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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S 위성통신국 RF시스템 감시제어장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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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of Monitoring & Control(M&C) for KUS RFS in K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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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한국형 위성보정 시스템(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을 구성하고 있는 위성통신국(KUS : KASS

Uplink Station)의 RF시스템감시제어장치에대한설계를기술하였다. 한국형위성보정시스템은 KASS라 명명되어 APV-1급 SoL

서비스 수준의 SBAS 시스템개발과 CAT-1급 시험운영 기술개발을 목표로 한다. 위성통신국 RF 시스템의 감시제어장치에 대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환경, 감시제어장치의 기능 및 알고리즘, 감시제어장치의 구조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감시제어장치 설계에 있어 이미 개발 활용되고 있는 통신해양기상위성 및 무궁화위성 5A/7호 관제시스템의 감시제어장치 설계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안정도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실제 운영자의 요구에 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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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design of the RF system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of KUS (KASS: KASS Uplink Station) which 
constitutes 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is described. The Korean satellite calibration system is named 
KASS and aims to develop the SBAS system of the APV-1 level SoL service level and the CAT-1 test operation technology. 
Software and hardware development environment, function and algorithm of supervisory control device, structure of 
supervisory control device, and user interface were designed to implement KUS / RFS monitoring control device. We have 
secured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system by using th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design of the COMS 
(Communication Ocean & Meteorological Satellite) and the Korea Satellite 5A / 7 control system, which has already been 
used for the design of the surveillance control system. In addition, we have made it possible to provide the user interface 
according to the actual operator's request more conven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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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지구적위성항법시스템은동기된위성시스템에서고유

의신호를전송하여이를수신하는시스템에서자신의위치

및시각정보를획득하여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최근 이러한 항법시스템을 이용하여 네비게이션, 시각동기

등과 같이다양한 분야에활용되고 있으며향후 더많은 응

용서비스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성항법시스템

의신호만을이용할경우항법신호가갖는공간적오차성분

(이온층오차)으로인해항공기의착륙, 선박의자동접안등

과같이인명을다루는분야에서보다높은정확성을요구하

는 항법에 이용되기에는 어렵다. 또한 사람이 제어하지 않

는무인시스템인무인기및무인자동차의항행을위한항법

장치에서도 동일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항법신호에

대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DGPS((Differential

GPS) 기법을사용한다. DGPS기번은자신의위치를알고있

는 기준국에서 이중주파수를 사용하여 오차 보정치를 계산

하여이를방송하여사용자에게제공하여사용자의위치오차를

줄여준다. 일반적으로 GPS 수평 위치오차는 13m(2dRMS)

정도를 제공하는 반면 DGPS기술은 m 급의 정밀도를 제공

한다.[1]

DGPS의 분류는 보정치 전송 매체의 종류에 따라 크게

SBAS(Space Based Augmentation System)와 GBAS(Ground

Based Augmentation)으로나눌수있다. SBAS는위성시스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K12-4-7)



KASS 위성통신국 RF시스템 감시제어장치 설계

51

템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정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광범위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GBAS는 지역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보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2,3]

SBAS는주로항공분야에서사용하기위하여제안되었으

며, 미국의 WAAS(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유

럽의 EGNOS(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일본의MSAS(MTSAT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이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인도의 GAGAN (GPS

And Geo Augmentation Navigation)이 구축 예정이

다.[4,5,6,7]

Ⅱ. 위성통신국(KUS) 개요 

SBAS는 보정 정보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항법신호를 수

집하기 위한 기준국, 기준국에서 수집된 항법신호를 전달받

아 보정정보 및무결성 정보를생성하고 이를보정 메시지

로변환하는핵심기능을수행하는중앙처리국, 생성된보정

메시지를 GNSS 신호 형태로 변조하여 정지궤도 위성으로

송신하기 위한 위성통신국, 정지궤도 위성에 탑재되어

SBAS 신호를지상의위성통신국으로부터수신하고 L 대역

으로변조하여지상으로방송하는 SBAS 탑재체, 전체시스

템이이상없이요구조건을만족시키며동작하는지를감시

하고 운영하며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국으로 구성

된다.[8] 또한 위성통신국(KASS Uplink Station :KUS)은

크게SGS(Signal Generation Section)와RFS(Radio-Frequency

Section)로 나누어진다. 그림 1은 위성통신국(KUS)의 시스

템 구성도이다.

그림 1. 위성통신국(KUS) 시스템 구성도

KUS/SGS는 TAS(TalesAlenia Space) 에서제공하는시

스템으로 주요 기능은 중앙국으로부터 무결성 데이터를 수

신한후 PRN코드를생성하여위성으로전송할 SBAS 메시

지를 생성하여 KUS/RFS로 전송하며, KUS/RFS에서 수신

한 SBAS메시지를수신하여 SBAS 메시지전송시점을조절

하는기능이다. KUS/SGS에서 SBAS 메시지전송시점을결

정하기위한방법으로송출된신호의송출시점과송출된신

호가 SBAS 위성으로부터되돌아온시점을측정하여고유의

전송지연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또한 KASS 중앙국에서 전

송한무결성데이터의전송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 SBAS 위

성으로부터전송되는 SBAS메시지와 GPS 항법위성에서수

신되는 L2 신호를 이용하여 무결성 여부를 판단하고 송출

여부를 결정한다.

KUS/RFS는 ETRI에서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KUS/SGS

에서 상향주파수 변환된 C1 (6532.52 ~6536.52MHz)/C5

(6538.55~6558.55MHz) 대역의 SBAS 신호를위성으로전송

하기위하여고출력증폭하여안테나를통하여SBAS위성으로

송출하고 SBAS위성으로부터 전송된 L1(1573.42~

1577.42MHz)/L5(1166.45~1186.45MHz) 대역의 SBAS 신호

를 수신 처리하여 KUS/SGS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KUS/RFS는 고출력증폭기(HPA), 저잡음증폭기(LNA), 안

테나 ,감시제어장치 및 다수의 필터 및 분배기 등으로 구성

된다. KUS/RFS 장비 상태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장비를

제어하하기 위하여 감시제어장치를 이용하며 KUS/SGS로

KUS/RFS의 장비상태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III. 위성통신국 RFS C&M 소프트웨어 

설계 

■ KUS RFS C&M 개발 환경 설계

-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설계

장비감시제어소프트웨어의동작환경으로마이크로소프

트위도우환경에서 .NET 프레임워크를기반의컴포넌트기

반의 소프트웨어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는 통해기 관제시스

템 및 무궁화위성 5A/7호 관제시스템의 감시제어시스템 설

계 및구현된 컴포넌트의재사용 및재결합을 통해설계 및

구현에필요한시간을절약하면서기능동작의신뢰성및안

정성을확보하기위함이다. 소프트웨어개발을 .NET 프레임

워크를기반으로함으로써장비감시제어소프트웨어에서기

능별로 구현된 컴포넌트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동작

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림 2는 감시제어장치소프트웨어개

발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KUS RFS 감시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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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개발 환경 설계

감시제어소프트웨어가설치될장치에대한환경및 RF시

스템을이루고있는안테나제어장치, 고출력증폭기, 저잡음

증폭기의 장치와 물리적 연결을 설계하였다. 감시제어소프

트웨어의 지속적 이면서 안정적 동작을 위하여 워크스테이

션장치에서구현하고 RF장치와는TCP/IP의물리적인터페

이스를 갖도록 하였다. 감시제어장치에서 장비와 메시지 인

터페이스를형성하기위하여 TCP/IP 통신을수행한다. 그러

나일반적으로 RF 장비인고출력증폭기, 저잡음증폭기와같

은 장비에서시리얼 인터페이스(RS-232,422,485) 만을 제공

하며TCP/IP 프로토콜로변환을위하여터미널서버를통하

여 인터페이스를가지게된다. 그림 3은감시제어장치와 RF

장비가 물리적 인테페이슬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KUS RFS 감시제어장치와 장비간 인터페이스

■ KUS RFS C&M 기능 설계

감시제어장치의 주요 기능은 시스템관리, 장비상태감시

및제어, 데이터관리, 데이터처리기능으로나눌수있다. 시

스템관리 기능은 감시제어장치의 사용자 접근관리, 이벤트

관리, 장비연결관리등의기능을수행하며데이터관리기능

은시스템에서사용하고있는형상정보및장비와통신을위

한 메시지 구조 및 형태에 데이터를 관리한다. 데이터 처리

기능은사용자가과거또는현재의장비의상태정보를분석

하기위한기능을제공한다. 다음그림4는 KUS/RFS 감시제

어장치의 기능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KUS RFS 감시제어장치 기능 블럭도

다음은감시제어장치의주요기능인장비의상태감시및

제어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주기적 장비상태정보 수집 및 이벤트로그 기능

감시제어장치에서 RF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와 물리적

연결이이루어지면각장비별로정의된메시지구조및형식

에 따라 상태정보요구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생성하여 장비

로전송한다. 전송된상태요구메시지에대한응답을기다리

며 장비로부터 상태메시지가 수신되면 장비의 상태를 확인

한 후 비정상적 상태면 알람 및 이벤트를 발생한다. 장비에

서발생한비정상적인상태에따라임계값을부여하여주의,

경고메시지를 화면에표출하고지정된사운드를재생하여

운영자에게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알람의 타입이나 위험도

에따라색상을설정할수있는기능을구현한다. 수집된장

비 상태정보가 정상이면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며사용자는이를통하여장비의상태및형상정보를

판단할수있다. 사용자는수집된장비의상태정보를원하는

형태의UI( Mimic, Alpha, Plot)로 확인할수있다. 그림 5는

장비상태감시 알고리즘에 대한 순서도이다.

그림 5. 장비 상태감시 기능 순서도

- 장비제어명령전송 기능

장비제어명령은 크게 사용자에 의한 장비제어명령과 감

시제어장비에서생성한장비제어명령두가지형태로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장비제어명령은 사용자

가 감시제어장치에서 제공한 UI를 통하여 장비의 스위치

ON/OFF 또는 값을 바꾸는 형태의 명령이다. 감시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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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사용자로부터입력된제어명령을장비로전송할수있는

형태의 메시지로 변환하여 장비로 전송하고 장비의 상태정

보를 확인하여 제어명령의 전송 성공여부를 확인한다.

감시제어장치에 의한 제어명령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 일

정시간에따라자동으로제어명령을전송하는경우이다. 이

러한경우는주로위성관제시스템에서위성과의거리측정임

무를 수행하는 스케줄러에 해당한다.

감시제어장치에서 제어명령을 장비로 전송하기 위해 명

령전송절차에 따라 구문을 작성하고 작성된 구문이 실행되

면서 장비로 제어명령을 전송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비로

비정상적인 명령이 전송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명령을 전송

하기전현재의장비의상태를재확인함으로써명령전송오

류를방지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림 6은장비제어알고리즘

에 대한 순서도이다.

그림 6. 장비 제어 기능 순서도

감시제어장치의 추가적 기능으로 장비의 상태정보를 분

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상태정보 분석을 위해 장비

로 부터 수집되는 상태정보를 년/월/일 단위로 시간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하며 또한 각 장비 별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저장된데이터를사용자는상태분석을위한시간/구간/배속

등을 설정하여 장비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 KUS RFS C&M 구조 설계

장비감시제어 SW는장비와물리적인터페이스가형성되

어장비와명령을전송하고장비의상태정보를수신하는서

버와 장비감시제어 SW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

게제공하고사용자의명령을서버로전송하고서버에서수

신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로 구성

된다. 감시제어장치의 서버는 장비와 항상 인터페이스를 유

지하면서장비의상태정보를주기적으로수집하고사용자로

부터 발생한 장비제어명령을 장비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감시제어장치의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장비의 상태

를 감시하고장비로 제어명령을전송할 수있는 화면및 어

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 그림7은

KUS RFS 감시제어장치의 전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KUS RFS 감시제어장치 서버-클라이언트 구조

- 감시제어장치 서버

감시제어장치 서버는 오직 하나의 서버에서만 장비와 인

터페이스를가질수있다. 이는장비상태정보수집및제어

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시스템 안정도를 확보하기 위함

이다. 감시제어장치 서버는 디바이스어뎁터, 감시제어서비

스, 시스템형상정보, 데이터베이스등으로 구성된다. 디바이

스어뎁터는 장비와 물리적 연결을 통해 장비별로 상태메시

지를수신하거나감시제어서비스에서전송한제어명령을장

비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디바이스어뎁터는 주기적

으로 장비 상태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타이머를 운영하며

일정시간간격으로상태정보요구명령을전송하여장비의상

태정보를 수신한다. 감시제어서비스는 수신 상태메시지 처

리 및 제어명령 생성 등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수집된

상태정보는 정의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저장한다.

- 감시제어장치 클라이언트

감시제어장치 클라이언트는 다수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장비와 연결된 서버와 접속하여 장비의 상태정보를 수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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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사용자는 감시제어장치 클라이언트를 통해 감시제

어장치에서제공하는모든기능을수행할수있다. 감시제어

클라이언트의 어플리케이션은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실행파일로구성되면사용자가선택한어플리케이션에따라

실행파일이 실행된다. 어플리케이션은 서버와 접속을 위하

여 메시지브로커를 이용한다. 메시지브로커는 소켓통신을

통해 서버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수신하여 해당 어플리케이

션으로 전송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메시지를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통해

입력한 명령을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어플리케

이션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으로 수신된 상태정보를 요구하

거나 과거의 저장된 상태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과거

의 저장된 상태정보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로그분석,

장비상태 경향분석 등이 있다.

■ KUS RFS C&M UI 설계

KUS RFS 감시제어장치의 주요 UI 기능인 장비의 상태

감시및제어를위한기능을무궁화위성관제시스템의감시

제어장치의 화면 구성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8의 (a)

는 RF장비의 상태를 장비별로 구성하고 상태를 색깔 또는

문자로표시하여사용자에게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다. 또

한 여러 화면을 동시에 제공하여 한 화면에 필요한 정보를

배치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그림 8의 (b)는 제어명령전송

과 관련된 화면으로 독립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하며 명

령전송 절차에 따라 상태 확인 및 명령전송을 수행한다. 명

령전송 절차의 제어도 가능하여 사용자의 명령전송 오류를

확인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장비 상태 정보 화면

(b) 명령 전송 화면

그림 8. KUS RFS 감시제어장치 감시제어 화면 예시

그림 9는 감시제어장치에서 사용자의 편의 및 명령 전송

의 직관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태감시 화면에서 제어명령

을 전송하는 화면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사용자는 상태감시

화면에서 명령을 전송하고자 하는 장비를 선택하고 선택된

장비의상태확인후파라메터를입력하여명령을장비로전

송할 수 있다.

그림 9. 상태감시 창을 이용한 제어명령 전송 흐름도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위성보강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위

성통신국의 RF 시스템감시제어장치구현을위한설계를기

술하였다. 우선 감시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

발환경을 살펴보고 감시제어장치에 대한 주요 기능을 정의

하였다. 감시제어장치의주요기능으로장비의상태감시및

제어가 있으며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관리, 데이터 관

리 등의기능에 대해설명하였다. 또한 KUS/RFS 감시제어

장치의 구조를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로 설계하여 장비와의

통신 기능과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분리하여 시스

템의 동작 성능 및 편리성을 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KUS/RFS 감시제어장치의구현의안정성및신뢰성을확보

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통해기 및 무궁화위성 5A/7호

관제시스템의 감시제어장치의 컴포넌트를 활용하였다.

본논문에서제시한감시제어장치설계는추후KUS RFS

시스템 구축에서 감시제어장치 구현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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