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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lemetry, satellite event and error information are used to check the satellite status in ground

station. Different from telemetry which only informs the parameter value, event and error gives

explicit information of a certain operation or status. Event also contains ground action

information because every command execution is logged as event. Currently, those information is

gathered and applied only for monitoring of the satellite. However, the load of the operation is

getting grown because of the excessively increased information of the satellite with the number of

satellite increasement. Also, the process of reporting problem to developer (or an expert) induce

time delay for satellites fault manage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atellite operation

assistant system which collects event sequence and stores in different group by its feature, and

then recommends or executes an appropriate action for the identified abnormal state. This system

is applicable to on board system for resolving LEO-satellite autonomous fault situation since is

has limited contact time.

초 록

지상에서 위성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텔레메트리, 위성 이벤트, 위성 오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텔레메트리는 단순히 파라미터의 값을 나타내는 반면 이벤트 및 오류 정보는 특정 동작 및

상태를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특히 이벤트는 지상 명령 수행 정보도 저장하므로 상태의 기록 뿐

아니라 특정 조치의 내용도 포함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지상에서 운영자가 취합 하여

위성의 상태 확인에만 수동적으로 사용 하였다. 그러나 최근 개발되는 위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지상에서 확인해야 할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운영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위

성에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한데 운영자가 개발자에게 문제 보고 및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성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

시퀀스를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저장하여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지상에서 취해야 할 동작을

추천 혹은 자동 수행하는 위성 운영 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는 이벤트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

용하는 시스템으로 지상과의 교신 시간이 제한적인 저궤도위성의 오류 자동 복구 절차에도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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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공위성은 열, 진공 및 태양풍 등에 의해 항

상 고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1]. 특히 저궤도

위성의 경우 지상과의 교신 시간이 제한되어 있

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빠른 상태 확인 및 대처

가 필수적이다. 위성 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텔레메트리로 정의하고 지상에서 해당 값

을 모니터 하는데 일반적으로 텔레메트리 수 자

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빠른 확인에 어려움이 있

다. 또한 텔레메트리는 하향 전송 속도의 제약으

로 원하는 정보를 한번에 모두 볼 수 없고 대부

분 명시적인 정보가 아닌 특정 아날로그 값을 나

타내기 때문에 이상 상태 발생 시 이런 값을 이

용하여 문제를 추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운영

중인 위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숙련된 운영자

의 부족 및 운영 실수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초기운영 과정에서는 위성 개발자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빠른 대

처가 가능지만 정상 운영 시 전문가 부재로 문제

의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위성 발사

후 시간이 오래 경과할 경우 개발자 역시 세부

설계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는 이벤트 기반의 위성 운영 지원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기존에도 위성 운영을 위해 이벤트를 사

용 하였지만 단순히 정보 확인만을 위해 수동적

으로 사용 하였다. 그러나 본 시스템은 이를 능

동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지상에

서 취해야 할 작업을 추천 하거나 자동으로 수행

한다. 또한 지상과 위성 간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 발생 시 자동 문제 대처 시

스템으로도 적용 할 수 있다. 2절에 위성 이벤트

의 특성 및 제안 시스템을, 3절에 이벤트 시퀀스

수집 동작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4절의 결론을

통해 본 논문을 마무리 짓도록 한다.

2. 본 론

2.1 위성 이벤트

위성 이벤트는 위성의 동작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 ID로 정의하여 이벤트 발생 시

Event ID, Time Tag, Occurrence Counter의 정

보를 저장하고 지상으로 전달한다. 이는 주기적

으로 지상에 전달되는 텔레메트리와 달리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지상으로 전달되므로 하

향 전송 속도의 제약에 보다 자유롭고 특정 문제

에 대해 명시적으로 빠른 파악이 가능 하다. 또

한 Event ID는 중요도에 따라 다른 레벨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상에서 조취 우선순위를 정해

대처 방법을 정의할 수 있다.

Event DB는 Event ID, 서브시스템, Level, 상

세설명, Related Telemetry(연관 텔레메트리)의

정보를 포함한다. 서브시스템은 전력계, 자세제어

계 등 해당 로직을 구현, 수행하는 단위로 구분

이 되며 연관 텔레메트리는 해당 이벤트와 관련

이 있는 텔레메트리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연관 텔레메트리들의 상태가 함

께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위성 명령들도 고

유의 ID를 갖게 되는데 이들 역시 이벤트로 저

장이 된다. 따라서 Event DB는 명령과 텔레메트

리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게 되며 명령 이벤트의

경우 Action(명령수행), 그 외 다른 이벤트의 경

우 Status(상태확인)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그림 1. 위성 이벤트 발생 추이

그림 1에 위성 이벤트의 발생 추이를 나타내

었는데 세로축이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이고 가로

축은 이벤트의 발생 순서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하나의 이벤트가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보다 특정

시간대에 여러 개의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세제어에 이상

이 생길 경우 위성의 자세 감지 센서를 통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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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이벤트 및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지향하지 못

해 전력 생성문제에 대한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문제 발생 시 조치 작업

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앞에서와 같이 특정 시퀀

스 형태로 이벤트가 기록되게 된다. 따라서 이벤

트 시퀀스의 내용을 통해 특정 문제에 대한 종합

적인 분석 및 조치 내용 확인이 가능 하다.

2.2 이벤트 기반의 위성 운영 지원 시스템

그림 2에 이벤트 시퀀스 저장부, 이벤트 시퀀

스 지상 활용부, 이벤트 시퀀스 위성 활용부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전체 형상을 도시 하였다. 이

벤트 시퀀스 저장부는 위성에서 연속적으로 발생

하는 특정 이벤트 시퀀스를 조건에 따라 구분하

여 저장한다.

이벤트 시퀀스 지상 활용부는 특정 이벤트 발

생 시 발생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 자동 명령 전

송이나 명령 추천, 지상 오퍼레이터의 작업 내용

모니터를 수행한다.

그림 2. 이벤트 기반의 위성 운영 보조 시스템

이벤트 시퀀스 위성 활용부는 저장된 이벤트

시퀀스의 내용을 토대로 위성체에서 문제 감지

및 자동 조치 동작을 수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위성에는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정의하고

해당 문제 발생 시 저장명령이 수행 되는 주요

파라미터 기반의 문제 대처 로직이 구현되어 있

다[2]. 따라서 본 시스템의 위성 활용부는 기존

시스템의 모니터 파라미터에 새로운 파라미터를

추가하고 저장 명령에 명령수행 이벤트 시퀀스를

적용함으로써 구현 가능하다.

초기운영기간에 이벤트 시퀀스 활용부는 동작

하지 않고 이벤트 시퀀스 수집 위주로 동작한다.

또한 이벤트 시퀀스 위성 활용부를 제외 하고 모

두 지상 장비에 의해 동작하므로 위성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2.1 이벤트 시퀀스 저장부

이벤트 시퀀스 저장부는 그림 3과 같이 크게

이벤트 시퀀스 수집과 이벤트 시퀀스 저장 단계

로 나뉜다. 그림 4에 이벤트 시퀀스 수집 과정을

도시 하였다.

그림 3. 이벤트 시퀀스 저장부

그림 4. 이벤트 시퀀스 수집 동작

- 위성 이벤트: 위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받은

이벤트 데이터

- 위성 텔레메트리: 위성으로부터 받은 텔레메

트리 데이터를 저장한 것으로 시간에 따른 텔레

메트리의 변화 확인 가능

- Event DB: 이벤트(명령수행 포함)에 대한 정

의 및 연관 텔레메트리 정보를 포함하는 지상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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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연관 텔레메트리 저장소: 이벤트 발

생 후 지정된 시간 안에 변경된 연관 텔레메트리

가 저장된 공간

- 단시간 이벤트 저장소: 변경된 연관 텔레메

트리를 갖는 다른 이벤트 중 16sec안에 발생한

이벤트가 저장된 공간

- 장시간 이벤트 저장소: 변경된 연관 텔레메

트리를 갖는 다른 이벤트 중 지정된 시간 안에

발생한 이벤트가 저장된 공간

- 명령 전송 기록: 지상에서 전송한 명령에 대

한 시간, Command number, Command

Argument의 기록

- 임시 이벤트 시퀀스 DB: 위 과정으로 저장

된 이벤트들을 하나의 시퀀스로 저장한 DB (변

경된 연관 텔레메트리 정보 함께 저장)

위성 이벤트 감지기는 발생한 위성 이벤트 중

높은 중요도(high level)를 갖는 이벤트를 검출한

다. 이렇게 검출된 이벤트는 시작 이벤트로 저장

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퀀스를 저장하기 위해

Sequence ID를 부여한다.

연관 텔레메트리 분석기는 검출된 시작 이벤

트의 연관 텔레메트리를 확인하여 이벤트 발생

시점에서 +/- 16초 (텔레메트리의 최대 전송 주

기) 안에 변경된 텔레메트리를 "변경된 연관 텔

레메트리 저장소"에 저장한다.

이벤트 상관 분석기는 "변경된 연관 텔레메트

리 저장소"에 저장된 텔레메트리를 연관 텔레메

트리로 갖는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120

초 안에 발생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 "단시간 이

벤트 저장소"에 저장한다. "장시간 이벤트 저장소

"에 저장하는 시간 기준은 표 1의 이벤트 시퀀스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저장된 명령수행 이벤트는 추후 지상에서 특정

이벤트에 대한 명령 추천/전송 및 위성의 자체

오류 복구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벤트 시퀀스 저장기는 단/장시간 저장소에

기록된 동일한 Sequence ID를 갖는 이벤트들을

하나의 이벤트 시퀀스로 정리하여 시작 이벤트,

연관 텔레메트리와 함께 고유 ID로 "임시 이벤트

시퀀스 DB"에 저장한다. 만약 해당 이벤트가

Action일 경우 명령 전송 로그에 기록 된 내용을

바탕으로 Command Number, Command

Argument Data를 모두 저장한다. 또한 저장된

장시간 이벤트 중 연관 텔레메트리를 하나라도

변경 시키는 명령수행 이벤트가 있을 경우 이를

Key Event로 구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Action으로 저장한다. 특정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처로 명령을 전송하기 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 되므로 장시간 이벤트의 명령수행 이벤트만

을 확인한다.

표 1. 이벤트 시퀀스 분류

구분 구분 기준 및 내용

서바이벌

Survival

해당 이벤트 발생 시 위성의 동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성에

대한 제어를 잃을 수 있음. 빠른 조치

가 중요하므로 장시간 이벤트 저장 기

준 시간 짧게 설정 (1시간)

운영주의

Operation

Alert

위성의 동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치 않은 문제들. 지상에서 즉각적

인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상태 확

인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장시간 이벤트 저장 기준 시

간 5시간

임무수행

Mission

Execution

위성의 임무 수행을 위해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이벤트 시퀀스. 임무 수행을

위한 명령 동작과 그에 부수적으로 발

생하는 이벤트들로 구성되며 대부분

명령수행 이벤트이고 단시간에 걸쳐

수행됨. 장시간 이벤트 저장 기준 시

간 10분.

표 1의 기준으로 저장한 이벤트 시퀀스는 표

2와 표 3의 Sequence DB Header 및 Sequence

DB Contents로 구분 하여 저장 한다. Header에

포함 된 Event Sequence ID는 각 이벤트 시퀀스

를 구분하기 위한 고유 ID이며 시퀀스 그룹은

시작 이벤트가 표 1의 기준 중 어디에 속하는지

나타낸다. 연관 텔레메트리에는 시작 이벤트의

연관 텔레메트리 중 +/- 16sec 동안 변경된 것이

있으면 그 값과 함께 기록한다. Key Event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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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명령수행

이벤트를 저장한 것이고 시작 이벤트 ID는 시퀀

스 수집 기준이 되는, 최초로 발생한 이벤트의

ID를 의미한다. 표 3의 Delta Time은 시작 이벤

트 이후 연속적으로 발생한 이벤트 간의 시간 간

격을 나타낸다. Action/Status의 구분은 해당 이

벤트가 명령 수행에 대한 이벤트일 경우 Action

이고 그 외에는 Status로 구분 된다. 명령수행 이

벤트의 경우 명령 전송 로그기록을 이용하여

Command Number와 Argument를 포함한 모든

data가 함께 저장 된다.

표 2. Event Sequence DB Header

구분 내용

Event Sequence ID 시퀀스의 고유 ID

시퀀스 그룹

시작 이벤트가 속한 그

룹 (서바이벌, 운영주의,

임무수행)

변경된 연관 텔레메트리 수
변경된 연관 텔레메트

리의 개수

변경된 연관 텔레메트리

시작 이벤트의 연관 텔

레메트리 중 시작 이벤

트의 OBT +/- 16sec 안

에 변경된 텔레메트리

Key Event의 수 Key Event의 개수

Key Event

변경된 연관 텔레메트

리 값을 다시 변경 시

키는 명령수행 이벤트

시작 이벤트 ID

Critical Event ID

최초 발생한 중요 이벤

트 ID

시작 이벤트 OBT 시작 이벤트 발생 시점

표 3. Event Sequence DB Contents

구분 내용

Delta

Time

이전 이벤트와 현재 발생한 이벤트간 시

간 간격

Event ID 발생한 Event ID

Action/

Status

이벤트가 명령이면 Action 아니면 Status

로 구분

CMD

Data

이벤트가 명령일 경우 해당 Command

Number와 Argument

최종 이벤트 시퀀스 저장 과정은 그림 5와 같

다. 운영주의의 경우 임시 이벤트 시퀀스 중 동

일한 연관 텔레메트리, 단시간 Status Event, Key

Event를 갖는 것을 동일한 시퀀스로 본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최소한 두 번 이상 동일 시퀀스가

나타날 경우 저장한다. 이때 장시간 이벤트의 경

우 동일하게 발생한 이벤트만 Sequence DB에 저

장한다. 서바이벌 이벤트의 경우 한번 발생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발생 빈도가 극

히 적으므로 한번 발생 시 바로 Event Sequence

DB에 저장한다. 임무수행 이벤트는 연속적인 명

령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작 이벤트

가 Action이면서 동일한 연관 텔레메트리를 갖고

시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명령 수행 시퀀스를 갖

는 것을 하나의 이벤트 시퀀스로 저장한다. 이때

동일하게 발생한 Status 이벤트는 함께 저장 하

며 다르게 발생한 Status 이벤트는 최종 시퀀스

에서 삭제한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최소 두 번

이상 동일 시퀀스가 나타날 경우 저장한다.

그림 5. 이벤트 시퀀스 저장 과정

2.2.2 이벤트 시퀀스 지상 활용부

이벤트 시퀀스 지상활용부의 동작 과정은 그

림 6과 같다. 수신된 위성 이벤트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분석 후 분류된 그룹 내 Event

Sequence DB에 저장된 시작 이벤트 ID 중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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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Event

Sequence DB에 기록 된 연관 텔레메트리와 동일

한 텔레메트리가 같은 값으로 변경 되었는지 확

인 한다. 시작 이벤트 및 연관 텔레메트리의 변

경 값이 일치할 경우 동일한 시퀀스로 인식하고

분류된 그룹에 따라 각각 다른 동작을 수행 한

다.

- 서바이벌: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조치 명령

자동 전송/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명령 추천

(Key Event Command)

- 운영주의: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명령 추천

(Key Event Command) 및 지상 명령 전송 내용

확인

- 임무운영: 지상에서 계획한 명령 시퀀스와

Event Sequence DB와 다를 경우 경고 발생

그림 6. 이벤트 시퀀스 지상 활용부 동작

2.2.3 이벤트 시퀀스 위성 활용부

지상에서 저장된 Event Sequence DB를 위성

에 전송하여 서바이벌 이벤트 발생 시 시퀀스의

명령수행 이벤트가 동작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주요 파라미터 기반의 문제 대처 로직과

연계하여 시작 이벤트의 변경된 연관 텔레메트리

를 모니터링 할 파라미터로 추가한다. 그리고 해

당 파라미터의 값이 변경 될 경우 저장된 시퀀스

중 명령수행 이벤트가 저장명령 (RTCS: Relative

Time Command Sequence)[3]형태로 자동 수행

되도록 한다.

3.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이벤트

시퀀스 수집 단계만 구현을 하였다. 이벤트시퀀

스 저장, 지상 및 위성 활용의 경우 위성 이벤트

를 모니터 하면서 이벤트 시퀀스 DB의 시작 이

벤트 ID와 비교 하는 것이 기본으로 상대적으로

구현이 단순하다. 또한 실제 운영과 밀접한 연관

이 있으므로 추후 보다 많은 운영 데이터를 확보

하여 동작 기준의 보안 후 구현 할 예정이다.

3.1 사전 데이터 처리

시스템 동작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는

위성의 대용량 메모리 (Mass Memory)에 저장된

텔레메트리(이벤트 포함)를 지상으로 수신 받아

이용 하였다[4]. 또한 텔레메트리 파싱 프로그램

인 SOCE (Satellite Operation Control

Equipment)[5]를 이용하여 OBT에 따른 이벤트,

CMD Argument, 연관 텔레메트리 정보들을 추

출하여 그림 7, 그림 8의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

장 하였다. 이벤트의 경우 Event ID, OBT, Level

순서로, CMD Argument는 Event ID, Number

of Argument, Argument 순서로 저장을 하되

Argument는 모두 8byte로 저장하고 사용하지 않

는 영역은 0으로 기록하였다. 텔레메트리의 경우

OBT와 각 텔레메트리의 고유 ID 순서에 따라

해당 값을 저장 하였다.

그림 7. 이벤트 및 CMD Argument 저장 파일 양식



위성 운영을 위한 이벤트 시퀀스 기반의 자동 명령 추천 및 수행 시스템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35

그림 8. 텔레메트리 저장 파일 양식

3.2 이벤트 시퀀스 수집

구현된 시스템은 그림 9와 같이 구성된다.

[Event Open], [Telemetry Open], [CMD Open]

버튼을 각각 누르면 3.1절에서 기술 된 이벤트

파일, CMD Argument파일, 텔레메트리 파일을

읽어서 그림 10과 같이 내부 버퍼에 저장한다.

“Telemetry Data Read”와 “Event Occurrence”는

모든 연관 텔레메트리와 이벤트의 내용을 OBT에

따라 기록한다. “TLM Buffer for Event_X”에는

각 이벤트의 연관 텔레메트리 값들을 저장한다.

[TLM Analysis] 버튼을 누르면 “위성 이벤트 감

지기”와 “연관 텔레메트리 분석기”의 기능을 수

행 하는데 그 과정은 그림 11과 같다. 레벨에 따

라 시작 이벤트를 검출하고 그 ID와 발생시간,

그리고 해당 이벤트에 대한 변경된 연관 텔레메

트리의 ID를 저장한다. 또한 [Event Analysis] 버

튼을 누르면 그림 12와 같이 “이벤트 상관 분석

기”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작 이벤트의 연관 텔

레메트리 중 변경된 텔레메트리를 연관텔레메트

리로 갖는 이벤트들을 확인 후 시간 기준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이벤트를 단시간 이벤트 저장소와

장시간 이벤트 저장소에 나누어 기록 한다.

그림 9. 이벤트 시퀀스 수집 시스템

그림 10. 각 이벤트 별 연관텔레메트리 저장

그림 11. TLM Analysis 동작

끝으로 [Store DB] 버튼을 누르면 그림 13의

과정으로 Key Event를 찾고 이전에 저장된 정보

를 바탕으로 표 4, 5와 같이 Event Sequence DB

Header와 Event Sequence DB Contents를 저장

한다. 그림 10의 예를 보면 Event_S의 Level이 3

이므로 시작 이벤트로 저장 되고 Event_S의 연

관 텔레메트리 TLM_2, TLM_3 중 변경된 것은

TLM_3이므로 이를 변경된 연관 텔레메트로로

저장한다. TLM_3을 연관 텔레메트리로 갖는 이

벤트는 Event_A, Event_B이고 Event_A만 발생

하였다. 또한 Event_A가 발생한 시점에서

TLM_3의 값이 다시 변경 되었으므로 Event_A가

Action인 경우 해당 이벤트는 Key Event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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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Event Analysis 동작

그림 13. Key Event 확인

표 4. Event Sequence DB Header 수집 결과

표 5. Event Sequence DB Contents 수집 결과

4. 결 론

기상 관측,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위성 개발 및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위성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위성

운영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위성 텔레메트리와 이

벤트로 각각 3,000개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

으며 이들 정보를 모두 모니터링 하여 위성 동작

을 확인하는 것은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사용하던 이벤트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지

상에서의 운영 보조 및 위성에서의 자체 오류 대

응 기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위성

에 특정 문제 발생 시 연관된 이벤트들이 같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처리가 뒤따르므로 관련된

이벤트들 역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특

징을 바탕으로 최초 시작 이벤트를 기준으로 연

관 텔레메트리와 이벤트들을 수집하여 Action(명

령 수행)/Status(상태 확인)로 구분 후 하나의 시

퀀스로 저장 하여 활용하는 것이 제안 방안의 핵

심이다.

위성에서 높은 레벨을 갖는 중요한 이벤트 발

생 시 해당 이벤트의 ID와 연관 텔레메트리 정

보를 저장된 이벤트 시퀀스를 비교하여 저장된

시퀀스의 내용과 일치할 경우 해당 시퀀스의 명

령수행 이벤트 혹은 Key Event를 이용하여 문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위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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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제외 하고 모두 지상에서 위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작하는 시스템으로 위성 동작에 부담

을 주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위성에 적용 가능

하다. 위성 활용부 역시 기존에 개발 된 로직과

연계하여 쉽게 적용이 가능하며 위성 운영 뿐 아

니라 오퍼레이터 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추후 보다 많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성 시

퀀스 DB 저장 규칙 및 활용 부분의 개선 작업을

수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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