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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unication Ocean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has the hybrid mission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 ocean monitor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The COMS 

is located at 128.2° East longitude on the geostationary orbit and currently under 

normal operation service since April 2011. For the sake of the executions of the 

meteorological and the ocean mission as well as the satellite control and management, 

the satellite mission planning is daily performed. The satellite mission plans are sent to 

the satellite by the real-time operation and the satellite executes the missions as per the 

mission plans. In this paper the mission planning for COMS normal operation is 

discussed in terms of the ground station configu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daily, 

weekly, monthly, and seasonal mission planning activities. The successful mission 

planning is also confirmed with the first one-year normal operation results.

 

   록

통신, 해양, 기상의 세 분야 복합 임무를 수행하는 천리안 성(Communication Ocean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은 정지궤도 동경 128.2°에서 2011 년 4 월부터 재 정규 

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상  해양 임무 운 과 성 제어  리를 해 성 임

무 계획이 매일 수행되고 있다. 성 임무 계획은 성 실시간 운 을 통해 성에 송되

고, 송된 임무 계획에 따라 성은 임무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천리안 성의 임무

계획 특성으로 지상국 장비 구성과 일일, 주간, 월간, 계 별 운  업무 특성을 논하 다. 

천리안 성의 정규 운  첫 1년간 운  결과에 한 토의를 통해 성공 인 임무계획 결과 

확인도 제시하 다.

 

키워드 : 정지궤도 성(geostationary satellite), 천리안 성 (COMS), 성 운  (satellite 

operation), 임무계획(mission planning), 기상 측(meteorological observation), 해양 

모니터링(ocean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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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통신, 해양, 기상 3분야 복합 임무를 수행하는 

정지궤도 성인 천리안 성이 2003년부터 개발

되어 2010년 6월 27일 오  6시 41분 (한국시간) 

아리안-5 로켓에 실려 남미 랑스령 기아나 꾸

루 발사장에서 성공 으로 발사되었다. 천리안 

성에는 3가지 임무 수행을 해 통신탑재체, 

해양탑재체(GOCI), 기상탑재체(MI)가 탑재되었다
[1-3]

. 천리안 성은 도 약 35800km 상공 정지

궤도에서 동경 128.2도에 치하여 탑재체 임무

에 한 궤도상 시험(In Orbit Test: IOT)을 약 7

개월간에 걸쳐 성공 으로 마치고
[4-6]

 2011년 4월 

1일부터 재까지 정규 임무 운  에 있다.
[7] 

천리안 성 임무의 정규 운 에서 기상  

해양 임무 운 과 성 제어  리를 해 

성 임무 계획이 매일 수행되고 있다. 성 임무 

계획은 성 실시간 운 을 통해 성에 송되

고, 송된 임무 계획에 따라 성은 임무를 수

행한다. 즉, 천리안 성 정규 운 의 임무 계획

은 지구의 기상  해양을 측하는 임무, 성 

궤도  자세 제어 임무, 천리안 성 본체 리 

임무에 한 일정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천리안 성 궤도상 시험  정규 운 의 지구 

측 임무 운 에 한 임무 계획 결과와 성 

상 수신 결과를 통계 으로 처리하여 성 임무 

운  능력과 성 상 수신 역량에 한 분석이 

수행된 바 있지만[6,7] 천리안 성의 임무계획 특

성  결과에 해 충분히 세부 으로 분류되고 

상세히 다루어지지는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천리안 성의 임무계획 특성을 

세부 으로 논하고 천리안 성의 정규 운  첫 1 

년간 임무계획의 상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  천리안 성 임무 계획에 한 지상국 장비 

구성  기능과 임무 일정 수립 과정 등을 기술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천리안 성 제의 통상

인 운  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천리안 성의 

임무계획을 일일, 주간, 월간, 계 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임무계획들에 해 천리안 성 제에서 

요구되는 상세한 특성을 논할 것이다. 끝으로 천

리안 성의 정규 운  첫 1년간 운  결과에 

한 토의를 통해 성공 인 임무계획 결과 확인도 

제시하고자 한다.

2. 임무계획 시스템 구성

성의 임무 수행을 해서는 지상국의 성 

제가 필요하다. 천리안 성은 한국항공우주연

구원(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의 성운 센터(Satellite Operation Center: 

SOC)에 있는 천리안(COMS) 성 제 시스템

(Satellite Ground Control System: SGCS)에 의해 

제되고 있다. 천리안 성 제 시스템(COMS 

SGCS)은 비행동역학 서 시스템(Flight Dynamic 

Subsystem: FDS), 임무 계획 서 시스템 

(Mission Planning Subsystem: MPS), 실시간 운

 서 시스템(Real-Time Operation Subsystem; 

ROS), 원격측정명령송수신기(Telemetry, Tracking 

& Command: TT&C), 보조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다[8]. 보조 시스템들로는 동역학  성 모의 

시스템(Dynamic Satellite Simulator System: 

DSSS), 운  훈련 서 시스템(Operation Training 

Subsystem: OPTS), 천리안 성 조감 시스템

(COMS View)[9]이 있다. 천리안 성 제 시스

템의 구성은 천리안 성 정규운 에  맞게 조정

되어, 개발 단계  궤도상 시험의 시스템들[10,11]

과 조  다르다.

천리안 성 임무계획을 해서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의 임무 계획 서 시스템(MPS)는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의 국가

기상 성센터(National Meteorological Satellite 

Center: NMSC)로부터 기상 측 임무 요청을 받

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의 해양 성센터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KOSC)로부터 해

양 측 임무 요청을 받는다. 그리고 한국항공우

주연구원 FDS로부터 성 궤도  자세 제어 

임무 요청을 받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MP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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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청 임무들 사이 충돌을 검하고 조정하

여 일일 임무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항공우주연

구원 ROS로 송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ROS에서 천리안 성으로 일일 임무 계획 명

령을 송한다. 

임무 계획 서 시스템(MPS)은 3개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고,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그림 

1). 임무 계획 서 시스템(MPS)은 물리 으로 

MPS Web Server, Mission Scheduling 

Subsystem(MSS) Primary, MSS Backup로 구성되

고, 기능 으로 임무 요청 수집(Mission Request 

Gathering), 임무 일정 수립(Mission Scheduling), 

임무 일정 보고(Mission Schedule Reporting)의 

역할을 수행한다. MPS Web Server는 임무 요청 

수집과 임무 일정 보고 기능을 가지고, MSS 

Primary는 임무 일정 수립 기능을 가지고 있다. 

MSS Backup은 MSS Primary의 기능들에 한 

백업을 수행하며, 유사시 MPS Web Server 백업

에도 사용될 수 있다. 먼 , 임무 요청 수집

(Mission Request Gathering)에서는 기상  해

양 사용자로부터 임무 요구 일을 취합하고 취

합된 자료를 처리하여 일정 작성이 가능한 자료 

형태로 만든다. 다음에 임무 일정 수립 (Mission 

Scheduling)에서는 FDS로부터 천체 사건 일정 

정보(Event Prediction Information)와 성 궤도 

 자세 제어 기동 요청(Maneuver Request)를 

달 받고 기상  해양 사용자 임무 요청 자료

와 함께 묶어 임무 일정을 작성하는데, 요청 임

무 일정 보기, 일정 제한  충돌 검사, 요청 일

정 조정, 최종 계획 임무 일정(Mission Schedule) 

일 생성, 임무 명령(Mission Command: 

Mission CMD) 일 생성, 성자료처리용 사건 

일(Event File) 생성, 임무 일정 일 리 등

을 수행한다[12]. 그리고 사용자 임무 요청과 FDS 

요청를 받아 임무 일정 계획을 수립한 후 생성된 

임무 명령 일은 성 송신에 합한 자료 형태

로서 ROS에 달되고, ROS로부터 임무실행로그

(Mission Execution Log)를 달받는다. 마지막으

로 임무 일정 보고(Mission Schedule Reporting) 

부분을 통해 계획 완료된 임무 일정 결과를 기상 

 해양 사용자로 보고하고, 성 자료 처리용 

사건 일(Event File)을 국가기상 성센터

(NMSC)와 성운 센터(SOC)의 상자료수신처

리시스템 (Image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System: IDACS) 그리고 해양 성센터(KOSC)의 

상 처리시스템(IMage Pre-processing System: 

IMPS)으로 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1. 임무 계획 서 시스템(MPS)의 구성도

3. 천리안 성 임무계획 특성

성의 임무 수행을 해서는 지상국의 성 

제가 필요하다. 천리안 성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한국항우주연구원 천리안 성 제 

시스템에 의해 운 되고 있다. 천리안 성 제

를 한 임무계획은 통상 인 운  주기 특성상 

일일, 주간, 월간, 계 별 운  업무에 한 임무

계획들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비상시에는 기

치 않은 성 임무 단으로 인해 일시 으로 일

부 임무계획들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 

천리안 성 임무계획에서는 각각의 임무 시간 표

시에 정세계시(Universal Time Coordinated: 

UTC)를 사용한다. 정세계시는 한국표 시

(Korea Standard Time: KST)보다 9시간 늦다.



항공우주기술 제12권 제2호

166․한국항공우주연구원

3.1 일일 임무계획

천리안 성의 기상  해양 임무 실행을 해 

하루 단 로 사용자들로부터 임무 요청을 받고 

하루 단 로 임무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천리

안 성은 성 자세 제어를 한 성 기동도 

매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게 통상 으로 매일 

매일 수행되어야 하는 일일 임무계획 업무는 천

리안 성 임무계획에서 가장 주요한 업무이다. 

일일 임무계획은 크게 3가지 즉 기상 측 임무 

계획,  해양 측 임무계획, 성 자세 제어 임무

계획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기상 측 임무계획에서는 기상 측 임무의 

운  특성이 반 된 임무 일정 계획을 수립한다. 

천리안 성의 기상 상은 측 역에 따라 5

가지로 나뉘며 구(Full Disk: FD), 확장북반구

(Extended Northern Hemisphere: ENH), 제한남

반구(Limited Southern Hemisphere: LSH), 아시

아북태평양(Asia and Pacific in Northern 

Hemisphere: APNH), 국소지역(Local Area: LA)

으로 정해져 있다
[6]. 그림 2에 각각의 기상 상 

측 역에 한 상 치/크기를 나타내었다. 

LA 

APNH

ENH

LSH

FD 

Korea 

그림 2. 천리안 성 기상 상별 측 역

 

사용자 요구사항에 의하면 기상 측 임무는 

지구 측을 해 3시간 마다 혼합형 구

(Global) 모드 측을 수행하고 두 혼합형 구

모드 측 사이 2시간 30분 동안에는 혼합형 지

역(Regional) 모드 측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

된다. 기상 측 임무 정규 운 에 한 혼합형 

구모드 측은 30분 동안에 “지구 면(FD) + 

국소지역(LA)”의 2개 상으로 되어있고, 혼합형 

지역모드 측은 30분 동안에 “확장북반구(ENH) 

+ 국소지역(LA) + 확장북반구(ENH) + 국소지역

(LA)” 의 4개 상으로 되어있다
[7]

. 그러므로 이

론 으로 가능한 지구 측 기상 상 개수의 최  

한계는 하루 24시간 동안 FD는 8개, ENH는 80

개, LA는 88개이다. 국가기상 성센터(NMSC)의 

기상 측 임무 요청은 매일 최  한계 개수의 

기상 상 일정으로 되어있다(그림 4). 지구 측 

이외에도 기상탑재체 가시 선 채 의 복사 성능 

검을 해 알베도 모니터링(Albedo Monitoring)

을 하루에 1번 (21시30분 경 UTC)수행한다
[13]. 알

베도 모니터링이 수행될 때 해당 시간의 지구

측 기상 상(ENH, LA)은 촬 되지 못 한다.

해양 측 임무계획에는 해양 측 임무의 운  

특성이 반 된다. 천리안 성의 해양 상은 

측 역이 한반도 주변 2500km×2500km의 면 으

로 정해져 있다(그림 3 참조)
[7]. 이 측 역을 1

회 촬 하는데 약 30분이 소요된다. 해양 측 임

무는 매 1시간마다 1회, 00시 15분 (UTC)부터 시

작하여 하루에 8회 주간(한국 시간 기 ) 측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런 운  특성으로 인해 일일 

최  해양 상 개수는 8개로 제한된다. 해양 성

센터(KOSC)의 해양 측 임무 요청도 일일 최  

한계 개수의 해양 상 일정으로 되어있다(그림 4).

 
Figure 7.2/1 : Nominal targe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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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P8 

그림 3. 천리안 성 해양 측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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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천리안 성 기상  해양 측 일일 임무 요청 시(UTC 기 )

성 자세 제어 임무계획에서는 천리안 성의 

자세 제어를 해 필요한 휠오 로딩(Wheel Off 

Loading: WOL)
 기동(Maneuver)[14,15]에 한 임

무 일정을 수립한다. 천리안 성 제에서는 일

반 으로 성 자세 제어를 해서 하루에 WOL

기동을 2번 수행한다. MPS는 FDS로부터 WOL

에 한 임무 일정 정보를 받는다. WOL과 기상

/해양 상은 서로 동시에 수행될 수 없으며 

WOL과 기상/해양 상 일정 충돌 리 규격에 

정의된 우선순 에 따라 어느 한 임무만 수행되

도록 임무 계획이 수립된다. 

3.2 주간 임무계획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획되고 실행되는 주간 

임무 운 으로서 천리안 성은 성 궤도 제어

를 해 치 유지(Station Keeping: SK) 기동

(Maneuver)
[16,17]

을 수행한다. SK 기동은 남북방향 

SK(North South Station Keeping: NSSK) 기동과 

동서방향 SK(East West Station Keeping: EWSK) 

기동의 두 가지가 있다. 천리안 성 제에서는 

일반 으로 성 궤도 제어를 해서 일주일에 

NSSK과 EWSK을 각각 1번씩 수행한다. NSSK과 

EWSK은 서로 다른 날에 수행되며 통상 각각 화

요일과 목요일에 수행되도록 임무계획을 수립하

고 있다. MPS는 FDS로부터 SK에 한 임무 일

정 정보를 받는다. SK과 기상/해양 상은 서로 

동시에 수행될 수 없으며 SK과 기상/해양 상 

일정 충돌 리 규격에 정의된 우선 순 에 따라 

어느 한 임무만 수행되도록 임무 계획이 수립된

다
[18]. SK과 WOL 역시 서로 동시에 수행될 수 

없으며 충돌 리 규격에 따라 어느 한 임무만 

수행되도록 임무 계획이 수립된다.

3.3 월간 임무계획

천리안 성 월간 임무계획은 한 달을 주기로 

수행되는 임무에 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3가지 임무계획이 있다. 즉, 오실 이터 갱신

(oscillator update),  외선 지구 센서(InfraRed 

Earth Sensor: IRES)의 달 가림 표 갱신(Moon 

blinding table update), 기상탑재체의 달 측에 

한 임무 계획이 월간 임무계획으로 수행되고 

있다. 

천리안 성의 성 컴퓨터 유닛(Satellite 

Computer Unit: SCU)에 있는 항성 오실 이터

(sidereal oscillator)와 회귀 오실 이터(tropical 

oscillator)에 의해 성에 한 상 인 태양의 

치가 항상 주기 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다. 이 

2개의 오실 이터들은 태양식 시간 계산, 태양 

센서 운 , 성 자세의 회 력 추산, 외선 지

구 센서(IRES)의 달 가림 시간 계산에 사용된다. 

오실 이터 갱신은 성 컴퓨터 유닛(SCU)의 시

간 표류를 보정하기 해서 지상 명령으로 2개의 

오실 이터를 수정하는 것이다. 오실 이터 갱신

은 4주에 한 번 FDS에 의해 요청되고 임무계획

(MPS)에 의해 성 명령이 생성되어 ROS를 통

해 성으로 송된 후 실시간으로 성에 용

된다. 

외선 지구 센서(IRES)는 자세 제어를 해 

성이 지구를 찾는 데 사용된다. 달이 지구에 

근 해서 외선 지구 센서의 시야에 들어오면, 

달에 의해 외선 지구 센서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선 지구 센서의 시야에서 달

을 가려야 한다. 외선 지구 센서(IRES) 달 가림 

표 갱신(Moon blinding table update)은 달 가림 

시간과 역에 한 새로운 자료를 성으로 

송하여 성에 장되어 있는 과거 자료를 갱신

하는 것이다. 외선 지구 센서 달 가림 표 갱신

도 한 달에 한 번씩 FDS에 의해 요청되고 임무

계획(MPS)에 의해 성 명령이 생성되어 ROS를 

통해 성으로 송된 후 실시간으로 성에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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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 계획 항목 계획 주기 수행 횟수

일일

기상 관측 임무 매일 366일

해양 관측 임무 매일 366일

WOL 2회/일 732회

주간
NSSK 1회/주 54회

EWSK 1회/주 57회

월간

IRES Moon Blinding 

Table Update
1회/월 12회

Oscillators Update 1회/월 12회

달 관측 1회/월 12회

계절별 우주 암흑 관측 1회/분기 5회

표 1. 천리안 성 정규운  첫 1년 임무계획 요약

기상탑재체 가시채  복사성능 변화 측을 

해 달 측이 한 달에 한 번씩 수행된다[19,20]. 

매달 수행되는 달 측은 본 측과 백업 측의 

2번의 측이 이루어지고, 지구 주 에 달이 근

하는 시간에 기상탑재체가 달을 국소지역(LA) 

상으로 촬 하는 것이다. 1번의 달 측에는 

약 50 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달 측이 수행

될 때 해당 시간의 지구 측 기상 상(LA)은 촬

되지 못 한다.

3.4  계 별  임무계획

천리안 성 계 별 임무계획은 한 해의 매 분

기마다 수행되는 임무에 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기상탑재체의 우주 암흑 측(Space 

Dark Imaging)에 한 임무 계획이 계 별 임무

계획에 해당한다. 기상탑재체 외채 의 복사성

능 변화 측을 해 우주 암흑 측이 분기별로 

수행된다
[21]. 우주 암흑 측은 각 분기 마다 본 

측 1번만 수행되고 본 측 결과에 이상이 있

을 경우에만 백업 측을 계획하고 수행하게 된

다. 우주 암흑 측의 본 측 1번에 약 53분이 

소요된다. 이 측은 지구 바깥 부분의 우주 암

흑을 기상탑재체가 동서 방향으로 지구 직경 크

기보다 약간 큰 가느다란 상으로 촬 하여 기

상탑재체 주사경의 동서 방향 각도에 한 복사 

특성 변화를 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주 암흑 

측이 수행될 때 해당 시간의 지구 측 기상

상들(FD, ENH, LA)은 촬 되지 못 한다.

4 . 1차년  정 규 운  임무계획 결과

천리안 성은 약 7개월간의 궤도상 시험을 마

치고 2011년 4월 1일부터 재까지 기상  해양 

측 임무 수행을 해 1년 365일 하루 24시간동

안 쉼 없이 정규 임무 운  에 있다. 천리안

성 정규 임무 운 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의 성운 센터(SOC)에 있는 성 제 시스템

(SGCS)의 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앞 에서 논의한 천리안 성 임무계획 

특성이 반 된 천리안 성의 정규 운  첫 1년간 

운  결과에 한 임무계획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1은 천리안 성 정규 운  첫 1년 

(2011년 4월 ∼ 2012년 3월: 12개월)동안 수행된 

임무계획 결과를 체 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1에서 1년간 임무계획 결과의 수행 횟수가 일일, 

주간, 월간, 계 별로 요구되는 계획 주기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규 운  첫 1년 동안 기상  해양 측에 

한 임무계획 결과를 월별 상 개수로 그림 5와 

6에 나타내었다. 앞서 논의한 기상 상 개수의 

하루 최  한계를 한 달 30일 기 에 용할 경

우, 한 달에 최 로 가능한 상 개수는  FD는 

8☓30=240개, ENH는 80☓30=2400개, LA는 88☓
30=2640개이고 체 기상 상 개수 한계는 한 

달에 5280개이다. 마찬가지로 해양 상 개수의 

한 달(30일) 최  한계는 8☓30=240개이다. 그림 

5와 6에 보이는 월별 상 개수의 차이는 주로 

각 월의 일수가 다르기 때문이고, 임무 충돌에 

의해 취소되는 상의 월별 편차는 상 으로 

아주 다. 정규 운  첫 1년 동안 통상 인 임

무계획 업무에 일어나는 임무 충돌로 인해 취소

되는 기상  해양 상들이외의 그 어떠한 임무

계획  명령 송의 실패도 없었으며 성의 임

무 실행 실패 한 발생한 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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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do Monitoring

WOL

그림 7. 천리안 성 일일 임무 계획 시(UTC 기 )

그림 5. 천리안 성 1차년 정규 운 의 기상 

상(FD, ENH, LA) 임무계획 결과

그림 6. 천리안 성 1차년 정규 운 의 해양 (GOCI) 

상 임무계획 결과

본 논문의 한정된 지면 계상, 일일, 주간, 월

간, 계 별 임무계획 결과를 각 경우에 한 

표 인 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일일, 주간, 월간, 계 별 임무 계획 일정에 한 

시가 그림 7~11에 제시되었다. 

먼  매일 매일의 임무계획에 항상 포함되는 

기상 상, 해양 상, 알베도 모니터링(Albedo 

Monitoring), WOL들에 한 계획이 수립되는 일

일 임무계획의 결과가 그림 7에 보이고 있다. 그

림 7의 임무 계획 일정에서 2개의 WOL에 의해 

ENH 2개가 취소되고, 추가로 ENH 2개 신에 

알베도 모니터링이 실행되므로 총 4개의 ENH가 

취소되어, 하루 24시간 동안 FD는 8개, ENH는 

76개, LA는 88개로서 총 기상 상은 172개다. 

그림 7에서 해양 상 취소는 하나도 없이 8개 

모든 해양 임무들이 수행된다.

주간 임무계획에 한 시로서 NSSK가 있는 

임무계획 일정을 그림 8에 제시하 다. 그림 8의 

임무 일정에서 기상 상, 해양 상, 알베도 모

니터링, WOL 이외에 NSSK가 추가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임무 충돌이 발생하고 추가

으로 FD, ENH, LA가 각각 1개씩 취소되고 해양 

상도 1개 취소되었다. 이 경우 알베도 모니터

링에 의해 ENH가 1개만 취소되었다. 따라서 하

루 24시간 동안 FD는 7개, ENH는 76개, LA는 

87개로써 총 기상 상은 170개가 실행되었고 해

양 상은 7개가 실행되었다.

월간 임무계획의 오실 이터 갱신(oscillator 

update)과 외선 지구 센서(IRES)의 달 가림 표 

갱신(Moon blinding table update)에 한 시

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9에 오실 이터 

갱신을 수행하는 일정과 외선 지구 센서(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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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 LA, ENH and GOCI images are canceled.

NSSK

그림 8. 천리안 성 주간 임무 계획 시(NSSK으로 인한 기상과 해양 상 취소, UTC 기 )

IRES Moon Blinding

Oscillator update

그림 9. 천리안 성 월간 임무 계획의 오실 이터 갱신(oscillator update)과 외선 지구 센서(IRES)의 달 가림 

표 갱신(Moon blinding table update)에 한 시(UTC 기 )

Moon Image

그림 10. 천리안 성 월간 임무 계획의 달 측 시(UTC 기 )

Dark Images

그림 11. 천리안 성 계 별 임무 계획의 우주 암흑 측 시(UTC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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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달 가림이 발생하는 일정이 나타나있고 이 일

정들에 맞추어 이 2개의 월간 임무들이 수행된

다. 이 2개의 월간 임무들은 일정상 기상  해

양 측 임무와 상 없이 수행되고 성 자세  

궤도 제어 임무와도 충돌 없이 실행된다.

기상 임무 에서 월간 임무계획으로 수행되

는 달 측에 한 임무 계획의 시를 그림 10

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0에서 2개의 달 측들

(본 측과 백업 측)이 LA 상 신에 수행

된다.

마지막으로, 계 별 임무 계획에 해당하는 우

주 암흑 측에 한 임무계획의 결과가 그림 11

의 시에 제시되었다. 그림 11에서 우주 암흑 

측으로 인해 기상 임무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

하여 그 결과 FD, ENH, LA 상이 각각 1, 2, 

3개씩 측되지 못한다. 이 경우 WOL에 의해 

ENH 2개가 알베도 모니터링 때문에 ENH 1개

가 취소되므로, 하루 24시간 동안 FD는 7개, 

ENH는 75개, LA는 85개로써 총 기상 상은 

167개가 실행되었고 해양 상은 8개 모두가 실

행되었다.

이상과 같이 표1과 그림 5~11에서 천리안 성 

정규 운  첫 1년 동안 임무계획이 성공 이고 

안정 으로 잘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 결   론

천리안 성(COMS)은 정지궤도 동경 128.2°에

서 2011년 4 월부터 재 정규 운  임무를 수행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천리안 성의 임무계

획 특성을 세부 으로 논하고 천리안 성의 정규 

운  첫 1년간 성공 인 임무계획의 상세 결과를 

제시하 다.

천리안 성 임무계획을 수행하는 한국항공우

주연구원의 임무 계획 서 시스템(MPS)은 물리

으로 MPS Web Server, Mission Scheduling 

Subsystem(MSS) Primary, MSS Backup로 구성되

고, 기능 으로 임무 요청 수집(Mission Request 

Gathering), 임무 일정 수립(Mission Scheduling), 

임무 일정 보고(Mission Schedule Reporting)의 

역할을 수행한다.

천리안 성 제를 한 임무계획을 통상

인 운  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일일, 주간, 월간, 

계 별 운  업무에 한 임무계획들로 분류하

고, 일일, 주간, 월간, 계 별 임무계획들의 각각

에 해 천리안 성 제에서 요구되는 상세한 

특성을 논하 다. 

천리안 성 정규 운  첫 1년(2011년 4월 ∼ 

2012년 3월: 12개월) 동안 임무계획의 결과를 제

공하 고, 일일, 주간, 월간, 계 별 임무계획 결

과들에 한 토의를 통해 천리안 성 임무계획이 

성공 이고 안정 으로 잘 수행되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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