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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ites about a test & analysis support set to support a testing and analysis

of CFDP(CCSDS File Delivery Protocol) that processes commands and data as a series

of file for reliable deep space communication. And this paper includes a basic

description of CFDP and an objective and functions of CFDP-TASS(CFDP - Test

Analysis & Support Set). CFDP-TASS is an equipment to examine OBC(On-Board

Computer) CFDP in normal and abnormal cases, gather all packets in test, and support

to analyze effectively the result of tests.

초 록

본 논문은 신뢰성 높은 심우주통신을 위해 명령 및 데이터를 파일의 형태로 송/수신하

는 프로토콜인 CFDP(CCSDS File Delivery Protocol)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험 및 분

석 장비에 대한 소개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CFDP 설명과 CFDP-TASS(CFDP -

Test Analysis & Support Set)의 개발 목적 및 기능을 소개하였다. CFDP-TASS는

OBC(On-Board Computer)와 연동하여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시험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의

도적으로 오류를 생성하여 CFDP 시험 및 검증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결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험 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보관/관리하고, 다양한 형태로 시험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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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궤도위성인 아리랑위성과 천리안위성에서

사용된 CCSDS 표준의 TC/TM(Telecommand/

Telemetry) 송수신 프로토콜은 데이터 패킷을 기반

으로 한다. 지구궤도의 통신 링크는 상대적으로 강

인하여 지연 또는 교란 등으로 인한 오류가 빈번하

게 발생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하면 재전송을 통해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프로토콜이 단순하다. 그러나 심우주통신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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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적으로 낮은 송신파워와 높은 BER(Bit

Error Rate), 음영 등으로 인하여 통신 링크가 열악

하기 때문에 이미지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일련

의 TM으로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파일 기반의

데이터 전송을 이용해 통신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CFDP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프로토콜

은 NASA와 ESA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기관에서

우주탐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CFDP-TASS는 지상국과 OBC의 TC/TM 상호 통

신체계와 데이터의 송수신 완성도를 검증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장비이다. CFDP-TASS는 OBC

CFDP의 동작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데이터 송수

신 시험을 위한 시험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수행하

고, 명령 및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수신 데이터의

실시간 표시와 함께 시험결과 분석을 위해 데이터

를 보관/관리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

능을 보유한 시험 장비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위

성 개발 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CFDP를 간략하게 설명

하였으며, 3장에서는 CFDP-TASS의 개발 목적을

살펴보았고, 4장에서는 CFDP-TASS의 주요 기능

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결론으

로 마무리 하였다.

2. CFDP 소개

파일 시스템 관련한 규격은 CFDP,

Proximity-1, 그리고 SOIS(Spacecraft Onboard

Interface Services)이다.

한 예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CFDP는 유

저와 통신 시스템 사이에 파일 저장소가 있고 통

신 흐름은 CFDP 프로토콜에 의해서 제어된다.

흐름 제어는 PDU(Protocol Data Unit)에 의해서

수행되고 파일 데이터는 FDU(File Delivery

Unit) 단위로 지상에서 나뉘어져 송출되고 위성

은 나눠진 FDU를 모두 받아서 하나의 파일로

완성하며 무결성 체크를 수행한다. 손실된 FDU

가 있다면 다시 전송해달라는 PDU를 송신측에

보내 재전송을 요청한다[2].

CFDP는 상대방 엔터티에 파일을 보내거나, 상

대방 엔터티로 하여금 파일을 보내라고 하거나,

상대방 엔터티에 있는 파일/디렉토리를 지우라

고 요청할 수도 있다.

그림 1 CFDP 통신 구조[1]

3. CFDP-TASS 개발 목적

CFDP-TASS는 OBC의 CFDP 개발에 이용되는

시험 수행과 결과 분석을 위한 장비로써, CFDP

의 시험 및 검증, 저궤도위성인 아리랑위성의 패

킷 타입 데이터 송수신과 함께 OBC CFDP 개발

단계에서의 시험 지원 장비 역할을 포함하고 있

다. 또한, GUI 기반의 시험 시나리오 구성이 가

능하며 자동 시험 수행을 통한 통신 환경(Bit 에

러, PDU 누락 등)을 모사할 수 있고, 이를 디스

플레이 및 로그를 이용하여 시험 과정과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림 2 CFDP-TAS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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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FDP-TASS - OBC 통신

4. CFDP-TASS 주요 기능

4.1 시스템 요구사항

구분 사 양

CPU i7 3.0GHz 이상

RAM 1600MHz DDR3 8GB 이상

OS Windows 7 64-bit

네트워크 100Base-T Ethernet 이상

그래픽 Intel HD Graphics 4600

모니터 1920x1080 이상 2대

표 1 CFDP-TASS 시스템 사양

CFDP-TASS는 CFDP/TC/TM 송수신, 실시간

통신 환경 모사, PDU 분석 기능을 제공하기 때

문에 표 1 수준의 시스템이 요구된다.

또, CFDP-TASS와 OBC는 Ethernet UDP

peer-to-peer 통신을 통해 TC/TM/PDU를 주고

받는다.

4.2 주요 기능

CFDP-TASS의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다.

① CFDP/TC/TM 운용

OBC의 운용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CFDP/TC/TM 송수신 기능을 제

공한다.

② CFDP/TC/TM 송수신 데이터 모니터링

OBC의 통신 프로토콜 검증을 위해

CFDP-TASS - OBC 간 송수신된 모든 패킷을 기

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해당 패킷의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③ CFDP 시험 정상상태 시나리오 편집/수행 기능

CFDP 프로토콜의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송

수신 기능 검증을 위해 Metadata PDU, EOF

PDU, ACK/NAK PDU, File data PDU 등을 자

동으로 생성하고, 해당 패킷의 내용을 확인 및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시험 결과

에 따라 OBC가 처리하는 PDU 형태를 변경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PDU의 필드에 대

한 크기, 형태 등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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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CFDP 시험 비정상상태 시나리오 편집/수행

실 통신 환경과 같이 비정상적인 상태(error

환경)에서의 CFDP 프로토콜 동작을 모사하기 위

해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송수신될 특정 PDU를

누락시키거나 PDU 전송 순서를 변경하고, PDU

에 bit 에러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➄ 운용 및 시험 이벤트 및 데이터 로깅

시험 결과 검토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

험 과정 중에 발생한 모든 이벤트(사용자 입력,

PDU 송수신, PDU 누락, 순서 변경, bit 에러 등)

와 PDU에 대한 기록 기능을 제공한다. 또, TM

데이터 검토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AND(Alpha-

Numeric Display)와 GRD(Graphical Display) 형

태로 TM을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4.3 CFDP-TASS GUI 및 동작

개발 중인 CFDP-TASS는 크게 그림 4의 운용

GUI, 그림 5의 시험 GUI, 그림 6의 설정 GUI로

구성되며, 최종 GUI는 구현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도 있다.

4.3.1 CFDP-TASS 운용 GUI

① File Operation Panel

“파일 운용 패널”에서는 기본적인 파일/디렉

토리 생성/제거/변경, 파일 송수신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 패널은 일반적인 FTP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좌측에 local 파일 시스템에 대한 내용

을 표시하고, 우측에 remote 파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다. 이 패널에서는 윈도우 탐색기

와 유사한 형태로 디렉토리를 생성하거나 파일

및 디렉토리 이름을 변경하고, 파일 및 디렉토리

를 삭제할 수 있으며, 드래그앤드롭 기능을 통해

파일의 송수신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상단의

주소창을 통해 자신의 엔터티 ID를 확인하고, 상

대 장비의 엔터티 ID를 입력할 수 있다.

“Configuration” 버튼을 눌러서 CFDP-TASS의

설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설정 화면을 표시할

수 있다.

② Task Viewer

“태스크 뷰어”는 완료된 태스크, 정지된 태스

크, 진행 중인 태스크, 대기 중인 태스크 등을 표

시한다. 이 뷰어를 통해 전송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파일 전송 순서를 변경하거나 파일 전송을

중지/재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태스크를 클릭

하면 “패킷 뷰어”에 상세 정보가 표시된다.

그림 4 CFDP-TASS 운용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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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acket Viewer

“패킷 뷰어”는 선택된 태스크에 대한 상세 정

보를 표시하며, 파일 전송에 대한 TC/TM과

Metadata PDU, EOF PDU, 분할된 file data

PDU 등 모든 연관된 PDU가 목록에 표시된다.

또, 특정 TC/TM 또는 PDU를 클릭하면 하단

“헥사 뷰”에 raw 패킷 정보가 16진수 형태로 표

시된다.

➃ Event Log Viewer

“이벤트 로그 뷰어”는 운용 중에 발생하는 사

항에 대한 내용이 발생한 시간과 함께 기록된다.

이 기록에는 파일 전송이 시작된 시간, 전송되는

파일 종류 등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시험 중에

발생한 오류 사항(PDU 누락 등) 등이 기록되며,

사용자가 설정 창을 통해 변경한 사항도 기록된

다.

4.3.2 CFDP-TASS 시험 GUI

① Packet Editor

“패킷 편집기”는 시험 중 패킷 구조를 용이하

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시험 도중 OBC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구조를 변

경하는 경우, CFDP-TASS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

고 이 편집기를 이용해 처리하는 데이터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한다. 편집 가능한 사항은 필드

추가/삭제, 필드 순서, 필드 크기, 필드 이름 등

이며 외부 편집기에서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XML 형태로 패킷 구조를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

한다.

② Packet Viewer

“패킷 뷰어”는 운용 GUI의 “패킷 뷰어”와 유

사하게 동작한다. 다만, 운용 GUI의 “패킷 뷰어”

는 태스크 기준으로 패킷을 보여주고, 이 “패킷

뷰어”는 태스크와 무관하게 시간 순서로 실제 송

수신한 모든 패킷을 표시한다. 또, “헥사 뷰”에는

패킷 정보가 사용자 선택에 따라 16진수, 10진수,

2진수 등의 형태로 표시되며, 특히 “패킷 편집

기”에서 특정 필드를 선택하면 패킷 정보에서 해

당 위치가 하이라이트되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

용자가 특정 필드에 대한 값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림 5 CFDP-TASS 시험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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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M Viewer

“TM 뷰어”는 수신한 TM에서 특정 값을 용이

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AND 및 GRD 형태로

값을 표시한다.

특히 GRD 형태의 경우 패킷 편집기에서 선택

한 필드에 대해 수신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분

석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값을 그래프 형태로 표

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4.3.3 CFDP-TASS 설정 GUI

설정 GUI에서는 시험을 위한 기본 사항을 설

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시험을 위

해 엔터티 ID와 IP 주소/UDP 포트를 바인딩할

수 있으며, 엔터티 ID의 길이와 트랜잭션 ID의

길이를 가변하여 설정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

한다.

그림 6 CFDP-TASS 설정 GUI

5. 결 론

심우주통신의 경우 통신 환경의 영향으로 비

교적 높은 BER과 긴 전송 지연이 발생하는 특성

을 갖는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된 CCSDS 기준의

데이터 패킷 전송과 함께 CFDP 프로토콜을 사

용해야한다. 이를 위해 현재 OBC 상에서 동작하

는 CFDP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프로

토콜을 검증하고 운용하기 위한 시험 분석 장비

인 CFDP-TASS를 병행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

CFDP-TASS는 다양한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제공하여 운용 및 시험의 편의성과 시험

결과 검토의 용이성을 제공한다. CFDP 및

CFDP-TASS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이

용하여 CFDP 프로토콜의 동작을 검증하고, OBC

의 FSW(Flight Software)의 처리 과정에 대한 시

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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