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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궤도 성인 다목 실용 성 2호의 컴퓨터 시스템은 3개 로세서로 구성된 분산처리 구

조이며 로세서와 로세서, 로세서와 주변 장치들과의 통신은 MIL-STD-1553B 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3개 로세서들 상에서 실행되는 탑재소 트웨어는 성의 하드웨어 

 주변 입출력 장치들을 제어  리한다. 그리고 성의 결함을 리하는 기능과 비상시

에는 지상과의 연결 없이 성을 자동제어 하는 기능들 한 탑재소 트웨어에 구 되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궤도 성인 다목 실용 성-2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한 탑재소 트

웨어의 구성  기능, 개발과정과 개발환경을 소개한다.

1. 서론

  2005년 12월 발사 정인 다목 실용 성 2호는 주 

탑재체로 1m  상을 획득할 수 있는 학카메라

를 탑재하여 한반도 상을 어 지상으로 송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미 1999년 12월에 발사한 다

목 실용 성 1호는 6m  상획득을 목 으로 3년 

임무를 마친 상태이며 재도 계속 으로 운 되어

지고 있다. 

 성의 임무 수행을 해 설계된 성 본체에 탑재

되는 컴퓨터를 탑재컴퓨터라 하며 세 개의 탑재컴퓨

터들로 이루어진 분산구조로 설계되었다. 각각의 컴

퓨터는 기능에 따라 On-Board Computer(OBC), 

Remote Drive Unit(RDU), Electrical power 

subsystem Control Unit(ECU)로 나 어진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3개 컴퓨터들은 MIL-STD-1553B 

데이터 버스로 연결되어 상호 통신을 수행한다.

 탑재소 트웨어는 탑재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는 소

트웨어들을 지칭한다. 탑재소 트웨어는 크게 시

스템소 트웨어와 응용소 트웨어로 나 어 질 수 

있다. 시스템소 트웨어는 실시간 운 체제와 

Executive로 구성된 부분이며 응용소 트웨어는 해

당 컴퓨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탑재소 트웨어의 응용소 트웨어

는 해당 컴퓨터의 기능에 따라 설계  구 되어진

다. 

 다목 실용 성 2호 탑재컴퓨터들의 기능을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OBC는 지상으로부터의 명령을 받

아 명령들을 해당 컴퓨터로 분배하고 성체 센서들

로부터의 데이터와 성체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장  지상으로 송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RDU

는 자세제어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성

체 자세  궤도에 한 제어를 담당한다. 그리고 

ECU는 력발생  분배와 성체에 한 열 제어

를 리한다.

 각각의 컴퓨터는 80386 CPU, EDAC-protected 

SRAM, EEPROM, 1553B I/O 인터페이스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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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센서들의 I/O로 구성되어있으며 주 로세서와 

잉여 로세서로 이 화 되어있다.  그림 1.은 탑재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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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C : On-Board Computer  / RDU : Remote Drive Unit / ECU : Electrical power subsystem Control Unit
MSC : Multi-Spectral Camera   /  PDTS : Payload Data Transmission Subsystem / STR : Star Trackers
GYR : Gyro / AOCS : Attitude Orbit Control Subsystem / EPS : Electrical Power Subsystem
TCS : Thermal Control Subsystem / CMD : Command / TLM : Telemetry / SOH : State Of Health

그림 1. 다목 실용 성 2호 컴퓨터 시스템 구조

2. 탑재소 트웨어 구성

   다목 실용 성 2호 탑재소 트웨어는 그림 2.와 

같이 수행되는 탑재컴퓨터에 따라 크게 3개 CSCI 

(Computer Software Configuration Item)으로 구성

된다.

KFS

OBC
CSCI

RDU
CSCI

ECU
CSCI

그림 2. 다목 실용 성 2호 탑재소 트웨어 구성

 각 CSCI는 실시간 다 처리 (Real-Time 

Multi-Tasking) 수행환경을 제공하는 VRTX 라이

러리와 탑재컴퓨터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로그램

으로 구성되어진다. 다음은 각각의 CSCI의 기능을 

설명한다.

 OBC는 성의 주 컴퓨터로서 1553B 데이터 버tm 

컨트롤러로 동작하며 다음의 주요기능을 수행한다.

- 지상으로부터 송되는 명령 처리

- 성 장 명령의 수행

- 성 하드웨어  탑재체로의 명령 송

- RDU 와 ECU로의 명령 분배(Routing)

- OBC SOH(State Of health) 데이터 수집

- 탑재체 Telemetry 처리

- RDU  ECU Telemetry 처리

- 용량 메모리 리  지상 송

- 성 비상 운  데이터 리

 RDU/ECU는 1553B Remote Terminal로서 동작하

며 다음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 OBC로부터 명령을 받아 수행

- 실시간  시간 명령에 하여 자세제어 각종  

  센서들 (RDU) / 력계  열제어계(ECU) 하드  

  웨어에 명령 송

- 각 센서들  RDU/ECU SOH 데이터를 수집하여  

  매 마다 OBC로 송

- 성의 센서  구동장치를 이용하여 자세제어 기  

  능을 수행 (Only RDU)

- Local 1553B Bus 컨트롤러로서 동작(Only RDU)

- 력계 제어 기능을 수행 (Only ECU)

- 열 제어 기능을 수행 (Only ECU)

CSCI는 기능에 따라 CSC (Computer Software 

Component)로 세분된다. 그림 3.은 CSC 단 로 구

분된 탑재소 트웨어 구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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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목 실용 성 2호 CSCs 구성

 3.  탑재소 트웨어 개발 과정

  본장에서는 앞 장에서 서술한 다목 실용 성 2호 

탑재소 트웨어 구성  기능을 구 하기 한 반

인 개발 차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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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탑재소 트웨어 개발 과정

 그림 4.는 체 탑재소 트웨어 개발과정에 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성의 임무  요구사양을 

명시하는 다양한 문서들을 분석한 뒤 탑재소 트웨

어 요구사양서를 작성한다. 요구사양서를 바탕으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컴 일 가능한 실제 코

드로 구 한 뒤 각 모듈별로의 단 테스트를 수행하

고 단 테스트를 완료한 모듈들과 실시간 운 체제 

등과 같은 지원 라이 러리 등을 포함한 통합테스트

를 수행한다. 통합테스트가 수행된 탑재소 트웨어

는 ETB (Electrical Test Bed) 통합테스트를 해 

달되며 ETB 통합테스트 에 소 트웨어 문제  

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QFR (Quick Fix 

Report)를 작성하여 소 트웨어를 변경한 뒤 재시험

을 수행하 다. 통합테스트를 완료한 탑재소 트웨

어는 요구사양서에 따라 구 이 되었는지를 확인하

는 검증시험을 거치게 된다. 검증시험은 요구사양서

의 내용을 CSC별로 시험 항목들을 설정하여 각 

CSC 담당자들이 검증시험을 수행하 다. 각각의 검

증 항목에 한 테스트 차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STB (Software Test Bed) 환경에서 실행하 다. 검

증시험은 검증시험 계획서, 검증시험 차서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검증시험 결과는 검증시험 보고서로 

작성되었다. 검증시험 이후부터 발생되어지는 소

트웨어 변경사항들에 해서는 SPR (Software 

Problem Report)이 작성되고 변경을 승인하는 

SCCB (Software Configuration Control Board)를 

거친 후에 새로운 소 트웨어가 제작되어 검증시험 

는 ETB 통합테스트  FM (Flight Model) 통합

테스트 수행을 해 I&T (Integration and Test) 

에 달되어졌다. 

4.  탑재소 트웨어 개발 환경

 탑재소 트웨어 통합  테스트의 부분은 STB 

환경에서 수행되어지는데 STB는 소 트웨어 개발

을 한 환경으로서 실제 성 컴퓨터 시스템 구조

와 거의 유사하며 소 트웨어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로 구성되었다.

 그림 5.는 STB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STB용 

로세서 부분과 ICE (In-Circuit Emulator), 명령 

달  원격 측정 데이터 처리를 한 TCTS 

(Telemetry-Command Test Set), 1553B 통신 상황

을 모니터하기 한 버스 모니터와 ECU  RDU의 

입출력을 모사하기 해서 I/O Simulator로 구성되

어진다.

STB용 로세서 부분 :

 STB에서는 다목 실용 성 2호에서 사용되는 

로세서 모듈인 OBC, RDU, ECU를 포함하고 있으

며, 로세서 모듈에 사용되는 CPU 유형은 인텔 

80386DX이며, RDU 경우에는 수치연산을 하여 인

텔 80387 Coprocessor가 장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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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oftware Test Bed 구성도

 OBC 모듈의 경우에는 “Link Function Board", 

"MIL-STD-1553B Bus Controller Board", 

"CPU/Memory I/O Function Board", "Timing/Sync 

Function/WDT Board"  ”Mass Memory 

Controller Board"로 구성되며, RDU와 ECU 모듈의 

경우에는 “Timing/Sync Function Board", "CPU/ 

Memory I/O Function Board", "MIL-STD-1553B 

Remote Terminal Board"  ”WDT Function 

Board“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세 개 로세서 모

두 잉여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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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In-Circuit Emulator) 부분 :

 ICE는 로세서에게는 CPU를, 개발자에게는 디버

거 기능, trace 기능등을 제공함으로서 개발에 용이

성을 제공한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ICE 기종은 

다목 실용 성 2호에서 사용되는 CPU를 지원하고 

있다. ICE는 무엇보다도 탑재소 트웨어 디버깅 목

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symbol trace, watch, 수정 

기능과 더불어 각 태스크와 모듈들의 수행시간을 측

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

은 소 트웨어 검증시험 수행에 많은 편리성과 효율

성을 제공하 다.

입출력 시뮬 이터(I/O Simulator) :

 STB는 실제 성과 같은 입출력 장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출력 기능을 모사하며 탑재소

트웨어 내의 입출력 기능을 시험하기 한 장비가 

필요한데 입출력 시뮬 이터가 이 기능을 제공한다.  

STB용 입출력 시뮬 이터는 다목 실용 성 2호 

로세서 모델의 입출력 장치를 모사하고 있다. 

TCTS(Telemetry-Command Test Set) :

 TCTS는 크게 TCTS 워크스테이션과 하드웨어로 

나 어지고, 각 로세서에 한 명령 생성과 원격 

측정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탑재소 트웨어의 기능을 시험하기 해서는 명령을 

OBC 로세서로 달해야하고 Telemetry에 한 

분석과 디스 이가 필수 인데 이를 해 TCTS

는 OBC와의 Link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명령생성의 경우 다목 실용 성 2호는 CCSDS 포

맷을 사용하므로 이에 한 포맷을 형성하여 TCTS 

하드웨어를 통하여 OBC의 Uplink 보드로 송하고, 

원격측정 데이터 한 CCSDS 형태를 지니므로 이

에 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RDU와 ECU의 

속은 OBC와 2개의 로세서간이 1553B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553B 데이터 버스 모니터 :

다목 실용 성 2호는 1호와 마찬가지로 로세서 

 탑재체간의 데이터 통신 채 로 

MIL-STD-1553B 데이터 버스를 채택하 다. 1553B 

데이터 버스 모니터는 1553B 데이터 버스상의 통신 

상황을 모니터하고 STB에 포함되지 않은 탑재체를 

모의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1553B 데이터 버스 모

니터의 통신 상황을 장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1553B 데이터 버스 련 부분 시험 에서 성상태

메세지등과 같은 주기성 통신과 비 주기성 통신에 

한 검증을 수행하 다. 다목 실용 성 2호는 1호

와는 달리 RDU 경우에 Local 1533B 데이터 버스를 

연결하여 Gyro와 Star trackers 과 통신하도록 설계

되었다. 따라서 2호기 STB에는 Local 1553B 데이터 

버스 모니터가 Local 1553B 데이터 버스 통신상황

을 모니터한다.

Verification Test Script Parser (VTSP) :

 다목 실용 성 2호 탑재소 트웨어 검증시험의 

부분은 VTSP를 이용한 자동화된 과정에 의해 수행

되었다. VTSP는 탑재소 트웨어 검증을 해서 개

발되어진 것으로 주된 기능은 시험항목 스크립트 작

성자에게 로그램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검증시험 항목들을 VTSP 스크립트로 작성하고 

VTSP의 입력으로하여 실행함으로써 시험을 자동화

할 수 있다. 스크립트는 C언어와 비슷한 문법구조를 

지니며, 조건문, loop, 함수 그리고 VTSP가 가지는 

내장 함수로 되어있다. VTSP는 반복 으로 사용되

는 함수나 여러 검증시험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지는 

함수들을 C언어의 헤더 일과 같은 형태로 스크립

트에서 포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검증시

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일 수 있다. 한 VTSP는 

탑재소 트웨어의 검증시험을 한 도구로 사용되기 

해서 기본 으로 타켓보드로 명령 송  타켓보

드로부터의 원격측정 데이터 수신기능들이 내부함수

로 정의되어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목 실용 성 2호 탑재소 트웨어 

기능  반 인 개발과정과 개발환경에 해서 서

술하 다. 다목 실용 성 2호 탑재소 트웨어는 1

호 탑재소 트웨어를 근간으로 3개 로세서 구조를 

갖는 분산구조를 지원하고 각 로세서 기능을 수행

하기 한 응용소 트웨어들로 구성  개발되었다. 

재 탑재소 트웨어는 검증시험  모든 통합시험

을 완료하고 발사를 한 최종 비 단계를 수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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