극점과 낮은 

직류 이득에 의하여 좋은 특성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전류 불연속 모드의 동작이 극히 제한적인 조건과 매

우 짧은 순간에만 발생하므로 전류 연속 모드에서의 동작을 주 

동작 영역으로 설계된 본 연구의 태양전력 조절기의 기능에서 문

제시 되지 않는다. 

그림 11 전류 불연속 모드의 루프 게인 

Fig. 11 Loop gain including controller in DCM

4. 실험 결과

태양전지 모사장비를 입력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출력에는 Li-Ion 

계열의 9Ah 배터리만을 연결하였다. 

그림 12 루프 게인 측정결과–Case I 

Fig. 12 Measurement results of loop gain–Case I

그림 12와 13은 상기 안정도 해석의 검증을 위하여 전류 불연

속 모드의 루프 게인을 측정하였다. 그림 12는 “Case I”의 조건

에서 측정 결과이며, 그림 13은 “Case II”의 조건에서 측정 결과

이다. 측정은 Agilent사의 E5061B Network Analyser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장비 특성에 의하여 5Hz 이상부터 측정하였으며, 

나타나는 위상은 –180°와의 차이를 보여준다. 수학적 해석에는 

하니스 및 사용 소자의 기생 성분이 일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측정 결과와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가 미약하며, 측정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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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루프 게인 측정결과–Case II 

Fig. 13 Measurement results of loop gain–Case II

그림 14 전류 불연속 모드 천이 동작–Case I 

Fig. 14 Transition to discontinuous conduction mode–Case I

그림 15 전류 불연속 모드 천이 동작–Case II 

Fig. 15 Transition to discontinuous conduction mode–Case II

서 충분한 위상 여유와 게인 여유가 나타내므로 전류 불연속 모

드에서 동작하는 태양전력 조절기가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그림 14는 전류 연속 모드에서 전류 불연속 모드로의 천이과

정으로 “Case I”의 조건을 모사한 실험 결과이다. 해당 조건에서

는 V-I 곡선의 전압원 영역에서 동작하므로 작은 전압 기준 값

의 변경에도 전류 불연속 모드로 천이하며, 전류 불연속 모드로

의 천이 후에도 태양전지 배열기의 전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태양전력 조절기의 전류 불연속 모드는 태양

전지 배열기 전류가 300mA 정도로 설계되었으며, 전류 불연속 

모드의 낮은 응답성에 의하여 전압 추종에 지연됨이 나타났다.

그림 15는 인공위성이 식구간을 탈출하는 초기, 즉, 전력생성

량이 작게 되어 전류 불연속 모드로 동작하는 “Case II”의 조건

을 가정하여 실험한 결과이다. 해당 조건에서는 최대전력점 추적

기가 V-I 곡선의 최대전력점 주위로 동작점을 이동 시키므로 전

압 기준 값을 최대전력점 전압으로 설정하였다. 최대전력점 주위

에서 발생되는 전류 불연속 모드 동작에서도 태양전지 배열기의 

전압 제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궤도 인공위성을 위한 450W급 태양전력 조

절기의 전류 불연속 모드의 동작 조건과 전류 불연속 모드로 동

작하는 경계조건 및 입출력 전압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류 불연속 모드일 때 태양전력 조절기와 제어기의 소식호 

모델을 확립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실

험에서는 저궤도 인공위성의 전류 불연속 모드 조건을 가정하여 

태양전지 배열기 및 배터리 전압을 설정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전류 불연속 모드에서도 전압 제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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