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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ince satellites, including payloads, are limited in how they can respond to problems after
launch, the functionality of the satellite should be verified sufficiently by EGSE (Electrical Ground Support
Equipment). In addition, considering the trend that the development period of the satellite is shorten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EGSE must precede the development of the engineering model of electronic
equipment, early securing of EGSE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development schedule of the entire
satellit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early securing highly reliable EGSE by devising a scenario
based operating payload packet analyzer, which is a part of the EGSE, through functional modularization
and external parameterization, and show the result of applying the implemented payload packet analyzer
to real satellit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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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탑재체를 포함한 위성은 발사 이후 문제 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므로, 지상시험지

원장비를 이용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검증하여야 한다. 또한 위성의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와 지상

시험지원장비의 개발 완료시점이 전장품 엔지니어링 모델 개발완료보다 앞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상

시험지원장비의 조기 확보는 위성 전체의 개발일정 준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지상시험지원장비의 일부인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를 기능별 모듈화와 외부 파라메터화를 통해 시나리

오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게 고안하여 고신뢰도의 지상시험지원장비 조기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한 장

비를 실재 위성 개발사업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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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에 장착되는 장비를 만드는 것과 상용으로 쓰이

는 장비를 양산하는 것의 차이에는 위성 장비는 우주라

는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된다는 점도 있지만, 위성 장

비의 경우 우주로 발사된 이후에는 비용 및 기술적 한

계로 인하여 사용 중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을 회

수하여 추가 시험을 진행하거나 분해 점검을 통해 수리

하여 사용하기 어렵다. 위성이 궤도상에 올라가 있는 상

태에서는 위성이 보내주는 상태정보나 진단 프로그램

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운용방식 변경을 통해 문

제 발생조건을 제거하거나, 영향성 분석 후 일부 소프

트웨어 패치를 통해서 기능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의 조

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궤도상의 운용 중에 문제가 발

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성의 발사 이전에 지상

에서 각 기능들을 충분히 시험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할 부품, 재료, 공정 및 운용조건들을 분석하고 수

치화하여 장비가 전체 위성 수명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해 가며, 임무 수행을 보

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U. S. DOD, 1995).

최근 다양한 탑재체 센서들에 대한 제작기술들이 발

달하고 위성자료를 활용한 분석기법들이 발전함에 따

라 다양한 위성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위성자료의 조기확보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위성개발일정은점점짧아지는반면높

은 신뢰도 확보와 경제적인 효율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Nguyen and Miller, 2012). 위성 개발사업의 경쟁력 제고

를 위한 활동으로는 개발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활동을

차지하고 있는 조립시험 과정에 대한 효율화와(Wang et

al., 2011), 지상시험지원장비의 중복적인 장비 개발을

줄이고 효율적인 시험과 운용을 지향하는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다(Park et al., 2013). 효율적인 시험과 운용을

위한 방법들로는 지상시험장비들을 모듈화하고, 변경

이 쉽도록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을 공유 및 재활

용하고, 시험과정을 원격으로 제어 및 관리하고, 시험의

자동화(Canoy, 2011)와 장비 검보정에 대한 자동화를 이

루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Nguyen and Miller, 2007; Levesque et al., 2000).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는 위성에서 전송한 자료를 분

류하고 검증하는 지상시험지원장비로, 일부 기술검증

용 위성을 제외하고 탑재체 자료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위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며, 전장품 및 위성체 시

험단계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그 동안

국내 저궤도 지구관측위성 개발과정에서는 탑재체 패

킷 분석장치를 전장품 레벨에서 각 위성마다 따로 개발

하여 운용해 왔으나, 시스템 레벨 기능분석과 다양한 임

무 분석을 위해서 많은 인원들에 의한 수작업이 불가피

했으며, 위성 개발사업마다 새롭게 개발되는 지상시험

지원장비의 신뢰성 확보 문제로 점점 빨라지는 위성 개

발주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시험지원장비에 대한 조기 확보

를 위하여 위성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를 기능별로 모듈

화하고, 임무 별 파라미터 설정과 운용모드에 따라 시

나리오 기반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인터넷 망을 사

용하여 분석절차의 제어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

안을 제안한다. 검증된 모듈들을 서로 연결하는 시나리

오 기반의 분석방식을 통하여 손쉬운 운용과 분석의 유

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위성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지상시험지원장비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검증된 장비의 재사용으로 높은 신뢰

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Finnigan and Blanchette, 2008).

Finnigan and Blanchette(2008) 연구에서는 위성 명령생

성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탑재체 자료

분석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자동화된 절차를 통하여

분석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패킷 분석 결과에 대한

추적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위성 자료전송을 위한 패킷 시

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성 패킷 통신과 위

성 전장품 개발단계, 지상시험지원장비 및 위성 소프트

웨어에 대한 소개를 하고, 3장에서는 기능상의 소프트

웨어 재활용 가능성과 실재 활용 면에서의 편이성이라

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출된 시나리오 기반 탑재

체 패킷 분석장치가 가져야 하는 설계 목표를 기술하였

으며, 4장에서는 구현된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

석장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5장에서는 개발된 시나리

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를 국내 저궤도 지구관측

위성에 적용한 결과를 다루며, 끝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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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성 자료전송을 위한 패킷 시스템

이 장에서는 위성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위성 패킷 통신 시스템과 위성 전장

품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모델 및 시스템 레벨 별 검증

단계를 소개하고, 지상시험지원장비가 가져야 할 임무

와 위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 개발

의 취지가 되는 신뢰성 있는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의 조

기 확보와 위성 개발일정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하여 이

해를 돕고자 한다.

1) 위성 패킷 통신

인공위성을 활용측면에서 분류해 보면 기상, 지구

관측, 정찰, 우주과학, 기술검증, 통신, 항법 위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 위성의 경우 탑재체 센서들에

서 획득한 자료를 지상으로 전송함으로써 그 임무를 수

행하게 된다. 전송과정에 사용되는 패킷은 위성체와 지

상국 사이 규격만 서로 일치하면 되나, 발사 후 다른 지

상국을 통한 관제라든지 다른 국가를 통한 간접 수신 또

는 기상위성과 같이 여러 나라가 함께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 위성체와 지상국 개발자들 간의 혼선을

줄이고자CCSDS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에서 권고하는 패킷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유사

한 통신 포맷을 사용함에 따라 우려되는 승인되지 않는

제 3자의 자료 접근은 별도의 암호화 장비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방지하고 있다.

CCSDS에서 정의하는 패킷 정보 데이터 시스템은 위

성에서 지상 사용자까지 패킷 자료가 생성되고 전달되

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Fig. 1에 간략히 나타나

있다. 위성에 실린 여러 센서들과 장비들이 데이터 소

스가 되며,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이 데이터 시스템에

의하여 취합이 되고 압축이나 채널코딩과 같은 적절한

가공 과정을 거쳐 지상에 전송되게 된다(CCSDS, 2000).

Fig. 2는 CCSDS AOS (Advanced Orbiting Systems) Space

Data Link Protocol에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위성에서

지상으로 자료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 객체들을 도

식화한 것이다(CCSDS, 2015). 위성에서 자료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여러 서비스 방식을 통해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위성과 지상 사이

의 경로를 통해 지상국에 수신된 자료는 지상국 데이터

시스템에 의하여 저장되고 적절한 분류와 함께 전송과

정에서 발생한 오류 정정과 같은 처리 후 사용자에게 전

달된다. 지상국 처리순서는 Fig. 2 그림에서 아래에서 위

로 올라가는 절차가 된다. 위성체뿐만 아니라 지상국 시

스템도 패킷 통신과 관련된 기능들은 위성 발사 전까지

모두 검증되어야 하며, 위성체 개발과정만 보면 위성체

데이터 시스템의 전장품 레벨에서부터, 서브시스템 레

벨, 탑재체와 위성체 시스템 레벨까지 단계별로 반복해

서 검증된다.

2) 위성 전장품 개발단계

위성에 장착되는 전장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단계를 거치게 된다. Fig. 3은 ESA (European

Space Agency)에서 Sentinel-3라는 지구관측위성을 개발

할 때 사용한 전장품에 대한 간략한 모델 개발개념으로,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장품의 개발모델과 시스템 별 활

용방안을 나타내고 있다(Aguirre, 2012). 전장품 개발모

델이 아직 제작되지 않았을 때 시스템에서는 열이나 기

계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Dummy를 사용한 위성체

고신뢰성 지상시험지원장비 조기 확보를 위한 시나리오 기반 위성 탑재체 패킷 분석방법

Fig. 1.  CCSDS Packet Telemetry Data System (CCSDS, 2000).

Fig. 2. Satellite Data Sending Protocol Entity (CCSDS, 2015).

–523–



열구조 모델(STM, Structural and Thermal Model)을 개발

하여 인증시험을 하고, 전장품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

된 후에는 전장품의 형태, 적합성, 기능 및 위성 장비 간

의 상호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형상관리가 이루어지

는 비행 모델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신뢰성 있는 부품,

재료 및 공정을 통해 제작되는 엔지니어링 모델(EM,

Engineering Model)을 만들어 전장품과 서브시스템 및

위성체 레벨의 기능시험과 전기적 인증시험을 수행한

다. 우주로 발사될 비행 모델(FM, Flight Model)이 완성

되고 나면 기능뿐만 아니라 우주 환경에서의 성능 확인

을 위한 승인시험이나 인증시험이 이루어진다. Fig. 3에

서는 표기되지 않았으나, 승인시험이나 인증시험 과정

에서 비행 모델이 겪을 수 있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방

지하기 위해 비행 모델과 동일한 부품과 공정을 통해 제

작된 인증 모델(QM, Qualification Model)을 사용하여 궤

도 상에서 예상되는 환경에 마진을 더한 좀더 열악한 환

경에서 전장품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인증시험을 수

행하고, 비행 모델은 궤도상에서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만 시험을 수행하여 제조공정 상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위주의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위성체 레벨

의 시험이 끝난 이후 지상국의 준비상태를 점검하기 위

하여, 지상국 시스템과 연동하여 위성체를 제어하고 패

킷 통신기능을 점검하는 종단시험을 하기도 한다.

3) 지상시험지원장비

지상시험지원장비는 명칭 그대로 지상에서 수행하

는 시험을 지원하는 장비로 위성 전장품의 개발단계마

다 성능 검증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위성에 장

착되는 전장품 개발은 앞선 Fig. 3과 같이 단계적으로 많

은 검증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때마다 지상시험지원장

비가 사용된다. 지상시험지원장비는 비행 모델이 우주

로 발사된 이후에도 문제해결을 위해 지상에서 엔지니

어링 모델이나 인증 모델과 함께 위성 시스템을 모사하

는 위성체 모의시험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위성의 시

험과정은 승인된 절차서와 성능에 대한 검보정이 이루

어진 설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과정에서 사

용된 모든 시험절차서와 시험환경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지들은 자료로 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추적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1999년 화성 기후 궤도선은 화성 궤

도진입 과정에서 추력기 제어 실패로 파괴된 적이 있었

는데, 이 때 이렇게 기록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미터법

이 아닌 야드파운드법에 의해 상태정보를 표기하였다

는 점과 종단 시험과정에서 항행 소프트웨어와 관련 컴

퓨터 모델 사이의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Isbell and Savage, 1999). 2016년 유럽 우주국과

러시아 연방 우주국이 참여한 화성탐사계획인Exo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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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del Philosophy of ESA Earth Observation Satellite (Aguirre, 2012).



사업에서는 Schiaparelli착륙선이 착륙 과정에서 화성표

면에 추락하였는데 여러 달의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관

성측정 장비의 오류를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었

다(ESA, 2016). 이러한 자료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

을 하는 것이 지상시험지원장비로 지상시험지원장비

는 시험절차와 기록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

을 갖는다.

4) 위성 소프트웨어

위성에 장착되는 장비라고 하면 쉽게 하드웨어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도 포함된다. ESA에서는

우주 개발사업에서 복잡하고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적

절한 개발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

을 깨닫고 1977년 설립된BSSC (ESA’s Board for Software

Standardisation andControl) 기구에서작성한ESAPSS-05

문서를 통해 1984년부터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표준

화를 수행해왔다. 1995년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새로운 국제적 소프트웨어 공

학의 표준인 ISO/IEC 12207 “Information technology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1995-07”를 발표하고 표준으

로사용하고있으며, 1999년이를기초로ECSS (European

Cooperation for Space Standardization)에서우주개발사업

을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 표준 ECSS-E-40를 만들었다.

ESA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우주분야로 위성, 탑재체와 발사체에 장비되는 소프트

웨어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분야로 미션을 수행하기 위

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이다. Fig. 4는 ESA가 구상하는 일

반적인 위성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지상시험지원장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이들 소프트웨어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Jones et al.,

2002). 위성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어야 하며(Duro et al., 2005), Fig. 5는 소프

고신뢰성 지상시험지원장비 조기 확보를 위한 시나리오 기반 위성 탑재체 패킷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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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CSS Software-Engineering Standards (Jones et al., 2002).

Fig. 4.  Softwares of Typical Space System (Jones et al., 2002).



트웨어 개발단계를 이전 PSS-05와 ECSS-E-40 절차를

비교 설명하는 것으로 System Engineering부터 Design,

Validation, Acceptance, Operation, Maintenance등의 절차

가 있다(Jones et al., 2002). 정리하자면 위성 개발사업에

서는 지상시험지원장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실

재 사용에 앞서 검증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상

시험지원장비의 소프트웨어를 이전 위성 개발사업에

서 검증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비용 및 일정 측면

에서 많은 이점을 갖게 된다(TORO et al., 2011).

3.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는 위성에서 탑재체 자료를 지

상으로 보내기 위해 패킷 형태로 전송한 자료를 분석

하여, 오류를 파악하고, 분류하여 자료에 맞는 처리를

하는 지상시험지원장비의 일부분이다. 탑재체 패킷 분

석장치는 위성마다 임무에 맞게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

이나, 패킷을 분류하고 처리한다는 면에서 대부분의 기

능들이 서로 유사할 수 밖에 없으며, CCSDS권고안을

따르는 경우라면 더욱 더 표준화가 가능하다. 패킷 분

석기능에 필요한 기초 기능들을 구분하여 하나의 모듈

로 정의하고, 시나리오라는 처리방법으로 모듈들을 서

로 엮어 순차적인 처리를 하도록 만든 것이 시나리오 기

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이다. 이번 장에서는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가 갖는 주요 설계 목표를 설

명한다.

1) 시나리오 기반

시나리오라는 것은 모듈로 구현된 기초 처리기능들

이 연계하여 동작하는 자료 분석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

으로 사용자는 GUI (Graphic User Interface)를 통해 그

림 형식으로 모듈들을 배치, 연결하고 모듈들에 대한 파

라미터들과 데이터베이스 변경을 통해 패킷 처리의 흐

름을 만든다. 자료의 입력으로부터 마지막 처리과정까

지 모든 패킷 처리과정을 블록도 형식으로 표현하며, 시

나리오 안에서 모든 모듈들은 우선 순위가 없이 병렬로

동작한다. 이전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들은 데이터를 단

계별로 처리하였는데, 단계별로 여러 전문회사가 개발

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하나

의 처리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점과, 단

계마다 운영자가 이전 단계의 종료를 확인하고 새로운

단계의 설정과 시작을 명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자료 처리의 유연성을 위하여 시나리오 기반에서

는 모듈의 삽입이나 제거가 간단하여 처리방식의 변경

이 용이하고 언제든 원하는 중간 처리단계의 자료를 따

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듈화

모듈화는 분석에 필요한 기능들을 최소 단위로 나누

어 구현하는 것이다. 위성 개발사업에서 여러 자료들을

처리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사소한 기능

의 차이로 기존 처리장치를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 있다. 예를 들자면, 통신상에서 자료의 무결성을 확

인하기위한Checksum방식이CRC16 (Cyclic Redundancy

Check-16) 방식에서 ISO방식으로 바뀐 경우나 암호화

방식이 DES (Data Encryption Standard) 방식에서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방식으로 바뀐 경우 새

로운 처리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모듈 단위로 처리할 수

있다면 Checksum모듈이나 암호화 모듈만 변경하여 처

리가 가능해 진다.

패킷 분석에 사용되는 모듈은 1개의 입력을 받아 자

료를 처리하여 N개의 출력을 생성한다. 수신 처리 특

성 상 여러 입력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 각

모듈들은 모듈간 통신을 위하여 입력과 출력용 버퍼를

가지고 있으며 입력 버퍼에 자료가 있는 경우 처리를 시

작한다. 처리의 종료조건은 사용자의 정지 명령이나 시

나리오 상의 모든 모듈에서 입력 버퍼가 빈 경우 또는

자료 처리과정에서 허용된 값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었

을 경우이다. 오류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발생회수는

다르며, 특정 오류가 많이 생길 경우 더 이상의 분석은

의미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처리과정에서 발

생한 이벤트와 수행한 결과는 모듈 별로도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 대상에는 최종 작성 시간을 비롯하여, 모듈

이름, 버전, 형식 등 모듈 정보와 자료처리 시작 시간, 종

료 시간 및 처리된 자료의 크기 등이 있다. 시험과정의

추적성을 위해 동일한 기능의 모듈이라도 버전 관리가

필요하며, 모듈이 변경되거나 Update된 경우에는 시나

리오 이름도 이전 시나리오와 다르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동일한 자료라 할지라도 분석방식에 따라 오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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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없었다가 생기기도 하고, 오류로 분류되었다가도

다른 처리방식으로 인해 오류가 아닌 것으로 판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파라미터화

소프트웨어 재활용 가능성을 넓히기 위하여, 시나리

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는 단순 변수 만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 검증의 방법, 비교 값을 파라미터화 하여,

검증할 때마다 검증 방식을 임의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Field에 대한 정의를 파라미터로 할

수 있고, 비교할 값과 비교할지 말지도 파라미터로 정

한다. 이전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들은 검증 규칙들을 소

프트웨어 Code로 구현하고 Compile해서 사용함으로

새로운 위성이 개발되거나 점검해야 할 규칙이 바뀌면

Code를 수정해야 하고, 실재 적용하기 위해서는 Fig. 5에

나타나있는소프트웨어의Validation과정과Verification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는 파라미터화를 통해 이러한 시간 소요를 줄

일 수 있다.

4) 일괄처리

위성 개발과정에서 탑재체 패킷 분석 과정은 하나의

미션 시험결과 발생 시마다 이루어져야 함으로, 단계적

처리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 때마다 분석 툴을 운용하

기 위한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위성 개발

사업에서 위성체 시험과정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데,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시험구성을 변

경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하나의 시험단계에서 나온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확인

되기 전까지 다음 단계로의 진행은 어렵다. 시험결과 검

토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탑재체

영상분석 과정이며, 때문에 탑재체 패킷의 빠른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개의 결과물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괄처리 기능은 시나리오 기반 분석이라는 특

징과 합쳐져 시험결과 분석 과정의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다.

5) 결과검토

위성 개발사업에서는 자료 처리도 중요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 언제라도 다시 상세한 검

토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좀더 상세한

분석을 통해 미쳐 깨닫지 못했던 경향을 발견하거나, 그

동안 간과했던 사안들을 다시 파헤쳐 보기도 하고, 예

전에 사용했던 방법 대신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

를 분석하고, 이전 처리결과와 비교하기도 한다. 따라

서,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는 이전 분석

과정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뿐만 아니라 분석에 사용했

던 툴에 대한 정보와 상세한 처리결과를 저장하고 사용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의

구현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는Windows 7 64

bits에서 .Net Framework와Qt Framework 4.7.2을 가지고

C# 및 C++ 언어로 개발하였으며, 3장에서 기술된 설계

목표들을 모두 만족하도록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다.

1) 시스템 구성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의 전체적인 시

스템 구성은 Fig. 6과 같으며, 패킷 분석장치는 ‘수신처

리 PC’라고 표시된 Intel i7 CPU (Central Processing Unit)

기반 컴퓨터에 MS Windows 7 64 bits운영체계에서 응

용 소프트웨어로 설치하였다. 위성 자료 처리속도를 높

이기 위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한 병렬처리가 가능

하며, 수신처리 PC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NAS장비와

10GbE Fiber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자료 교환을 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GbE폐

쇄망을 이용하여 Fig. 7에 나와 있는 다중 제어 창을 통

해 복수 개의 수신처리 PC에 접속하여 분석 작업을 시

작하거나 처리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였다. Fig.

7의 1번 영역은 각 수신처리 PC를 연결하기 위한 설정

항목들이고, 2번 영역은 수신처리를 위한 시나리오 설

정에 관한 항목들이며, 3번 영역은 해당 수신처리 PC에

서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벤트들이 표시되

는 공간이다.

2)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의 구현

첫 번째 설계 목표인 시나리오 기반 처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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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의 메인 창

은 Fig. 8과 같으며, 시나리오 작성, 열기와 저장을 위한

명령들과 폴더 설정을 위한 기능들이 있으며, 시나리오

의 시작과 중지, 일괄처리를 제어하는 창의 호출 및 이

전 분석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창 호출 단추가 있다.

시나리오는 Inventory창에서 필요한 모듈을 불러와

Design창에서 블록도를 그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Fig.

9은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 예제를 나타낸다. 이 시나리

오는 입력을 파일 형태로 받아 영상라인에 대해 검증 작

업을 수행하는 예로 파란색 상자가 기초 처리기능을 수

행하는 모듈이다. 모듈 간의 연결은 선으로 표시되며,

모듈 간의 통신은 단순한 Bit Stream전송으로 본다. 상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5-1, 2017

–528–

Fig. 6.  System Configuration of Scenario Based Payload Packet Analyzer.

Fig. 7.  Multi-Control Window.



자 안의 단어가 그 모듈의 종류를 나타내며, 하나의 시

나리오 상에서 동일한 이름의 여러 모듈이 있을 경우 각

각을 구분하는 이름은 따로 관리한다. 자료의 입력은

‘CALLDataIngest’라는 상자를 열어 직접 파일을 지정하

거나 일괄작업 시 파라미터 파일 설정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

기능의 모듈화라는 두 번째 설계 목표를 만족하기 위

하여 이번에 개발된 기능 모듈들은 Table 1과 같으며, 데

이터 입력, 채널 코딩, 암호, 압축, 분류/추출, 검증 및 기

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에서는 검증 대

상이 되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를 Field라 정의하고, 각

Field를 성격에 따라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

한다. 해당 Field에 대한 정의 및 처리방식을 Entity로

정의하고, 각 위성에 맞게 Entity들을 구성할 수 있게 하

였다. Entity를 구성하는 항목을 요약하자면 Table 2와

같다. Sat_Acronym라는 파라메터를 통해서 여러 위성

별 필드 정의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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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ain Window of Scenario Based Payload Packet Analyzer.

Fig. 9.  Example of a Simple Scenario.

Table 1.  Scenario Based Payload Packet Analyzer Module

Group Module
입력 CADU Ingest, Transfer Frame Ingest, Source Packet Ingest, CEU Data Ingest, Data Ingest, Empty

채널 코딩 Frame Synchronization, Derandomization, RS Decoder, BCH Decoder, Convolutional Decoder, TCM Decoder
암호 Decryption DES, Decryption TDES, Decryption AES, Decryption IDEA
압축 DWT Decompression, DCT Decompression, JPEG Decompression, VQ Decompression

분류 / 추출
VCID Extraction, Source Packet Extraction, APID Divide, Image Creator, CEU Output Creator, CEU Output Merge
Creator, CEU Header Extractor, Ancillary Data Extractor, Data Splitter, Header Remover, File Writer, End

검증
Validation Checker, Image Line Checker, Image Pattern Checker, CEU Header Checker, CRC16 Checker, ISO CRC
Checker

기타 Bit Invert, Bit Shift, Byte Swap, Error Generation, Input Abort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파라미터를 구분하여 정의하

는 것뿐만 아니라, 각 필드에 대한 검증방식도 Table 3과

같이 변경이 가능하다.

세 번째 설계 목표인 파라미터화를 위하여 각각의 모

듈은 각 기능에 맞게 필요한 변수들을 파라미터로 관리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파라미터는 Entity데이터베이

스에 의하거나 일괄처리 시 파일에 의해 지정될 수 있

으며, 일괄처리 시 파라미터 파일의 값, 시나리오 상의

모듈 값, Entity데이터베이스 값 순으로 우선시된다.

Fig. 10은 RS Decoding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에 대한 파

라미터 창을 예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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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of an Entity

항목 설명
SAT_ACRONYM 위성 개발사업의 약어

HEA_NAME 필드가 존재하는 헤드의
이름

DTF_FIELDNAME 필드명
VER_TYPE 필드 검증 방식

DTF_FIELDCHECK_YN 해당 시나리오에서 검증
여부를 정의

DTF_BITSEQUENCE 헤더에서 필드의 bit 단위
Offset 위치

DTF_SIZEOFBITS 필드의 bit 단위 크기

DTF_ERRTHRESHOLD 분석 과정에서 오류 허용
한계치

DTF_ERRSAVEOUTPUT_YN 오류 발생 시 후단으로 전
송여부

DTF_ERRSAVEFILE_YN 오류 발생 시 별도 파일로
저장 여부

DTF_DESCRIPTION 필드에 대한 설명

Table 3.  Verification Method of an Entity

검증방식 설명
None 특별히 점검하지 않음
Fix 해당 미션에서 고정된 값
Define 여러 정의된 값들 중에 하나
Increase 규칙에 의해 증가하는 값
Range 지정된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값
Define+Range 지정된 범위 안에서 정의된 값들
Range(Fix) 지정된 범위 안에서 고정된 값

Fig. 10.  Example of a Module Parameter.

Fig. 11.  Satellite Batch Scheduler.



네 번째 설계 목표인 일괄처리 기능은 Fig. 11과 같이

복수 개의 자료를 시나리오와 파라미터 값을 지정하여

연속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성 시험과정에서는 동

일한 시험구성 하에서 영상 입력속도, 영상 압축률, 압

축 키 등 여러 가지 설정을 변경하여 반복 시험하는 경

우가 많은데, 이 때 파라미터 파일과 Index설정만으로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설계 목표인 결과검토를 위하여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에서는 Fig. 12와 같은Report

Viewer라는 툴을 구현하였다. Report Viewer는 검색 기

능과 함께 오류 발생 여부에 따라 색을 달리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처리 과정에서 발

생한 오류를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5. 위성 개발사업 적용 결과

개발된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는 자체

검증 과정을 통해 설계 목표인 모듈 기능과 시나리오 연

동 기능, 파라미터 설정 기능, 일괄처리 기능, 결과검토

기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국내 저궤도 지

구관측위성 개발사업에 적용되었다. Fig. 13과 Fig. 14는

이를 위해 작성된 시나리오들 중 하나의 개관을 보여주

는 것으로 그림에서 상자 하나가 기능 모듈 하나에 대

응하며 탑재체 패킷을 모듈과 파라미터 설정 방식을 통

해 시나리오 기반으로 처리한다. 이는 탑재체 카메라 입

구가 막힌 상태에서 CCD (Charge Coupled Device)를 동

작시켜 Dark Noise성격의 영상을 파일 입력으로 받아

암호 및 영상 압축을 해제하고, 각종 패킷 규격들을 점

검한 후, 영상과 영상 헤더의 내용을 분석하는 시나리

오이다. 일부 RF신호 수신장비에서는 Frame Sync.와

RS Decoding기능까지 차체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된

시나리오는 단순 자료처리가 아닌 검증 차원에서 문제

발생 시 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Frame Sync. 이전

의 신호를 입력 받아 처리한다. 일부 사용된 모듈에 대

하여 설명하자면 Frame Sync. 모듈은 Transfer Frame앞

에 붙은 ASM (Attached Synchronization Mark) 4 Bytes를

사용하여 비트 동기화와 프레임 동기화를 수행하는데,

ASM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1 bit오류를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바로 이전 ASM과의 간격을 확인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Transfer Frame의 크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Bit Shift여부를 확인하고

Dummy Data발생시에는 보고 후 삭제 처리를 하고, 크

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고 후 해당 Frame을 다음 단 출

력에서 제거한다. TF Validation과 SP Validation은 동일

한 모듈이지만 파라미터 설정을 통해 첫 번째 모듈은

Transfer Frame레벨 검증을 수행하고, 두 번째 모듈은

Source Packet레벨 검증을 수행한다. SP CRC Check는

Source Packet레벨에 대한 전송 오류를 확인하는 것으

로 지상에서 수행하는 기능시험에서는 단 1 bit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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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eport Viewer.



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1 bit오류라도 발생하면 해당

분석작업은 오류보고와 함께 종료된다. Image Header

Check는 CEU (Camera Electronics Unit) 헤더에 표기되

어 있는 값들이 미션 파라미터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기

타 필드 규격을 따르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Ancillary

Data Extraction은특정한위치에삽입되어있는Ancillary

자료를 추출하고, Ancillary ID가 주어진 규칙대로 증가

하는지여부와 1초 Frame안에서중복되는AncillaryData

사이에 서로 다른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복되

는 데이터들은 제거한다.

개발된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는 저궤

도 지구관측위성의 탑재체 레벨 기능시험, 위성체 레벨

환경시험과 발사장 점검과정 등에서 사용이 되었다. 위

성 환경시험 과정에서는 위성 성능에 변화가 있는지 살

펴보는 것도 시험의 주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

절차가 이전 시험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시나

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의 파라메터 설정을 통

해 몇 가지 시나리오만으로 모든 시험결과를 분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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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verview of a Satellite Payload Data Verification Steps.

Fig. 14.  Overview of a Satellite Payload Data Verification Scenario.



있었다. 위성체 시험을 위해 개발된 시나리오에는 카메

라 검출기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영상 촬영을

하여 주로 Dark Noise의 분석을 하는 시나리오와 카메

라 FPGA에서 사용자 설정에 따라 만든 시험용 패턴을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있으며, 암호 해제 기능이 필

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로 나누어 총 4가지 시나리

오를 사용하였다. 만일 모듈 기능을 비활성하고 우회하

는 파라메터 설정이 가능했다면, 암호 해제 모듈을 삭

제하지 않고 2가지 시나리오만으로 모든 시험결과 처

리가 가능했을 것이다. 압축 해제 기능 또한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압축 기능은 압

축 이외에 Source Packet생성 기능과도 관련이 있어 제

외가 불가능했다.

위성시험과정에서시나리오기반탑재체패킷분석장

치가 처리한 패킷에 대한 통계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Idle CADU (Channel Access Data Unit)를 제외하고 유효

CADU만 계산하여 위성 발사 전까지 시나리오 기반 탑

재체 패킷 분석장치는 대략 5,896,286,365 개의 Transfer

Frame데이터를처리하였으며, 이를Byte단위로환산하

면 약 6,598 TBytes의 용량의 유효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종단시험 과정(End to End Test)에서는 위성 출력을

케이블을 통해 지상국과 직접 연결하거나 지상국 수신

장비를 위성 근처로 옮겨 자료를 수신한 다음, 지상국

수신장비로 처리한 결과와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로 처리한 시험결과가 동일한지 확인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로 처리한 모

든 시험자료는XDM (X-band Downlink Module) 지상시

험지원장비를 사용하여 이중으로 처리하였으며, 양측

의 결과가 모두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위성체 시험과정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XDM지상

시험지원장비의 오동작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 처리 모

듈 개발과 시나리오 반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시나

리오 개념의 자료 처리과정이 갖는 유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카메라 설정, 탑재체 내부 경로,

암호 키 변경 등 시험마다 달라지는 많은 구성을 4개의

시나리오로 모두 처리함으로써 파라미터 설정에 따른

범용성을 확인하였다. 네 번째 설계 목표인 일괄 처리

기능을 통해서 바로 이전 위성 개발사업에서는 8~9명

의 운용인력이 3교대로 작업하던 업무를 폐쇄망을 통

해 2명만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다섯 번째 설계 목표

인 Report Viewer를 통한 상세한 시험결과 검색과 검토

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Fig. 15는 이전 위성에서 출력된 결과물을 처리하기

위해 작성된 시나리오의 개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시

나리오가 비록 단일 탑재체 구성에서의 출력물만을 처

리하며 출력에서 영상을 획득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점에서 일부 제외된 모듈이 있으나, 위성 전송 패킷 규

격이 다른 위성 개발사업에서도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결과적으로 본래 목적이었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의 수정이나 재개발 없이 파라미터 변경이나 새로운 시

나리오 작성을 통해 다른 위성 개발사업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

를 사용한다면 새로운 지상시험지원장비 개발에 따른

비용과 시간 및 새로운 개발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 검

증된 장비의 사용으로 신뢰성이 높은 지상시험지원장

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개발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으로는 각 모듈마

다 기능을 비활성하고 우회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추가

된다면 시나리오에서 불필요한 모듈의 삭제 없이 동일

한 시나리오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위성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곳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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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cket Analyze Result of LEO Satellite

Test Name #VC Frame #Source
Payload FM Integration Test 604,199,642 121,484,837
Payload Logic Test 508,604,294 154,036,068
Satellite T/V Test 1,530,429,833 446,669,785
Satellite Vibration Test 889,914,650 276,995,238
Satellite EMC Test 1,332,790,220 260,629,831
Satellite RFC Test 47,106,184 6,361,506
End to End Test 25,004,037 274,716
Satellite Final IST 517,436,183 154,126,949
Launch Campaign 440,801,322 134,627,975
Total 5,896,286,365 1,555,206,905

Fig. 15.  Overview of the Verification Steps for Previous Program.



축 해제하는 부분임으로 압축 해제를 소프트웨어가 아

닌GPU (Graphics Processor Unit)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처리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

이라는 부분이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위성 개발기간 단축에 대한 요구에 대

응하고자 지상시험지원장비의 자원 공유와 재활용 및

자동화 차원에서,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를 최소 단위 기

능들로 모듈화하고 운용에 필요한 변수들을 파라미터

화하여 패킷 분석 과정을 일련의 시나리오로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별도의 인증과정 없이 파라미터 변경이

나 새로운 시나리오의 작성만으로 여러 운용 환경에서

패킷을 분석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

석장치를 개발하였으며, 분석 과정과 결과를 네트워크

상에서 관리하고 검토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개발

된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를 실재 국내 저

궤도 지구관측위성 개발사업에 적용하여 Table 4와 같

이 탑재체 비행 모델 기능시험에서 위성체 환경시험,

지상국 종단시험과 발사장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위성

자료분석에 작업에 직접 사용하여 처리능력을 확인하

였다. 시나리오 기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의 기능은 자

체 시험과 함께 위성 패킷 분석 결과를 다른 분석장치

결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검증하였으며, 구현 과정에

서 모든 설계 목표들이 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과

정에서 시나리오 개념이 갖는 유연성을 확인하였고, 분

석과정에서 필요한 운용인력을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

다른 위성 개발사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새

로운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이전 위성 자료를 처리함으

로써 증명할 수 있었다. 모듈 별 기능 우회 옵션이나 압

축 처리속도 측면에서의 개선점은 있으나 시나리오 기

반 탑재체 패킷 분석장치를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위성

개발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탑재체 패킷 분석기능을

수행하는 고신뢰성의 지상시험지원장비를 조기에 확

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성 개발일정과 개발비용

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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