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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echnical paper deals with development of on-board orbit generation algorithm

for GEO Satellite. This paper presents the research analysis results performed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existing algorithm used for generating real-time orbit

information for GEO satellite. The error impact on orbit accuracy due to the orbit error

sources were analyzed with the algorithm suggested by this research. As a result of the

analyses, it is found that the initial orbit should be determined with an accuracy of

less than 50 m and the reference position angle error for the ground station and the

satellite should be maintained within ±0.0025 deg in order to meet the orbit accuracy

specification. The development of on-board flight software based on the new algorithm

was accomplished and the performance verification is ongoing by using a software

based performance verification tool.

초 록

본 기술논문은 정지궤도위성의 탑재 궤도 생성 알고리듬 개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정지궤도위성 실시간 궤도 생성에 사용되었던 기존 알고리듬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알고리듬을 토대로 궤도 오차 요인들의 영향성 분

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궤도 결정 오차가 50 m 이내이고, 지상시스템과 탑재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위성위치각 (sidereal oscillator) 오차가 ±0.0025 deg 이내로 유지되어

야만 궤도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알고리듬에 대한 탑재코드 개발이 이루

어졌으며, 소프트웨어 기반 검증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성능 검증이 수행되고 있다.

키워드 : 정지궤도위성(geosynchronous orbit), 궤도요소(orbit elements), 궤도전파기(orbit

propagator), 궤도생성기(orbit generator),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or), 2차보간법

(2nd order interpolation), 궤도결정(orbit determination), 궤도예측(orbit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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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논문은 정지궤도 위성에 탑재될 궤도 생성

알고리듬 개발을 위해 수행한 연구 해석 결과 및

개발 절차를 다루고 있다. 위성은 지향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정밀한 자세명령을

생성해 주어야 한다. 저궤도 위성은 자세명령 생

성을 위해 실시간으로 GPS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위성의 위치와 속도 및 시각 정보로부터 기준 시

각의 자세명령을 생성한다. 저궤도 위성과 달리

정지궤도 위성은 고도가 높아 GPS 위성의 사용

이 어려우며 최근 정지궤도 위성용 GPS 수신기

도 개발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정지궤도복합위성(GEO-KOMPSAT-2)에서는

GPS 수신기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실시간으로 궤도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지상국

에서 제공해 주거나 궤도 생성 알고리듬을 탑재

하여 궤도 정보를 계산해야 한다. 2010년 6월 27

일 발사된 최초의 국내 개발 정지궤도위성인 통

신해양기상위성(COMS)은 궤도 정밀도 요구사항

이 약 18 km 수준으로 지상국에서 궤도 초기 값

으로 오실레이터(Oscillator)라고 하는 춘분점으로

부터의 위성각을 올려주고 이 값을 사용하여 계

산을 통해 필요시 탑재 궤도를 생성하는 탑재 궤

도 전파기(Orbit Propagator) 알고리듬을 사용하

고 있다[1]. 정지궤도복합위성(GEO-GEOMPSAT-

2)에서는 향상된 궤도 정밀도 요구 조건으로 인

해 기존의 궤도 전파기 알고리듬을 사용할 수 없

으므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새로운 궤도 전파기

알고리듬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의 2차 보간법을 이용한

실시간 궤도 생성 알고리듬 연구[2, 3] 결과를 토

대로, 궤도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알

고리듬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성의 궤도 정밀도

요구사항, 탑재 궤도 전파기 설계에서 포함될 수

있는 시간동기 오차, 궤도 결정 오차, 업데이트

요소 오차 등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서 제시한 알

고리듬 기반으로 오차 영향성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궤도 생성 알고리듬의 탑재코

드 개발과 관련한 검증절차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탑재 궤도 생성을 위해 도

입한 궤도 생성 알고리듬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

서 궤도 생성 알고리듬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오차에 대한 분석 및 해석 결과를 다룬다. 4장에

서 탑재 코드 개발 절차와 검증 절차를 다루며 5

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2. 탑재 궤도 생성 알고리듬

이 장에서는 정지궤도복합위성에서 사용한

탑재 궤도 생성 알고리듬을 소개하기 위해 먼저

2.1절에서 통신해양기상위성의 탑재 궤도 전파기

알고리듬[1]을 간단히 설명하고, 참고문헌 [2, 3]

에서 제시한 정지궤도복합위성용 탑재 궤도 생성

기의 동작 흐름을 소개하고, 2.2절에서 참고문헌

[2, 3]의 탑재 궤도 생성 알고리듬과 새로운 알고

리듬을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1 기존 궤도 전파기 알고리듬

앞서 설명했듯이 통신해양기상위성은 탑재 궤

도 생성을 위해 오실레이터를 사용한 탑재 궤도

전파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위성의 위치가 변하면 춘분점으로부터의 위성

의 각이 변하게 되며 이러한 위성에 대한 오실레

이터는 Sidereal Oscillator (SO)라고 칭하고 있다.

또 다른 오실레이터로 춘분점에 대한 태양의 위

치를 나타내는 Tropical Year Oscillator (TYO)가

있다. 정확도 향상과 적분오차를 피하고 계산 용

량이 부족했던 과거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알고

리듬은 사인과 코사인 반각 법칙을 사용하고 있

다. 먼저 식 (1)에서 는 SO로 춘분점 방향인

와 지구-위성 간 벡터 사이의 각이고 는

북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정의한다. TYO인 는

춘분점에 대한 태양의 위치이다. 궤도 오실레이

터 업데이트가 수행되면 식 (1)의 SO의 반각의

사인, 코사인 값, 증분 값, TYO의 반각의 사인,

코사인 값, 증분 값이 갱신된다. 그러면 갱신된

값을 사용하여 필요 시각에서의 SO값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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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궤도 전파기는 정지궤도위성의 기준

원궤도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궤도 정밀

도 요구사항이 낮은 COMS 위성의 경우에는 문

제가 없었다. COMS의 탑재체인 ABI(Advanced

Baseline Imager) 보다 더 진보된 탑재체인 AMI

(Advanced Metorological Imager)를 사용하는 정

지궤도복합위성(GEO-KOMPSAT-2)은 1 Hz의 실

시간 궤도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탑재 궤도 정밀

도 요구사항도 15분 동안 위성 궤도면에서 진행

방향과 진행방향의 수직방향에서 35m 이내, 원

주 방향에서 70m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오

차는 정지궤도복합위성의 시스템 궤도오차 할당

값을 분류한 표 1에서 실시간 탑재 궤도 생성 오

차에 해당한다. 초기 궤도 결정과 예측오차는 지

상국에 할당된 시스템 오차로 초기 궤도 결정을

이용하여 48 시간 동안 궤도를 예측한 결과 오차

가 항상 3 km이내 여야 한다. 48시간에 대한 제

한 조건은 지상국 운영 문제 발생시 위성이 48시

간 동안 자율 작동해야 한다는 제한조건 때문이

다. 1초 내 OBT (Onboard Time) 동기 오차도

시스템 오차이다.

오차항목 할당 값

초기 궤도 결정+예측 3 km

1초 내 OBT 동기 3.06 km

탑재 궤도 생성 오차 0.1 km

총 오차 6.16 km

표 1. 궤도 오차 할당 값

이러한 이유로 실시간으로 정밀 궤도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탑재 궤도 생성기가 필수적으

로 요구되었으며 이에 대한 궤도 생성 알고리듬

이 연구되었다[2-6]. 기존 연구 [2]에서는 실시간

궤도 정보 생성기의 기본 알고리듬과 지상과 탑

재 컴퓨터에서의 데이터 처리 방안 등을 소개하

고 있다. 궤도 정보 생성기의 기본 개념은 그림

1과 같다. 지상에서 정밀 궤도 결정을 수행하고

2일 (48시간)까지의 궤도를 예측한 후 이 궤도로

부터 기준 원궤도까지의 차이를 매 30분마다 계

산하여 그 값을 탑재 컴퓨터에 올려준다. 그리고

탑재 컴퓨터에서는 다시 기준 원궤도를 생성하고

업로드 된 궤도 차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매 1초

마다 보간 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기준 원궤도에 더해주면 실시간 정지궤도위성의

궤도가 생성된다.

그림 1. 궤도 생성기 동작 흐름도

2.2 새로운 궤도 전파기 알고리듬

본 연구는 실시간 궤도 생성을 위해 기존에

소개된 2차 함수 보간 알고리듬[2, 3]을 사용하는

데, 위성의 기준 원궤도 계산에 사용되는 위치각

인 SO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기존 연구[2, 3]에

서는 그림 2와 같이 관성기준계인 X-Y-Z 좌표계

를 정의하고 X-축 방향인 춘분점 방향으로부터 위

성의 위치 벡터 R 을 식 (2)와 같이 표현하였다.

r= +R R δR (2)

[ ]Tx y z=R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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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준 궤도와 실제 궤도의 차이

식 (4)에서 rR 은 기준 원궤도 위치 벡터이고,

sR 는 정지궤도위성의 지구 중심으로 부터의 평

균 고도로서 보통 42,164 km의 값을 사용한다.

ew 는 지구 자전 속도, 0q 는 초기 위성각

(Sidereal Oscillator), ( )0 0r e t tq q w= + - 이다. 같

은 방법으로 위성의 속도 벡터에 대한 항은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r d= +V V V (5)

[ ]Tx y z= & & &V (6)

(7)

여기에서 sV 는 s eR w 로 계산된다. 연구 [2, 3]은

온보드에서 기준 원궤도 생성 시 2.1 절에서 설

명한 COMS의 탑재 궤도 전파기 알고리듬을 사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 (4)와 (7)의 임의의 시각 t

에서의 기준 원궤도 위치와 속도 벡터를 식 (8)

과 (9)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8)

(9)

여기에서 ,r tq 는 관성기준계의 X-축 기준인 춘분

점으로부터의 위성각 파라미터이고, 통신해양기

상위성에서 사용한 SO와 동일한 개념이다. 다음

시각에서의 위성의 위치와 속도벡터는 식 (10)과

같이 위성의 평균운동 (mean motion) 2 /n Pp=

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P는 위성의 주

기이다.

, 1 ,r t r t nq q+ = + (10)

이 논문에서 sR 는 42166.258681 km, sV 는
3.074648 km/sec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적용 과정을 그림 1의 궤도 생성기

동작 흐름과 연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

상시스템에서는 적어도 2일에 한번 정밀 궤도 결

정을 수행하고 초기 ,r tq (위성 위치각, Sidereal

Oscillator: SO)를 결정한다. ,r tq 를 초기 값으로

정밀 궤도 전파기를 사용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보통 48시간) 궤도를 예측하고( R̂ 과 V̂ ), 초기

위성각 SO를 사용하여 기준 원궤도의 궤도 rR

과 rV 을 생성하고 식 (11)과 (12)로 차이를 계산

하여 식 (13)의 형태로 온보드에 업로드 한다.

ˆ
r= -δR R R (11)

ˆ
r= -δV V V (12)

[ ]k t x y z x y zd d d d d d= & & &X (13)

식 (13)에서 t는 차이를 구한 시각으로 줄리안일

(Julian Day, JD) 이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궤

도 파라미터 ,r tq 를 업데이트 하는데, 지상시스템

의 값과 온보드 값을 동시에 업데이트 한다. 그

림 1의 온보드 탑재 궤도 생성기 부분에서는 업

데이트된 ,r tq 를 사용하여 1초마다 기준 원궤도

를 생성하고, 업로드 된 (13)의 값에 보간법을 사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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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매 1초마다 궤도 차이 값을 계산한다. 그

리고 두 결과를 더하면 실시간 탑재 궤도가 생성

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지상시스템 부분과

온보드 부분에서 궤도의 초기값인 ,r tq 를 동일하

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값이 실제 초기

궤도 결정 값과 달라져도 궤도 오차가 식 (11)과

(12)에서 계산되는 위치와 속도 차이에 포함되어

업로드 되므로 궤도 생성 오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감소한다. 이 내용은 다음 장 오차 해석

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3 2차 보간 궤도 생성 알고리듬

참고문헌 [2, 3]에서 1차 선형 보간법과 2차 함

수 보간법의 궤도 정밀도 만족 여부를 확인한 결

과 1차 선형 보간법은 Z-축의 오차가 80 m 가까

이 나타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2차 함

수 보간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식 (10)의 기준 원궤도 생

성 알고리듬을 검증하기 위해 모사 시험을 수행

하였다. 궤도 정보 생성은 AGI사의 STK®

(Satellite Tool Kit) 툴의 HPOP (High Precision

Orbit Propagator)을 사용하였다. 먼저 정지궤도

위성의 실제 참값의 궤도 요소를 표 2와 같이 선

택하고 이심율과 궤도경사각이 0.0 deg인 궤도를

기준 원궤도 요소로 선택하였다. 춘분점으로 부

터 초기 위성각인 SO가 약 9.57 deg이므로 궤도

는 X-축 성분이 약 41,500 km, Y-축 성분이 약

7000 km에서 시작하는 궤도가 된다. 그림 3은

식 (11)로 30분마다 계산한 실제 참 궤도와 기준

원궤도 간의 위치 벡터 차이 값이다.

궤도요소 사용값

장반경 42166.3 km

이심율 0.0

궤도경사각 0.0726446 deg

근점이각 0.0 deg

승교점경도 128.208 deg

진근점이각 101.231 deg

초기 위성각(SO) 9.568711 deg

표 2. STK 사용 실제 궤도 요소

그림 3. 실제 궤도와 기준 궤도의 위치 벡터 차이

그림 4. 선형 보간법 위치 벡터 오차

그림 5. 2차 함수 보간법 위치 벡터 오차

이 값을 가지고 선형보간법과 2차 함수 보간

법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는 그림 4와 5에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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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궤도 생성 오차 : Case 1

그림 9. 궤도 생성 오차: Case 2

었다. 그림 4를 보면 Z-축의 오차가 100 m를 넘

기도 하므로 궤도 생성기의 X-Y-Z축의 오차가

100 m이내를 만족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벗어

난다. 그림 5는 2차 함수 보간법을 사용한 경우

로 Z-축의 오차는 48시간동안 8 m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탑재 궤도 생성기는 적어도 2차

함수 보간법을 사용해야 48시간 동안 100 m 정

확도 요구조건이 만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에 초기 궤도 결정 오차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순

수하게 보간법 오차만 고려한 결과이다.

식 (13)의 형태로 매 30분마다 계산된 총 48

시간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온보드에 업로드 된

다. 2차 함수 보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산

기준 시각 근처에 있는 세 개 시각의 궤도 데이

터가 필요한데 어떻게 궤도 데이터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6. 근접한 3개의 궤도 정보 사용 (Case 1)

그림 7. 기준시각 T가 1구간에 존재 (Case 2)

먼저 가장 근접한 3개의 궤도 정보를 사용한

경우 (그림 6, Case 1), 즉 사용 궤도 정보의 변

경 기준시각 T가 T_k+1과 T_k+2의 중간에 위치

하는 경우와 기준시각 T가 3개의 궤도 정보 중

첫 번째 구간에 항상 존재하도록 하는 경우(그림

7, Case 2)로 사용 궤도 정보의 변경이 기준시각

T가 두 번째 궤도 정보인 T_k+1과 같아질 때 변

경된다. 그림 8의 Case 1 결과를 보면, 궤도 정

보의 변경이 일어날 때 궤도 생성 오차가 불연속

적으로 변한다. Case 2의 결과인 그림 9에서는

궤도 생성 오차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생성한

궤도 정보는 자세 지향을 위한 명령생성에 사용

되는데 불연속한 궤도 명령을 사용하면 명령생성

도 불연속하게 되므로 Case 2처럼 부드럽게 연

속적으로 궤도 정보가 생성되는 것이 좋다. 따라

서 궤도 생성 알고리듬 Case 2를 기준으로 탑재

코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3. 오차 영향성 해석

탑재 궤도 생성기에 영향을 주는 오차 요인은

표 1에서 나타냈듯이, 지상시스템에서의 궤도 결

정 및 예측 오차, OBT(Onboard Time) 시각 불

일치 오차, 탑재 궤도 생성기의 보간 오차, 지상

시스템과 온보드에서 사용하는 기준 궤도 위성

위치각 ,r tq (Sidereal Oscillator)의 오차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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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초기 궤도 결정 오차 영향

다. 이 장에서는 각 오차의 영향이 궤도 생성기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표 1의 요구조건 할당에서 1초 내의 OBT 동

기 오차는 시스템 오차이므로 영향성 해석에 포

함하지 않았다. 궤도 생성기의 2차 보간 오차는

앞의 결과 그림 5, 8과 9에서처럼 일반적으로 각

축 당 적어도 10 m 이내를 만족함을 확인하였

다. 단 보간 오차는 업로드 되는 식 (13)의 데이

터에 사용되는 변수형에 따라 영향을 받고 계산

중 발생하는 절삭오차 등이 포함되므로 탑재 궤

도 생성기와 지상시스템에서는 항상 Double

Type 변수 사용을 권장한다.

이 논문의 주요 오차 분석 대상은 궤도 결정

및 예측 오차와 위성 위치각 오차(SO 오차) 이다.

위성 위치각 오차는 표 1의 궤도 결정 및 예측오

차에 포함되므로 3 km 오차에 제곱합근법(Root

Sum Square, RSS)을 적용하여 궤도 결정 및 예측

오차에 2 km, 위성 위치각으로 인한 궤도 오차에

2 km를 할당하고서 다음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3.1 초기 궤도 결정 오차 영향

궤도 결정 오차 및 예측 오차에 대한 해석을

위해 표 2의 실제 궤도 요소로부터 위성의 위치

벡터를 구한 후 각 축에 10 m, 30 m, 50 m, 100

m, 300 m의 초기 오차를 가정한 후 48시간 동안

궤도를 전파하여 궤도 정보를 얻고, 기준 원궤도

로부터 차이를 구한 후 보간법을 수행하여 궤도

를 재생하였다[7, 8]. 결과적으로 초기 궤도 오차

는 궤도 전파에 그대로 반영되어 궤도 생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의 가로축

은 미터로 표현된 각 축의 초기 궤도 결정 오차

이며, 세로축은 이로 인해 발생한 탑재 궤도 생

성기의 오차다. 예를 들어, 30 m의 X-축 초기 오

차는 48시간 전파되었을 때 약 1.8 km의 위치

오차를 만들고 Y-축의 30 m 초기 오차는 약 240

m 정도의 오차를 만든다. Z-축은 궤도가 거의

적도면에 있으므로 초기 궤도 오차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한 궤도 초기값의

Y-축 성분이 더 클 경우에는 Y-축의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오차의 총 크기는 비슷한 수준

으로 유지된다.

기존 연구 [6]에서 지상 궤도 결정 정밀도를

분석하였는데 대전 추적소만을 사용하고 방위각

과 앙각을 보정하면 약 2.5 km의 오차로 궤도

결정이 가능하며, 대전과 축섬의 추적소를 모두

사용하면 약 0.5 km 이내로 궤도 결정이 가능함

을 보였다. 정지궤도복합위성의 궤도 정밀도 요

구조건은 궤도 결정과 48 시간 동안 예측 후 3

km를 만족해야 한다. 3장의 도입부에 설명했듯

이, 이 오차에는 SO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 부분

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진을 고려하여 48

시간 동안 2 km 이내 궤도 오차를 유지해야 한

다고 가정하면, 초기 궤도 결정 정밀도는 약 50

m 이내로 결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참고문헌 [6]은 500 m의 궤도 결정 가능성을 논

하고 있으므로 정지궤도복합위성의 궤도 결정 정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혹

은 궤도 생성기 적용 과정에서 궤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 기준 원궤도 위성 위치각 오차 영향

다음은 기준 원궤도 위성 위치각인 ,r tq 오차

(Sidereal Oscillator Error)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위성 위치각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참 값의 SO 값과 지상시스템에서 기준

원궤도를 계산 할 때 사용하는 SO 값의 오차 영

향성을 알아보았다. SO 값은 초기 궤도 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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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오차 [deg] 최대 위치 오차 [m]

0.0 9.16

0.01 9.79

0.05 12.9

0.1 17.5

0.2 27.5

0.3 37.8

0.5 58.9

표 3. SO 초기 오차에 의한 위치 오차 결과

그림 11. SO 오차에 의한 궤도 생성기 오차 영향

계산에 의해 정확히 결정할 수 있으나 SO를 정

확히 계산하지 못하고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표 3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해석 결과 지상시스템의 기준 원궤도 계산 시

오차가 있는 SO 값을 사용한다 해도 실제 궤도

생성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초기 궤도 결정만 정확히 수행하면 오차가 있는

SO 값으로 기준 원궤도를 생성하고 계산된 위치

벡터 차이가 온보드로 업로드된다. 지상시스템과

동일한 값을 온보드에서도 사용한다면 SO 오차

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어지고 2차 보간에 의한

오차만 남게 된다.

업로드 되는 위치 벡터 차이 값을 알아 본 결

과 SO 오차가 없는 경우는 그림 3에서처럼 Z-축

에서 약 60 km의 최대 차이를 보이고, 0.05 deg

일때는 X-Y-Z 3축 모두에서 60 km 까지 최대

차이를 보이며, 0.3 deg의 SO 오차는 X-Y축에서

약 250 km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2차

보간법은 사용하는 값의 크기에 따라 선형적으로

오차가 증가하므로 업로드 되는 위치 벡터 차이

값이 증가할수록 오차도 커진다. 그림 11은 표 3

에서 0.3 deg 초기 SO 오차를 가정한 경우 얻은

궤도 생성기 오차 결과로 총 오차는 37.8 m로

나타났고, 그림 11에서 X-축과 Y-축 오차가 35

m에 근접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위성 운영 중

주의사항으로 탑재 궤도 생성기의 보간 오차 요

구조건인 48시간 동안 35 m 이내 조건을 만족하

려면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 하도록 한 SO 값

은 실제 참 값과 0.3 deg 이내에 있을 때 수행하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12. 초기각 SO 임의 오차

그림 13. 초기각 SO 오차에 의한 위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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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SO 오차량에 따른 위치 오차 결과

그림 15. SO 업데이트 전/후 오차 영향

다음 분석은 궤도 결정 시 SO를 결정하였으

나, 온보드 업데이트는 한 달에 한번 수행하므로

온보드는 변경되지 않은 과거 값을 사용하고, 지

상에서는 기준 원궤도를 만들 때 업데이트된 값

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몬테카를로

모사를 수행하였다. 즉, 초기 궤도 요소를 구할

때 참 값의 위성 위치각과 온보드에서 사용하는

기준 원궤도 위치각에 오차가 있다고 가정한 경

우이다. 해석을 위한 모사 시험절차는 다음과 같

다. 실제 참 값의 궤도를 생성하고 기준 원궤도

를 생성한 후 업로드 되는 위치 벡터 차이를 계

산하였다. 그리고 온보드 상황을 위해 임의의

SO 오차를 생성하고 이 초기 값으로부터 48시간

의 기준 원궤도를 계산한 후 업로드 된 위치벡터

차이에 2차 보간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더하였

다. 초기 오차 범위는 실제 초기 궤도 값에서

X-Y축으로 1 km 이내의 임의의 오차를 준 후

SO 오차각 (< ~ 0.0015 deg)으로 변환하였고 (그

림 12), 탑재 궤도 생성기에서 구한 최종 위치

오차는 그림 13에서처럼 1 km 이내로 나타났다.

즉, 초기 궤도 SO 오차가 그대로 궤도 생성기의

오차로 나타났고 궤도 생성기의 보간 오차는 상

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음을 알 수 있다.

3.3 위성 위치각 업데이트 영향

다음은 SO 업데이트 시 오차의 영향을 알아보

았다. 먼저 지상시스템은 참 값의 SO를 사용한

다고 가정하고 온보드의 기준 원궤도 각오차를

-0.005 deg부터 + 0.005 deg까지 변화를 주면서

최종 위치 오차를 계산한 결과는 그림 14와 같

다. 2 km이내 오차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SO 값은 적어도 참값으로부터 ±0.0025 deg 이내

에 있는 값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설명

했듯이 SO 오차는 지상시스템과 탑재 컴퓨터에

서 동일한 값을 사용한다면 그 영향은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사시험 시 48시

간 동안 계속 동일한 SO 값을 사용하여 얻은 결

과다. 따라서 업데이트 수행 시 오차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지상시스템과 탑재 컴퓨터에서 사용

하는 SO 값을 계산할 때 100,000초 이전에는

0.0025 deg만큼 오차를 포함하고 100,000초부터

참 값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였다. 결과 그림 15를

보면 X-축 위치 오차는 약 1200 m, Y-축 오차는

500 m 정도 발생하고 있다. SO 값의 업데이트가

수행되기 전과 후 한 시간씩 약 2시간 동안 궤도

생성기의 오차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전 사용

값과 오차가 ±0.0025 deg 이내에 있는 동안 업데

이트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 결과로부터 위성 운영시 주의 사항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O 오차는 지상시

스템과 탑재 컴퓨터에서 동일한 값을 사용한다면

그 영향은 미미하다. 따라서 위성 운영 시 초기

궤도 결정은 가능한 정확하게 수행하고, 초기 궤

도각 SO는 탑재 컴퓨터와 지상시스템에서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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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값을 사용하도록 주의한다. 또한 업데이

트 수행시 2차 함수 보간 궤도 생성기에서 궤도

오차가 발생하므로 SO 업데이트는 한 달에 한

번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2 km 궤도 요구조

건 만족을 위해 SO 값은 이전 사용 값과

±0.0025 deg 오차 범위 내에 있도록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한다.

4. 탑재 코드 개발 및 검증

인공위성에 탑재되는 자세제어계 탑재 코드의

일반적인 개발 및 성능 검증 절차는 다음 그림

16과 같다. 왼쪽 부분은 설계 단계, 오른쪽 부분

은 검증 단계이다. 탑재 코드 개발을 위한 첫 단

계는 개념 설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요구조건을

분석하고 알고리듬을 설계한다. 다음 단계는 익

숙한 설계 툴을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한다. 이

연구에서는 Mathworks사의 MATLAB®을 사용

하여 기본 알고리듬을 구현하고 결과 값의 요구

조건 만족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음 단계는 탑재

코드 작성을 위한 Pseudo Code를 설계하고 그

흐름에 따라 C-code를 작성하는 것이다. C-code

작성이 끝나면 일단 설계 단계는 완료된다.

그림 16. 탑재코드 개발 및 성능 검증 절차

현재 탑재 궤도 생성기는 소프트웨어 툴을 이

용한 성능 검증 단계에 있는데, 그림 17의 구조

를 갖는 검증 툴을 설계하고 C 언어를 사용하여

구성을 완료하였다. 계산 모듈은 크게 세 부분으

로 나뉘는데 궤도 모델부분 (Orbit Model), 지상

시스템을 모사하는 입출력 부분 (IO Orbit), 탑

재 궤도 생성기 부분 (On-Board Orbit

Generator) 이다. 궤도 모델부분에서는 Cowell의

방법[9]을 사용하여 0.1초마다 이상적인 참 값의

궤도 정보와 줄리안 일을 생성한다. 지상시스템

역할을 하는 IO 궤도 부분에서는 위성 위치각을

이용하여 기준 원궤도를 생성하고 궤도 정보 차

이를 매 30분마다 계산하여 2일치 정보를 누적하

여 업로드를 모사한다. 마지막으로 탑재 궤도 생

성기 부분에서는 다른 탑재 소프트웨어와 함께

폐루프로 2차 보간법을 사용하여 1초마다 궤도

정보를 생성한다. 개발 검증 단계에 따라 자세제

어계 성능해석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

이므로 시스템 오차인 초기 궤도 결정 오차와

OBT 동기 오차는 포함하지 않았다.

폐루프로 소프트웨어 기반 성능 검증이 완료

되면 다음 단계는 코드별 시험으로 탑재 코드의

가능한 모든 계산 과정에 대한 입력/출력 검증

을 수행한다. 그 후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지상

검증시험 장비를 사용한 로직 검증 시험을 수행

하고 마지막으로 코드를 등록한다.

그림 17. 소프트웨어 검증 툴 설계 개념



정지궤도 위성의 탑재 궤도 생성 알고리듬 개발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17

5. 결 론

이 논문은 현재 개발 중인 정지궤도복합위성

에 적용하기 위한 탑재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탑

재 궤도 생성기의 개발과 검증에 대한 결과를 다

루고 있다. 지상시스템의 궤도 결정과 기준 원궤

도를 사용하여 위치 벡터 차이를 구하고 그 차이

값에 보간법을 적용하여 탑재 컴퓨터에서 실시간

으로 궤도 정보 생성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탑재 궤도 생성기는 2차 함수 보간법을 사용할

경우 약 10 m 이내로 정밀 궤도 정보 제공이 가

능하다. 48시간 동안 2 km 이내의 궤도 정확도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지상시스템에서의 초

기 궤도 결정이 X-Y-Z 축으로 약 50 m 오차 이

내이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위성 운영시 지상시

스템과 탑재 컴퓨터의 위성 위치각 오차가 참값

기준 ±0.0025 deg 이내로 정밀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업데이트는 동시에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

였다. 탑재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인 C언어를 사

용하여 탑재 코드를 개발하고, 검증을 위해 소프

트웨어 기반 모델을 설계하고 구성하여 검증을

완료하였다. 다음 단계는 코드별 시험과 하드웨

어를 이용한 지상검증시험을 앞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지궤도복합위성의 탑재

궤도 생성기는 탑재 궤도 요구조건을 만족하며

이미 검증된 설계 및 검증 절차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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