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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성으로 송신하는 원격명령은 실시간 명령과 장 명령, 메모리업로드 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장

명령은 특정한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 명령과 정해진 시간 간격에 따라 수행하는 상 시간 명령으

로 구분할 수 있고, 시간 명령은 성 본체에서 수행하는 명령과 탑재체에서 수행하는 명령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메모리 역에 구분 장된다. 지상으로부터 송된 명령이 정상 으로 장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하여 메모리 덤  명령을 통하여 해당 역의 데이터를 송받는다. 그런데 메모리 

덤 로 받은 원시 데이터는 용량이 크고 연속 인 데이터 패턴으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바로 분석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싱 로그램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성으로부터 송받은 임무명령 장 역

의 원시 데이터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개발된 싱 로그램에 하여 

서술한 것이다.

1. 서론

   인공으로 송신하는 원격명령은 실시간 명령과 장명

령, 메모리업로드 명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실시간 

명령은 바로 수행하는 명령을 말하고, 장명령은 정해진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 명령과 정해진 시간간격에 따

라 일련의 명령을 수행하는 상 시간 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시간 명령은 성 메모리에 장하 다가 해

당 시간이 되면 수행되는 방식으로 운 되는데 정해진 시

간에 맞추어 기동을 하거나, 지상촬 을 하거나, 특정 유

닛을 제어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상 시간 명령 시 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여러 목 으로 사용될 수 있다[3].  

(그림 1) MCSA 명령 장 

   시간 명령은 성 본체에서 수행하는 명령과 탑재

체에서 수행하는 명령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별도의 메모

리 역에 구분 장되는데, 성 본체에서 수행하는 명령

은 시간명령 장 역인 CSA(Command Storage 

Ares)에 장되고, 탑재체에서 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령은 임무명령 장 역인 MCSA (Mission 

Command Storage Ares)에 장된다. 그림 1은 MCSA의 

구조와 MCSA에 련 임무명령들이 장된 를 나타낸 

것이다. MCSA의 각 Index는 실행시간(Week, Hsec), 명

령의 길이(Command Length), “Mission ID”, “Pointer to 

Next”, 명령버퍼(Command Buffer)로 구성된다. Linked 

list 형태의 연결구조로 되어 있고 Index #0에 있는 명령

이 가장 먼  수행되고 이어서 “Pointer to Next“가 가리

키는 명령이 다음 번에 수행될 명령이다. 더 이상 명령이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 명령(Last MCSA Command, 

0x7FF2)임을 나타내고, List에 명령이 없는 경우 음수 값

으로 표시한다. 첫 번째 명령이 수행되면 수행된 명령은 

Linked List의 빈 Slot으로 반환되고 나머지 포인터 값들

은 실행순서에 따라 재설정된다. 명령의 길이(Command 

Length)는 명령버퍼(Command Buffer)에 장되는 명령의 

체 길이를 나타낸다. 명령버퍼에는 실제로 수행되어야 

할 명령들이 장되는 역으로 각 항목이 최  명령길이

(72 Bytes)에 해당하는 크기로 되어 있고, 체 512개의 

명령이 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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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메모리덤 를 통한 MCSA 원시데이터

2. 임무명령 장 역(MCSA) 싱 로그램

   MCSA 역에 생성된 명령들이 정상 으로 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메모리 덤 를 통하여 MCSA

역에 장된 데이터를 받아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2는 

메모리 덤 를 통하여 받은 MCSA 원시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체 크기는 42KB 이상으로 해당 명령들이 정상 으

로 장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해서는 별도의 싱 로

그램이 필요하다. 그림 3은 원시데이터 일을 입력으로 

받아 일 포맷을 체크하고, 체 역을 읽어 MCSA 

역을 도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싱 로그램의 주요 처

리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MCSA 서 주요 처리과정

   그림 4는 MCSA 서 실행 로그램과 MCSA 원시 데

이터 일을 입력으로 받아 MCSA 역을 도시한 수행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MCSA 서 수행결과

   OPEN 버튼을 이용하거나 Drag & Drop 기능을 이용

하여 원시데이터 일을 열면, 일을 읽어 정상 인 경우  

원시데이터 일에 한 기본 정보와 MCSA 역에 장

된 순서 로 명령들이 도시된다. Linked list 연결구조를 

분석하여 각 명령들을 수행시간 순서로 정렬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원시데이터 일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별도 처리 없이 종료한다. 실행결

과를 바로 장하거나 추가 인 편집을 수행할 수도 있다.

3. 결론  

   성으로부터 송받은 임무명령 장 역의 원시 데

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해당 역이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싱 로그램에 하여 서술한 

것이다. 본 로그램은 해당 명령들이 메모리상에 정상

으로 장되었는지를 사용자가 쉽게 단할 수 있도록 하

고, 수행시간 순서로 정렬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장된 

명령들의 수행 순서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로그램은 시험과정에서 시험결과를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성 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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