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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에는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검증 활
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검증 활동에는 효율적으로 설계된 검증 환경이 필수적이다. 위성 비행 소
프트웨어 개발 전반에 검증 환경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검증 환경이 보다 
빠르게 구현되어야 한다. 검증 환경은 개념적으로 궤도 상의 위성과 통신하는 지상 시스템의 역할
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Command 송신과 Telemetry 수신을 위성 비행소프트웨어와의 상호 작용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성 비행소프트웨어의 동작을 Command 와 Telemetry 관점에서 모델
링하고 이를 모사하는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위성 개발 초기부터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 검증 환경 
구현에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위성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경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의 검증 환경 구현을 위한 Command Telemetry 
Simulator의 설계 및 그 구현에 대하여 소개한다. 

 

1. 서론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는 위성의 모든 동작을 총괄
하고, 지상 시스템과의 통신을 통해 위성 고유의 임
무 수행을 도우며, 탑재 컴퓨터 및 탑재 전장품 등의 
다양한 상태 정보를 지상으로 전송하는 등 위성의 수
명이 다할 때까지 위성 전반의 운영을 책임진다. 이
러한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는 그 운영 환경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보다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검증 활동이 이루
어진다. 다양한 요구 사항과 검증 시나리오, 이에 따
른 대량의 분석 데이터 등이 산출되는 이러한 검증 
활동에는 효과적으로 설계된 검증 환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위성의 개발 초기에는 위성 탑재 컴퓨터 및 
이를 모사하는 Simulator 등의 운용 환경뿐 아니라 지
상 지원 장비 등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위성 개발에 사용되는 Command / Telemetry 와 
관련된 설계 역시 많은 변경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의 검증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를 모사해 줄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필요하게 된다. 검증 환경은 
개념적으로 운용중인 위성과 통신하는 지상국의 역할
을 수행하는 형태로, Command 를 전송하고 위성으로
부터 내려온 Telemetry 를 분석하여 이를 확인하는 기
능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검증 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는 Command 에 따라 

Telemetry 가 변경되는 시스템으로 단순화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Command 
와 Telemetry 의 측면에서 모델링하고 이를 모사하는 
Command Telemetry Simulator 의 설계와 그 구현에 대
하여 소개한다. 

 
2. 요구 사항 및 설계의 주안점  

Command Telemetry Simulator는 위성 비행 소프트웨
어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하여 모사하는 한편, 특정 위
성 개발 환경에 종속적이지 않도록 하여 이후에 진행
되는 위성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의 Command 와 Telemetry 는 
EDI DB 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Command, Telemetry의 설계 및 구현과 더불어 실제적
인 내용도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하면 DB 를 통해 위성의 형상을 상당 
부분 모델링 할 수 있다. 또한 Command에 따라 동작
하는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의 행위를 모사하기 위한 
별도의 Script 를 지원함으로써, Simulator Engine 은 그
대로 유지한 채, 사용자가 Script 만을 추가, 수정함으
로써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의 설계 변경을 Simulator
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으며,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
가 구현되기 전이라도 전반적인 동작 형태를 구성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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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verview 

그림  1은 Command Telemetry Simulator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DB 및 Script Parser를 통해 EDI DB 
및 사용자가 작성한 Script 를 해석하여 이를 통해 위
성 비행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모사하도록 하였다. 

Simulator 에 대한 Input 은 Network 을 통한 
Command 의 수신이며, Output 역시 Network 를 통해 
Telemetry가 전송된다. 

 

 
그림  1. Overview of Command Telemetry Simulator 

Command Telemetry Simulator 의 동작은 DB Parsing
으로부터 시작된다. DB Parser는 EDI DB를 해석하여 
Telemetry Item을 추출하며, Telemetry Generator가 만들
어내야 할 Telemetry Frame 에 대한 기본 정보인 
Packet List와 Packet Sequence Table을 처리한다. 

Data Pool 은 DB Parsing 을 통해 추출된 Telemetry 
Item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이후 Command Handler 또
는 Task Manager 에 의해 변경된 값을 저장, Telemetry 
Generator 에 의해 Telemetry Frame 이 생성될 때 참조
된다.  

Command Manager 는 사용자의 Script 를 해석한 결
과인 Command Handler 와 사전에 Simulator 내부에 구
현되어 있는 Built-in Command Handler를 통해, 수신된 
Command에 대한 처리를 수행한다.  

Telemetry Generator 는 DB Parsing 을 통해 분석된 
Telemetry Frame 생성 절차를 이용하여 정해진 주기마
다 해당 Frame 을 생성, Transmitter 를 통해 Telemetry
를 전송한다. 이 때, S/C Event Manager로부터 관련된 
Spacecraft Event 정보를 받아 Telemetry Frame 에 포함
하여 전송한다. 더불어 자동화된 Command 처리를 위
한 고정 영역에 대한 처리도 지원한다. 
그림  2는 Command Telemetry Simulator의 주기적인 
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매 사이클마다 전송된 
Command 의 처리에서 Telemetry Transmission 까지의 
처리를 수행한다. 

 
그림  2 Sequence of Processing 

Task Manager 는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 내에서 OS 
의 스케줄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앞서 설명한 
일련의 처리 과정이 정해진 주기에 맞게 동작하도록 
한다. 또한 Command Handler 이외의 Data Pool 관련 
처리 로직을 포함한다. 

Command Telemetry Simulator 는 다음과 같은 개발 
환경을 통해 설계, 개발하였다. 

 Java 2 SE 7 
 Eclipse Juno 
 Java Excel Library (2.6.8) 
 ANTLR v4 

 
4. 주요 설계 사항 – Data Pool Modeling 

지상으로 전송되는 Telemetry는 위성 탑재 컴퓨터의 
메모리에 존재하는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값을 정해진 규칙에 맞게 Formatting
한 것이다. 따라서 외부의 관점에서는 Telemetry 로 전
송되는 변수만으로도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의 Visible 
Behavior 를 정의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DB 의 분
석을 통해 DB 에 기록된 각 Telemetry Item 을 Data 
Pool 에 등록하고, Telemetry Mnemonic 및 연관된 
Variable Name을 참조를 위한 Key로 사용하도록 하였
다.  

 

 
표  1. Telemetry Item 

표  1과 같은 Telemetry DB가 존재한다고 하면, DB 
Parsing 을 통해 5 개의 Telemetry Item 이 Data Pool 에 
등록되며, Telemetry 3 은 “TCTLM003” 또는 “MyVar3”
에 의해 Simulator 내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그림  3 Global variable definition 

- 1071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또한 Simulator 내부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여 DB
에 기록된 Telemetry Item 외의 내부 변수가 필요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변수의 값을 정해진 시간에 
따라 1 씩 증가시키는 내부 로직이 존재하고, 이 로직
의 활성화 여부가 Telemetry 로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활성화 여부를 내부 변수로 정의하여 Command 
Handler 등에서 참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 
은 Command Telemetry Simulator 에서 내부 변수 선언
의 예를 보여준다. 해당 변수는 Command Handler 및 
Task Manager에서 Data Pool을 통해 참조될 수 있다. 

 
5. 주요 설계 사항 – Command Handler 

수신된 Command 에 의한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의 동
작을 모사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Script 를 작성하여 
Command 처리를 위한 Command Handler를 등록할 수 
있고, Simulator의 실행 시, Script를 해석하여 Dynamic
하게 Command Handler를 구성한다. Command가 수신
되면 Command Manager 는 등록된 Command Handler 
에 해당 Command 를 전달한다.  Command Handler 는 
Chain 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 Command Handler 는 해
당 Command 의 처리여부를 결정하고, 연관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4는 입력된 Command 에 적합
한 Handler 가 찾아질 때까지 Command Handler Chain
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기에는 Chain of 
Responsibility Pattern이 적용되었다. 
 

 
그림  4 Chain of Responsibility for Command 

Processing 

또한 성능 향상을 위하여 다차원 Command Handler 
Chain을 지원하는데, 극단적인 경우, N개의 Command
에 대해 각 Chain 의 노드가 1 개인 N 개의 Chain Set
을 구성하여 빠른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Command Handler 는 Script Parser 에 의해 해
석되어 Simulator의 실행과 함께 Command Manager에 
등록된다. Command Handler와 Simulator Engine을 분리
하기 위하여 Command Handler 는 새롭게 정의된 
Script Language(CTSSL: Command Telemetry Simulator 
Script Language)로 작성된다. 
 CTSSL 은 기본적으로 C 의 문법을 따르나, Chain 의 
구성을 위한 Entry 조건 선언부 및 Handler Body를 별
도로 갖는다. 또한 Data Pool 참조를 위한 Identifier 참
조 방식을 포함한다. Command Manager로부터 전달된 
Command로부터 다양한 Command Parameter를 분리하
기 위한 Built-in Function 도 정의하였다. 그림  5는 
CTSSL 로 작성된 CTSS 의 예를 보여준다. CMD 및 

TLM 을 통해 전달된 Command 및 Data Pool 의 
Telemetry Item을 참조할 수 있음을 확인 해 볼 수 있
다. 
 

 
그림  5 Example of CTSS 

  
작성된 CTSS 는 Script Parser 에 의해 분석되어 
Command Handler 로 등록되는데, 이 때 DB 에 기술된 
Telemetry Item 및 Memory 구성과 관련되어 유효성을 
확인한다. 현재의 설계 및 구현에서는 별도의 CTSS 
Compiler 및 유효성 검증 도구를 포함하지 않으나, 초
기 로딩 속도 및 주기적 실행의 성능 향상 측면에서 
현재의 Run-time Validation 및 Interpretation 방식은 개
선의 여지가 있다. 

 
6. Implementation 

그림  6은 현재 구현된 Command Telemetry Simulator
의 모습을 보여준다.  Command Telemetry Simulator는 
Network 를 통하여 Command 및 Telemetry 를 주고 받
기 때문에 이를 위한 외부 모듈이 필요하다. 여기서
는 SatTerm 을 이용하여 Telemetry 의 정상 전송 여부 
및 전송된 Command에 대한 작동 상태를 확인하였다. 
현재의 구현에서는 1 초에 1 개의 Telemetry Frame 을 
전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주기는 UI
를 통하여 조절이 가능하다. 시스템의 성능이 충분한 
경우 1 msec 를 Telemetry Frame 생성 주기로 설정할 
수 있으며, Command Processing 등 일련의 처리가 이 
주기에 따라 처리된다. 1 msec으로 설정할 경우, 실제 
위성의 동작을 1000배속으로 모사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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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ommand Telemetry Simulator with SatTerm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위성의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 검증 환경의 구현을 
위한 Command Telemetry Simulator에 대하여 알아보았
다.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Command 와 
Telemetry 의 관점에서 단순화 함으로써 위성 탑재 컴
퓨터와 같은 실제 운영 환경과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 
자체가 없더라도 외부적으로 보이는 동작의 모사가 
가능하여 이를 통한 검증 환경의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Command Handler 를 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의 설계 변경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검증 환경을 외부에서 구축하는 
경우에도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보안성이 높다. 그리고 특정 위성 프로젝트
에 종속적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이후의 위성 개발에
도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의 설계 및 구현은 필수적
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으나, 성능 향상 및 사용성 증
대를 위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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