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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궤도 성은 성과 지상과의 통신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한된 시간에 성의 용량메모리

(Mass Memory)에 장된 데이터를 송받아야 하는데, 이를 해 장되는 데이터 량을 정확히 측

할 수 있어야 하고, 장된 데이터 량에 따라 지상으로 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성에 장되고 있는 Telemetry 종류에 따라 용량메모리에 장되는 데이터 량을 

측하고, 장된 데이터 량에 따라 지상으로 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기 해 개발된 

이백 시간 측 로그램에 해 서술한 것이다.

Type Frame # Period (Sec)

RT SOH 4 1

SO SOH 5 1

POD 1 1

PAD 4 1

OCC 5 1

SCS RTF 4 24

SCS ATF 3 24

DLS RTF 3 64

<표 1> Telemetry 종류  데이터 크기

1. 서론

   궤도 성은 성과 지상과의 통신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한된 시간에 성의 용량메모리(Mass 

Memory)에 장된 데이터를 송받아야 하는데, 이를 

해 장되는 데이터 량을 정확히 측할 수 있어야 하고, 

장된 데이터 량에 따라 지상으로 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성에 장되

고 있는 Telemetry 종류에 따라 용량메모리에 장되는 

데이터 량을 측하고, 장된 데이터 량에 따라 지상으로 

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기 해 개발된 

이백 시간 측 로그램에 해 서술한 것이다. 용량메

모리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용량메모리 구조

용량메모리는 Primary/Redundant 두 개의 모듈로 구성

되어 있다. Primary 모듈은 체 2048(0-2047) 페이지로 

구성되고 마지막 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는 

595(0-594)개의 Telemetry 임을 장고, 마지막 페이

지(2047)는 591(0-590) 임을 장하도록 되어 있다. 

Redundant 모듈도 체 2048 (2048-4095) 페이지로 구성

되고 마지막 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는 595(0-594)

개의 VCDU 임을 장하고 마지막 페이지(4095)는 

591(0-590) 임을 장하도록 되어 있다.  용량메모

리는 Primary/Redundant 두 개의 모듈 동시에 사용할 경

우에는 체 4096(0-4095) 페이지로 구성되고 각 페이지

는 595(0-594)개의 VCDU 임을 장하고 각 모듈의 

마지막 페이지(2047, 4095)는 591(0-590) 임을 장한

다. Telemetry 종류별로 장되는 데이터 량은 다음과 같

다. 

Telemetry 송은 Playback 모드에서 최  4개의 실시간 

SOH 임과 용량메모리에 장되어 있는 Telemetry 

임이 동시에 송되는데, 체 으로 762개의 

Telemetry 임이 매  송된다. 실시간 SOH 임

이 2개일 경우, 760개의 장된 임들이 송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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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로그램 주요 처리 흐름도

다음 그림 3은 이백 시간 측 로그램 체 이아

웃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 SOH 임이 4개일 경우, 758개의 장된 임

들이 송된다. 이백을 수행하기 한 명령은 마지막

으로 송된 치를 가리키는 ELP(End of Last playback 

Pointer)로부터 재 새로운 Telemetry가 기록된 치까지 

송하는 Playback Start 명령이 있고, 특정 시작 치로

부터 새로운 Telemetry가 기록된 치까지 송하는 

Playback from Location 명령, 특정 시작 치와 종료 

치를 지정하는 Playback Specified Area 명령, 그리고 

재 사용되는 모든 메모리 체 역을 송하는 Playback 

All 명령이 있다. 그리고 Playback 수행 이후에 ELP를 

Update하기 한 ELP Update 명령이 있다. 정상 으로 

운 될 경우에는 Playback Start 명령을 통해 새로 장

된 Telemetry를 송하고, ELP Update 명령을 수행한 

후, 다음에 다시 Playback Start 명령을 보내는 방식으로 

수행하면 된다. 기본 으로 Playback 명령은 재 사용 

인 모듈에 해서 수행하는데 Playback Specified Area 

명령은 메모리 사용여부에 계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1].

2. 이백 시간 측 로그램

   이백 시간 측 로그램 주요 처리과정은 다음 그

림 2와 같다. 사용자 입력에 따라 이백 포인터를 이용

하여 이백 시간을 계산하거나, 체 페이지 수를 이용

한 이백 시간 계산, 는 장되는 Telemetry 종류에 

따라 장용량  이백 시간을 계산하고 결과를 출력

한다. 기타 로그램을 기화하거나 는 종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 이백 시간 측 로그램 이아웃

그림 4는 이백 포인터를 이용한 이백 시간 계산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이백 포인터를 이용한 시간 계산 

이백 련 포인터를 입력하여 이백 시간을 계산

하는데 사용하는데, 이백 명령을 보냈을 때 성의 

용량메모리 시작 포인터와 종료 포인터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 포인터 (Playback Start 명령인 경

우 ELP 페이지/ 임)와 종료 포인터 (Playback Start 

명령인 경우 CWP 페이지/ 임), 이백 수행  

Real Time SOH 수를 입력하면 입력된 포인터 값을 계산

하여 체를 페이지와 임으로 환산했을 때의 값과, 모

두를 임으로 환산했을 때 값을 출력하고, 이백 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출력한다. 그림 4에서 시작 페이지

가 200이고 종료 페이지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용량메

모리 Primary만 사용하므로 마지막 페이지는 2047이므로 

체 페이지는 1947 (2047-200+100)이고, 임은 

495(595-200+100)이다. 마지막 2047페이지는 체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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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 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임 수는 491 

임이 된다. 

그림 5는 페이지/ 임 수를 직  입력하여 이백  

시간 계산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페이지/ 임 수를 이용한 시간 계산 

이백해야 할 체 페이지/ 임 수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체 임/페이지 값과 이백 수행 

 Real Time SOH 수를 입력하면 체 임으로 환산

했을 때 값과 이백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출력한다. 

의 에서 1000페이지 300 임을 이백 하는데 13

분 5 가 소요됨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장되는 Telemetry 종류에 따른 용량메모리  

사용량  이백 시간 계산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용량메모리 사용량과 이백 시간 계산 

이미 장되어 있는 페이지/ 임과 앞으로 장될 

Telemetry 종류  시간을 입력하여 용량메모리 사용량 

과 이백 시간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용량메모리에 장되어 있는 체 페이지/ 임 값을 입

력하고 앞으로 장될 Telemetry 종류와 장시간을 입력

하면 추가 으로 장될 페이지/ 임이 출력되고, 이미 

장된 값과 합하여 체 용량메모리 사용량과 사용되

는 모듈의 체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가 사용되는지를 출

력한다. 그리고 체 임으로 환산했을 때 값과 이

백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출력한다. 의 에서 500페

이지 500 임이 이미 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선택된 

Telemetry들이 12시간 동안 장될 경우 추가 으로 918

페이지 207 임이 장되어 체 으로 1419페이지가 

사용되고 용량메모리 사용률은 약 69%, 이백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8분 34 임을 알 수 있다.

3. 결론  

   성에 장되고 있는 Telemetry 종류에 따라 용량

메모리에 장되는 데이터 량을 측하고, 지상으로 송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하기 해 개발된 이백 

시간 측 로그램에 해 기술하 다. 본 로그램은 

성을 운 할 때 제한된 메모리 용량과 제한된 이백 

가용시간에 Telemetry를 어떻게 운 할지 단하는데 사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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