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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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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development of an avionics system, there is a trend of using commercial

-off-the-shelf(COTS) equipments in order to reduce the development cost and time. In this

paper, we present an implementation of an aircraft mission computer using the objected

oriented software and the COTS equipments. We execute the aircraft guidance software on

the system, and measure the calculation time and the used memory. To compare the

guidance capability of the software program, we implement the same software logic on

DS1104 system. The guidance software program executed on two different systems resulted

in the almost identic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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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항공기에 있어 항공전자 시스템은 항공전

자 기술의 발전과 나날이 증가되는 임무 요구사항

으로 인해 중요도와 비용측면에 있어 그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1-3]. 최근 민간 항공기와 군용항공

기의 항공전자 시스템은 개발 기간과 개발 비용 절

감을 위해 상용 기성품(COTS)를 가능한 활용한 개

방형 시스템 구조(Open System Architecture)를 적

용하는 추세이다[4-8]. Table 1은 이미 개발 완료된

항공우주 시스템에서 실제 사용하였던 항공전자

시스템들의 예이다. 상용 기성품을 이용하여 스마

트무인기의 탑재자료 저장장치를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고, 지상시험과정을 통해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는 것을 보였다[9].

Table 1. Aerospace Mission System

프로세서 메모리
통신

프로토콜
운영체제

개발

환경

초음속

군용기

IMDC

PPC750

266MHz
32MB 1553B VxWorks Tornado

SMS
PPC603e

200/300MHz
64MB 1553B VxWorks Tornado

KOMPSAT1

80C186

12MHz

(16MHz지원)

512KB 1553B VRTX ICE

KOMPSAT2

80C186

12MHz

(33MHz지원)

512KB 1553B VRTX ICE

본 논문에서 상용 기성품은 Intel-core i5-4세대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객체지향 언어인 C#을 이

용하여 유도항법 알고리즘을 구현하였고, 계산시

간과 사용된 메모리를 측정하였다. 비교대상으로

MPC8240 프로세서를 장착한 DS1104와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동일한 유도항법

http://dx.doi.org/10.12985/ksaa.2014.22.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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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구현하였으며, 두 시스템의 경로추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2. 본 론

2.1 시스템 구성 및 개발환경

상용 기성품을 이용한 시스템 개발은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한 Develop PC와 구

현된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Target PC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Target PC는

원하는 서비스를 사용자가 직접 구성할 수 있는

Window Embedded Standard 7을 운영체제로

사용하였다. 상용 기성품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은 항공전자 소프트웨어의 계산시간과 메모리 사

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중점

으로 선정하였다. Target PC의 프로세서는

Intel-core i5-4세대 3.4GHz (64bit)이며, 메모리

용량은 8GB이다. Develop PC에서는 객체지향

언어인 C#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Ethernet으로 Target PC에 실행파일을 전송하며,

Target PC는 이를 수행하여 결과를 다시

Develop PC로 전송한다. Fig. 1은 상용 기성품을

이용한 시스템의 개발 환경이다.

Fig. 1 COTS 시스템 개발 환경

Fig.2는 DS1104이며, PCI BUS로 연결되는 PC

의 운영체계상에서 운영된다. 실시간 인터페이스

인 DS1104는 PowerPC 기술 기반의 실시간 하드

웨어이며[10], Fig. 3은 DS1104를 이용한 시스템

의 개발 환경이고, Fig. 4는 DS1104의 컨트롤

데스크를 나타낸다. Table 2에서는 상용 기성품

을 이용한 시스템과 DS1104를 이용한 시스템을

비교하였다.

Fig. 2 DS1104

Fig. 3 DS1104 시스템 개발 환경

Fig. 4 DS1104 Control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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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based

on COTS
DS1104

프로

세서

Intel-core

i5-4세대

(Quad-core)

3.4GHz

MPC8240

250MHz

메모리 8GB
32MB

SDRAM

개발

환경

Visual C# 2010

Express

Matlab

Simulink

Table 2. Comparison between the System

based on COTS and DS1104

2.2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제작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는 Fig. 5와 같이 추종하

고자 하는 경로 상의 참고점(reference point)을

이용한 유도 항법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유도

항법 알고리즘은 과 참조점이 이루는 각인 

가 0이 되도록 한다[11]. 유도 항법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 조건은 Table 3과 같다.

  

 
 (1)

Aircraft Speed ()  

Distance between the aircraft

and the reference point ()
 

Aircraft heading  (East)

Desired path
Straight

North

Time step () 

Simulation time ( )  sec
Aircraft Initial Position ()    

Table 3. Simulation Condition

Fig. 5 Diagram of Guidance Logic

Fig. 6 Guidance Logic Flowch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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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Guidance Logic (Simulink)

Fig. 7 Guidance Logic Flowch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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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ime History of the Guidance Logic

Fig. 6-7은 유도 항법 알고리즘과 추종하고자

하는 경로와 항공기 위치의 오차, 측정된 계산

시간과 사용된 메모리를 출력하는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Fig. 8은 유도 항법 알고리즘의 시뮬

레이션 결과이다. Fig. 9는 유도 항법 알고리즘을

DS1104에 탑재하기 위해 구성한 시뮬링크 모델

이다.

2.3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은 배정밀도(double precision)의 부

동소수점(floating point) 연산으로 수행되었고, 시

뮬레이션 결과 상용 기성품 프로세서를 이용한 시

스템은 계산시간은 평균 5.5 μsec, 메모리는 평균

약 52.32KB를 사용한다. 상용 기성품 프로세서를

이용한 시스템의 계산시간은 Fig. 10과 같다. Fig.

11은 추종하고자 하는 경로, 상용 기성품 프로세

서를 이용한 시스템에서 계산된 경로, 그리고

DS1104를 이용한 시스템에서 계산된 경로를 나

타낸다. 추종하고자 하는 경로와 각 시스템에서

계산된 경로와의 시간에 따른 경로오차는 Fig. 12

와 같다. Fig. 13은 상용 기성품 프로세서를 이용

한 시스템에서 계산된 경로와 DS1104를 이용한

시스템에서 계산된 경로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

차이가 ∼ 이내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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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ath Comparision between the COTS

and the DS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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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ath Error Comparison between the

COTS and the DS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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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rror of COTS with respect to the

DS1104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임무 컴퓨터를 상용 기

성품으로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은 Intel-core

i5-4세대를 프로세서로 Window Embedded

Standard 7을 운영체계로 사용하였다. 객체지향

언어인 C#을 이용하여 유도항법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으며 계산시간과 사용한 메모리를 측정

하였다. 상용 기성품으로 구현된 항공전자 시스템

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DS1104의 MPC8240

프로세서와 Matlab/Simulink를 사용하여 동일한

유도항법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다. 동일한 유도

항법 소프트웨어를 상용 기성품으로 구현된 항공

전자 시스템과 DS1104에서 실행시킨 결과, 두

시스템은 거의 동일하게 설정된 경로를 추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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