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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article, we introduce the technologies and trend of technical evolution of Payload Data Handling

Unit (PDHU) for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As well, we review the efforts for the Koreanization of

PDHU so far, and conclude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work.

초  록

본고에서는, 지구관측 위성용 탑재체자료처리장치의 주요기술과 국내외 기술 개발동향과 국내 기술의 현

주소를살피고, 독자적인기술개발의필요성및개발방향을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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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켓, 통신, 반도체, 제어, 센서 등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지구관측위성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국지적 또는 전 지구적인 현상의 정밀관측이 가능한

효과적인수단으로대두되고있다. 특히, 지구관측자

료의 정밀도가 개선되어 관측 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함에따라, 최근에는, 지구관측용위성의상업적이

용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도

지구관측용 위성 KOMPSAT (Korea Multi-Purpose

Satellite, 다목적실용위성) 1호를시작으로현재 2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3호, 3A호, 5호 등을 발사하여

기존위성의임무를보완및활용할계획이다.

지구관측위성은지구환경감시, 과학탐사, 지표정

보취득, 상업용위성사진취득등다양한수요에맞추

어, 광학관측 영상, 레이더 영상, 대기관측 자료 등을

수집하는임무를수행하는것으로서, 최근에는 1회관

측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

집 자료의 정밀도를 넓힐 수 있도록 탑재체가 개발되

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지구관측 위성이 취득해서 처

리해야하는정보의양이방대해지게되었고, 대용량의

위성탑재체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탑재체자료처리장치’ 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

고있다.

본고에서는 지구관측용 탑재체자료처리장치의 세

계적 기술발전 동향을 고찰하고 국내 기술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에 예상되는 탑재체자료처리장치

의개발방향을점검하고미래의국내외수요에능동적

으로 대응코자 한다. 이하, 지구관측 위성용 탑재체자

료처리장치의국내외기술동향을살피고국내개발방

향을짚어본다.

2. 탑재체자료처리장치 개요 

탑재체자료처리장치는 종래에는 마그네틱테이프

를 사용하여 관측 자료를 저장하고, 이를 회수하여 자

료를 수집하던 것으로서, 최근 반도체 소자 기술이 진

보함에 따라, 읽고 쓰기에 제한이 없는 반도체 저장장

치를 수단으로 하여 개발되고 있어서, 보통은 반도체

저장장치, 즉 SSR (Solid State Recorder)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정보처리및집적기술이발전함에따라, 탑

재체자료처리장치는고전적인 저장기능 이에도, 자료

의대역압축, 에러정정부호화, 암호화, 패킷생성등부

가적인기능을포함하도록기능이고도화되고있다.

예를 들어, 위성에서 획득한 광학영상을 처리하도

록개발되는탑재체자료처리장치의경우, 입력되는고

해상도광학영상자료를압축하여보다넓은지역의관

측 자료를 취득하거나, 압축기능을 생략하여 보다 정

확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물론, 수집된 데이터를 지상으로 전송

함에있어서는표준규격에맞도록패킷화하는기능도

포함하는것이통상적이다.

그림 1은 위성용 탑재체자료처리장치의 일반 기능

구성을보여주고있으며, 각각의특징은다음과같다.

그림 1. 탑재체자료처리장치의 단순 블록도

데이터 입력 처리 모듈: 다양한 탑재체로부터 관

측자료를수신하기위한것으로서, 안정된고속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예, LVDS,

HOT-LINK, G-LINK 등)

데이터 압축 처리 모듈: 데이터 입력 처리 모듈에

서 수신하는 데이터의 양이 실시간 무선전송이 가능

한 것보다 큰 경우,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이 효과적

데, 다양한압축알고리즘이알려져있다.

데이터 저장 모듈: 관측 자료를 임시로 저장하며,

처리하여야할자료의양에따라서는수백 Gigabit 에

서부터수 Terabit까지저장용량을 구현하여야한다.

데이터 출력 모듈: 관측 자료를 패킷으로 변환시

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

라서, 관측 자료를 암호화하거나, 전송과정의 오류를

검출하여복구하기위한오류정정부호를생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탑재체자료처리장치는다양한기능을수행

하는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능은 원시적으로 생

성된관측자료를능동적으로변환하는것을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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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으로서, 정보및통신기술이진보함에따라, 탑

재체자료처리장치기술 또한 급격하게 진화하는 추세

이다. 이에, 우선, 탑재체자료처리장치관련기술의동

향을살피고자한다.

2.1 대용량 저장장치 및 저장 기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위성자료가 다양화되고 대용

량화되고 있는 추세와 병행하여, 반도체 분야에서는

새로운반도체기술이그동안익숙했던기술들을급속

히대체하고있다. 예를들면, 상용및우주분야의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동안 탑재체자료처리장치

에 주로 사용하였던 우주급 SDRAM (Synchronou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메모리의 수요가

감소하고, 우주급 부품 생산이 DDR1 (Double Data

Rate), DDR2, 그리고 DDR3 중심으로 공정을 변경함

에 따라, 탑재체자료저장장치 또한 이들 신규부품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또한, 비휘

발성 메모리 소자 (예: NAND (Not AND) Flash 메모

리)를 이용하여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보다저전력이면서도용량이수 Terra bit 급

에이르는저장장치의개발도시도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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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SA Technology Innovation Days, 2010년도

그림 2. SDR-SDRAM 소자용량 증가 추이

자료: ESA Technology Innovation Days, 2010년도

그림 3. DDR-SDRAM 소자용량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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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SA Technology Innovation Days, 2010년도

그림 4. NAND Flash 메모리 소자용량 증가 추이

위의그림 2, 그림 3, 그림 4는반도체메모리소자의

기술과 용량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데, 근래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우주급 SDR-SDRAM (Single Data

Rate SDRAM)의경우 2006년을기점으로생산이중단

되었음을알수있다.

아래의 표는 메모리 소자들의 전기적 특성을 예시

한 것인데, 여러 메모리 소자를 가지고 32Gbit 메모리

용량을 구현하는 것을 가정했을때, 이에 필요한 메모

리소자개수와전체소비전력을비교한것이다.

표 1. 메모리 소자별 전기적 특성

항목
SDR

SDRAM

DDR

SDRAM

DDR2

SDRAM

NAND

FLASH

부품용량 4Gbit 8Gbit 4Gbit 32Gbit

메모리개수 8 4 8 1

동작 전원 3.3V 2.5V 1.8V 3.3V

동작 전류 ≤200mA ≤480mA ≤215mA ≤42mA

소모 전력 5.28W 4.8W 3.1W 0.14W

2.2 압축기술

고속 및 대용량의 관측 자료를 한정된 전송대역을

이용하여전송하려면, 효과적인압축수단이필요하지

만, 대개의경우, 압축연산과정의양자화로인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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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가피하다. 물론, 무손실(Lossless) 자료압축기능

을 함께 제공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공개되기는 하

였지만, 관측자료의엔트로피특성상 2:1 이상으로압

축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압축 알고리즘을 위

성분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ASIC, FPGA 등처럼 하

드웨어로 구현하는 것이 쉬워야 하는데, JPEG2000,

JPEG, FELICS (Fast Efficient & Lossless Image

Compression System), CALIC-A (Context-based

Adaptive Lossless Image Codec), DPCM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 그리고 DWT

(Discrete Wavelet Transform)와 BPE (Bit Plane

Encoder)를 기술적인배경으로 하는 CCSDS 압축 방

식등이주로사용되고있다.

관측 위성자료가 대용량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압

축기술의연구및개발활동이증가하고있는데, 최근

2010년 10월, 프랑스 Toulouse에서는 ESA (European

Space Agency)와 CNES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의 공동 주관으로 OBPDC (On-Board

Payload Data Compression) 2010 Workshop이 개최

되기도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표준기술 및

최신압축기술등에대한평가와논의가있었다.

 

2.3 암호화 기술

위성의 관측 자료를 지상으로 전송함에 있어서, 대

기 중에노출된 자료에대한 불법접근및유출을통제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암호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여러암호화기술이알려져있으나, 2004년부

터수년간, CCSDS는세계여러위성관련기구의전문

가들과 차세대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s)로 사용할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

를하였다.

3-DES,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의 SEED 등 여러 알고

리즘들이 후보로 검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Rijndael,

Twofish, RC6, Serpent 그리고 Mars의 5개 기술이 후

보로 선정되었고, 그 후 NIST (the United State’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기

술평가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Rijndael 알고리즘이

AES로선택되었다.

표 2. CCSDS AES 후보 알고리즘 비교1)

Algorithm Origin
Block size/

(a)symmetric

Key Sizes

(bits)

Speed

(MB/sec)

3-DES US
64bits/

symmetric
112 or 168 9.84

Rijndael Belgium
128bits/

symmetric
128/192/256 61.01

Serpent
UK, Israel,

Norway

128bits/

symmetric
128/192/256 21.09

Twofish
US

(Counterpanes)

128bits/

symmetric
128/192/256 31.41

RC6 US (RSA)

128bits

(variable)/

symmetric

128/192/256 37.81

MARS US (IBM)
128bits/

symmetric
128-1248 27.91

물론, 현재도여러다른알고리즘들이위성자료암

호화에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위성자료 전송에 대

한 규격을 규정하고 있는 CCSDS의 일반 규격은 관련

부품및자료확보가용이하고, 압축및부호화등탑재

체자료처리장치 내부 기능간의 연계성 확보는 물론,

여타지상국과의호환성을증진할수있다는측면에서

유리한장점이있다고하겠다.

2.4 고속 입출력 기술

고용량 데이터를 탑재체자료처리장치 내부의 개별

기능모듈간또는탑재체자료처리장치전단및후단의

탑재체와고속으로자료를주고받기위해서다양한송

수신 규격과 기술들이 개발되었고, 실제로 사용되었

다. 근래에는 고속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수단으

로써, Hot-link, Giga-Link, SpaceWire, SerDes

(Serialization /De-serialization) 그리고 Parallel

LVDS (Low Voltage Differential Signal)버스 등이 주

로 사용되는데, LVDS의 경우, 송수신 데이터의 신뢰

성및속도측면에서유리한것으로알려져있다.

국내에서는 Xilinx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를 이용하여 MGT (Multi-Gigabit

Transceiver)를구현하고고속으로데이터를송수신하

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MGT 기술의 경우, 속도

1) 처리 속도는 Windows XP운영체제를 가진 Pentium 4 (2.1GHz) 

기반에서 Crypto++ 5.2.1 Benchmarks를 통해 계산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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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한채널당최대 6.25Gbps까지데이터를 전

송할 수가 있어서, 여러채널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가정ㅎ면, 10Gbps이상의 전송속도 실현도 어려운 것

만은아니므로, 장래의 기술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유

용한수단으로예견된다.

표 3. 통신 소자별 전기적 특성

인터페이스 최대 대역폭 비고

LVDS ~ 600Mbps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직렬/병렬

구성 가능함.

Gigalink ~ 1.4GBaud 단종 되었음.

SpaceWire ~ 200Mbps
ESA, NASA, JAXA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Channel

Link
~ 3.125Gbps

FPGA를 이용한 embedded 구성

에서 3.125Gbps까지 가능

3. 탑재체자료처리장치의 기술동향

다음은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주요 기술들을 이

용하여 국내외에서 개발하고 있는 탑재체자료처리장

치의기술동향을살펴보기로한다.

3.1 해외 기술 동향

미국은,풍부한상업용및과학탐사용관측위성내

수를 기반으로,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과 DoD (Department of

Defense)가주축이되서고속및대용량탑재체자료처

리장치의선도기술연구개발을주도하고있다.

           자료: SEAKR사 홈페이지, 2011년도

그림 5. SEAKR사 SSR-MMU-R

상업용탑재체자료처리장치의경우미국 SEAKR사

는 다양한 메모리 구성을 이용한 대용량 저장장치와

더불어 고속의 JPEG2000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한 제

품들을상업화하고있다. SEAKR사는, 중소기업경쟁

력육성을 위한 미국정부의 기술혁신 및 신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 즉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지원으로 1980년대후반부터기술력을축적

하였으며, 1999년에 이르러서는 NAND 플래시 메모

리를 이용한 3.6Gbit 저장 장치를 개발하였고, 2004년

도에는저장용량과입출력인터페이스성능을향상시

킨 384Gbit 대용량저장장치를제품화하는데성공하

였다. 특히, SEAKR사의 P9 시리즈의 경우는 달 탐사

위성인 Clementine과 지구 해양탐사 위성인

SEASTAR에 장착되어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최대

800Gbit 데이터저장용량을가지고있다.

수년동안 여러 우주개발 사업에참여해온 SEAKR

사는 상업용 지구관측 위성인 Geoeye-1, Orbview와

Worldview-5의 프로젝트를 통해 6세대 탑재체자료

처리장치인 SSR-SSP 시리즈개발에성공하였는데, 이

는 11Gbps 데이터 수신 속도와 최대 4Tbit 저장용량

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SSP시리즈 제품을 이용하여

LANDSAT시리즈의 후속으로 제작되는 LDCM

(LANDSAT Data Continuity Mission) 위성의 탑재체

자료처리장치를 납품하기로 했으며, 이는 최대 4Tbit

의 용량을 갖도록 개발되고 (BOL), 최소한(EOL)

3.1Tbit 의성능을보장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자료: SEAKR사 홈페이지, 2011년도

그림 6. SEAKR사 SSR-P9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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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EAKR사 홈페이지, 2011년도

그림 7. SEAKR사 SSR-SSP 시리즈

캐나다의 위성 제작사인 MDA (Mcdonald,

Dettwiler and Associates Ltd)는 RADARSAT-1을 시

작으로 지구관측위성 제작사업에 참여해왔는데,

CSA(Canadian Space Agency)와 협력하여 2002년에

발사한 RADARSAT-2에는, 수신 속도 400Mbps, 저장

용량 2×128Gbit 및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영상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기 위한 Block Adaptive

Quantization (BAQ)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탑재체자

료처리장치를개발하여탑재한실적이있다.

자료: Sharing Earth Observation  Resources 홈페이지, 

2010년도

그림 8. MDA사 CASSIOPE DSU EM 모델

최근, MDA는 CSA (Canadian Space Agency)주관

으로 추진된 CASSIOPE (Cascade SmallSat and

Ionospheric Polar Explorer) 개발에참여하여, 소형위

성을 이용한 대용량 파일 전달 서비스 (Courier

Service) 시험용탑재체를개발하기도하였다. 세계최

초로 위성을이용한대용량파일저장및 전달서비스

를 위해 개발된 DSU (Data Storage Unit)은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최대 20Tbit(BOL)까지 저

장용량을제공할수있다.

이와 더불어, MDA는 차세대 탑재체 핵심 장치인

Payload Control and Memory Unit (PCMU)의 개발

을 추진 중인데, 이는 8Gbps까지 가능한 고속 송수신

기술, JPEG2000 압축기술, 최고 2Tbit (EOL기준)의저

장용량그리고, 지상전송을위한 CCSDS 데이터패킷

생성기능을 갖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1.4Gbps의 데이터 전송 속

도와 15Tbit 저장용량을갖는고성능차세대탑재체자

료처리장치개발도진행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유럽의 경우는, 여러 위성 프로젝트들이 ESA 주도

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어서, Astrium EADS (프랑스,

독일), Alcatel (프랑스), OHB (독일) 등주요위성제작

사가 꾸준히 지구관측위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가장큰위성제작사이었던 Alcatel은 Alenia

Aerospazio와합병한후에, Thales에인수되어 Thales

Alenia Space (TAS)로 통합되었는데, 과거 Alcatel은,

1976년에발사에성공한태양탐사위성(HELIOS-B)의

탑재체자료처리장치를시작으로, 여러탐사위성사업

에 참여해왔다. 1986년 CNES가 주관한 상용 지구관

측 위성인 SPOT 1부터 SPOT 3까지는기존의자기테

이프 저장장치기술을 사용하였지만, 2002년에 발사한

SPOT 5에이르러서는더욱높아진해상도와대용량의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Alcatel은 Hot-link 송수신 기

술과 SDRAM을기반으로하는 90Gbit 저장용량을가

진탑재체처리장치를개발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 발사한 CARTROSAT-1 (IRS-P5:

Indian Remote Sensing Satellite)을위해서 120Gbit 용

량을 가진 탑재체자료처리장치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메모리 보드의 추가 실장을 통해서 640Gbit까지 확장

할 수 있도록 설계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탑재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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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장치 기술을 바탕으로, Alcatel은 JASON-1,

JASON-2, CRYOSAT, OSIRIS, METOP 그리고

SAR-Lupe 등의탑재체자료처리장치를개발하였다.

자료: Tales Alenia Space사 홈페이지, 2010년도

그림 9. Tales Alenia Space사 SSR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 Astrium에서는 1994년 ESA/NASA 공동프로

젝트인 SOHO (The Solar and Heliospheric

Observatory)을시작으로 Gigabit 급 (1.5Gbit-EOL) 탑

재체자료처리장치 분야에 참여해서, 이후, 다양한 탑

재체자료처리장치 개발실적을 확보할 수 있었다.

Cryosat-2 프로그램에서는 256Gbit 저장장치를 개발

하였고, CSA 주관으로 MDA가 주 제작사였던

RapidEye 프로젝트에는 5개의 48Gbit급 제품을 공급

하였으며, CNES 주관의 PLEIADES-HR 개발에 참여

하여 720Gbit 저장용량의탑재체자료처리장치를개발

하기도하였다.

그리고,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인

TerraSAR-X와 TanDEM-X위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SDRAM을 기반으로 하는 768Gbit 대용량 메모리 저

장 장치를 개발한 바 있다. Astrium사는 산학협동을

통하여차세대탑재체자료처리장치개발에도많은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08년부터는 1Tbit 이상의 대

용량 저장 장치의 수요에 대응할 목적으로 ESA와

CNES의 주도하에비휘발성 NAND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대용량 저장장치를 위한 선행 기술 개발과 제

작 인증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개발시작한 Sentinel-2 (지구관측용위성)

에서는 비휘발성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2.4Tbit 용량의 대용량 저장 장치와 CCSDS 표준 압축

기술을이용한탑재체자료처리장치를개발하고있다.

자료: Astrium사 홈페이지, 2010년도

그림 10. TerraSAR-X와 Solid State Mass Memory

이처럼우주개발활동이차세대신성장산업의하나

로 인식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위성 사업

에참여하면서, 탑재체자료처리장치의 소요가 확대되

고 있는데,판매실적 및 실용급 위성의 탑재경험등을

참고할때, 앞서 설명한북미와유럽업체를 제외하고

는, 아직까지는, 신뢰할만한 탑재체자료처리장치기술

을 확보하고 상업화에 성공하였다고볼수 있는 국가

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 브라질, 중국,

일본 등의 경우에 내수용으로 탑재체자료처리장치를

개발한 실적이 확인되며, 활발하게 수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파악된다. 이하, 중요 후발국가의 탑재체

자료처리장치개발노력및탑재사례를살핌으로서, 기

술의필요성및동향을추정코자한다.

중국의 경우, 1990년 후반부터 브라질 INPE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와공동개

발한 CBERS (China-Brazil Earth Resources Satellite)

시리즈에 탑재할 탑재체자료처리장치를 개발하였는

데, CBERS-1과 CBERS-2는탑재체자료저장목적으로

자기테이프장치를장착하였으나, CBERS-2B (2007년

9월발사) 부터는, 브라질Mectron사가 SDRAM 소자

를 기반으로개발한 112Gbytes (896Gbit) 급탑재체자

료처리장치를사용하였으며, 현재는 CBERS-3/4를위

해서 274Gbytes (2,192Gbit) 급 탑재체자료처리장치

를개발중인것으로파악된다.

한편, 중국 내모든위성관련 프로젝트를주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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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CAST (China Academy of Space Technology)

는 소형 지구 탐사 위성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APSCO (Asia 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의 SMMS (Small Multi-Mission

Satellite)의 일환으로도 개발 중인 HJ (Huan Jing)

1A와 1B에는 광학영상자료 저장을 위해서 16Gbyte

(128Gbit)의 저장장치를, HJ-1A/1B와 동일한플랫폼

으로서 S-band SAR 영상획득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HJ-1C에는 16Gbyte (128Gbit)의 저장장치를 탑재하

는것으로알려져있다.

자료: INPE사 홈페이지, 2011년도

그림 11. CBERS-3

아시아위성산업의 선발 주자인 일본은 기상/지구

관측과과학탐사를위해수많은관측위성을제작발사

및 운용하고 있는데,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와 NASA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1997년에 발사한 TRMM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을 시작으로 ADEOS, Aqua 그리

고 ALOS (Advanced Land Observation Satellite) 등

을예로들수가있겠다.

일본의 경우, 자기 테이프를 장착한 TRMM 이후

1999년부터 JAXA 주관하에메모리소자를이용한탑

재체자료처리장치의개발및궤도시험을꾸준히진행

하고 있는데, 기술개발 초기에 64-bit RISC MPU와

real-time OS를갖추고 DRAM 기반으로 개발한 시험

용 32Gbit 용량의탑재체자료처리장치를, 실제로 2002

년에발사한 MDS-1 (Mission Demonstration Satellite

1)에탑재하여성공적으로시험운영을마쳤으며, 지속

적인 기술개선을 통해서 2006년에 발사한 ALOS에서

는 Hamming EDAC 기능을 가진 96Gbytes (768Gbit)

의탑재체자료처리장치를탑재하기도하였다.

또한, JAXA 는 차세대 탑재체자료처리장치로써,

512 Mbit SDRAM을 기반으로 하고, Reed-Solomon

(16,12)을 이용한 EDAC 데이터 저장공간 784 Gbits와

탑재체자료저장공간 1.57 Tbits를특징으로하는저장

장치개발을추진중에있다.

자료: 참고문헌 3, 2004년도

그림 12. MDS-1 Solid State Recorder FM 모델

3.2 국내 기술 동향

한반도 지도제작, 해양과 우주공간 탐사를 목적으

로 1999년에 발사한 다목적실용위성 1호는 BOL

(Begin Of Life)기준으로 4Gbit 급 저장 용량을 갖는

탑재체자료처리장치로써, 충분히 임무수행이 가능

하였으나, 다목적실용위성 2호 (아리랑 2호)의 경우

는 더높은 해상도를 특징으로 하는 광학영상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128Gbit의 저장 용량을 갖는 탑재

체자료처리장치를 탑재할 필요가 있었으며, 한국항

공우주연구원(KARI,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이하 ‘항우연’) 주관 하에, 각각 미국 및 프

랑스의 탑재체자료처리장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주문제작하는 한편, 독자적인 기술기반 구축노력을

병행하였다.

한편,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탑재체자료처리장치,

즉 IDHU (Image Data Handling Unit)는 더 높아진

해상도를 가진 고속의 광학영상처리 기능을 충족시

키기위해서 SDR (Single Data Rate) SDRAM 기반의

640Gbit (BOL)데이터 용량과, 위성영상압축(CC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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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및 실시간 자료 암호화를 기술상의 특징으로

하는데, 항우연은, 국내기업을 Astrium과의 IDHU

공동개발에 참여시켜서, 탑재체자료처리장치의 설

계 및 제작 기술을 익히게 하는 한편, 비행모델

(Flight Model) IDHU의 조립 및 시험 (AIT)을

Astrium 지원 하에 국내기업이 수행토록 함으로서,

IDHU 개발의성공을보장하고독자적인기술기반을

확충한다는 전략 하에, AP시스템(주)을 선정하여 실

용급 탑재체자료처리장치 개발의 전 주기를 경험토

록하였다.

자료: KARI, 2011년도

그림 13. 다목적실용위성 2호 탑재체자료처리장치와

메모리보드

자료: KARI, 2011년도

그림 14. 다목적실용위성 3호 탑재체자료처리장치

비행모델

2013년발사예정인다목적실용위성 3A호의 IDHU

는 3호와 동일한 자료처리 성능을 가진 반면에, 3A호

에서추가적으로탑재되는탑재체의자료까지처리할

수 있도록 송수신 모듈의 기능을 확장한 특징이 있으

며, AP시스템(주)은 IDHU용 구조물, 하니스, 지상시

험장비등을자체제작하고있다.

자료: KARI, 2011년도

그림 15. 다목적실용위성 3호 탑재체자료처리장치

UFM 보드

이와같은노력을통해서, 국내관련업체와연구소

들은대용량탑재체자료처리장치비행모델개발에필

요한 Discrete Wavelet Transform 기반의영상압축기

술, On-board 제어 모듈 설계 기술, 대용량 메모리 제

어 기술 등을 경험하였고,비행모델조립및 종합시험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었으며, 이러한 기술경험을 바

탕으로, AP시스템(주)은, 핵심우주기술개발사업의 일

환으로, 10Gbps 입력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DDR (Double Data Rate) SDRAM을 기반으로 하는

1Tbit 급차세대탑재체자료처리장치기술개발을수행

하고있다.

자료: KAIST, 2010년도

그림 16. 과학기술위성 3호 대용량 메모리 장치

소형위성의경우, 소형지구관측위성시스템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트렉아이는 RazakSAT

(32Gbit), DuabiSat-1 (64Gbit), X-SAT (8Gbit), 그리고

RSAT (7Gbit) 위성 프로젝트에서 탑재체자료처리장

치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 특히, RazakSAT과

DubaiSat에 적용되었던 SI-200 버스 시스템에서는 최

대 256Gbit 용량의 탑재체자료처리장치를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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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인공위성연구센터주도로

개발된 과학기술위성의 경우, 과학기술위성 2호에서

는탑재체자료저장을위해서 2Gbit 저장용량을, 과학

기술위성 3호에서는 강화된 EDAC (Error Detection

And Correction)기능과 SDRAM 기반의 32Gbit 저장

용량을 가진 탑재체자료처리장치를 개발하여 탑재한

바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우주 개발력과 자주적

우주운용력 확보를 위해 작성한 국가우주기술전략지

도에서, 탑재체자료처리장치의핵심기술인 대용량 저

장기술, 고속 데이터 처리기술 및 압축기술을 광대역

변복조및 안테나 등 고속 무선전송기술과 함께위성

탑재체분야의공통기반기술로분류하고, 기술의개발

을적극독려하고있다.

4. 발전 방향 

탑재체자료처리장치는 우주에서 생성한 자료를궤

도상에서(on-board)직접처리및저장하는기능을특

징으로 하는 것으로서, 앞서 주로 살핀 지구관측위성

뿐만아니라, 우주정거장, 행성탐사, 천체관측등다양

한우주비행체의임무수행에필요한핵심부품의성격

이 있다. 따라서 차세대 탑재체자료처리장치 개발은,

고성능메모리소자기술을기반으로, 향후에예상되는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동시에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

되어야하겠다.

예를 들어, 미래의 지구관측위성에서 SAR 장치나

광학영상장비는현재보다더많은고해상도데이터를

생성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근래의 기술동

향및위성영상의상업화경향을참고할때, 가까운시

일 내에는, 상업용 관측위성의인 경우, EOL기준으로

수 Tbit 저장용량을 가져야 하고 입력 데이터 속도도

10Gbps를상회할것으로예측된다. 또한, 현재대용량

위성영상정보의 지상 전송을 위해 Ka대역 주파수의

전송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Ka대역을 이

용할 경우는, 데이터의 오류 방지를 위해서 더욱정교

한데이터처리코딩방식이사용될것이고, 이로인하

여수 Gbps의데이터전송도가능하게될것으로전망

된다.

위와같은기술개발동향을미루어봤을때차세대

탑재체자료처리장치는 DDR SDRAM이나 비휘발성

NAND플래시 메모리 등 새로운 하드웨어 소자를 이

용하는 기술과, 보다 고속으로 자료를 송수신 하는 기

술, 자료의 효과적인 압축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게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고 실제로 제품화

하기까지는 우주급 인증, 실증 등과 관련된 기술적인

난관을극복해야만하는데, 예를 들면, 열, 방사능, 소

립자 등 우주 환경이 DDR SDRAM이나 비휘발성

NAND 플래시 메모리 소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야만대용량탑재체자료처리장치의정확한제어기술

을확정할수있게되는것이다.

따라서, 탑재체자료처리장치가 가지는 목적 및 기

능목표, 즉, 위성에서획득한영상자료를저장하고취

급이 용이하도록 궤도상에서 직접 자료를 처리한다

는 점을 고려했을때, 압축기술, 저장기술, 암호화 및

패킷처리기술과같은핵심자료처리기술과, 고속하

드웨어 기술, 하드웨어 정밀 제작 및 조립기술 등 을

기반으로 해서, 속도, 저장용량, 자료처리방법 등과

관련된고객의다양한요구에즉시대응할수있는탑

재체자료처리장치기술개발체계가조속히구축되어

야하겠다.

5. 맺음말

이상, 탑재체자료처리장치의기술개발동향을살피

고, 국내현주소,바람직한우리의기술개발방향등을

살폈다. 요약하면, 탑재체자료처리장치는다양한우주

비행체에 공통적으로활용되는핵심부품으로서, 각종

우주비행체가처리하는정보의양이증가하고, 정보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어서, 점점 더 고속의 다

양한자료처리기능과대용량저장능력이요구되고있

는것으로특징지을수있겠는데, 이런점에서, 국내관

련 인력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있는반도체, 전자, 통신등국내의 IT 기술기반

을 참고할 때, 탑재체자료처리장치 분야에 적절한 투

자가 이루어만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는분야라고하겠다.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공동설계팀참여, 부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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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사업등을통해서, 국내개발기술능력은어느정

도보유하게되었다고볼수있지만, 실제로비행모델

을 제작한 경험과 국내생산 기반이 부족한 점을 보완

하고 조기에 세계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계검증및지상시험그리고, 우주인증체계및절차

개발 등 자체적인 기술개발활동과 병행하여, 선도성

연구개발을지속적으로수행하여야하겠다.

또한, 가까운 미래의잠재적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국제 기술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새로

이 개발되는 국외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 신기술

을 대외에 소개하는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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