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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형위성 전력분배 및 전송모듈의 설계와 개발과정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동적 전력자원의 안정성을 평가하

였다. 안정성 평가에 따른 요구사항은 소형위성 탑재체인 SAR 레이더의 전력분배모듈과 수요모듈의 전력전송기능

을 구성하였다. 전력모듈인 PDM을 구성하는 스위칭 전력부품의 성능확인을 위해 동적신경망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신뢰성 검증을 위한 딥러닝 적용대상은 소형위성 본체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에 대한 탑재체의 전력분배기능이다. 

이 기능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한 모델링 대상은 출력전압변화추이(Slew Rate Control), 전압오류(Voltage Error), 부
하특성(Load Power)이다. 이를 위해 첫째, 모델링으로 Coefficient Structure 영역을 정의하고 PCB모듈을 제작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둘째,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Levenberg-Marquare기반의 Two-Way NARX신경

망 Sigmoid Transfer를 사용하였다. 

ABSTRACT 

In the design and development process of Small-Sat power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module, the stability of 
dynamic resources was evaluated by a deep learning algorithm. The requirements for the stability evaluation consisted of 
the power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power distribution module and demand module to the SAR radar in Small-Sat.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switching power components constituting the power module PDM, the reliability was 
verified using a dynamic neural network.

The adoption material of deep learning for reliability verification is the power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payload to 
the power supplied from the small satellite main body. Modeling targets for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this function are 
output voltage (slew rate control), voltage error, and load power characteristics. First, to this end, the Coefficient Structure 
area was defined by modeling, and PCB modules were fabricated to compare stability and reliability. Second, 
Levenberg-Marquare based Two-Way NARX neural network Sigmoid Transfer was used as a deep learn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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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소형위성 영상레이더의인 SAR의 고성능화에 

따른 전송모듈의 설계변경, 개발비용 증가, 부품 안정성

에 부담을 주고 있다. SAR 레이더의 성능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융합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1]. 모듈 성능의 고도화로 인한 전력 부품의 성능향

상, 전력 분배 성능의 향상, 자원 변동성 관리와 수요 증

가에 따른 복잡한 변수를 분석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

즘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을 사용한 소형위성 SAR1) 레

이더 시스템의 수요조건을 고려하여 PDM2) 설계환경

을 고도화 하였다. 또한, 고도화가 필요한 전력모듈의 

적용 분야와 관련된 전기자동차와 선박용 Vessel Tracking 
전력모듈, KPS3) 전력분배장치들은 시스템독립적인 모

듈, 불규칙한 전력특성을 보이는 모듈과 함께 개발이 완

료된 전력모듈의 성능평가가 필요하다[2][3]. 특히, 소
형위성 탑재체인 SAR 레이더의 전력파라미터의 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정성을 확인하였다[4]. 
첫째, 전력수요모듈의 시스템 파라미터를 중심으로 

초기의 기능적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한 이후 설계과정

에서 시험모듈을 수치해석을 통해 전력성능을 검증하

고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PCB 실장 단계

에 적용되는 모듈의 열적 안정성, 부품 실장 핵심 부품

의 적합성 분석을 위한 부품의 데이터시트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기존의 복잡한 하드웨

어 모듈 개발과정의 정보에 대해 동적신경망4)을 활용하

여 개발공정을 단순화하였다. 공정의 단순화는 전력전

송 모듈에 대한 고성능 전력모듈의 설계시간과 개발비

용의 절감효과와 신뢰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개발공정 단순화는 모듈의 수요처인 소형

위성 SAR 레이더의 전력수요 변화 특성을 표본으로 하

여야 한다. 특성 표본을 기준으로 하드웨어 설계와 개발

에 요구되는 최적화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변

동성을 예측할 수 있다. 알고리즘 적용시의 변수로는 설

1) SAR ; 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개구레이더로 위성의 

영상촬영레이더.
2) PDM ; Power Distribution Module, 입력전력을 수요측의 전

력 파라미터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는 모듈.
3) KPS ; Korea Positioning System, 한국항법시스템으로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이 참여하여 계획한 한국의 독자지역시스템.
4) 동적신경망 ; Dynamic Neural Network, 동적신경망이론.

계단계에서 전력전송모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의 성

능, 시험 제작회로인 실험모듈의 해석을 통한 평가기준 

선정, 수정대상인 PDM 모듈의 다음 적용단계인 PCB5)

의 안정성을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모델링에 적용한 딥러닝 알고리즘은 인공신경망인 

NARX6) 네트워크를 활용하였고, 전기 및 전자회로의 

전력파라미터에서 도메인을 추출 하였다. 학습방식은 

SigMoid7) Transfer를 사용하여 출력특성을 평가하고 

검증하였다.
II의 본론에서는 실제 소형위성의 DM1,2 및 EM 개

발 단계에서 제작 및 설계한 모듈의 요구사항, 시험모듈

을 위한 회로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측정하는 과정과 연

구개요를 설명하였다. III에서는 전력분배 및 전송모듈

의 Main Switching 부품 선정과 데이터 시트 해석 방식

으로 Coefficient Structure8) 알고리즘 구성방법을 제시

하였다. IV에서는 동적신경망기반 딥러닝으로 시계열

분석을 하여 PDM모듈을 비교 평가하였다. V의 결론에

서는 SAR레이더 전력전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 

학습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예측한 결과와 실측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Ⅱ. 본  론

일반적으로 전기 및 전자 분야의 하드웨어 모듈설계

와 개발의 요구사항은 수요모듈의 특성과 출력 파라미

터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실험모듈을 제작하기 위한 시

뮬레이션을 통해 핵심부품을 선정하여 개발모듈, 검증 

단계를 거쳐 최종모듈에 적용한다. 핵심부품에 대해 적

합한 데이터시트를 참고하여 PCB를 설계하며 온도 및 

충격과 같은 다양한 외부 영향을 고려한 환경적합성 테

스트 과정을 고려한다[5].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학습 방법으로 개발모듈 설계와 

테스트 결과를 측정하여 데이터셋을 취득하였다. 이 데

이터들은 딥러닝 알고리즘의 학습과정에서 전력파라미

5) PCB ; Printed Circuit Board, 제품단계로 공정화한 인쇄회로

기판.
6) NARX ; Nonlinear Autoregressive Exogenous Neural Network, 

동비선형 인공신경망을 말함.
7) Sigmoid ; 로지스틱회구분석 신경망의 최종레이어 활성함수.
8) Coefficient Structure ; 대상 측정량(기하, 건축, 에너지)에 따

른 감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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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도메인으로 구성하고 평가하여 신뢰성을 높였다[6].
이를 위한 단계로 첫째, 설계한 PDM 전력전송 모듈

의 기능적 요구조건과 특성을 PCB 실장 과정에서 시험 

결과와 비교 및 분석하였다. 둘째, 동적신경망 딥러닝 

알고리즘인 NARX 모델을 사용하여 동적 전력자원 변

동성을 예측하고 검증하였다[7].

2.1. PDM의 동적 요구조건 

PDM은 저궤도 LEO인 550km상에서 동작해야 하는 

전력분배 및 전송모듈이다. LEO에서의 방사능성능, 태
양풍, 고온과 강성을 견디기 위한 PCB 제작, 하니스, 커
넥터, 부품들이 일정 조건의 열과 방사선 시험을 실시하

게 된다. 이러한 안정성 시험에서 핵심 부품의 데이터시

트를 기준으로 사전 검토를 실시한다. 테스트 이후의 수

요 측 전력 변화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대

응 체계를 수립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대응체계와 설계방법과 적용은 다음

과 같다[8]. 첫째, 전력모듈 회로에 Redundancy 구조를 

적용한다[9]. 둘째, 최대 수요부하출력조건과 입력전압

범위 및 전류범위를 정의한다. 셋째, 초과전류 및 과부

하에 따른 회로 보호 기능을 적용한다. 

Fig. 1 Power Module Requirement

그림 1은 설계 적용방법에 대한 단위회로의 구성도

이다. 요구조건과 대상 모듈에 공급되는 최대 전력은 

3.6KW/단위수요부하(Load Unit)와 허용전류의 범위는 

0~10[A]이며 최대 제한 전류는 20[A]이하로 설정하였

다. 또한, 설계방법을 반영하면서 수요부하개수와 범위 

증감은 1~10으로 Main Switching에 각각 360W를 공급

할 수 있는 부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전력수요조건은 수요부하측이 SAR영상레이더의 동

작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1~10개의 수요부하가 동시에 

동적으로 증가 및 감소할 경우는 별도로 구성한다. 즉, 
전류의 변화범위, 수요전력의 변화에 따른 부품의 변동

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 변동성으로 측정 테스트결과

와 수요 측 부하가 변경될 경우 부품과 설계 변경이 필

요하므로 재설계과정 및 연관된 SAR 시스템, 탑재체등

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한 설계 

변경이 뒤따르게 된다.

Table. 1 Case of SAR Dynamic Power Load

ITEM Parts Parameter Evaluation Module

Input Parameter 28V/10A Max. 2*Input

Slew Start Control IRF5210[100ds/40] TBD

Load Voltage Drop No Load/27.72V 0.7%Error[TBD]

Main Switch 1A/26.36V 1.7% Voltage Error 
[TBD]

Load Parameter 0A~9A TBD

표 1에서는 실험모듈의 동적 전력전송조건인 입력과 

출력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개발 모듈의 전력

전송조건은 전송효율을 높이고, 모듈에 구성된 단위회

로의 시스템로스를 감소시켜야 한다.

2.2. 전력모듈의 평가와 검증

개발모듈 평가는 개발모듈의 초기 실험용으로 제작

한 회로인 실험모듈을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Fig. 2 Main Switch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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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의 특성과 파라미터를 측정 장비로 실측하고 시

뮬레이션을 통해 중요 부품의 데이터시트와 비교하였

다. 그림 2에서는 표 1의 Main Switching 부품인 IRF 
5210으로 1[A] 수요부하에 대한 측정 및 시뮬레이션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10]. 그 외의 구성부품과 전력모듈 

의 기능은 Command Switching, Current Sensing, Over 
Current Detection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능의 검증과 

설계, 부품실장,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11].

Fig. 3 Extends Development Module Evaluation

그림 3은 실험모듈의 실장 측정결과이며 설계회로를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하고 부품을 적용한 것이다. 이 과

정에서 제작 모듈에서는 Slew Rate Control범위가 감소

하였으며 20[V] 주변 범위에서 불규칙한 상승 영역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12].
비교검토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모듈의 측정, 평

가, 검증 외에도 전력모듈의 운영을 위한 요구조건인 전

력별 시간 변화, 온도 변화, 미 예측 상태의 변화를 기록

해야 한다. 측정 이후에도 분석과 예측을 위해 전문 지

식과 경험이 추가로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대해, 딥러

닝을 활용한 PDM모듈 분석을 위한 수요측의 전력 변

화, 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학습방법, 평가 및 검증과

정을 살펴본다.

2.3. 딥러닝 기반 PDM모듈 분석

딥러닝은 1951년 개념화 이후 Perceptron과 같은 선

형모델을 활용한 머신러닝을 시작으로 2010년대 이후

에는 인공지능인 동적신경망을 활용하는 시스템과 플

랫폼으로 진화하였다.

최근에는 Convolution Neural Network과 Recurrent 
Neural Network의 경우 대용량 멀티미디어, 문자인식, 
학습의 모델링 알고리즘 연구를 통해 지능화를 기반으

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물의 형태에 따라 선형모델의 경

우를 가정하여 Perceptron 및 Neural Network의 Hidden 
Layer의 Weight 값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PDM 모듈을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전력전송 수요 예측과 궤도위

성의 동적수요 형태의 입력 값을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

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입력 데이터셋에 대한 초기 동

적신경망 학습이고, 둘째, 결과 값이 일정한 형태인 선

형 Perceptron 모델의 활용이다.

Ⅲ. Coefficient Structure 알고리즘

3.1. Linear Interpolant 및 Coefficient Structure

전력전송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알고리즘은 식(1)으
로 선형특성의 전력변화인 Coefficcient Structure를 정

규화한 모델이다. f(x, y)의 정규화 모델 f(x)는 실험모듈

과 PCB 모듈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즉, 외부의 도입전

류가 발생할 때의 전송모듈의 기능적 요소인 Slew Rate 
Control 분석과 오차보정 값으로 떨림이 발생할 수 있다. 
(1)에서는 이를 f(x)로 정의하며 부품 특성으로 인한 e9)

는 딥러닝 상수로 정의 하였다.

    (1)

(1)의 식에서 모듈에서 실험에서 측정한 Slew Rate 
Control 안정성을 그래프인 그림 2에서 보면 이 기울기

가 5.2 ms이며 그림 3과 비교할 수 있다.
그래프의 데이터를 구간단위로 수집하여 수치해석인 

Interpolant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입력전압에 따른 

출력전압 데이터 50,000건의 데이터셋으로 Curve Fitting
을 적용하였다. 이때, 시간변화에 따른 Piecewise Linear 
Structure 기울기 선형적 특성에 대한 학습을 적용하였다.

9) e : Epsilon으로 f(x)함수 기울기의 정확성에 대해 상수 오차

범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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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taSet for Voltage Output and Input by Time

No. Time Vin Vout

1 5.00E-09 1.23E-01 3.94E-06

2 5.25E-09 1.30E-01 4.14E-06

3 5.74E-09 1.43E-01 4.58E-06

4 6.72E-09 1.74E-01 5.53E-06

5 8.32E-09 2.26E-01 7.26E-06

... ... ... ...

.... 2.77E-02 2.79E+01 6.49E+00

50000 2.77E-02 2.79E+01 6.48E+00

식(2)의 공급전력요구사항으로 입력전압 및 출력전

압을 측정한 결과를 Interpolant로 분석하였을 때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  ≤ 
   ≤  ≤ 

(2)

결과를 살펴보면, Coefficient Structure는 요구전력 P
라고 할 때, 식(1)의 계수인 f(x)에 대한 P의 범위는 시간

이 0.008145~0.01335(ms) 구간에서 결정되고 있다. 공
급전력인 입력전압이 28V일 경우에 6.495~20.74V에서 

출력전압은 Coefficient Structure로 시스템 성능을 평가

하는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다. 

Fig. 4 Interpolant Analysis by DataSet

그림 4의 결과는 주어진 표 2의 데이터셋과 학습결과

를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표현하였다. 이것으로 개발모

듈에 적용된 부품의 Slew Rate Control이 개선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온도변화에 따른 표 3의 데이터 학습

을 통해 성능 변화를 측정하였다. 

Table. 3 DataSet for Voltage Output by Double Time 
and Temperature

No. Time Vin Vout

1 5.00E-09 2.80E+01 3.94E-06

2 5.25E-09 2.80E+01 4.14E-06

3 5.74E-09 2.80E+01 4.57E-06

4 6.72E-09 2.80E+01 5.53E-06

5 8.32E-09 2.80E+01 7.26E-06

6 9.83E-09 2.80E+01 9.02E-06

... ... ... ...

... 6.00E-02 2.80E+01 3.49E+00

... 6.00E-02 2.80E+01 3.49E+00

120,000 6.00E-02 2.80E+01 3.49E+00

그림 5는 27도 실험조건을 55도로 상승시킬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다. 스위칭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간을 2배로 확대하여 Coefficient Structure를 

측정하였다. 

Fig. 5 Interpolant Analysis by DataSet

식 (3)의 결과는 식(2)와 비교하여 f(x)인 요구전력인 

P의 범위 시간이 0.01757~0.02942(ms) 구간에서 결정

되었다. 즉, 입력전압이 28V에 대해 7.27~19.81V에서 

출력전압 Coefficient Structure로 안정성을 나타내는 계

수의 기울기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  ≤ 

(3)

3.2. MLP(Multi Layer Perceptron) 모델링

MLP는 앞서 제시한 Interpolant 모델링의 안정화를 

위해 변동 폭의 범위가 제한적일 때 효과적이다. 
그림 6에서는 두 개의 Perceptron을 한 층에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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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Perceptron을 연결하는 New Perceptron을 적용

한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초기 값은 입력층(Input Layer), 
결과의 출력 부분을 출력층(Output Layer), 내부의 은닉

층(Hidden Layer)으로 구성한다. 

Fig. 6 Multi Layer Perceptron Deep Learning 

이 부분에서 Interpolant Method Modeling의 함수를 

찾는 과정은 앞서 제작한 두 가지 모듈에 적용한다. 모
듈의 핵심 부품은 앞서 표 1에서 측정한 테스트베드

(TBD) 평가결과를 기본으로 Linear Perceptron에 사용

하였다. 또한, Slew Rate Control 성능의 평가, Voltage 
Error율, Main Switch 부품인 IRF 5210 데이터시트 확

인, 동적 전력수요부하와 출력파라미터의 변동성을 

Interpolant로 모델링 하였다[13]. 

Table. 4 Linear Perceptron Model Value

ITEM Parts Parameter TBD Range

Input Time Va 0.0136~0.008145 Random

Input Time Vb 0.01757~02942 Random

Coefficient 
Structure, f(x,y) 6.495~20.74, 7.27~19.81 0.32~0.37

Voltage Error 
Rate/Temp. 6.495~7.27, 19.81~20.74 0.775~0.93

식(1)의 Linear Model을 기반으로 Coefficient Structure
인 P값을 은닉층의 Weight값을 적용하고 조절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에 사용하게 된다. 이는 Interpolant로 수치 

해석한 결과로 Method결과 값을 계산하였다. P를 위한 

모델 값은 표 4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3.3. Voltage Error 및 측정결과

Voltage Error 예측에 대해 Linear Perceptron을 사용

한 Hidden Depth와 Weight 적용 모델을 정의해야 한다. 
모델링 학습의 적용과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선형변

화 기울기를 중심으로 변화면적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

뢰하는 구조를 사용한다. 즉, 기준이상의 변동폭에 대해 

회로의 수정을 제안하는 Squared Error로 하였다. 

Table. 5 PDM PCB Module Test & Result

ITEM Level1 Level2 Level3 Power 
Supply[W]

Load Current[A]
2 Channel

1.003 2.003 5.002
59.7

1.029 - 5.036

Load Voltage[V]
2 Channel

27.36 27.06 26.44
116.3

27.42 - 26.65

Voltage Error[V] 0.74 - 1.34 286.0

Power Loss[W] 4.04 7.75 19.51 -

표 5에서는 그림 6의 개선된 설계모듈의 PCB 실장과 

전류 부하 측정기인 DC 전자로드기를 사용하여 전력전

송모듈의 Voltage Error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7 PDM PCB Module

실험환경의 구성은 그림 7이며 구성내용으로 입력채

널인 좌측에 전원 공급장치를 연결하고, 우측의 출력 단

자에 스위칭 모듈을 별도로 구성하여 2개 채널을 통해 

직류 전자로드기로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였다.
신뢰성 확인을 위해 PCB 실장 보드의 Voltage Error

값을 측정하였다. 실험환경은 하니스, 전력로드 테스트 

장비, 부품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부분을 구

성하여 측정 장비에 노드를 직접 검출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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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동적신경망 기반 시계열 분석

4.1. Levenberg-Marquare 학습 알고리즘

알고리즘 적용을 위해 동적신경망 기반으로 PDM모

듈 분석을 위해 각각 27℃, 55℃의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학습하였다. Levenberg-Marquqre 알고리즘은 두 개의 

입력변수를 통해 신경망으로 학습한 첫 번째 모델링인 

Coefficient Structure의 분석과 함께 두 번째 모델링인 

PCB 모듈의 물리적 측정방식을 거쳐 추론한 결과를 비

교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하였다[14]. 

Fig. 8 Dynamic Neural Network Architecture

그림 8은 알고리즘의 동적 신경망 구조이며 NARX 
Two-Layer Feedforward Network으로 구성하였음을 나

타내고 있다. 은닉층의 경우 Sigmoid Transfer를 통해 

출력층에 선형함수로 수요모듈에 전송한다. PDM 모듈 

학습데이터는 27℃실험 데이터를 Voltage Input A로하

고, 55℃의 실험 데이터를 Voltage Input B로 구성 하였다. 
앞서 언급한 식(1)의 시계열 모델에 대한 Coefficient 

Structure의 Weight분석으로 식(4)에서는 학습의 시계

열에 따른 y(t)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y(t)의 값은 t는 

시간변화이며 지연변수에 따른 학습을 조절한다. 이 실

험에서는 프로세스의 성능을 구성하여 은닉층값을 최

대 10 이하로 구성하고, Delay Constant 값인 d를 2로 정

의한 후 학습할 경우에 대한 전력수요시간을 제한한 수

요모듈의 전송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특성을 분석 

하였다. 

      (4)

4.2. PDM 모듈 검증

인공신경망 도메인 모델링과 학습 및 신뢰성검증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형특성을 보이는 출

력단의 결과에 대해 True값을 Feedback Network가 가

능한 개방형루프 구조를 지향한다. 둘째, 동적 시간 변

화 모델로 전류 및 전압에 따른 전력량의 변화를 외부변

수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NARX 방식을 적

용하였다.

Fig. 9 DNN Validation & Error Correction

그림 9에서는 예측 모델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 PDM 
모듈의 27℃의 입력전압 및 출력전압과 55℃에 대해 별

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입출력 전압의 데이터

는 0.9039e-05인 32 Epoch에서 최대성능을 나타내었다. 
가로축인 10~15 Epoch에서 Mean Squared Error율이 점

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0.0162~–0.01775의 범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에서는 Epoch 32와 Epoch 1000으로 증가시

킨 경우 비교하였다. 앞서 모델링한 표 4에서의 평가범

위인 TBD의 Coefficient Structure값은 0.32~0.37의 범

위에 있다. 이에 대해 32 Epoch의 Gradient 값은 0.33889

×10범위에 있으며 1000 Epoch의 Gradient 값은 0.77683
×10범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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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DM Module Accuracy by DNN Epoch 

이때, 학습범위를 확대할 경우 Feedforward방식으로 

설계한 PDM 모듈이 실제 측정한 값의 범위에 있으며 

부품이 탑재된 PCB 모듈에 적용할 경우에도 예측 값의 

범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력 전송조건의 변화와 기타 수요측 

변동성으로 인한 고성능 전력 모듈의 전력분배와 전송

모듈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가적으로 부

품의 시험모듈을 부품실장모듈단계로 이어지는 스토리

텔링 방식의 전력모듈 설계에 딥러닝을 적용하여 성능

을 평가하였다. PCB 실장 모듈의 제작과정에서 수요모

듈의 핵심파라미터와 변경된 측정 데이터가 발생한다. 
이 데이터로 수정모듈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부품의 분

석과정은 딥러닝으로 도메인설계, 모델링적용, 학습을 

통한 실측 데이터를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다. 소형위성 

SAR 레이더에 전력을 공급하는 PDM 모듈을 제작 실험

하였다. 
결과적으로 PDM 모듈의 고성능, 고효율, 안정성 유

지를 위한 동적 신경망 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다음과 같

이 구성하였다. 첫째, Coefficient Structure를 기준으로 

PDM의 Main Switch 부품 안정성 확인과 데이터셋의 

추출이다. 둘째, 수정 PDM모듈 PCB 모듈의 Voltage 
Error, Power Loss를 측정한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한 분

석이다. 셋째, 최종 PDM 모듈의 안정성 검증을 위한 알

고리즘인 NARX two-way forward을 활용한 것으로 

Epoch값인 32~1000사이에서 Weight를 조절하고, 파라

미터인 Coefficient Structure 구간 신뢰성 확인이다.
딥러닝은 다소 생소한 분야인 하드웨어를 설계, 개발

과정에서 여전히 적용 현실성이 낮을 수 있다. 특히, 소
형위성 분야는 더욱 보수적이며 고난도의 신뢰성을 보

장해야 한다. 이것이 본 연구의 근본으로 전기, 전자, 기
계분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하드웨어 모듈의 설계, 
개발, 부품 실장 범위를 확대하는 학습의 구성, 도메인

의 구성, 알고리즘 모델 개발은 실제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과제로는 동적신경망으로 소형위성 하드웨어 

모듈 적용을 위한 Multi-layer Neural Network상의 

Backpropagation10) 알고리즘의 연구의 번위를 확대하

여 범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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