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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 나침반,
GPS와 SBAS
“ 안전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의 출발점 ”

국토교통부 제2차관 여형구

생명체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생존의
기본인 안전은 물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 착륙 당 신호 오류가 1회 이하일 만큼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용기의 출발점이 된다. 지형지물이 없는 바다가 고대와

이 같은 정확도를 바탕으로 항공기 사고는 75%를 줄일

중세 인류에게‘세상의 끝’
이거나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은

수 있고, 연료는 연간 4만 2천 배럴, 탄소 배출량은 연간

위치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5만 3천 톤이 절감될 수 있으며 항공기 지연과 결항 감소

공포의 바다에서 지중해 문화를 꽃피운 고대 페니키아

등으로 연간 347억 원의 편익과 4,514명의 일자리 창출

인들에게는 별과 바람을 위치정보 파악에 활용하는 지혜가

효과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SBAS를 활용하면 항공기

있었고, 인도와 아프리카까지 대항해를 해냈다는 명나라에는

자동 이착륙은 물론 육·해상 교통수단의 안전성 확보가

나침반이라는 훌륭한 위치정보 도구가 있었다. 나침반이

가능하고, 해양 분야에서는 유조선 충돌 등 선박사고로

발명돼 항해술이 큰 진보를 이루기 전만 해도 선박들은

인한 환경파괴도 예방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귀항할 육지가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위치정보 부재에

항공, 해양은 물론, 교통, 정보통신, 물류, 응급구조 등

따른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래서 북극성 같은 별자리에

모든 분야로 활용을 확대하고 있어 미래의 생활혁명을

의존해 위치를 확인했고, 육지의 텃새를 쫓아가기도 했다.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안전운항은 물론, 전쟁 승리와 경제적 이익 창출을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9월 SBAS 개발을 공식 선언했으며,

위해서도 정확한 위치정보 확보는 항상 과제가 아닐 수

오는 10월 30일 개발에 착수한다. SBAS는 GPS를 이용

없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별이나 새 대신 인공위성을

하는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무료

활용한다.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위성항법장치(GPS)는 가장

2018년 시범서비스 뒤 2022년 SBAS 신호가 우리나라

보편적이긴 하지만, 17~37m까지 오차가 생기는 단점이

전 공역에 방송되면 항공기가 야간뿐 아니라 기상악화

있다. 정밀 유도기술이 필수적인 항공 분야에서는 사용에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모바일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동차 운전자들조차 오차 폭이

IT의 융·복합 기술 개발이 본격화하면 편리한 교통수단

너무 크다며 불만이 큰 지경이니 정확도 개선은 시급한

확보, 실내 위치추적, 맞춤형 쇼핑, 응급구조, 노약자 보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미아 찾기 등 가히 혁명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SBAS는 단순히 항공기 운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분야가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 Satellite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이며, 한국형 독자 위성항법시

Based Augmentation System)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스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만큼 다양한

(ICAO)는 이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고, 2025년까지 전 세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운영을 목표로 각국에 적용을 권고했다. 미국, 유럽, 일본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고, 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개발에

일본 등에 이어 세계 7번째 SBAS 보유국이 된다. 머지

한창이다.

않아 SBAS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고, 창조적

이 기술은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1m 이내의
초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항공기에 적용되면 500만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 국민생활의 품격이 한층 높아지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헤럴드경제 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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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실장 최정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GPS는 가장 보편적인 위치정보시스템

Navigation, Timing : 측위, 항법, 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이긴 하지만, 위치 오차(17~37m)가 크고 신뢰성이 낮아 정밀

통신 인프라로 개발됨에 따라 2022년 SBAS 신호가 우리나라

위치파악이 필수적인 항공 분야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전공역에 방송이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 Satellite Based Augmen

육·해상 교통수단 및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 사용자

tation System)은 GPS 위치오차를 1m 이내로 개선하여 정밀한

들은 기존 GPS보다 10배 정확한 위치정보를 활용하게 되므로

위치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함으로써 항공기의 정밀한 착륙을 가능

단순 길찾기 중심의 위치기반서비스가 노약자 보호, 미아찾기,

하게 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항공분야 표준시스템

통행료 부과 등 한 차원 높은 더욱 다양한 서비스로 변화하게

으로 지정한 바 있다.

되어 실로 전 국민이 SBAS의 편의를 누리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9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미국과 유럽은 현재 자국의 영역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SBAS

개발을 공식 선언한 이후, 사업자 공모 및 평가 절차를 거쳐 한

서비스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

이러한 논의는 ICAO와 UN 산하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

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초정밀

International Committee on GNSS)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GPS 보정시스템(SBAS) 개발 사업을 금년도 10월 30일 착수했다.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오직 SBAS를 포함한 위성항법시스템을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개발 구축 과제의 최종목표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개발 착수
- 2018년 시험서비스, 모든 GPS 이용분야에 무료 제공 -

전 세계의 항공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ICAO가 정한 엄격한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개발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도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개발이다.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인도, 중국에 이은 7번째 위성항법서비스

2014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8년간 3단계에 걸쳐 수행

제공국이 되어 이들 국가와 동등한 위치에서 국제위성항법 정책

되고, 총 개발예산은 1,280억 원으로 국토교통부 1,212억 원과

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SBAS 기준국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부 68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

이것은 위성항법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은 2018년 시험서비스를 시작

뿐만 아니라 미래 정보통신 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위성항법시스템

으로 2022년 정식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인공위성을 통하여

시장 진출에 필요한 굳건한 교두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특성상 GPS를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추가

15세기 대항해 시대에 작은 섬나라 영국은 나침반과 항해용

단말기 구매 없이 단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활용이 가능

시계를 발명하여 해가지지 않는 영토를 확보하였다. 위성항법

하다.

시스템은 21세기 우주시대의 나침반과 항해시계이며, 초정밀

우리나라의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은 단순한 항공기의
운항을 위한 항행시설만이 아닌 국가의 PNT(Positioning,

6

보유한 국가들만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GPS 보정시스템(SBAS)의 성공적 개발과 구축은 우리나라의
국력을 전 세계로 신장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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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S 최신 국제동향

(참조 : http://www.navipedia.net)

성명 : 남기욱
소속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SBAS사업단
주소 :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연락처 : 042-860-2365
이메일 : gwnam@kari.re.kr
홈페이지 : http://www.kari.re.kr

<전세계 SBAS 분포도>

국외 동향

2008년까지 진행되었으며 LPV (Localizer Performance
with Vertical guidance) FOC (Full Operational

전세계적으로 구축된 SBAS 종류는 미국 WAAS (Wide

Capability)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3단계는 2009년부터

Area Agumentation System), 유럽 EGNOS (European

2013년까지 진행되었으며, LPV-200 서비스 제공 및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일본 MSAS

GEO 레인징 기능 제공을 개시하였다.

(MTSAT Satellite-based Augmentation System), 인도
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는 위

은 기준국에서 획득한 위성항법 신호를 활용하여 GPS 보

성기반 위성항법 보강시스템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정정보 (Correction Information) 및 무결성정보 (Integrity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Information) 생성한다. 중앙국에서 생성된 보정정보 및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1]. 위성항법시스

무결성정보는 위성통신국을 통하여 정지궤도위성에 전송

템 (GNSS: Global Navi gation Satellite System)은 정

되고, 정지궤도 위성은 이를 항공기에 전송한다.

확성, 무결성 등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요구 성능을 만

GAGAN (GPS Aided GEO Augmented Navigation)이 있다.
러시아 SDCM (System for Differential Correction and
Monitoring), 남미의 SACCSA (Solucion de Aumentacion
para Caribe, Centro y Sudamerica), 남아프리카의 AFI
(Africa-Indian Ocean) 등은 현재 구축 중이거나 구축 계
획 단계이다[3].

족할 수 없어, 항행안전시설로 직접 사용될 수 없으며, 보
강항법시스템 (Augmentation System) 사용이 필수적이

(1) 미국 WAAS (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다. 위성항법 보강시스템 종류로 지상기반 보강시스템
(GBAS : 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 위성
기반 보강시스템 (SBAS :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항공기반 보강시스템 (ABAS : Aircraft Based
Augmentation System)이 있다.
SBAS는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하여 항공기에 위성항법
신호의 보정정보와 무결성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2].
SBAS는 기준국, 중앙처리국, 위성통신국, 통합운영국으로
구성된다. 위성항법 신호를 기준국에서 획득하고, 중앙국

8

(참조 : http://www.faa.gov)

WAAS는 북미 지역을 서비스 범위로 하며 미연방항공
<WAAS 시스템 구성도>

국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개발
을 주관하고 Raytheon이 시스템 제작하였다. 현재 정지궤

미국 FAA는 2014년부터 2044년까지 이중주파수 시스

도 위성 3기, 기준국 38기, 중앙처리국 3기, 위성통신국 6

템 WAAS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2016년까지

기, 통합운영국 2기로 구성되어 있다.

Safety Computer, 통신 네트워크, 기준국 수신기를 개선

WAAS는 3단계로 개발 되었으며, 1단계는 2003 년까지

할 예정이며, 더 이상 새로운 CAT-I ILS 발행하지 않을

수행되었으며, 1단계 결과로 IOC (Initial Operational

예정이다. 또한 2016년에 향후 ILS 운영 계획을 결정할 예

Capability)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단계는 2003년부터

정이다[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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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EGNOS
(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밀한 서비스 도래 및 유럽의 산업체들이 GNSS 기술 유지
등을 위해 EGNOS 차세대 버전을 준비 중이다.
EGNOS 차세대 버전 시제 제작을 통해 갈릴레오 궤도내

EGNOS는 유럽 지역을 서비스 범위로 하며 EC (European

시험위성 감시, ESA (European Space Agency)의

Commission)에서 개발 주관하고, Thales가 시스템 제작

EGEP (European GNSS Evolution Programme)를 통

하였다. 현재 정지궤도위성 3기, 기준국 39기, 위성통신국

해 차세대 버전에 대한 시스템 연구, 테스트베드를 통한

6기, 중앙처리국 4기, 통합운영국4기, 지원국 2기로 구성

CAT-I 고무결성 시연 등의 연구개발 진행은 물론

되어 있다.

EGNOS 서비스 지역을 아프리카로의 확장 연구 프로젝트

2003년 시험 신호 방송 시작하였으며, 2005년 초기 운
영단계 (Initial Operation Phase) 시작하였고, 2009년
Non Safety-of-Life (SoL) 용 EGNOS 공개서비스 무료

를 진행 중이다.
(3) 일본 MSAS
(MTSAT satellite-based augmentation system)

(참조 : MSAS Status, 2014)

제공하였다.
<MSAS 예상 성능 개선>

2014년에는 APV-I 서비스 가용도 증대 및 첫 LPV-

MSAS는 일본 운수성 항공국 (JCAB : Japan Civil

200 서비스 품질 시험 수행하였다. 2014년 9월 현재,

Aviation Bureau)에서 개발을 주관하였으며, NEC가 체

의 어려움에 원인이 있다.

호를 이용한 비행시험을 수행하고, 각 요소들에 대한 유지

SBAS LPV 절차가 마련된 국가는 프랑스 등 12개국 공항

계를 담당하고, Raytheon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정지궤

향후 보정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APV-I 급의 수직 정확

및 성능 향상을 수행하며 시스템 성능에 대한 지속적인 감

규모는 86개, 마련된 LPV 절차수는 176개이고 2018년까

도 상에서 다목적 위성인 MTSAT (Multi-functional

도 성능 달성을 목표로 10개소의 GMS를 추가하여 최대

시 및 이온층 모델 업그레이드 및 구현, 무결성 위협분석,

지 13개국에서 431개 절차가 만들어질 것으로 계획이다.

Transport Satellite)를 이용하여 항공관제 및 항법, 기상

16개소로 확대 예정이며, 일본 자국의 전리층 모델을 반영

APV-I 급 시스템 인증 및 서비스 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EGNOS용 신규 정지궤도 위성 2기(ASTRA-4B/-

관측 임무 등을 수행하도록 기획되었다. 4개의 GMS

한 핵심 알고리즘을 반영 예정이다. 이때 인프라 개선을 통

5B)가 발사된 상태로 이를 현재 운용중인 ARTEMIS위성

(Ground Monitor Station), 2개의 MRS (Monitor and

해 예측되는 서비스 성능 변화 (시뮬레이션 예측)는 그림 8

과 인마셋 3F2 위성을 대체할 계획이다. ASTRA-4B위성

Ranging Station), 2개의 MCS (Master Control

과 같다. 그리고 2020년 수명이 끝나는 정지궤도 위성 1기

은 2015년 하반기에 운영에 들어가고 5B는 2016년 하반기

Station), 2개의 정지궤도 위성으로 구성되며, MCS는

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에 운용에 들어간 뒤 2021년에는 EGNOS 차세대 버전 운

GMS 기능을 포함하므로 일본 내에 총 6개의 모니터링 지

용에 이용될 계획이다.

상국 보유하고 있다. MRS는 정지궤도 위성의 정확한 궤도

유럽의회 및 GSA (GNSS Agency) 주관으로 갈릴레오

정보 생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4) 인도 GAGAN
(GPS Aided Geo Augmented Navigation)

(5) 중국 BDSBAS
(BeiDou Satellite-based Augmentation System)
BDSBAS는 중국의 독자위성항법시스템인 BeiDou를 포
함한 GPS, GLONASS, Galileo를 위한 단일, 이중 주파수
보정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개발 서비스는 ICAO
표준을 준수 예정이다. 20개의 시험용 지상국을 구축하여

에 SoL 보정정보 제공, 신규 GPS 신호 등장, 위성의 신규

2005년 여름부터 시험신호 방송 시작하였으며, 2007년

GAGAN은 인도 우주연구기구 (ISRO : Indian Space

배치, 타 SBAS 시스템 등장 및 현대화, 강건하면서도 고정

NPA (Non Precision Approach) IOC 서비스 제공하고,

Research Organization)가 개발을 주관하였으며,

항공용으로 승인받았다. 현재 RNP (Required Navigation

Raytheon이 시스템 제작하였다. GAGAN 시스템은 기준

Performance) 0.3급 NPA 서비스 제공 중이다. APV-I

국 15식, 중앙처리국 2식, 위성통신국 3식, 정지궤도 위성

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리층 모델 개발

3식, 4개의 데이터 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궤도

BeiDou/GPS 광역 보정정보를 생성하고,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

위성인 GSAT의 인도 페이로드 (Indian Payload)를 이용
하여 보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GAGAN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술검증 모델을
개발하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운용시스템을 개발히고
있다. 2013년 12월, GAGAN에 대한 RNP 0.1 서비스 레
벨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졌고, 2014년 2월에 En-Route
운용에 대한 시험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분기에 APV-I
(참조 : http://www.egnos-portal.eu)

<EGNOS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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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MSAS Status, 2014)

<MSAS 시스템 구성도>

급 서비스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당국은 GAGAN 접근절차를 개발하고, GAGAN 신

(참조 : Development of the BeiDou Satellite-Based Augmentation System, 2014)

<그림 9. BDSBAS 개발을 위한 인프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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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BAS는 2012년 12월부터 보정 메시지를 위성 방송

of the BeiDou Satellite-Based Augmentation System”
,

을 통해 시험 중이며, GPS L1 보정 정확도는 3미터 이내

일본 ENRI의 Take SAKAI는 "MSAS", 한국 한국항공우

이고, 무결성, 연속성, 가용성 성능은 현재 향상 중이다.

주연구원의 SBAS 사업단 남기욱 단장은“History and

10억분의 1초와의 싸움

Plan for K-BAS”제목으로 각국 SBAS 사업 현황을 발

- 항공용 다변측정감시시스템(MLAT) 개발

향후 2014년에 BeiDou 보정성능 평가를 하며, 2014부
터 2015년까지 이중주파수 SBAS 서비스 표준화 활동에

표하고 정보를 공유하였다.

참여하고, 2018년에 시험 서비스를 위한 첫 번째
BDSBAS 정지궤도 위성 발사할 예정이다. 2020년에 3기

맺음말

의 BDSBAS 정지궤도 위성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5년까지 국제 공조를 통해 SBAS 서비스 범위 확대할
예정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약에 기반한 SBAS 시스템의 전세

MLAT 개발 개요

계 개발 동향과 국내 사업 착수 현황을 본 자료에서 정리하
였다. SBAS 종류는 미국 WAAS, 유럽 EGNOS, 일본

국내 동향

항공용 다변감시측정시스템(MLAT) 개발의 목표는 공항용 감시시스템LAM(Local

MSAS, 인도 GAGAN 이 있으며, 현재 대부분 국가는

Area Multilateration) 및 항공로용 감시시스템 WAM(Wide Area Multilateration)

APV-I 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CAT-I 급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유럽 및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차세대 항공감시시스

국내 SBAS 사업은 2011년 8월 사업의 타당성 정밀조사

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은 2014년 10월 SBAS

템으로 다변측정(Multilateration)감시시스템 연구를 시작하여 2000년 초부터 시범운

및 추진계획 등을 도출하기 위한 기획연구가 착수되어 정

사업을 공식적으로 착수하였으며, 향후 8년간 APV-I급

용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을 전후로 공항감시 및 레이더 음영지역 보완용으로 본격적

책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2

SoL 서비스를 위한 SBAS 개발과 CAT-I 급 시험운영을

인 구축이 시작되었고 현재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여 2013년 8월 30일

위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MLAT시스템은 그림 1에서와 같이 다수의 수신기(RU)와 중앙처리장치(CPS) 등으

사업의 추진이 최종 결정되었다.

로 구성되어 항공기로부터 송출되는 전파의 도착 시간을 검출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정

2013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로 지적된 국외 기술

밀하게 알아낼 수 있다.

협력 체계 및 인증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가 수행

MLAT기술 적용을 위하여 기존 항공기의 장비를 개조하거나 별도의 장비를 장착할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4년 9월 사업 시행이 공고되

필요가 없으며 수신기의 설치 위치를 조정하여 쉽게 음역 지역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었고, 2014년 10월 사업단 총괄기관 및 핵심주관기관이 선

항공기에서 송출하는 전파의 검출 시간만을 가지고 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항공기가

정되어 본격적으로 과제가 착수되게 되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이즈 등으로 인한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항
공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국내 SBAS의 사업 목표는 APV-I급 SoL 서비스를 위
한 SBAS 개발과 CAT-I 급 시험운영을 위한 기술개발이
며, 2014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앞서 위성항법 주요 국제학
회인 ISGNSS (International Symposium o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에 특별 세션을 2014년 10
월 22일에 개최하여“SBAS의 현황 및 미래”
라는 주제로
전세계 SBAS 전문가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Per ENGE 교수는“Space based
Augmentation Systems:Present and Future”
, 미국
FAA의 Deane BUNCE는“WAAS History and Status”
,유
럽 EESA의 Didier FLAMENT는“EGNOS System History
and Status”
, 인도 ISRO의 A.S. GANESHAN는“GAGANGPS Aided Geo Augumented Navigation”
, 중국 China
Satellite Navigation Office의 Jum Shen은“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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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AT 기술개발 과제는 2013년 6월부터 ㈜우리별 등 6

도착시간(TOA)과 중앙처리장치에서 각 수신기 간에 신호

개 기관이 참여하여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개발 3차년도인

도착시간의 차(TDOA)를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하고 계산

2015년 하반기에 Test Bed공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

되는가 하는 것이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며 본 과제의 성

험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다.

패를 좌우한다.

MLAT 개발 핵심 사항
MLAT개발의 핵심 기술은 항공기로부터 송출되는 전파
의 도착시간과 전파의 이동속도를 가지고 항공기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MLAT개발의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정밀한 신호도착시간(TOA : Time Of Arrival) 측정
항공기에 송출되는 전파의 전송속도는 1초에 30만 Km
를 이동한다. 즉 10억분의 1초(1nsec)에 30cm를 이동한다

그림 2는 2개의 수신기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각 수신
기의 신호도착시간(TOA)과 수신기 간에 신호도착시간의
차(TDOA)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추정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는 뜻이며, 수신기에서 신호의 도착시간 측정 시 오차가
1nsec 발생하면 거리의 편차가 30cm 발생함을 의미한다.
수신기에서는 신호검출시간(TOA)의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그림 4. 중앙처리장치 구성도>

있도록 클럭 및 검출알고리즘의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수신기 S1과 수신기 S2에서의 신호도착시간(TOA)이 동
일하다면 즉 t1=t2이고, △t=t2-t1=0이라면 항공기의 위

2) 수신기 간에 시각동기 확보

3) 신호도착시간의 차이(TDOA : Time Difference Of
Arrival)를 이용한 항공기의 좌표 계산

5) 기준 트랜스폰더를 이용한 수신기 시각동기

치는 S1과 S2로부터 동일한 위치에 존재할 것이다.(녹색

각각의 수신기가 아무리 정밀하게 신호도착시간(TOA)

중앙처리장치는 다수의 수신기로부터 정밀한 신호도착

수신기의 클럭 정밀도 확보, 수신기 간에 시각동기 확보

점선) 반면 항공기가 수신기 S1에 가까이 있고 수신기 S2

을 검출하더라도 수신기 간에 시각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으

시각(TOA)이 포함된 정보를 입력 받고, 측위 알고리즘을

등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더

로부터 멀리 있다면 즉 △t=t2-t1=t(nsec)라면 항공기는

면 중앙처리장치에서 수신기 간에 신호도착시간의 차

이용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계산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아가 중앙처리장치에서는 기준 트랜스폰더를 이용하여

두 수신기 간의 거리 차 즉 시간차에 전파 전달속도를 곱한

(TDOA)를 계산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

작업이다.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오류가

수신기의 시각동기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중앙처리장치는

값 t×3×108m인 위치에 존재할 것이다(주황색 점선).

하여 정밀도가 높은 자체 클럭 확보, GPS를 이용한 시각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오류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알

이미 기준 트랜스폰더와 수신기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기

동기 기술, 기준 트랜스폰더를 이용한 시각동기 기술 적용

고리즘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과제라

준 트랜스폰더가 송출하는 신호에 대하여 각 수신기가 검

등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출하여야 할 신호도착시간(TOA)을 사전에 계산할 수 있

두 지점 간의 거리차가 일정한 위치는 그림3과 같이 쌍
곡선의 형태로 표시되며, 4개의 수신기가 있는 경우는 각
지점 간의 거리차를 나타내는 3개의 쌍곡선이 만들어지며,
이 3개의 쌍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항공기의 좌표가 된다.
위와 같이 MLAT에서는 각 수신기에서 검출하는 신호의

이를 위하여 실험실에서도 실제 운용환경과 비슷한 수준

다. 중앙처리장치에서는 기준 트랜스폰더 출력에 대한 각

의 오류원인을 발생시키는 가상의 수신기 시뮬레이터 및

수신기에서 오는 TOA정보와 자신이 계산한 해당 수신기

측위검출 알고리즘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자동

의 TOA정보를 비교하여 수신기의 시각동기 오차를 인지

으로 찾기 위한 알고리즘 자동화 테스트 소프트웨어의 개

하고 이를 TDOA 계산에 반영하여 항공기의 위치 측정오

발을 추진하고 있다.

차를 보정할 수 있다.

4) 필요한 항공기만 응답하게 하는 질문 기술

맺음말

MLAT 시스템을 Active 모드로 운용할 때 질문기가 항

그림 출처: Wide Area Multilateration 2008.02, Comsoft

<그림 2. TOA와 TDOA를 이용한 항공기의 위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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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Principle of Multilateration 2006 Thales

<그림 3. TDOA 쌍곡선 상에서의 항공기의 위치 추정>

공기로 질문을 송출하고, 이 질문에 대하여 항공기가 응답

현재 MLAT개발은 상세설계 단계이며 이후 구성품을 제

하고, 수신기들이 이 신호를 검출하여 중앙처리장치로 전

작하여 구성품 단위시험 및 구성품 간의 연동 시험을 한 후

달하면 순조롭게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나 질문

에 시스템 통합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성,

을 받은 항공기가 다수이고, 모두 다 동시에 응답한다면 신

기능, 성능을 검증한다. 2차년도에 Test Bed용 공항을 선

호의 충돌 현상이 발생하여 수신기에서부터 정상적인 신호

정하고, 3차년도에 Test Bed를 구축하여 기술시험 및 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질문기에서는 질문신호

용시험을 실시한다. 이후 시범 운용을 통하여 안정성 및 운

출력 레벨 제어, 섹터안테나 적용 등의 방법으로 선택된 항

용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성능적합 증명을 취득한다.

공기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공항은 이미 MLAT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용 중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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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지원시설 등을 이용한 공항수용량 확대방안 분석
- 최근 수용량 증대를 계획 중인 공항사례 등을 바탕으로 국내 적용방안 마련 -

성명 : 양창생
소속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그림 5. MLAT 시스템 시험 계획>

주소 : 세종자치시 첫마을@ 111동 1501호
연락처 : 044-201-4364

인천, 김포, 양양 공항인 경우는 제품 및 사업자가 선정되

외제품과의 경쟁이 가능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하여 노

어 구축을 진행 중이다. 청주 공항의 경우는 군에서 MLAT

력하고 있다.

이메일 : cnscodi@korea.kr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가 완료되었으며 다른 국내공항 역시
MLAT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아쉽게도 현재 국내에서 운
용 중이거나 구축이 추진 중인 제품은 모두 해외시스템이
다. 중국의 경우 2020년까지 지금보다 약 30개의 공항을
추가로 건설하여 총 220여 개의 공항을 확보한다는 계획
이다. 이에 따라 MLAT 개발 참여기관에서는 국내 시장뿐
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시장 판매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해

[참고문헌]
[1] 항공용 다변측정감시시스템(MLAT) 연구개발계획서 ,2014.06, ㈜우리별
[2] Wide Area Multilateration, 2008, Comsoft
[3] MAGS Multilateration Air Ground Surveillance system and
EUROCAT Air Traffic Management System, 2006,THALES
[4] 2020년 중국민용공항 구축 계획, 2014, 중국민용항공총국
(www.caac.gov.cn)

공항 수용량과 시설규모의 관계
최근 공항의 수용량을 늘이기 위해 각국은 시설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체계
전환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과 경쟁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두바이공항과 북
경공항을 토대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바이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비즈니스 허브공항을 자랑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인
천공항과 중국 북경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을 내세우고 있어 여객처리 실적 등에 있어
경쟁적 관계에 있으며, 이들 공항은 공항의 수용량 확대를 위해 증설 또는 신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 국내선+국제선, 출발+도착 기준(공통)

<북경, 두바이, 인천공항 처리실적 및 시설규모 비교>
<그림 6. 2014년 국토교통기술대전 참가>

여기서 국제공항협회(ACI)의 2012년도 국제공항 실적을 살펴보면 두바이공항은 여객
처리 약 5.8천만 명으로 세계 10위, 항공기 운항은 약 34만 대로 세계 35위의 처리실적
을 보인 반면 인천공항은 여객처리 3.9천만 명으로 세계 29위, 항공기 운항은 약 25.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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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세계 공항 64위에 이르고 있다.
반면, 공항시설은 두바이공항이 2본의 활주로, 인천공항은 3본의 활주로를
운영하고 있는 등 시설의 규모와 용량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항공기 규모,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 등이 달라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바이공항과 인천공항의 단순시설 등을 비교할 때 두바이공항이 좀 더 효율
<북경 신공항>

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에 하나인 북경공항은 인천공항과 비교
하여 약 2배의 여객처리와 항공편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항은 공항
별 시설을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바이, 북경공항 수용량 확충계획
<상공에서 바라본 신공항 조감도>

최근 두바이공항은 증가하는 여객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항을 확충하고 항
공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두바이공항은 최근에 여객이
15%가 증가되고 항공기 운항편수가 약 7.5%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항공수요 포화가 예상되어 2020년까지 연 7.5천만 명에서 약 1억
명의 여객 수용이 가능한 시설확충 및 항공교통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한 관제
지원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 수용량 결정 요인분석
공항수용량을 결정하는 요인 분석에 앞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영국의 게트윅국제공항(London Gatwick Airport) 운영 사례인데 히
드로공항과 마찬가지로 브리티쉬 공항공사(BAA)가 공항의 건설 및 운영, 관
제(민간용역),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게트윅국제공항은‘62년 건설되어 런던 도심 남동쪽으로부터 약 40분

<영국 게트윅국제공항>

(45Km)이 소요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항항공사는 약 102개, 취항도
시는 약 280개 지역이다.
단일 활주로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당 50대의 항공기를 처리하고 있
으며 하루에 평균 약 850대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13년 일 평균 680대, ’
07
년 일평균 720대)을 갖추고 있으며 Best UK Airport상을 6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이 공항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항공사, 공항공사, 조업사, 관제사 간의 협

<게트윅국제공항 시설 평면도>

조체계와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지고 있으며, 활주
로는 2본이 건설되었지만 1개의 활주로는 유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비상 시에
만 활용하고 있고, 계기착륙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 공항은 23시 ~ 06시까지 야간 운항을 제한하면서도 여객처리는
활주로 3본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과 대조적으로 비슷한 교통수용량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게트윅공항의 가장 큰 특징은 관제, 등화관리, 지상조업 등의 분업화가
잘 되어 있고 활주로에 고속탈출유도로가 잘 갖춰져 있어 항공기의 지상흐름
을 유연하게 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와 같이 두바이, 북경 서우두, 인천, 게트윅공항 등의 수용량(Air Traffic

<두바이 공항의 시설확충계획>

또한 중국은 증가하는 항공교통량 처리를 위해 북경 중심지로부터 남동방향
으로 약 46Km, 서우두(북경)공항 남쪽으로 67km 떨어진 다싱지역에 제2수
도권공항을 2018년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국내공항 중국남화항공 전용으로
운용 중인 나니안공항*을 통합할 예정에 있다.
* (위치) 북경중심 30km 남쪽, (활주로) 1본, (운용) 중국남화항공 전용 공항

Capacity)과 공항인프라 규모의 연관관계를 분석할 때, 항공기가 공항에 접
근 시에 분리간격을 줄이고 착륙 즉시 활주로를 비워(Clear)주어 유도로로 진
입하게 하여, 착륙 또는 이륙항공기의 장애 없이 신속하게 유도로와 계류장으
로 이동하게 하면 항공기 처리능력은 증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활주로의 수
량과는 별개로 충분한 항공기 계류 및 여객, 화물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항공
기 기종별 후류의 자동관리(분리간격 조정), 순차적 이착륙 자동관리시스템
(AMAN, A-SMGCS*)을 갖출 경우,
* A-SMGCS(Advance-Surface Movement Ground Control System)

이착륙 분리간격과 항공기 지상이동 시간을 단축하여 항공기 슬롯증대가 자
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 (AMAN) Arrival Management (SMAN)
Surfa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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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항 수용량 확대를 위한 적용방안
최근 제주공항 등 국내공항의 수용량 증대를 위한 신 공항건설이 이슈화되
고 있는데, 공항 수용량 결정요인 분석에 따라, 도착 및 출발접근관제, 관제탑
관제사에게 항공기 접근 또는 이륙 시 고도, 접근, 출발 순서 등을 순차로 시
각적으로 제공하고 적절한 경고기능을 갖춰 관제를 지원한다면, 접근 및 도착
항공기에 대한 자동화된 관제지원시설* 등에 의하여 약 5~8%의 수용량 증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도로와 고속탈출유도로의 증설, 충
분한 계류장과 여객 및 수화물 처리시설을 갖출 경우 추가적인 수용량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AMAN) 도착항공교통관리 (S or D-MAN) 지상 또는 출발항공교통관리 등

성명 : 이금진
소속 : 한국항공대학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연락처 : 010-3786-8714
이메일 : keumjin.lee@kau.ac.kr

<AMAN 화면일부>

공역 수용량 및 비행유연성 증대

<SMAN 화면일부>

(Optimum Capacity and Flexible Flights)
여기에서 자동화된 관제지원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관제사는 항공기의 수평
(레이더 화면) 및 수직(AMAN)적 정보를 3차원적으로 알 수 있어 항공기 분

1. 배경

리, 출·도착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휴먼에러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확한 위치와 착륙하는 항공기의 순차적 고도를 알 수 있어 관제사

항공교통량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

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1,200억

의 업무로드를 줄이고, 접근절차를 크게 조정하지 않고도 약 5~8%(제주공

며, 이로 인한 항공기 결항 및 지연, 비효율적 항공기 운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 이에 2010년 정

항 Slot 34→38대 이상)의 수용량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는 제시하고

항에 따른 배출가스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총회를 통해 ASBU(Aviation System Block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항공교통시스

Upgrades)라는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템 도입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으로 통일된 도입체계(framework)를 제시하였으며, 각

의 NextGen (Nex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국에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ASBU에서는 2028년까지

System), 유럽의 SESAR (Single European Sky

의 항공교통시스템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ATM research), 그리고 일본의 CARATS (Collaborative

제시하고 있는데,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이 목표로 하

Actions for Renovation of Air Traffic Systems)가

는 다양한 항공교통관리(Air Traffic Mangement,

항공교통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각국의 대

ATM) 운용개념들이 모듈(module) 별로 정리되어 있다.

표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이다.[1-4]

내용적으로 서로 연관된 모듈들은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 제주공항 AMAN 도입(
‘16) 예정, 별도 지상항공기 관리 등을 위한 SMAN 도입검토 필요

이에 따른, 수용량 증대를 위해서는 앞서 해당 공항에 대해 외국 전문컨설팅
또는 연구소의 자문 등을 포함한 과학적 분석을 위한 공항관제 및 지상이동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슬롯증대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향후 10년 동안에 차세대 항공

20

성능개선 영역(Performance Improvement Area,
PIA)으로 묶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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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은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각각을 관제섹터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천 FIR의 경우

FIR)으로 지정되어 있다. 항공교통업무는 다시 항공교

총 8개의 관제섹터로 나뉘어져 있으며(그림2) 각 섹터를

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로 구분된다. 이 중

비행하는 항공기는 별도의 항공교통관제사로부터 항공

에 항공교통관제(Air Traffic Control, ATC)업무는 항

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게 된다.

공기 간의 안전한 분리(separation) 보장을 최우선 목표
로 하며 이를 위해 항공기의 위치가 레이더 등을 통해

2-2 공역 수용량

실시간으로 감시된다. 항공기 간의 분리간격이 정해진

정해진 시간(예 : 1시간) 동안 특정 관제섹터에서 최대

기준보다 작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항공교통관제

로 수용할 수 있는 항공기 대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사는 해당 항공기의 경로 및 속도 변경을 조종사에게 지

공역 수용량(airspace capacity)이라고 한다. 공역 수용

시할 수 있다.

량(또는 섹터 수용량)은 레이더를 포함한 관련 항행안전

항공교통관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제

시설의 성능, 항공기 성능,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부하

공역은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는데,

(workload)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6-8] 이
중에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부하는 공

<그림 1. ASBU Performance Improvement Area (Ref.4)>

역 수용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
1) Green Airports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사점 및 도입전략을

2) Globally Interoperable Systems and Data

도출하였다.

인이며, 이는 다시 공역의 크기 및 모
양, 항로구조, 교통흐름분포, 관제절

3) Optimum Capacity and Flexible Flights
4) Efficient Flight Path

차, 관제사의 인지과정(cognitive

2. 공역 구조 및 수용량

process)등의 영향을 받는다. 공역 수
용량을 계산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들

첫 번째 PIA는 공항주변 또는 공항 지상이동구역 내

항공교통시스템은 운송수단으로서의 항공기를 포함

의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개선을 통해 공항 수용량을 향

해,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데 필요한 공항시설, 그리고

상시키고 항공기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것을 주된 목

항공기가 비행하는 데 필요한 항공로 및 공역을 주된 구

표로 하고 있으며, 두 번째 PIA는 차세대 항공교통시스

성요소로 한다. 이 중에 공역은 국가의 주요 자원일 뿐

템 도입에 필요한 정보인프라 구축과 그에 관련된 내용

만 아니라 영역이 제한되어 있고 인위적으로 확장할 수

을 담고 있다. 세 번째 PIA는 항공교통시스템의 핵심 자

없기 때문에,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가

원인 공역(airspace)의 수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개발되어 왔으나, 사람의 인지과정
를 이해해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9-1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역은 공간
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없다. 하지만 공역 수용량은

한 미래 ATM 운용개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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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PIA는 궤적 최적화 등을 통한 항공기 운항 효율

2-1 공역구조

성 증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1에 나타난 바와

국내 항공법상, 공역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 비

같이, 각 PIA에 포함된 모듈들은 시간적인 발전 순서에

행을 위하여 그 명칭 및 수직, 수평범위가 지정, 공고된

따라 블록(block) 별로 정리되어 있다.

공간을 의미하며,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관제공역, 비관

본 기고문에서는 ASBU 세 번째 PIA인 공역 수용량

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 관

및 비행 유연성 증대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제공역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

위해 항공교통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인 항공로 및 공

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

역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현 공역 체계의 문제점을

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 정의된다.

수용량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ASBU에서 제시하는

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미래 항공교통시스템의 모습 중 공역 수용량과 관련된

Service)를 제공받게 되는데,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관제절차를
포함한 항공교통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항
공교통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통해 공
역 수용량이 효과적으로 증대될 수 있
다. 따라서 현 항공교통시스템 하에서
주어진 공역 수용량을 최대로 활용하
기 위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공역 수용
량을 근본적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이
미래의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감안할
<그림 2. ASBU Performance Improvement Area (Ref. 5)>

때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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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항공교통흐름관리

항공교통흐름관리는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현

제시하고 있다.

그림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정 섹터로 진입하는 항

재 시행 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GDP(Ground Delay

블록 0단계에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교통량이 해당 섹터의 정해진 수용량을 초과하는 경

Program), MIT(Miles in Trail)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

민-군간의 조건부항로(Conditional Route, CDR) 또는

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관계된 항공기의

의 항공교통흐름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비행경로

대양공역(oceanic airspace)에서의 유연항로(flexible

비행경로를 변경시키거나 또는 출발을 지연(ground

변경과 관련된 National Playbook을 수립해서 적용하

routing) 사용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공역 수용량을

delay)시킴으로써 해당 공역의 교통량을 경감시켜 줄 필

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날씨 등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현 항공교

요가 있다. 이를 항공교통흐름관리(Air Traffic Flow

수용량 감소 사태에 대해 항공사, 공항운영자, 관제기관

통시스템에서는 군사훈련 등을 위해 공역이 필요할 때

Management, ATFM)라 한다.[12]

간의 합의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특정 공역을 군사공역으로 지정한 후, 민간 항공기의 출

중앙흐름관리센터(Central Flow Management Unit,

입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건부 항

CFMU)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유럽차원에서

로란 군사공역을 특정 시간대에 민간에 개방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항공교통흐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항공기가 보다 효율적인 경로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서 이미

3. 공역 수용량 및 비행유연성 증대

<그림 3. Concept of Air Traffic Flow Management (Ref. 13)>

ASBU는 공역수용량을 늘리기 위해 크게 3가지 방안
에 몇 달에서 며칠 전에 걸쳐 첫 번째는 공역 및 항공로

항공교통관제업무(ATC)의 경우 항공기 간 분리 보장

사용에 있어서 보다 많은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용

을 주된 목표로 하며 적용대상이 특정 섹터 안에서 현재

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보공유를 기반으

비행 중인 항공기로 제한되는 것에 비해, 항공교통흐름

로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 공

등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탄력적 공역

관리(ATFM)는 복수 개의 섹터를 비행 중이거나 비행

역 차원에서의 항공교통흐름관리를 최적화 하는 것이

(dynamic sectorization)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

예정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 항공교통시스템

며, 마지막으로는 항공기 간 분리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

전체 수용량을 극대화 하는 게 목표이다. 항공교통흐름

상의 항공교통관제사로부터 조종사에게 적절하게 위임

대양공역 항로를 바람 등 날씨 변화에 따라 보다 유연

관리는 여러 시간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된다. 전략적

함으로써 발전된 항공기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역

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ASPIRE 프로그램[14]을

공역 및 항공로 운영에 보다 많은 유연성 확보를 가능케

(strategic) 단계의 항공교통흐름관리는 운항 당일을 기

수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ASBU를 통

통해 현재 진행 중이며,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는 다양한 기술적 발전 중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

준으로 몇 달에서 며칠 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향후

해 제시되고 있는 각 방안 별 구체적인 운용개념을 살펴

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국가에서만 시험적으로 사용 중에

Based Navigation, PBN)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발생할 교통수요-공역수용량 불균형 문제를 미리 예상

보고자 한다.

있으며, 블록 0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새로운 ATM 기법

다. 성능기반항행을 통해 항공기의 항법성능을 정확하게

을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항공로 구조를 보다 정밀하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한다. 관제기관에서는 수
용량 부족이 예상되는 공역에 대해 항공교통관제사 인

3-1 유연한 공역 및 항공로 활용을 통한 수용량 증대

력을 추가배치 함으로써 수용량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
며, 또한 항공사와의 협조를 통해 관련된 항공기에 대체

1) 관련 ASBU 모듈 : B0-10/B1-10

경로를 적용함으로써 교통량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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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나마 사용하고 있다.(그림4)

<그림 5. Concept of Dynamic Sectorization (Ref. 15)>

<그림 4. Concept of the use of conditional route (Ref. 12)>

블록 1단계에서는 선진적인 ATM 기법을 통해 공역 및

3) 주요 도입전략

고 최적화되게 설계할 수 있다.

항공로 이용에 보다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항공기 항법성능 이외에도 비행계획처리(Flight Data

한다. 특히 블록 0단계의 조건부항로 또는 유연항로의 경

Process, FDP) 시스템 등의 개선이 유연한 공역 및 항공

우 항공기 경로를 해당 공역에 미리 설정해 놓은 후 상황

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 조건부항로 및 유연항로를 사

술적(tactical) 단계의 항공교통흐름관리는 운항 당일 또

2) 배경 및 운용개념

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에 반해, 블록 1단계에서는

용할 때, 해당 항로 및 공역에 대한 정보를 비행계획처리

는 수일 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항공사를 포함해 관련

현 항공교통시스템의 공역 및 항공로 체계는 매우 경

개별 항공기의 경로를 실제 운항단계에서 자유롭게 결정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된 기관들에 전달할 ATFM 메시지를 결정하고 배포하

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 가능한 국

함으로서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다. 항공교통관제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고려가 필요

며, 또한 당일 항공교통상황에 맞추어 흐름관리 대상 항

가 공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로뿐만이 아니라 공역 구조 자체를 보다 유연하게 변

하다. 항로 구조가 다양화 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충돌감지

공기의 출발 지연 및 경로 변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ASBU는 공역 및 항공로 이용에 보다 많은 유연성을 부

경시키며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예를 들어 그림5

(conflict detection) 등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에 포함된 다

실행한다.

여함으로서 공역 수용량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섹터 간의 경계를 날씨 및 교통상황

양한 자동화 기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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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블록 1단계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있는 항공교통관제사 업무량 증가 문제도 면밀히 검토되

적용되는 것에 반해, 블록 2단계에서는 보다 많은 상황

ASBU에서 목표로 하는 항공교통흐름관리를 성공적

량 감소에 따른 공역 수용량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또

어야 한다.

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항공교통흐름관리기

한 시계접근(visual approach) 상황에서 ADS-B를 통

그밖에 공역 및 항공로 구조와 관련된 민-군 항공교통

서는 관계된 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인프라

관, 공항운영자 간에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해 보다 효과적인 항공기 간의 분리가 가능하며 이는 항

업무 제공기관, 공항 운영자, 항공사 간의 상호협조가 반

(System Wide Information Management, SWIM)

있는 체계 및 절차가 수립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공안전 개선 및 공항 수용량 증대로 이어진다. 그밖에

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규정 수립도 필요하다. 또한 항

구축이 필수적이다.

의 ASBU 문서에서는 미래 항공교통흐름관리의 대략적

ADS-B를 활용해 비레이더 공역에서의 ITP(In Trail

항공기 출발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획된

인 방향만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며, 우

Procedure)를 개선하는 것 또한 블록 0단계에서 목표로

항공교통흐름관리의 효과가 심각하게 감소되는 경우가

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용개념을 보

하고 있다. 대해 일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많다. 따라서 블록 1단계에서는 항공기가 이륙한 이후

다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있다.

공교통관제사, 항공사 운항관리사를 비롯해 관련 종사자
에 대한 교육훈련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2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한 효과적 항공교통흐름관리

항공기 속도 및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 교통
흐름을 동기화(synchronization)하고 이를 통해 흐름관

1) 관련 ASBU 모듈 : B0-35/B1-35/B2-35/B3-10

3-3 공중 감시·분리보장 능력 향상을 통한 수용량 증대

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밖에 항공교
통관제사 업무량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교통복

1) 관련 ASBU 모듈 : B0-85/B0-86/B1-85/B2-85 /B3-85

2) 배경 및 운용개념

잡도(traffic complexity) 기반의 항공교통흐름관리를

블록 0단계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항공교통

일부 적용하는 것도 블록 1단계의 목표이다. 그림6에 나

2) 배경 및 운용개념

흐름관리 기법들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궤적 예측정확도

타난 바와 같이 항공교통관제사 업무량, 더 나아가 공역

ASBU는 항공기간 분리보장 책임을 지상의 항공교통

를 높이는 등과 같이 제한적인 개선만을 목표로 한다.

수용량은 항공교통흐름의 구체적 형태, 즉 복잡도에 영

관제사로부터 공중의 항공기에게 적절히 위임함으로써

반면에, 블록 1단계에서부터는 보다 고도화된 항공교통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교통복잡도에 기반한 항공교통

공역 수용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항공기간

흐름관리를 목표로 하는데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흐름관리가 필요하며, ASBU에서는 블록 1단계에서부

분리보장 책임이 지상(항공교통관제사)에서 공중(항공

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3단계(B3-10)에서는 보다 보편적

기)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운항 중인 항공기들의 현재

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치, 고도 및 속도 등에 대한 정보(이하 감시정보)가 항

블록 0단계에서는 파일럿의 상황인식 능력을 향상시

여 보다 최적화된 경로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공교통관제사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항공기에게도 제공

킴으로써 기존의 항공관제를 보조 또는 개선하는 수준

는 특히 민-군 간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해 사용 가능

되어야 한다. 현재의 레이더 중심의 항공감시 체계에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비해, 블록 1단계에서부터

한 군사공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는 감시정보가 항공기들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따라서

는 기존에 항공교통관제사에 의해 제공되던 항공기 간

하며, 이는 앞서 설명한 공역 유연성 증대와 관련이 깊

항공기들 간의 자체적인 분리보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

의 분리책임을 단계적으로 항공기에 위임하는 것을 목

다. 또한 항공교통흐름관리로 인해 항공사의 운항일정

다. 하지만 미래에는 ADS-B(Automatic Dependent

표로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사는 비정상적인 경우

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UDPP(User Driven

Surveillance Broadcast)를 통해 항공교통상황에 대한

또는 공중감시에 필요한 탑재장비를 갖추지 못한 항공

Prioritization Process)를 통해 항공사의 의견을 최대

정보가 관제사뿐만이 아니라 항공기들 간에도 공유가

기들에 대한 관제업무에 집중하게 된다.(그림8) 동일경

될 수 있을 것이다.

로를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 간의 간격(interval) 관리를

블록 1단계의 항공교통흐름관리에서는 항공기의 경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용한 공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

한 반영하고 운항일정 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

<그림 6. Workload and Traffic Complexity (Ref. 16)>

표로 한다. UDPP의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된 항공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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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야 한다.

와 파일럿 간의 통신량이 줄고, 이는 결국 관제사 업무

공기의 경로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였을 때 발생할 수

<그림 7. Concept of Operation with ADS-B (Ref. 17)>

ADS-B는 위성항법시스템 및 기타 항공기 탑재장비

항공기에 위임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며, 보다 다

그리고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 간의 협력적 의사결정이

3) 주요 도입전략

를 통해 생성된 항공기 위치 및 속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양한 교통상황에서의 항공기 간의 분리문제에 점진적으

필요하며, 블록 1단계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예: 항

항공교통흐름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통신을 통해 지상의 관제사 및 주변 항공기에 전

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교통흐름관리 문제가 단일공항 내에서 해결될 수 있

측면에서의 기술발전이 필요하다. 우선 항공교통흐름관

달하는 차세대 감시시스템을 말한다.(그림7) 블록 0단계

블록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항공기 간의 분리책임을 매

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블록 2

리에 필요한 궤적예측 및 흐름 최적화 알고리듬에 대한

에서는 ADS-B를 활용해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항공관

우 제한적으로 항공기에 위임하고 항공교통관제사가 여

단계의 항공교통흐름관리에서는 항공사들 간의 협력적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통복잡도 및 관제

제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전히 최종적인 분리책임을 가지는 형태를 목표로 하는 데

의사결정을 최대한 활용해 흐름관리를 보다 사용자 중

사 업무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항공교통흐름관리

ADS-B를 통해 주변 항공기에 대한 파일럿의 상황인식

반해, 블록 3단계에서는 항공기 간의 분리책임을 보다 완

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 중심 흐름관

와 관련된 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SWIM의 구축도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제사

전하게 해당 항공기에 위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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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보를 수신하고 파일럿에게 적절하게 전시해 주는

다양한 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기여를 했으나, 충돌 감지 및 회피조언 생성에 적용되는

장비(ADS-B-IN)는 충분히 보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의 경우 URET(User Request Evaluation Tool) 등을

기준이 일부 항공교통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설정되어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통해 관련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 블록 1

있어 불필요한 경고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단계에서는 날씨변화에 대한 운항 전 단계에서의 대응

ASBU에서는 충돌 감지에 적용되는 기준을 변경하는 것

방안과 관련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하여, 블록

을 비롯해, 충돌감지 및 회피 알고리듬에 대한 포괄적인

3단계에서는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날씨에 운항 중인 항

개선을 통해 잘못된 회피 경고를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공기에 대한 실시간 경로변경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항공안전과 공역 수용량 간에는 trade-off 관계가 있음

기술개발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

3-4 날씨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1) 관련 ASBU 모듈 : B1-105/B3-105
<그림 8. Controller Intervention Threshold for Flight Deck based
Interval Management (ref. 18)>

2) 배경 및 운용개념
만 여전히 대양공역 또는 항공교통량이 적은 공역에 대해
일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 수용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9는 날씨변화에 기인한 항공기 지연 사례의 비율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자료는 미국의 경우에 대한

3) 주요 도입전략

것으로 우리나라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날씨변

공중충돌 회피 시스템의 경우 관련된 국제기준이 수

3) 주요 도입전략

화가 항공교통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립되어 적용된다. 따라서 관련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검

1990년대 자유비행(free flight)이라는 새로운 ATM

에는 충분하다.

토가 항공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중충돌 회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이래, 기존의

피 시스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시스템

지상 중심의 항공교통관리를 공중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성능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10. User Request Evaluation Tool (Ref. 21)>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19] 이와 같은

4. 결론

노력은 그동안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
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최근 들어 ADS-B의 등장과 함

3) 주요 도입전략

께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안개나 바람으로 인한 공항 수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항공교통

용량 감소 등과 같이 날씨변화가 항공교통시스템에 미

시스템, 특히 ATM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

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항공교통시스템의 날씨변화

하다. 이와 관련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적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도입방안

ASBU에서는 항공기 간의 분리책임을 단계적으로 지
상중심에서 공중중심으로 전환함으로서 공역 수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이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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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Wether’
s Share of Total Delay Minutes (Ref. 20)>

유비행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해결해야

ASBU에서는 항공교통시스템의 날씨변화에 대한 대

으로는 날씨정보가 적절히 수집되고 공유할 수 있는 정

을 ASBU를 통해 제시하였다. 본 기고문을 통해 ASBU

할 많은 기술적 어려움들로 인해 완전한 수준의 공중중

응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보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날씨 정보

의 세 번째 PIA인 공역 수용량 및 비행유연성 증대와 관

심 항공기 간의 분리는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할 것이다.

는 우선 정확한 날씨정보가 제때에 수집되어 항공사를

를 공역 수용량 등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기술개발이 필

련된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역 수용량 증대는 항공안전

하지만, 대양공역에서의 ITP 절차 개선 또는 접근단계

비롯한 관련된 기관에 적절히 전달될 수 있는 인프라 구

요하며, 마지막으로 날씨변화에 대해 항공교통흐름관리

확보와 함께 항공교통시스템의 주된 목표에 해당하며,

에서의 항공기 간의 간격 조정 등과 같이 몇몇 제한적인

축이 필요하다. 또한, 전달된 날씨정보가 항공교통 측면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

이를 위한 ASBU의 전략은 크게 1)공역 및 항공로 운영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수용량 개선 측면에

에서 정확히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상되는 날씨

하다.

에 보다 높은 유연성을 부여하고, 2)정보공유 및 협력적

서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항공교통흐름관리 방안을 도출하

항공기 간의 분리를 공중에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충

기 위해서는, 날씨변화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공역 수

돌 감지 및 해결 알고리듬에 대한 연구, 공중기반 ATM

용량이 어떻게 변화할 지를 계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개념에 대한 시뮬레이션평가 기술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이와 같이 날씨정보를 항공교통 측면에서 적절히 해석하

한다. 연구개발 이외에 ADS-B 등 관련된 항공기 탑재

고 평가하는 기술개발을 블록 1단계의 주된 목표로 한다.

장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ADS-B의 경우 항

날씨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도출 시에는 항

공기의 상태정보를 송신하는 수준의 장비(ADS-BOUT)는 많은 항공기가 갖추고 있으나, 타 항공기의 상

의사결정을 통해 효과적 항공교통흐름관리를 수행하며,
3-5 공중충돌 회피 시스템 개선

3)항공기 간의 분리 책임을 지상에서 공중으로 적절히
위임함으로써 공역 수용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1) 관련 ASBU 모듈 : B0-101/B2-101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 6위의 항공운송 강국의 위치
를 유지하고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항공

2) 배경 및 운용개념

교통시스템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공교통흐름관리기관, 항공사, 공항 운영자 등 관련 기관

공 중 충 돌 회 피 시 스 템 (Airborne Collision

있다. 하지만 국내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비해, 항공교통

간에 협력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돕기 위한

Avoidance System, ACAS)은 항공안전 향상에 많은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은 세계 수준과 많은 격차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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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교통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보다 효과적이며 지
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본 기고문을 통해 관련된 국제동향에 대한 분석
과 주요 도입전략의 제시가 이루어졌다.

본 기고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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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관련 규정 개선
국토교통부는 전국 항행안전시설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항공법 제80조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를 실시하여 장비의 성능확보상태 및 유지보수자의 자격확
보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서

또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하고 있었던 검사관 증표를 국토

울·부산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부에서 시행하는 다른 항공분야 검사관 증표와 마찬가지로

검사를 위한 계획수립과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

국토부 자격관리과에서 발급하도록 발급절차와 증표양식

도록 하고 있다.

을 통일·개선하였다.

지금까지는 검사기관에서 관리검사를 시행하기 10일전

국토부 예규로 지정되어있던“항행안전시설 업무표준화

검사계획을 보고하고, 검사를 완료하고 20일 이내에 검사

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이 대부분 관련 고시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와 중복되어 있어 규정의 일원화를 위해 동 예규를 폐지하

이러한 보고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국토부는 관련 규정 개선작업을 실시하였다.

고 일반매뉴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선작업은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매번 검사를 실시할 때마다 보고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

던 절차를 연간계획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연 1회로

었고, 앞으로도 국토부에서는 항행안전시설 안전을 유지하

대폭 개선하였고, 검사결과 역시 연말 1회 보고하도록 하

는 범위내에서 집행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발생되는 규

였다.

정을 지속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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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9년 연속 공항서비스 평가 세계 1위
를 차지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시설, 이동지역 안
전관리 및 면세점 견학 등을 통해 각국의 항공관리
자들은 우리나라의 앞선 공항운영기법을 직접 확인
하고 자국의 공항운영 방식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
도 주어졌다. 또한, 개도국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항공정비, 항행안전시설 등 항공 산업 및 인재 육성
정책을 논하고 공항건설·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
유하는 등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

<문화체험>

라, 국내 기업(AP우주센터, 모피언스, ㈜해네임, 안
세기술, 인천공사 등)에서 생산하는 항행장비 설명회
를 본 교육기간에 개최하여 국산 장비를 적극 홍보하
고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본 교육을 통해 개도국의 항공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개도국의 항공
정책 결정권자와의 교류를 통해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기업 산업시찰>

개도국 중견급 공무원,“우리 항공정책 배우다!”
- 인천공항 견학…공항운영 기법 전수, 국산 장비 해외진출 기여 -

국토교통부는 10.13일부터 10.18일까지 10개국(방

항공 당국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항공외

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키르키즈스탄, 인도, 이

교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과정이다. 2001년 13개

란,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예멘) 국·과장급항공

국 19명으로 시작하여 2014년 14개 과정 248명이 교

관리자(14명)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정책을 전

육을 이수하였다.

수하기 위한 교육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은 우리의 항공운송, 항공안전 및 공항운

서 실시하였다.중견급 항공정책과정은 국토부가 지

영 정책을 비롯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

난 2001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14년째가 되는 개도

계항행계획에 따른 차세대 항행시스템 개발 및 이행

국 초청 무상교육훈련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중견급

계획 추진 현황 등으로 구성되었다.
<관제시뮬레이터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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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항공인터넷(CRV)
구축 동향

현재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은 항공고정통신망(AFTN)으로 AMHS 서

현재 ATM의 보안성을 보장하면서 원활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항공 데이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점 대 지점으로 물리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터를 교환하고 있으며, CRV 구축 진행현황을 보면‘13년 6월에 제24차

있고, 아·태지역의 네트워크는 최소 2.4Kbps에서 최대 2Mbps까지의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회의에서 CRV TF (Asia/Pacific Air

다양한 회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39%는 64Kbps, 12%는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Work Group

9.6Kbps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점대점(Peer-To-Peer) 고정 회선으

Common Regional VPN Task force)가 구성되었고, 아·태지역 국가

로 유지관리비용 증가 및 업그레이드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회선

별 최근 데이터 정보 및 CRV적용 시 비용분석 등을 시행하였으며,‘14

의 대역폭이 고정되어 데이터 변환에 따르는 동적인 라우팅이 불가능하고

년 6월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ACSICG/1)하였다.

차세대 항행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기술적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각 망마
다 상이한 보안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보안수준의 평가가 불가능하다.

ICAO에서는 CRV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선도국가 분담방식으로 진행
할 것이며, 각 선도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과 ICAO 내의 법률국

CRV(Common Regional Virtual Private

현재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는 점대점 통신이 아닌 인터

및 기술지원국과 함께, 선도국가의 기초자료 조사 등을 수행하고 기술제

Network)는 일반 IP(Internet Protocol) 망

넷 트래픽을 상호 교환시켜주는 인터넷 계층구조의 최상부 네트워크

안서를 마련하여 통신망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1단계로서 선도국가

을 사용하여 아시아 국가들 간의 항공 데이

IX(Internet eXchange)를 구축하여 트래픽을 교환시켜 주고 있다.

비용분담, ICAO TCB와 국가 간의 운영관리협약 체결 및 TCB의 업무가

터를 교환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가설 사설
망이다. 최근에는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에 따

현재 국내외 간 물리네트워크 대역폭은 영국, 미국 및 아시아 여러 국
가 등 최소 1.16Gbps ~ 118.3Gbps로 연결되고 있다.

추진되고, 2단계에서는‘16년 9월 20일부터 통신망 서비스 제공자 선정
및 CRV가 구축되며, 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와 국가 간의 서비스계약을
하고 시행될 것이다.

라 부족한 주파수 자원, 원거리 항공로에 항
공기 감시 불능 등 항공안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일본 간 기존 ATN/
아·태지역 항공인터넷(CRV)은 폐쇄되고, 암호화된 IP(Internet Protocol)
전용망을 사용하여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간에 항공데이터를 교환하기 위
해 구축하는 가상 사설망(VPN)으로 현재의 항공통신 서비스 및 미래
ATM(Air Traffic Management) 개념으로부터 새로운 요구사항을 지
원하기 위해 아·태지역에서 공동 IP를 기반으로 여러 국가 간에 제공되
는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 기존 시설과 CRV구축시의 통신비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CRV이 정상운영 개시 후 기존 시설 운용 폐지로 비용은 더 절감이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현재 PENS(Pan-European Network Service) 프로그램을,

AMHS 구축사업 진행 여부 협의 및 보안성
검토 협의 시행 후 선도국에 참여 예정이며,
향후에는 현재 전 세계 항공 선진국가들이
개발 중인 글로벌 항공통신종합시스템(미국
SWIM 등)에서 다루게 될 차세대 비행정보
(FIXM), 항공정보(AXIM), 항공기사(WXXM)
등 각종 항공정보의 표준화가 마련되면
CRV를 통한 전 세계 국가, 항공사 및 공항
운영자 등 항공 관계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항공정보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MEVA (Mejoras a los Enlaces de Voz ATS:Improvement to
ATS Voice Link)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CRV와 유사하게 일반 IP
망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상에서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고 있으
며, OPENS, MEVA, 및 CRV는 AFTN의 X.25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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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양양공항 MLAT 구축
항공 안전성 UP

와 운송용 항공기의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항공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항 주변의 산악·장애물 등에 의한
사각지대 해소 및 저고도 운항 항공기 감시와 공항 주변 운
항항공의 원활한 흐름 유지 및 이동 물체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해 동 시스템을 확충 중에 있다.
<항공기 접근 금지구역 표시>

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4초 또는 그 이상의 갱신 주기를 갖

신망시스템(MLAT)’
은 항공기의 트랜스폰더 신호를 다수

는 공항감시레이더(SSR)에 비해 큰 장점이 있으므로, 레이

탑 높이로 인한 시설의 탐지각도가 관제탑 지붕에 가려 관

의 지상 수신기로 수신하여 도착 시간차를 이용하여 항공

더를 운영할 때 존재하는 목표 추적(target-tracking) 오

제탑을 중심으로 약 200m의 불감지역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 위치를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지상 및 광역 관제 시 실시

차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어 관제통신망시스템(MLAT)

저고도 항공기 관제통신망시스템(MLAT) 설치 후 음영지

간 업데이트 속도와 정밀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제레

이 항로 및 활주로, 지상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주

역 없는 완벽한 지상감시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악기상(시

이더 보다 나은 성능을 제공하고 2차 감시레이더(MSSR)

사식의 PRM(Precision Runway Monitor)이나 공항감시

와 동일 장비 신호처리 및 GPS를 이용한 ADS-B 신호 처

레이더(SSR)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관제통신망시스템

리하여 항행감시정보 및 초정밀 항공기 위치정보를 저고도

(MLAT)을 항공분야에 ①공항관제용, ②접근/항로관제용,

국토교통부에서도 증가하는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수요에

다. 공항 내 지상에서 이동하는 물체에 대한 탐지능력도 확

에서 고고도까지 제공 가능한 시스템이다.

③수평 활주로 동시 이착륙을 위한 정밀 활주로, ④ 수직분

대비해 김포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지상감시레이더

대되고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 차량 및 항공기가

리축소를 위한 정밀고도용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 ASDE) 불감지역

이동하는 유도로 등 이동 및 기동지역에서 항공기 안전운
항을 위한 경고기능이 강화된다.

저고도 항공기 관제통신망시스템(MLAT)은 이동체로부터

<정지선 침범시 경고(적색 창)>

간당 16mm이상 폭우)에서도 탐지 정밀도가 강화되며 지
상감시레이더(ASDE)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

3개 또는 그 이상의 수신기로 전송된 신호의 도래 시간차를

세부적 기능으로 감지능력, 안전성, 공항처리량 및 효율

(Blind Area)을 해소하고 저시정 운항 발생 시 공항 내 이동

정확하게 계산,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항공기 고

성, 항공기와 이동물체에 대한 식별능력을 향상(강우 및 저

하는 항공기 및 차량 등에 대한 지상감시 능력을 향상 시킬

2013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4년

도 및 속도 등의 정보를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제공한다.

시정)시키고, 공항지상관제는 다양한 감시시스템(ASR,

수 있도록‘차세대 항행시스템 확충사업’
을 시행 중에 있다.

에는 시스템 장비 제작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장비 제작

MLAT, ADS-B 등)의 정보를 통하여 공항 교통 통제 등

2011년~2012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

완료 및 양양국제공항 내 시스템 설치공사 착수 예정이다.

관제통신망시스템(MLAT)의 데이터 갱신 주기가 1초 또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상관제

2015년 중순 시범운영 및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비행검

기능을 제공이 가능하다.

사를 거쳐 2016년 초 양양국제공항에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MLAT을 이용한 지강감시레이

예상된다.

더(ASDE)는 세계 주요공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활주로 사

올해 처음 저고도 항공기 관제통신망시스템(MLAT) 확

고의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충사업에 들어가는 양양국제공항은 시스템 설치로 공항 주

이미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

변의 산악·장애물 등에 의한 사각지대 해소 및 저고도 운

체코 프라하 공항, 일본 간사이

<MLAT 항공기 감시>

<시스템 항공응용분야>

항 항공기 감시와 공항 주변 운항항공의 원활한 흐름 유지
및 이동 물체 간의 충돌 방지 등 감시 능력이 대폭 향상될

공항 등에서는 저고도 항공기 관

36

현재‘16년까지 운영개시 예정인 김포국제공항은 관제

차세대 항행시스템 중에 하나인‘저고도 항공기 관제통

전망이다.

제통신망시스템(MLAT)을 도입

였고 2013년~2014년에는 시스템 장비 제작완료 및 국내

하여 저 시정 상황에서도 항공기

설치공사를 착수하였다. 2015년까지 김포국제공항 내 시

국토교통부에서 김포국제공항에 2015년까지 약 38억원,

처리 능력이 시간 당 12대에서

스템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5년 중순 시범운영 및 국

양양국제공항에 2016년까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4

20~25대로 향상되는 등의 효과

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비행검사를 거쳐 2016년 초에는 김

시간 무중단 운용할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

를 보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여러

포국제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한 정상적인 서비

으로 두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

국가에서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

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 예상된다.

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양양국제공항에도 점차 증가하는 훈련기·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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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 방한,
항공인력양성사업 정책 현장 방문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세계 4대 항공교육기관으로 지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교육의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

(Annex) 19개 중 항행·관제, 비행장, 운항안전 등 항공운

하는 세계 BIG 4 항공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

송 전반에 걸친 16개 부속서 관련 교육과정을 ICAO 전문가

(장관 서승환)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최홍열)

들과 함께 매년 1개 이상 개발하게 된다. 또한, 개발된 과정

는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이 ICAO의 지역항공훈련센터

을 전 세계,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정부 및 항공종

(RTCE : Regional Training Centre of Excellence)’
로

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며, 교육과정에 대한 지적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재산권은 ICAO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세계 항공산업의 정책과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국제민간

이번 인증을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항공기구(ICAO)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91개 회원국을 둔

교육생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항공교육 주도권 선점을

UN 산하 전문 국제기구인데, ICAO는 전 세계 각 권역의

통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항공인력양성사업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문하여 교육시설을 시찰하고 항공특성화대학원* 학생들을

도하는 항공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것이다.

강화하고자 올해‘지역항공훈련센터’인증제도를 도입했

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TRAINAIR PLUS’
라

벤자민 사무총장은 항공기술훈련원이 1984년 정부와

다. 이를 통해 대표성을 부여할 만한 우수 항공교육기관 4

는 교육기관 인증을 도입했으며, 2011년 세계 최초로 인증

ICAO, UN 간의 협정을 기반으로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 항

곳을 선정하고, 10일(현지시각)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

을 받은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을 비롯해 현재 전 세계

공종사자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하여도 항행 및 관제

부에서 인증서를 수여했다.

24개 정회원 교육기관이 활동 중이다. 지역항공훈련센터

분야 무상교육을 실시해 온 점 등을 들어 항공기술훈련원

는 TRAINAIR PLUS 정회원 기관 가운데 지역적, 언어적

이 국제사회 항공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하였다.

요인 등을 고려해 최적의 입지에 선정됐다.

또한, 벤자민 사무총장은 항공특성화대학원 특강 중 차

Academy), 네덜란드의 JAA TO(Joint Aviation Authorities

지난 2008년 개원한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인천공

세대 항공인력 양성에 관한 국제적 당면과제와 향후 대응

Training Organization), 아랍에미리트의 GCAS(Gulf

항 내 4만 여 종사자의 전문가 양성을 담당하며, 내부역량

방향에 관해 역설하면서,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ICAO

Centre for Aviation Studies)와 함께 지역항공훈련센터로

의 지적자산화를 통한 유상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뿐

등 국제기구와 해외항공업계 진출의 꿈을 키울 것을 당부

지정되었다.

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전 세계 97개국 2,400여 명의 해외

했다.

교육생을 배출함으로써 글로벌 항공전문 교육기관으로 거

벤자민 사무총장은 금번 방한 면담에서 한국과 ICAO의

권역의 대표적인 항공교육기관으로서 국제민간항공의 발

듭남과 동시에 항공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내 항공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국

전을 위해 회원국이 지켜야할 규정을 나타낸 ICAO 부속서

드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아시아·태평양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긴
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차세대 항공인력 양성을 선

ICAO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항공산업의 차세대 인

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SAA(Singapore Aviation

제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벤자민 사무총장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을 방

항공인력 경쟁력을 기르고 항공산업의 수요 파악 능력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세계 유수 항공교육기관으

38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레이먼드 벤자민 사무총장이

✽ 항공특성화대학 지원사업 : 항공우주기술 및 국제항공전문가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항공인력 양성사업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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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국훈련,
항공 안전사고 대응 실전연습
강도 높은 재난상황별 훈련 실시
2014년 10월 21부터 23일까지 3일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되었다. 안전한국훈련은 중앙안전
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실시되며, 27개 중앙행정기관
과 245개의 지자체를 비롯한 총 435개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대비 범국가적 종합훈련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도로, 철도, 항공, 교통물류, 수자원, 도시분야의 재난상황별 훈련을 실시
하고, 특히 항공분야에서는‘항행안전시설 장애’
와‘항공기 사고’
에 대하여 실제 사고상황을
가정한 강도 높은 민관합동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항행안전시설 장애’
에 대한 훈련은 10월 21일 시행되었으며, ATC의 항공교통관제 주 시스템
장애, 서울, 김해, 제주접근관제시스템 장애 등 총 4개의 위기상황에 대한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번 훈련의 장애상황에 포함되는 ATC(항공교통센터)의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은 우리나라

이렇게 중요한 항공관제시스템의 장애에 대비하여 주 시

를 위해 미리 실시하였다. 소방방재청, 인천시, 중앙 119

항로 교통을 총괄하는 국가 주요시스템으로 화재나 시스템 에러 등으로 장애가 발생되면 우리

스템만 해도 주·예비장비로 이중화 되어있고, 근거리 비

등 40개 기관과 항공사 합동으로 실제 항공기 사고 상황을

나라 공역을 입·출항하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공항과 공항 간의 항로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상시스템과 원거리 비상시스템 총 3중화로 구축되어 장애

가정하여 골든타임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사고 초기 신

운항이 마비될 수 있는 항공안전에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에 매우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속한 전파와 관계기관의 긴급출동,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또한 서울접근관제소는 수도권에 입출항하는 항공기 관

의 신속한 초동조치 절차 숙달을 위해 소방차, 구급차, 헬

제를 담당하고, 김해 및 제주접근관제소 역시 각각 김해공

기 등 장비와 인력을 실제 투입하여 매뉴얼에 따른 실전훈

항과 제주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 관제를 담당하는 항공

련으로 시행되었다.

안전에 매우 중요한 시설로, 각 접근관제시스템도 주·예

대규모 기관이 참여한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수습

비 2중화로 구성된 주 시스템과 더불어 비상시스템까지 구

과정이 위기대응 매뉴얼과 관계기관별 액션플랜에 따라 유

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적으로 적기에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골든타임 내

이번 훈련은 주 시스템의 장애 발생을 가정하여 비상시스
템으로 실제 전환하여 비상시스템의 정상 동작여부를 확인

긴급출동과 인명구조가 완료되는 등 초기대응 역량을 충분
히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고, 현장의 초동조치 대응 숙달상태를 실제로 점검하였다.

이렇게 항공분야는 여러 위기상황별 표준화된 매뉴얼 행

또한 훈련의 객관적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동절차에 따라 현장요원이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포함한 훈련기획팀을 구성하여 훈련실시에 대한 적정성과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해

요원들의 숙달여부를 평가하였다.

나갈 것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

또한‘항공기 사고’
에 대해서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

도록 항공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로 인천 아시안게임 전인 9월 3일, 항공기 안전 의식 제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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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감시시스템 기술 동향

공역은 정해진 한계가 있는 데에 비해, 앞서 살펴본 바와

맵을 제시하여 각 체약국이 세부 Module을 달성하기 위한

같이 항공교통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기술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감시분야는 기술 로드맵

으로 늘어난 항공교통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 경

3(지상기반감시, 지면감시분야)와 기술 로드맵 4(공대공감

제적이며 안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

시 분야)에서 감시시스템의 도입 시기와 세부 내용을 명시

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하였다.

새로운 첨단 감시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198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나날이 증가하는 항
공교통량을 수용하고자 FANS(Future Air Navigation
System)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91년 제10차 항공항
행회의에서 기존의 항공감시, 항행, 관제, 통신 시스템을
보완하는 CNS/ATM (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 Air Traffic Management)의 개념을 채택
하였다. CNS/ATM은 위성항행시스템과 디지털 데이터 통

성명 : 문우춘
소속 : 한국항공대학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로 76 본관 407호
연락처 : 02)300-0154
이메일 : wmoon@kau.ac.kr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CNS/ATM으로의 적
용을 위하여 기술적, 운영적, 경제적, 환경적, 재정적, 법적
기준인“Global Air Navigation Plan (GANP) for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서는 항공기에

레이더에 의존하고 있으며, 레이더는 일차감시레이더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주시를 하여야 하며 운항 중 위험요

(PSR), 이차감시레이더(SSR), 지상감시레이더(SMR)가 주

소에 대한 관제 및 조언이 필요하다. 레이더와 같은 장비를

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레이더 시스템은 지형장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어떠한 비행물체에 대한 위치, 방향

애물 및 악기상 등의 영향으로 오차가 발생한다. 특히 장애

및 고도를 파악하는 것을 감시(Surveillance)라고 한다. 이

물의 차폐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 레이더 시스템이 항적

는 이동체, 기상현상, 공역정보, 지형 및 장애물 정보 등에

을 탐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대한 탐지, 추적, 식별 및 관측을 수반한다. 감시 업무를 통

기성 레이더 시스템은 모든 이동표적을 탐지하는 데 한

하여 항공기의 흐름을 제어하고, 항공기를 분리시키며 조

계가 있으나, 매년 항공교통량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제

종사와 관제사에게 향상된 상황인지를 제공하는 것이 감시

민간항공기구(ICAO)는 2015년까지 매년 항공교통량이

업무의 목적이다. 항공운송산업 초기에는 음성보고와 시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1) Airbus 사에서는

계포착을 통하여 감시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감시기술

이후 2032년까지 항공교통량이 두 배 이상이 증가될 것으

의 발전으로 1차 및 2차 감시 레이더, 자동종속감시, 상황

로 전망하였다.

인식유지 데이터 링크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자가위치
파악 및 분리 등이 포함한다. 나날이 증가하는 항공교통량
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레이더로부터 얻어진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단지 화면에 전시하는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며, 인
공위성 및 데이터통신 기법을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감시
시스템(Surveillance system)으로 확장되고 있다.

항공감시시스템 국제 동향
1990년대 이전까지 항로 및 공항 주변 항공기의 감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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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32년

CNS/ATM Systems(Doc 9750)”
을 정하였다.
GANP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ASBU
(Aviation System Block Upgrade)를 제시하였다.

<그림 2. GANP 부록5, 기술 로드맵 33)>

ASBU는 각 체약국으로 하여금 차세대 항공시스템을 도
입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여 ASBU Module에 따라 통
신, 항법, 감시 및 항공교통관리 분야의 항행안전시설과 항
공전자장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감시분야
(surveillance)에서는 Module 0와 1에서 ASMGCS의 적
용과 ADS-B와 이차감시레이더를 이용한 항공기 추적 및
감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ASBU는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로드

성장율
<그림 3. GANP 부록5, 기술 로드맵 44) >

RPK
(유상여객킬로미터)

5.5

13.9

151%

승객 (억)

2.9B

6.7B

연평균 4.7%

전 세계적으로 기존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및 운용 한계

운송용 항공기 (대)

16,094

33,651

109%

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원활하게

화물기 (대)

1,645

2,905

77%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인

<표 1. 항공운송시장 성장 전망 2)>

CNS/ATM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PK: Revenue Passenger Kilometer,
1RPK는 여객 1명을 1km 운송한 것을 뜻함
1) ICAO newsroom, ICAO predicts continued traffic growth through 2015
2) Airbus, Global Market Forecast 2013-2032, Airbus, 2013. 9

<그림 1. ICAO의 CNS/ATM System Outline>

3)ICAO, Global Air Navigation Plan, Appendix5: Technology Roadmaps,
Surveillance (Grond-based sruveillance, Surface Surveillance)
4)ICAO, Global Air Navigation Plan, Appendix5: Technology Roadmaps,
Surveillance (Air-Air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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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레이더 시스템은 운영이 제한적이고 유지비가 비싼

하였으며, 민간항공에서는 식별 정보를 담은 Mode A, 고

착된 트랜스폰더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확인 표적에 대한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상황인식을 제공한

데에 비해,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도 정보를 담은 Mode C, 그리고 이를 개선한 Mode S를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 FIS-B는 텍스트 및 그래픽 형태의 기상정보,

경제적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포함한다. 항공기에 탑재된 트랜스폰더의 협동이 필요하다

MLAT, ADS-B와 같은 감시시스템의 도입과 핵심기술의

는 점에서 협동 감시시스템으로 분류된다.

NOTAM, ATIS와 같은 항공정보를 제공한다.
자동종속감시용 방송시설 (ADS-B)

국산화를 통해 성능, 경제성 및 호환성이 우수하고 안전하

교통량이 많은 공역에서는 다수의 항공기의 Mode A/C

전자파의 직진성으로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는 사각지대

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가 일제히 송수신되기 때문에 신호 혼신과 응답 및 식별코

및 대양지역이나 사막, 정글, 산악 등과 같은 대륙 원격 지

여야 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최신 항공감시시스템의

드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Mode

역에서는 기존 레이더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종류와 각각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운항형태에 따른 차

S는 지상국과 각 항공기간의 1:1 데이터링크를 위하여 24

ICAO에서는 1983년부터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

세대 항공감시시스템의 국내외 적용 현황을 살펴본다.

비트의 고유 주소(Selective Address)를 이용하며 Mode

여 수동조작 없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위치정보의 송

A/C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SSR/Mode S는 항공기에

출이 가능한 ADS (Automatic Dependent System) 시스

24비트 주소를 할당하여 질문신호에 항공기 주소를 추가

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최신 항공감시기술

하여 질문함으로 해당되는 항공기만 응답함으로써 왜곡 현
모드S/이차감시레이더 (Mode S/SSR)

상을 제거할 수 있다. 물론 응답신호에도 항공기의 주소가

<그림 7. ADS-B 개념도>

일반적인 일차감시레이더(Primary Surveillance

추가되어 이를 항공기 식별자(ID)로 사용한다. Mode S는

Radar) 항공기의 식별 및 고도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에

24비트 ID와 비행번호만 전송하는 ELS(Elementary

ADS-B 시스템을 장착한 항공기는 CDTI(Cockpit

비해 이차감시레이더는 트랜스폰더를 이용하여 질문파를

Surveillance), 비행 상태벡터까지 전송하는 EHS(Enhanced

Display of Traffic Information)을 이용하여 조종석에서

송신하고 항공기에서 이를 수신한 후 항공기의 거리와 방

Surveillance)와 질문기에 동기되지 않고 항공기 위치정보

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ADS-B를

위뿐만 아니라 식별부호와 고도 정보 등을 담은 답변 신호

를 랜덤하게 방송하는 ES(Extended Squitter)로 발전되

통해 전송되는 위치정보는 모든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으

를 송신하고 지상에서 이 신호를 해독하는 레이더 시스템

어 왔다. 여기서 SSR/modeS ES를 일반적으로 1090ES라

며, 비행 중인 항공기의 조종사에게도 200NM 이내의 다

으로, 항공기를 감시하는 동시에 고도정보를 제공받고자

고 일컫고 이를 ADS-B신호로 활용된다5).

른 항공기의 위치와 의도가 전시가 된다. ADS-B를 이용

Mode S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영국과 미국에서 시

<그림 6. 감시레이더와 ADS-B 데이터 비교>

험이 수행되어 1990년대에 서비스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그림 4. PSR과 SSR 개념도>

할 경우, 지상 관제시설의 관제지시를 문자 및 소리로 수신
할 수 있고 항로 이탈시 지상감시시스템이 자동으로 경고

는 1989년 이후 모든 여객기에 대하여 TCAS(Traffic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

하여 비행안전에 기여한다7).

Collision Avoidance System) 운영을 지원하는 트랜스폰

Broadcast)는 항공기의 정보를 항공기와 항공기 간, 항공

ADS-B는 VHF 통신 대신 위성시스템을 이용하는 통신

더의 장착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현재 많은 수의 항공기는

기와 지상 관제기관 사이로 방송하는 시스템이다. 지상국

및 감시 기술이다. 따라서 레이더 및 VHF통신에 필요한

Mode S 장비를 장착하고 있다6). 항공기는 이미 Mode S

의 질문 신호가 필요한 이차감시레이더와는 달리, 지상국

장비 및 시설 등 초기자본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 운용이

트랜스폰더를 장착하고 있고 아무런 개조 없이 Mode S 감

의 간섭 없이 자동적으로 자신의 위치, 속도 및 고도 등의

경제적이다. ADS는 대양, 사막, 정글, 산악지역과 같은 곳

시의 모든 이점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개량된 감시

정보를 방송한다. ADS-B는 관성항법장치 또는 위성항행

이라도, 위성통신 및 VDL(폴 데이터링크) 통신이 가능하

(Enhanced Surveillance) 시스템을 위해 개조되어야 할

시스템(GNSS)로부터 얻은 위치정보를 Mode S를 통해

다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 시설에 비해 운용이 유

사항도 아주 적다.

1,090 MHz 확장 스퀴터(Extended Squitter)로 송출하

연하다. 즉, ADS 시스템을 이용하면 레이더가 설치되지

Mode S는 재래식 SSR의 오버랩 응답 문제를 해소하고

며, 약 250km~350km의 범위 내 항공기과 지상의 관제

않은 지역에서도 항공기의 감시가 가능하며, 레이더 음영

간섭레벨(FRUIT)를 감소시켰으며, 항공교통관제에 데이

시설도 해당 항공기의 정보를 수신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지역을 보완할 수 있다. 항로, 터미널 공역 및 접근절차 등

터링크 능력을 제공하여 조종사/관제사의 업무부하를 줄일

있다.

에서 지형의 한계를 해소하고 공역의 사용을 극대화할 것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Mode S를 지원하는 이차감시레이

ADS-B 시스템은 또한 항적정보와 기상정보를 TIS-

으로 기대된다.

더 시스템도 항공기와 지상국이 Line of Sight에 위치하

B(Traffic Information Service-Broadcast)와 FIS-B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DS-B를 활용하면 개별적인 항

지 않는 경우 신호의 세기가 급격히 감소하며, 항공기에 장

(Flight Information Service-Broadcast)를 통해 제공

공기의 항행시스템 성능 및 편차의 영향을 최소화 될 것이

할 수 있다. TIS-B는 ADS-B의 공대공 서비스를 보충하

<그림 5. 협동 독립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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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태식, 장재원, 다변측정(Multilateration) 항공감시 시스템 기술 동향, 항공
우주산업기술동향 제11권 제2호, 2013.12.
6)한국항공진흥협회, 항행안전시설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연구, 2010.9

여 조종사로 하여금 현재 항공교통업무를 받는 모든 항적

7) 오경륜, 김인규, 송재훈, ADS-B 개념기반의 지대지 감시 Test bed 성능
평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기술 제6권 제1호, 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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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관제사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위성

록, 배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정밀한 위치를 계산할

Multilateration)으로 분류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감시 장비로 활용할 경우(WAM), 산악/장애물로 인하여 발

기반항행시스템의 신뢰도 문제가 큰 단점으로 남아있다.

수 있다. MLAT은 항공기 트랜스폰더에서 송출되는 모드 A,

MLAT 시스템이 출현한 초기에는 SMR을 대체해 공항지

생한 레이더 음영지역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WAM은 수

ICAO는 ADS-B를 지상감시로 활용할 경우에는 ADS-B

C, S 및 ADS-B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운용 항공기

면을 감시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차츰 TMA 및 항로

신기의 배치에 따라 레이더 시스템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감

의 데이터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와 함께 사용할 것

에 추가 장비를 요구하지 않으며 공항 주변 및 레이더 음영

범위까지 활용성이 확대되었다.

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0Km 정도의 거리로 수신기

을 권고하고 있다.

지역에서 항적에 대한 정밀한 감시가 가능하다.

MLAT 기술은 공항지상표면 및 항로 및 터미널 공역 감

ADS 시스템을 이용하면 저밀도 대양 공역에서 항공기

시용 뿐 만 아니라, 수평활주로 동시이착륙을 위한 정밀활

수평활주로 동시이착륙을 위한 정밀활주로 상태감시

의 궤도변경을 할 때, TCAS 신호에 의한 경고만 제공되는

주로 상태감시(Precision Runway Monitoring), 수직분

(PRM)의 경우, MLAT의 높은 정확성을 이용하여 항공교

현황과는 달리, 조종사에게 다른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전

리축소를 위한 정밀 고도감시장치 (Height Monitoring

통량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다. 수평활주로 동시 이착륙

시함으로써 더 나은 상황인식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항공기

Unit) 및 레이더 음영지역 감시 해소 등으로도 활용될 수

을 적용하면 수용량이 현재의 약 30%가 증가할 것으로 예

의 고도 및 궤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있다.

상된다. 수직분리축소를 위한 정밀 고도감시장치(HMU)의

항공로 및 공항 주변 공역에서 이용될 경우, ADS-B는
재래식 이차감시레이더의 일부 비용만으로도 새로운 항공
교통관제 감시 수단이 될 것이다. ADS-B 지상국은 복잡
한 회전 안테나를 장착한 레이더 시스템과 달리 그 구성이
간단하며 저렴하다. 게다가 레이더 시스템과 달리 ADS-B
지상국은 항공기 위치의 고정밀 측정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지상 전자장비의 비용이 적게 든다8).

<그림 9. MLAT 개념도>

MLAT은 그 활용도가 다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내

종 류

관제 기관

내용

경우, MLAT의 정확성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순항고도인

WAM
(Wide Area MLAT)

ACC, APP

•MSSR을 대체
•200NM 범위

29,000~41,000ft에서 항공기를 더 많이 배치할 수 있어

PRM-MLAT

APP, TWR

•MSSR을 대체
•80NM 범위
•A-SMGCS 센서
•5NM 범위
•VTS를 포함

Airport MLAT

TWR, APRON

VTS System

TWR, APRON

이동지역에 있는 항공기, 장비 및 시설을 감시하는 ASMGCS로 사용될 수 있으며, 터미널지역 및 항로를 비행

•SMR을 보충
•지표면 전용

<표 2. MLAT 활용 분류>

항공기의 연료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은 MLAT 개발에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다. 항
공감시용 MLAT 개발을 위해 30년 이상 연구개발을 수행
한 미국은 1970년대 초 Multilateration을 최초로 개발하
였다. 미국에서는 혼잡한 공항에서 활주로 및 유도로 지역
의 잠재되어 있는 충돌 위험을 개선하고자 ASDE-X라는

하는 항공기에 대한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각각의 활용에

새로운 공항지면감시레이더와 ADS-B 및 MLAT 등의 감

다변측정감시(MLAT : multilateration)은 쌍곡선

서 요구하는 성능으로 항공기 또는 이동체를 확실하게 식

시센서와 융합하여 미국 내 35개 주요공항에 ASDE-X를

(hyperbola) 또는 쌍곡면(hyperboloid) 위치 측정법을 이

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NextGen 프로그램에 의

용하여 SSR/modeS 트랜스폰더에 출력되는 응답신호를 4

MLAT 시스템은 공항 지상 등 근거리에서 항공기 및 이동

하면 미국 알레스카 주노공항, 콜로라도 4개 공항에

개 이상의 수신기에서 상호간의 수신시각차(TDOA; Time

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LAM; Local Area

MLAT 시스템을 설치하여 5Nm의 분리기준을 적용하고

Difference of Arrival)를 측정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

Multilateration)과 터미널 및 항로상의 항공기를 감시할

있으며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항 수용능력을 증

하는 최신 감시기술이다.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하는

수 있는 광역 다변측정 시스템(WAM; Wide Area

진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앵커리

다변측정감시 (MLAT)

지 항공교통관제소(ARTCC)는 2010년부터 WAM를 이용

ADS-B는 위성신호의 변조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
다. 따라서 MLAT은 ADS-B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그림 11. MLAT 활용 예시10)>

CNS/ATM의 감시기술로써 주목받고 있다.

한 항공로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체코의 ANS(Air Navigation Services)가

MLAT을 이용한 항공감시 성능은 설치된 수신기들에 도

MLAT 시스템을 공항이동지역 감시장비 (A-SMGCS)

세계최초 LAM과 WAM 운용 승인을 획득하였다. 프라하

착한 신호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지상 수신기가 많을수

로 활용할 경우 기존 SMR 보다 우수한 감시 성능을 제공

Ruzyne 국제공항에 LAM시스템을 설치하여 1999년부터

할 것으로 기대된다. SMR과 달리 MLAT은 여러 가지 장

감시장비로 활용하였다. 레이더 감시 사각지역인 체코

애물과 우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확성이 높은 항

Ostrova TMA에 WAM을 설치하여 교통분리 인증을

공기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모든 항공기 각각의 정보를

2002년에 민간항공국(CAA)으로 획득하였다. 기존 SSR의

제공하며 항공기와 항공기 간의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다.

경우 5NM 분리 관제를 하였으나, WAM을 설치함으로써

따라서 세계 일부 주요 공항에서는 이동지역 감시에

3NM 분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2006년에는 세계최초로

MLAT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활주로 사고의 감

통합 WAM/MLAT시스템 구축하였다.

<그림 10. MLAT 활용 분류9)>

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MLAT 위치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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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치한다.

8) 한국항공진흥협회, 항행안전시설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연구, 2010.9
9) Proven Multilateration and ADS-B Surveillance Solutions, ERA
Company Overview

MLAT 시스템을 항로 및 접근공역에 비행하는 항공기

MLAT은 수신기의 배치와 개수에 따라 정확성의 차이가
10) Thales, Future Role of Radars in ATM Surveilla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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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시행하였다.

있지만 일반적으로 ADS-B 정도의 정확성을 갖으며, 위성

용을 들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차감시레이더 및 SSR의 경

신호의 안전성문제를 해결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정확성을

우에는 약 1,6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오하이오 계곡 시범 프로그램은 주요 허브공항에서의 대

보장한다. 또한 이차감시레이더는 항적 갱신주기가 4초이

에 비해, MLAT 시스템의 경우, 1기의 지상국은 약 25만

형 운송용 항공기의 ADS-B 활용을 위하여 설계되었다.

나, MLAT의 갱신주기는 1초 이하로, 항공기의 위치를 실

달러 정도로 비용은 설치 규모에 따라 좌우되나 대략 이차

1999년 중 미국 화물항공사인 에어본 익스프레스, 페더럴

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MLAT

감시레이더의 절반 가격이며, ERA사의 MLAT은 약 187

익스프레스 및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사는 4대의 항공기

은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어 항로 및 터미널에서 운용되는

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미국 콜로라도 공항의 경우, 4개

에 ADS-B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운항평가 및 ADS-B 시

이차감시레이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항을 커버하는 20개의 MLAT 센서 구축에 470만 달러

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대형 운송용 항공기에서의

MLAT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직분리최저치(RVSM)

만을 지출하였다.

ADS-B 적용을 위한 기술적, 운용적, 인적 평가를 통해
ADS-B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및 RNP 네트워크의 성능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다. 하지만, MLAT는 이차감시레이더 및 ADS-B와 마찬
가지로 협동(Cooperative) 감시로, 미확인 침입표적을 탐

주로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업무를 진행하는 소형

다중고정일차감시레이더 (MSPSR)
<그림 14. MSPSR 개념도>

협동 감시 시스템은 비협조 침입 표적에 대한 감시가 불

항공기의 ADS-B 적용을 위한 시범단계가 필요하였다.

가능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최근 무인항공기와 경량항

MSPSR은 표적에 대한 3D 탐지가 가능하며, 무인항공기

ADS-B는 기성 레이더 시스템에 비해 설치가 용이하고 저

특히 최근 저고도 임무항공기의 증가로 레이더관제 음영

공기 등 트랜스폰더를 장착하지 않는 항공기에 대한 비협

(UAV) 등 낮은 레이더반사면적(RCS)을 가지는 항공기를

렴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지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독립 탐지는 일차감시레이더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탐지 할 수 있으며 특히 트랜스폰더 미장착 항공기와 같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FAA는 지형 및 악기상 등의 영향

MLAT 시스템이 이러한 레이더 음영지역에 설치가 된다

일차감시레이더 또한 설치 운용의 제한과 비싼 유지비, 그

비협력 표적에 대한 독립적인 탐지가 가능하다. 기상 및 지

을 많이 받으나, 항공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알래스카 지역에

면, 저고도 임무항공기, 무인항공기와 일반 대형운송여객

리고 저고도 탐지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

형의 영향을 받는 일차감시레이더와는 달리, UHF를 사용

서 ADS-B 기반의 Capstone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기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 및 구축의 유

하고자, Eurocontrol에서는 2020년 이후 일차감시레이더

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송신기와 수

도로 및 철도 등 다른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연성 뿐 만 아니라, 우수한 감시성능, 추가 장비의 탑재가

를 대체할 수단으로 다중고정일차감시레이더(Multi-

신기의 개수 및 배치에 따라 탐지범위를 설정하여 레이더

항공교통 의존도가 높은 알래스카 지역은 척박한 환경으로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MLAT은 고가의 노후레이더 시스템

Static Primary Surveillance Radar)를 개발하고 있다.

음영지역을 탐지가능하며 그 탐지 정확성 또한 우수하다.

인해 평균 9일에 1번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미국 내

지 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

을 대체하여 구축비용 및 운용비를 대폭 절감할 것으로 기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MSPSR은 기존의 일차감시레이

통근자의 연간 항공 사고율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항

대된다. 특히 ADS-B와 병립설치 및 운용할 경우, ADS-

더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차세대 감시 기술이며 기술적

공 사고율이 높은 지역이다. 1999년에는 알래스카 남서부

B와 MLAT은 동일한 통신 인프라를 요구하며 ADS-B에

실현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 그 활용 범위가 다양하

지역에서 프로그램 1단계가 시행되었고, 2001년에는 남동

대한 백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MLAT은 ADS-B의

고 무인항공기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낮은 RCS의 무

부 지방에 2단계가 시행되었다.

위치 보고를 검증해주는 독립장치가 될 수 있으며, GPS의

인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며 저주파 UHF로

취약성으로 인하여 항공기가 항행기능을 상실했을 때 2차

기상 조건의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친환경적이고 성능 및

감시시스템의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 유지보수 비용 또한 기존 일차감시레이더에 비해 월

2010년 4월 15일 CNS/ATM Conference 자료에 따르

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유력한 차세대 항행

면, 이차감시레이더를 도입하는 경우, 약 250만 달러의 비

감시시스템으로 평가된다. 특히 MLAT의 사용과 동시에
<그림 13. MSPSR 기본 요소>

MSPSR(MPSR)은 다수의 전방위 UHF 송신기와 수신
기, 중앙처리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송신기가 다른 전

MSPSR을 이용하여 1차 감시 기능 까지 갖출 경우 미래에
현재 레이더 시스템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항행
감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5. Capstone Program Phase 1>

파를 송출하고 항공기에 반사된 전파를 수신기가 수신하여
교차점을 분석하여 항공기의 위치와 속도를 탐지한다.

항공감시시스템 활용 동향

역 내 항공기가 레이더 서비스 지역을 비행하면, ADS-B

MLAT은 항공기 트랜스폰더에서 송출된 신호를 다수의 수
신기에서 수신하여 신호를 계산하는데 비해, MSPSR은 다

ADS-B 현황

를 장착하지 않은 항공기도 Mode A/C 또는 Mode S 트랜

수의 수신기에서 서로 다른 전파를 발사하고, 항공기에서

ADS-B를 가장 먼저 시범운영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스폰더에서 발신한 신호를 이차감시레이더에서 해당 항공

반사된 전파를 다수의 수신기가 해당되는 에코를 파악, 발

FAA에서는 기성 레이더 시스템으로는 운영하기에 제한이

기의 위치를 파악하여 조종실의 디스플레이상에 전시하며,

신기 및 수신기의 좌표와 TDOA를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있었던 지역을 두 곳 선발하여, 대형항공기와 소형항공기

기상정보 및 항공정보를 문자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지대

각각의 상황에서 ADS-B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젝

공통신을 통하여 제공하였다.

<그림 12. SSR과 MLAT 사용 비용 비교11)>

11) "Multilateration Surveillance Systems of ERA,"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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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은 Capstone 프로그램에서 한발

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항공기의 위치를 감시할 수

오스트리아 Innsbruck 공항에서 성공적으로 WAM이

나아가 ADS-B 데이터 링크관련 법규를 제정하였으며,

있는 성능을 갖출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관제기관인

운용되자, Eurocontrol은 항공감시시스템 구축 전략에

ADS-B를 지원하는 지역은 향후 더욱 확대 전망할 것으

Austro Control은 전통적인 이차감시레이더시스템을 사

MLAT을 포함시켰고, 체코와 독일은 그 기술이 터미널 및

로 예상된다.

용할 경우 1300만 유로가 들 것으로 추산하였지만 다변측

항로 감시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스위스의

정시스템은 연간 15만 유로의 운용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Skyguide, 독일의 DFS, 오스트리아의 Austro Control은

알려졌다15) .

WAM의 운용을 시도하였다. 유럽 중부지역의 WAM 사업
은 Zurich, Nurnberg, Salzburg, Innsbruck를 커버한
다. 유럽은 또한 RVSM 네트워크 내에 5기의 다변측정 수
신시스템을 설치하여 25피트의 정확도로 비행고도를 확인
하고 있다. 몽골, 티베트 및 중국 등도 다변측정 감시시스
템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선 터미널 지역을 커버하고 그 다

<그림 16. Capstone Program Phase 2>

음에 항로를 연동시키는 방안을 갖고 있다18) .

ADS-B를 장착한 소형항공기는 이들 운항지역에서 떨

항공네비게이션 시스템

어진 앵커리지에 있는 관제사에게 레이더 스크린 상에

경량항공기의 경우, 대형 운송용 항공기와 달리 저고도

ADS-B 교통 환경을 볼 수 있게 하여 준다.
Capstone Program이 시행되기 전에는 10년간 전체 항

시계비행을 하기 때문에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통제를 받지

<그림 17. 미국의 CNS Program 추진 현황14)>

않으며, 지형 및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에 비해 항공

공 사고 수는 101건이었으며, 부적절한 비행 준비, 연료 측
정실수, 비행정보의 부족,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항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12).
반면, Capstone Program을 시행한 후인 2000년부터
2001년의 모든 항공 사고 건수는 19건이었다.
Capstone Program과 다른 여러 변화를 적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역인 Y-K Delta는 안전부문에 있어
굉장히 많은 발전을 보였다. 2000년에서 2001년 2년 동
안, 부적절한 비행준비, 연료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사고
는 0건이었다. 또한, Capstone Program을 통하여 조종
사 스스로의 비행 감시가 가능해 지면서 조종사의 의사결
정과 안전 인식에 도움을 주며 Alaska Y-K Delta 지역
내의 비행 전반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특히, Capstone
Program이 시행되면서 치사율은 47% 감소하였다13).
이러한 성공적인 Phase 1과 Phase 2의 결과를 토대로
미국 FAA는 2007년을 기점으로 Capstone 프로그램 시
스템을 2013년까지 전 공역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비행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국경이탈이나 금지, 위험구역의

유럽 및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말부터 차세대 항공

침범 등으로 인해 비행안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감시 시스템으로 다변측정(MLAT)감시시스템을 연구를 시

있다. 따라서 경량항공기의 감시에 있어서는, 지상기반 감

작하여 2000년대 초부터 시범운용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로 운용이 승인된 다변측정 감시시스템은 오스트리아의
Innsbruck Valley에 설치되었다. 오스트리아의
Innsbruck Airport는 8,000ft 이상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출발 및 도착하는 항공기에 대한 감시에 어려움이 있
었다. 이 공항에서는 기존 레이더 시스템으로는 산 중턱이
나 산 위에 설치해야 하나, 이는 비실용적이고, 항공기 감
시에 필수적인 공역을 모두 커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
이 있었다. 즉, 이 지역에서는 험한 지형 및 막대한 비용 때
문에 전통적인 감시시스템을 운용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관제기관
은 MLAT시스템을 도입하여 넓은 지역에 걸쳐 작은 수신
기들은 거대한 레이더 설비에 비해 설치하기가 용이하였

시가 아닌, 공대공 감시 및 자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8. 오스트리아 Innsbruck 공항의 WAM 설치 및 정밀도16)>

치를 파악하고, 이를 조종사에게 전달하며 관련 있는 항공

Multilateration)을 도입하였다. 위 장비는 Brno 공항으

정보와 타 항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항공교통관제

로부터 80NM 이상의 지역에 이르는 ADS-B 신호 해석

기관의 통제 없이도 스스로 조종상황인식을 개선시키는 비

범위를 갖으며, 오스트라바와 프라하에 이어 세 번째로

행상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19).

WAM이 설치된 도시가 되었다. 체코는 전국적인 WAM 시

소형항공기의 항공내비게이션 시스템은 경량항공기 및

스템의 적용을 위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확장 구축할 계획

초경량비행장치 위치를 감시 및 관리하며, 비행에 필요한

이다. 독일에서도 Frankfurt 지역에 WAM 시스템을 운용

정보를 전달하는 비행 보조 장치이다. 항공내비게이션은

중이다. 독일에서 운영하는 WAM 시스템은 전 세계의 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항법장치와 별도로 시계비행 항공

장 큰 WAM 중 하나이다. 이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는 3개
의 공항을 포함하며, 공항의 모든 항로 100ft 이상의 지역
을 포함한다. Frankfurt 국제공항의 경우, WAM을 통해

계곡 프로그램과 Capstone 프로그램은 ADS-B의 기술

얻은 정보를 모든 활주로에 제공할 수 있다. Frankfurt 공

공기 ADS-B의 적용은 차후 국제적인 시스템으로 차용
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일반항공용 항공기의 약 3/4

12) Worth Kirkman, Commercial Aviation Accidents Before and During the
Alaska Capstone Implementation of ADS-B, FIS-B, Terrain Situational
Awareness, and Expanded IFR Infrastructure
13) ICAO 의제대응 시스템 구축 –미래 항행환경 변화에 따른 관제절차 연구,
국토교통부, 2011.12
14) ICAO 의제대응 시스템 구축 –미래 항행환경 변화에 따른 관제절차 연구,
국토교통부, 2011.12

즉,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스스로 위

체코의 경우, 체코의 Brno공항도 WAM(Wide Area

FAA에서 시행한 ADS-B 시범 프로그램인 오하이오
이 양립할 수 있음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소형항

50

정보의 제공조차 쉽지 않다. 경량항공기는 저고도 공역 내
MLAT 활용 현황

항의 관제 지역 안에 WAM은 지상 500ft 이상의 고도에서
대한 비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Frankfurt 지역에 가시적
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 등에 대한 비행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보급이 활성화 되
어있다.
15) 한국교통연구원, 녹색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항행시스템 개발 구축방안 마련
연구, 2010.9
16) 김태식, 다변측정(Multilateration) 항공감시 시스템 기술 동향,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2013
17) ICAO 의제대응 시스템 구축 –미래 항행환경 변화에 따른 관제절차 연구,
국토교통부, 2011.12
18) 한국교통연구원, 녹색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항행시스템 개발 구축방안 마련
연구, 2010.9
19)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성체제 연구, 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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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2020년까지 최신 시설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

Service-Broadcast) 서버 등을 포함한다[9]. ADS-B 시스

며, 특히, 인천공항 ASR/SSR 레이더 교체시 Mode S 기

템의 경우, 2014년 8월 현재 4년간의 개발 및 시험운용을

능의 첨단시스템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김포·

마치고 최종 성능적합검사를 수행중이다22).

김해·제주공항의 지상감시레이더를 2018년까지 첨단 지

그러나 향후 ADS-B의 기술발전 속도와 항공기의

상감시레이더(ASDE-X)로 교체할 계획이다. 차세대 감시

ADS-B 탑재 비율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은 ADS-B가 현

시스템(ADS-B, MLAT)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

장에 설치되더라도 기존 레이더와 병행하여 운영할 것으로

하여 기존 레이더와 융합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예상된다. ADS-B를 장착한 항공기가 대형 운송기 위주인

MLAT 1식을 제주공항에 2014년까지 도입하여 SSR 장애

점과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우, ADS-B를 장착하기 위

발생 시 예비시설로 활용하며 김포공항 지상감시레이더에

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의한 일부 탐지 불가지역을 2011년 중으로 조사하여 필요

우리나라는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공항의

시 보강한다. 연구개발 사업에 의거 개발되는 시제품을 국

항공기 운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MLAT를 설치하여 운

내 공항 및 항공로 상에 시범운영 및 장비 성능을 평가한

용 중에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적

후 전국 공항으로 확대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인 항행안전시설의 환경변화와 관련 기술 발전에 원활히
대응하고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미국 내비게이션은 항로 정보, NOTAM 정보, 비행금지

국내 차세대 감시시스템 도입 현황

구역 정보, AIP 정보, RF 주파수 정보, GPS RAIM(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 : GPS 오류 경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은 ICAO의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보정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내장된 정보를 화면을 통해 확

(CNS/ATM)의 전환계획에 발맞추어 통신, 항법, 감시 및

인하는 시스템으로 오차범위가 3~5m 수준의 정확한 위치

관제 분야에 대한 2011~2020 항행안전시설 구축·관리 중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감시 분야는 항공로용과

등 범용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Application을 설치하

공항용 차세대 감시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고, 추가

여 지도기반의 위치정보 및 비행정보를 제공받는 기술이

적으로 공항 접근관제용 항공교통관리시스템의 노후화로

활용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개발되어 현재 보급단계에

인한 현대화 계획을 반영하였다. 2011~2020 항행안전시

있다20).

설 구축관리 중장기 종합계획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클럽에 대한 의견 보고서
를 검토한 결과, 항공내비게이션을 통해 항공지도정보, 공

항로용 차세대 감시시스템

역정보, 인근 장애물 정보, 항공기 위치정보, 비행계획서 자

레이더 장애 시 예비 시스템 및 저고도 운항 항공기의 미

동제출 등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21). 현재 국토교통부는

탐지 구역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문기관의 용역결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과를 반영하여 구축방법 등을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이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법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상 시기는 기본·실시설계가

제화하여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레이더

2015년, 구축은 2016~202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음영지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감시업무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저고도 비행이 잦은 경량항공기 특성상,
위성데이터 통신을 활용한 위성항법기술을 접목된 차세대

공항용 차세대 감시시스템
인천·김해·울산·여수공항의 공항감시레이더(ASR)/SSR)

항행시스템(CNS/ATM) 연계방식으로 항공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소형항공기의 감시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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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교통연구원,“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 2011 국토교통부, 2011. 12
21)“다보이앤씨컨소시엄”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체계 구축
기본설계”
, 2013.12

공항용 접근관제용 항공교통관리시스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00년 설치되어 내용연수(14년) 도래 및 노후화가 진행

본격적인 R&D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 확보

중인 일부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 차세대 감시시스템 수용

를 위해“차세대 항행안전기술 연구 개발 로드맵 수립”기

및 RVSM 기능 등을 갖춘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다.

획 연구를 시행하여 MLAT시스템 개발을 로드맵에 등록하
였다. 그리고 2012년에 MLAT개발을 위한 세부 연구개발

ADS-B의 경우, 항공감시용 ADS-B 핵심기술 개발 및

기획을 수립하였으며, 저고도 공역에서의 항공기 감시를

구축을 위하여 ADS-B 개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연구

목적으로
‘다변측정감시시스템(MLAT) 개발’
('13.6~'18.6)

및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

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레이더 장애 시 예비 시

었다. 세부 사업으로, ADS-B 핵심기술 개발 연구단 구성

스템 및 저고도 운항 항공기 미탐지 구역 해소용으로 2020

및 개발추진 체계 확정(
‘10.4~8), ADS-B 데이터링크

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기존 레이더와 융합 운용할

1090ES, UAT 등 적용 기술개발‘10.9~12),
(
시범운영 참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4년 5월에는 김포국제공항

기관(산림청, 해양경찰 등) 사전협의(
‘10.10~12)를 거쳐

MLAT 신설, 7월에는 저고도 항공기 관제통신망 시스템을

ADS-B 데이터링크 1090ES를 기반으로 제주공항과 강원

시범구축하고 있다.

표지소에 시범 구축·운영(
‘11~
‘15)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ADS-B를 공항 이동지역의 항공기 및 차량 등 안전통제 수

ICAO에서 ASBU(Aviation System Block Upgrade)

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총 83억원의 예산을

를 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차세대 항공시스템을

투입하고 2013년 6월 ADS-B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개발

도입하기 위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레이더 시스

된 ADS-B를 김포공항에 시험 가동을 시작하였다. ADS-B

템에서 벗어나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하는 ADS-B의 적

와 지상위치표지장비를 개발하기 위한‘ADS-B 핵심기술

용을 위하여 올해 8월까지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개발(
‘10.9~14.8)’
은 항공감시를 위한 1090ES 및 UAT 지

최종 성능적합검사를 수행 중에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

상장비와 경량항공기와 지상조업 차량에 장착될 탑재장비,

한 ADS-B의 경우, 소형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향상시킬 수

그리고 항공기 위치정보, 기상정보, 운항정보 등을 수신, 처

있는 항공내비게이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헬기 및 경량

리, 방송하는 ADS-B 서버, TIS-B(Traffic Information

항공기와 같이 기존 지상기반 감시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Service-Broadcast) 서버, FIS-B(Flight Information

22) 국산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곧 상용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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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특수 항공기에 대해 효과적

장착되지 않아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일 것으로 기대된다.

WAM, ADS-B와 동시에 일차감시레이더를 개선한

2017년부터 위치정보 및 기상 등 안전정보를 전국 기지

MSPSR을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Mode S,

국으로부터 수신하여 조종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소형항공

ATCRBS, UAT 주파수를 호환하면서 각 항공기 별로 독

기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립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GPS 위성항법시스템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ADS-B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대

현재 우리나라는 ADS-B와 MLAT에 관한 연구는 많이

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ICAO에서는 위성항행시스

이루어졌으나, 아직 MSPSR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템을 보완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ADS-B를

않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경량항공기의 비행이 많아지고,

개선하며 설치 및 운영이 비싸고 제한적인 이차감시레이더

무인기의 상용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은 가운데, 독

를 대체할 수단으로 MLAT 시스템 구축이 증가하는 추세

립감시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이다. 다변측정 감시시스템은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 호

및 유럽에서 WAM과 MSPSR이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

환성 및 성능이 우수하고, 항공기 탑재장비의 개조가 요구

어, 이 두 가지 기술을 함께 활용한 차세대 항공감시 시스

되지 않으면서 적용분야가 다양하여 유럽/미국뿐만 아니라

템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 아시아 국가에서도 공항감시, 비레이더 감시지역 등

WAM과 MSPSR을 동시에 활용하는 차세대 항공감시

에 매우 급속히 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에는 이차감

시스템이란, 다중 센서에 의한 동시 협동/독립 감시로 고도

시레이더를 대체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MLAT을 이용

탐지의 오차를 줄이고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탐지 범위를

하여 항로 및 공항 주변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감

넓힐 수 있으며, 전 방위 연속 신호 처리를 통해 1초 이하

시(WAM)와 공항내 지상 이동구역에서 이동하는 장비, 차

의 빠른 갱신주기로 고속 표적의 탐지가 이루어 질 수 있

량 및 항공기에 대한 감시(LAM)로 응용할 계획이며, 특히

다. 특히 미래의 항공감시는 운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이

지상감시에 있어서 A-SMGCS로써 MLAT을 사용할 계획

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감시시스템은 국가 안보, 보안상의

결론적으로, 국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항공감시

이유로 독립감시시스템인 일차감시레이더(PSR)를 계속 운

시스템을 종합하여 독립/협동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어

용하고자 한다. 현재 운용되는 레이더 시스템은 일차감시

느 하나의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레이더(PSR)과 이차감시레이더(SSR)이 동시에 운영되면

시스템을 보완하며, 위성신호의 변조 등의 이유로, 한 시스

서 상호 보완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이차감시레이더를 운

템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다른 항공감시 시스템을 활

용하면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식별, 고도정보를 수신하며,

용하여 항공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fail-soft 시스템을 구

트랜스폰더를 장착하지 않은 항공기를 포착하기 위하여 동

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ADS-B와 MLAT

시에 일차감시레이더를 운용한다. 이로써 하나의 레이더

연구와 더불어 항공내비게이션과 같은 비행 중 상황인식

시스템에서 포착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레이더 시스템에서

개선 장비와 함께 MSPSR과 같은 최신 독립감시 시스템에

이를 보완한다. ADS-B 및 MLAT와 같은 개선된 항공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한 가지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
는 것은 항공안전에 부적합하다.
현재 미국 및 Eurocontrol에서 개발하고 있는 MSPSR
은 기존 일차감시레이더를 개선하였으며, 협동감시인
ADS-B와 MLAT 시스템과 달리, 항공기에 트랜스폰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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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정용 TACAN 체계도>

고정용 TACAN Beacon(SKY MARU 400G)개발

를 보여주고 있으며, 본 지면에서는 안테나 그룹을 제외한

성된 시스템은 19인치 표준형 RACK에 장착되는 형태로 제작

주장비(Beacon) 개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되었으며, Beacon은 이중화 시스템(TRS#1, TRS#2)으로 구성

고정형 TACAN 주장비는 TRS(Transmitter Subsystem),

되어 있다. 3KW의 출력을 얻기 위하여 고출력증폭기 5개로(6

HAS(High power Amplifier Subsystem), 그리고

개로 구성 시 5KW 확장)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

LCU(Local Control Uni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

된 시스템은 일부 모듈이 고장이 발생하여도 중단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안테나 인터페이스 유닛(AIU)에서는 여러
종류의 TACAN안테나를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아래

전술항행 표지시설(TACAN)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지상
국의 상대적인 방위와 거리정보, 그리고 TACAN의 식별 부
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공항 또는 특정한 위치에 설치
된다. 사용주파수 대역은 962MHz~1213MHz이고 252
channel을 사용한다. 거리정보 제공 부분은 거리 측정시설
(DME)과 동일하여 민간항공기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단독으로 설치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VOR과 병설
(Collocation)된다.
한국공항공사는 2010년~20013년까지 4년에 걸쳐 고정
용, 이동용 및 함정용 주장비를 개발하였다. 이동용
TACAN의 경우, 안테나도 같이 개발하여 방위사업청 납품
사업에 참여하였고, TACAN 6식을 공군에 납품하여 전력화
(2013년)를 완료하였다. 또한 향후 고정용 TACAN의 사업
화를 위하여 성능 개량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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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은 주장비 구성품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MLAT 활용 현황
고정형 TACAN(고정형 전술항행 표지시설)은 미 연방항

Beacon Pulse Train

공청 기술기준 6820-7A 및 국내 항행안전 무선 시설의 설
치 및 기술기준 규정을 만족한다. 그리고 고정형 TACAN은

항공기까지 거리정보는 항공기에서 송신된 질문 신호

통달거리 200NM 이상, 항공기 동시 처리능력 최대 200대

(Interrogation)를 지상장비(Ground Station)에서 분석하

이상, 시스템은 이중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격에서 제어

고 판별하여, 규정(X-Channel에서는 12us, Y-Channel에

및 감시할 수 있다. 특히 고정형 TACAN은 환경시험(MIL-

서는 36us의 쌍 Pulse) 신호일 경우, 항공기로 응답(Reply)

STD-810F) 및 전자파 시험 (MIL-STD-416F)을 통해 인

신호를 전송(X-Channel에서는 12us, Y-Channel에서는

증을 받아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30us의 쌍 Pulse)하는 것으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항공기에 방위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송신 Pulse로
Azimuth Pulse Group를 방사한다. 안테나로부터 제공되

Beacon 구성 및 주요 기능

는 Main Reference Trigger (15Hz)와 Auxiliary

아래 그림1은 모니터링 그룹, 주장비(Beacon) 그룹 그리
고 안테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고정용 TACAN 체계도

Reference Trigger (135Hz)를 기준신호로 X Channel 또
<표 1. Beacon 구성품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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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항공 데이터 종합 관리망 기술개발 연구 현황

<그림 2. Azimuth Pulse Group(Main Reference Group) 특성>

는 Y Channel에 해당하는 Pulse Group을 항공기에 송신
하는 것이다. 또한 송신 신호에는 ID Code와 Squitter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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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 포함된다. TACAN 송신 신호 Pulse Group 중에서
가장 중요한 Azimuth Pulse Group(Main Reference
Group) 신호를 측정 파형을 그림2에 보여주고 있으며, 12
개 쌍펄스 신호 특성을 나타난다. 이때 출력 전력은 6개
HPA를 결합했을 때의 5KW에서 측정하였다.
<그림 3. Beacon 형상>

Beacon 형상

항공기 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한 운

그리고 시스템 단위의 개발 관련된 기본, 상세 설계서 작성을

항을 위해 협력적 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Beacon 기계적인 형상은 19인치 표준 RACK 형태로 제

수행하고 상용품 제조를 위한 매뉴얼(기술, 운용, 고장배제, 제

많은 항공기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

작되었으며, 전면과 후면은 도어를 개폐를 할 수 있다. 전면

조, 하네스 등)을 완료하였다. 2013년부터 청주공항에 테스트

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항공 선진국에서는 ICAO 회원국들

도어에는 시스템 냉각을 위해 공기 유입을 위한 흡입구가

베드를 운용하면서 고정용 TACAN 장비에 대하여, 국토부 비

과 함께 다양한 항행시설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하고 있으

있으며, 후면도어에는 시스템 냉각을 위한 공기 배출 팬

행점검센터 비행검사를 합격하였고, 장비 성능개선 시험 및 신

며 항공기 안전 관련 신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다.

(Fan)이 장착되었다. 외부연동을 위한 연동단자들은

뢰성 시험 위하여 계속해서 테스트 베드 무선국을 운용하고 있

RACK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아래 그림3은 Beacon의 형

다. 향후 항행안전장비의 성능적합증명(국토교통부) 획득을 준

상 및 구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비하면서 체계적인 장비개발 절차 수립을 확립할 계획이다.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가 착륙하고 자신들의 수화물들
을 찾아 안전하게 공항을 나서기까지 수많은 정보가 요구
되는 게 현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객

한국공항공사는 그동안 외산 장비에 의존하던 TACAN 장비

및 수하물의 안전한 수송,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인 항공기

를 국산화하였고, 그 개발 산출물을 보완하면서 향후 안정적인

운항관리, 이륙에서 착륙까지 항공기의 안전한 관제 및 감

제품 생산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고정용 TACAN Beacon 장비
의 SI(System Integration)를 자체 수행하고 있다. 모듈,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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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Order 6820-7A
- 항행안전 무선 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현재 항공통신망 이용 개념도>

시,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 기상 회피 및 기상을 고려한 탄

특히 지구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기상

력적인 항로의 재구성으로 안전한 운항 보장과 비행시간

변화로 인하여 장거리 노선의 항공시간이 지연되고, 이에 따

절약에 의한 유류 절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라 여객청사 및 화물처리 시스템의 혼잡도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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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통신망의 발전방향 개념도>

<시연회 현장 및 참가국 국기>

과 차세대 항공교통 관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주

이터를 교환하는 시연회(Global Mini test demo)에

행기 출발부터 운항과 도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고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참여하였다. 본 시연회는 서로 다른 수준의 항공 시스

시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번 시연회에서 글로벌

이에 따라, ICAO에서는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 전반에

템을 가진 국가 간에 데이터의 표준 모델을 이용하여

항공 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관련된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ASBU (Aviation

기본적인 항공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

인정받아 미국연방항공청(FAA) Nextgen Office가

국가별로 개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항공

System Block Upgrade) 계획을 만들었으며('12년 11월)

었으며 우리나라는 최고 기술 참여 자격인 서비스 레

참여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공로패를

교통흐름관리에 사용될 데이터를 현재보다 쉽고 효율적으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제공하기 위한

벨4로 참여하였다.

수여하였다.

로 처리해주는 항공 데이터 종합 관리망이 기본이 된다. 아

항공 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SWIM:System Wide

우리나라의 테스트 내용은 인천과 LA 그리고 LA와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차세대 항행시스

래 그림은 차세대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의 발전 방향을

Information Management)을 ASBU에 포함하였다. 글

인천 간의 가상 항공편에 대한 비행 계획 전송, 일본

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ICAO 항행계획 추진에 적극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기기간 연결방식은 미래의 효율적

로벌 항공 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은 항공교통에 관련된

화산 폭발로 인한 비행 계획 수정 전송, 출발 메시지

동참하여 이행할 예정이다.

인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처리 및 관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항공기 데이터, 항공정보 및 기상정

전송, 항공기 위치 정보 전송, 도착 메시지 전송 등 비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보를 활용하여 항공기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항과 공항관

급증하는 항공교통수요에 따른 지연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항공교통흐름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Nextgen, 유럽에서는 Sesar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차
세대 항공교통수요에 대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차세대 항공교통 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항공기 관제 및

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기술은 미국과 유럽에

감시정보, 항행시설정보, 항공기상정보 및 항공기 출·도

서 2000년도 후반에 Nextgen과 Sesar 프로젝트에서 개

착 시간 등의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며 차세대 항공 장비를

발이 시작되었고 현재도 개발 진행 중이다.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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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기반 통신망이 요구된다. 현재의 항공 데이터 교환망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항공 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

정해진 기기 간에만 데이터가 교환되고 있고, 낮은 데이터

(SWIM)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에 착수('12~'17년)하였으

전송률은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

며, '14년 9월, 미국의 주관하고 태국, 일본, 싱가포르, 오

제한된 문자를 사용하고 있어 국가 간의 항공 데이터 교환

스트레일리아 등 8개 국가가 참여하여 국가 간의 항공 데

<SWIM 미니 글로벌 테스트 참여패>

<FAA에서 국토교통부에 전달된 공로패>

<시연회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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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에 지진 대비 면진시설 구축

‘하늘길 안전 차세대시스템 구축 동향’
세미나
- 22년 이어진 항행안전 세미나… 우리나라 항공안전 향상에 기여 <기존 항행안전시설 설치 랙>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김포국제공항 인근 메이필드 호텔

<김해공항 단거리이동통신시설 면진장치 설치>

에서‘항행안전시설 운용기술과 차세대시스템 구축동향’
을주
제로 제23회 항행안전시설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1992년에 처음 열린 후 지금까지 22년 동안 이
어진 항행안전시설 발전분야의 전통 깊은 행사로서, 우리나라
가 항공안전 세계 1위와 항공운송산업 세계 6위의 항공 강국으
로 성장하는데 기여해왔다. 금년에는 국내외 관련 전문가 약
2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공항 수용 능력과 이착륙항공기
분리기준 연구 동향(한국항공대 문우춘 교수)’
항공관제레이더
국내개발 및 성능평가(LIG넥스원 임기현 수석연구원)’
‘차세
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구축현황과 전망(미국 Mr. Dean
Burnce)’
등 8개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들의 질의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차세대 위성항법시스템(SBAS)에 대한 미국 및 유럽 기술개발 현황이 자세히
소개되어 국토부가 추진하는 SBAS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을 확보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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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내진설계나 제진장치들을 설치하고 있다.

줄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공항도 여객청사 및 관제탑 등 건축물들은 모두 내진

는 2013년 울진비행장 레이더에 우리나라 최초로 면진

설계가 되어 있으나, 항행안전시설의 장비실은 주로 건

장치를 설치하였고, 2014년 김해공항 항공관제통신시

축물 내에 있거나 활주로 주변에 쉘터에 설치되어 있다.

설에 면진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항행안전시설의 장비들은 주로 랙형태로 설

2015년에 김해공항 계기착륙시설과 대구공항 전방향

치되어 있으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들은 설치가

표지시설(VOR/DME)의 쉘터에도 면진장치 설치를 추

되어있지 않다

진하고 있는 등 지진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일, 어느공항이던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제

또한, 군공항의 경우에는 장비실이 활주로와 가까이

탑이나 여객청사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있어 지진에

있어 전투기 이·착륙시 진동이 많이 발생하여 장비에

견딜수가 있으나, 그 건축물 내부에 있는 항행안전시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으나, 면진장치 설치로 지진

들은 흔들림으로 인해 카드나 모듈에 영향을 줄수가 있

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투기의 진동으로 인한 충

으며, 심할 경우 랙이 쓰러져 장비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격으로부터도 장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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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항행안전시설
제작사 교육 시행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밀접한 항행안전시설은 일반적으

으며, 자격인증은 소정의 교육시간 이수와 평가에 합격하

로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국가가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여야 하고, 합격한 후에도 보수교육과 필수 근무시간을 만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항공사에서 관리한다.

족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할 당시에 설치된 항행안전

장비가 도입되면 운영과 다양한 장애 상황에서의 대처능

시설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장비의

력 향상을 위해 제작사 교육을 시행한다. 자격인증을 위해

수명을 고려하여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제외하고

서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제작사 교육은 짧은 시간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전면적으로 개량하고 있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하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항행안전시설의 수명은 시설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통 10년에서 15년을 사용한다. 유지관리는 해당 기종별로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듯이 제작사 교육은 장비를

유지관리 자격인증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

이해하는데 필수이어서 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운영이나 유

지관리적 측면뿐 만 아니라 장비 설치 시에 주도적 참여가

실습교육은 운영, 예방점검, 고장진단, 대처요령을 익히

가능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점

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장비가 설치되는 과정이나 설치가 완

도 있다.

료된 후에 유지관리자가 훈련 목적의 장비조정을 경험하기

인천공항의 항행안전시설 개량사업과 관련한 제작사 교

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육과정은 크게 9개 시설, 17개 과정에 대해‘14년부터‘16

장비가 현장에 반입되어 설치될 때 제작사 설치 엔지니

년까지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다. 시설 유지관리를 담당하

어는 장비를 공항 특성에 맞도록 세팅 또는 정밀 조정하지

는 유지보수자 교육과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며,

만, 이때 관제사나 유지관리자는 그 과정을 눈여겨볼 뿐 장

서항청은 관제사 교육과정과 관리검사관 교육과정에 참여

비로 실습을 할 수가 없다. 장비가 설치되면 안전성 검증

한다. 과정별 소수정예의 2명 내지 4명이 2주에서 5주간

및 안정화를 위하여 시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미 장비 세팅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이 완료되었으므로 세팅 값을 변경할 수도 없고 이후, 운영
중인 장비로 연습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이처럼 제작사 교육은 설치 후 15년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어서 새로운 항행안전시설의 성공
적인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에
서 가장 안전한 인천국제공항으로 평가받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계기착륙 및 표지시설

2개시설 3과정

과정별 6주

항공정보통신시설

2개시설 4과정

과정별 2~3주

레이더시설

5개시설 10과정

과정별 2주~5주

※ 관리검사관 및 운영자 과정 별도

제작사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며, 이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사의 철학이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장비운영을 위한 적응시간과 예상치 못한 장
애가 발생했을 때의 복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단거리이동통신시설(U/VHF Radio) 제작사 교육 - 프랑스>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제작사 교육 -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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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행절차 재수립을 통한 항공교통 안전강화
“비행절차”
란 항공기가 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련의 기동방식을 말

미국 연방항공청(FAA)
항공관제시스템 안전점검 추진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한다. 이것은 계기접근절차, 표준계기출발절차(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SID), 표준계기도착절차
(Standard Instrument Arrival. STAR), 체공절차(Holding Procedure), 항공로(En-rout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3본의 활주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행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30일 간에 걸쳐 항공관제시스

Airspace System Voice System)으로 불리는 이 사업이

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완료되면 한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도 즉시 통신경로를

데, 주로 시스템이 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에 대한 취약점을

재지정하여 지속적인 통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소시키는 것과 위탁하는 업무가 증가하는데 따른 용역

고 FAA 한 담당자는 말했다.

계약업체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중 일부 비행절차에 대해, 개항부터 설치되어 운용 중인
제1, 2활주로 계기착륙 및 표지시설 법정 내용연수 도래에 따
른 개량사업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

보다 진전된 통일된 데이터시스템인 Systemwide

국가 공역시스템은 캔사스시티와 워싱턴국가공항에서

Information Management(SWIM)이 이번 시카고의 방

있었던 전력관련 문제, 뉴욕에서 발생한 천정타일 낙하사

화사고와 같은 문제로 인한 통신의 병목현상을 막아줄 수

고, 잭슨빌에서는 석면 불안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발생한 시카고 항로관제센터의

시스템 다중화를 위한 개선사업은 고의적인 장애발생뿐

화재 사고는 용역 계약업체 직원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 사

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 즉 지진과 토네이도 등으로부터

고로 관제레이더시설, 관제무선통신장비, 활주로와 관제사

의 보호막 역할도 하게 된다.

의 워크스테이션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이들 장비를
연결해 주는 통신설로에 문제가 생겼다.

FAA청장 Michael P. Huerta는 이번 30일간의 점검
에는 사람의 장비 접근성과 같은 보안분야도 포함되었다
고 말했다. 현재 FAA는 연방 기술자를 채용하기보다는

관제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해 비행절차수립 용역사업을

주로 서비스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1999년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까지 장비의 수량은 40,360대에서 63,846대로
증가하였으나 연방 기술자는 6,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

개량사업 추진에 따라, 제1활주로 운영중지 시, 제1활주로는

는 실정이다.

이륙전용으로 제2, 3활주로는 정상 이착륙 운영하고, 제2활주

기술자조합의 한 관계자는 많은 장비가 Harries사에 의

로 운영중지 시, 제2활주로는 이륙전용으로, 제1,3활주로는 정

해 유지관리 되고 있는데, 시카고에서 발생한 사고도 이 업

상 이착륙 운영함으로써 항공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항공기

체의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 절차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또한, 한 항공사 전문가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9월 26일 시카고 항로관제센터의 화재사고>

관제업무가 사(私)기업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어느 분야에서나 컴퓨

정부기관, 관제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 시행착

현재 장애발생을 대비한 통신시스템의 다중화 수준이 충

터화 된 시스템의 위탁업무 계약자의 역할은 미묘한 데가

오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사업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시카고 항로관제센터 사고를 예

있다고 말했다. 근래 발간된 도서인『전자적 공포로부터의

항공관제 및 공역 여건을 감안한 실용성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

방하기 위해서는 통신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미국 항

산업제어시스템의 보호』
에서는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계

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는 고품질의 비

공운송협회 전문가는 지적하였다.

약자의 지식이 많은 피고용자는 궁극적으로 내부자라고 지

행절차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FAA는 다른 목적으로 통신시스템의 개선사업을

적했다.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공역시스템 음성시스템(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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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통신(CPDLC)
전국망 구축 완료

INMARSAT, 아시아지역 항공사와
항공기 추적서비스 추진 협상

캐나다는 관제사-조종사 간 데이터통신망(CPDLC :
Controller Pilot Data Link Communications)의 전국
적인 완성으로 공역 활용의 안전과 효율을 증진하게 되었
다고 밝혔다.
CPDLC는 29,000피트 이상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
종사와 지역관제센터(항로관제센터) 관제사 간에 음성통신

터 화면에는 이러한 용어를 쉽게 선택하여 송신할 수 있도

대신 데이터링크 통신 또는 문자기반 메시지를 교환할 수

록 Drop-down형태로 메뉴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있도록 하는 통신시스템으로서, 보다 명확한 통신이 가능

조종사로부터의 CPDLC메시지는 항공기의 고도나 속도의

하기 때문에 통신의 오류를 크게 감소시키게 된다.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관제사의

관제사와 조종사 간의 통신 오류는 공통적인 항공안전의

일상적인 메시지에는 항로의 허가나 주파수 선정 등이 있

이슈인데, 관제사와 조종사 간의 통신에 표준화된 문자메

다. 그리고 관제사는 Roger, Standby, Negative 또는

시지를 이용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통신오류가 획기적으

Uable 등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빠른 응답버튼을 이용할

로 감소하게 된다고 Nav Canada 부사장인 Rudy Keller

수도 있다.

는 말했다.

NAV CANADA는 CPDLC를 2011년 12월에 몬트리올
지역관제센터에 적용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전국적인 구축

또한 그는 CPDLC는 음성통신이 감소함으로써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게 되고, 데이터통신에서는 Read-

부사장 Keller는 세계 최초로 NAV CANADA는 가장

back이나 Hear-back의 규정이 없으며, 음성통신에서

규모가 크게 CPDPC를 국내용으로 적용한 국가라고 말하

발생하는 미약한 수신신호 또는 음성의 질적 저하로 인한

면서, 이미 지난 10년 이상 Gander공역에서는 대양지역

재송신 요청 등이 없어 통신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관제에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다고 말했다. 그리고 캐나다의 공역에는 많은 외국 항공기

그리고 국내공역에서는 2012년 9월 7,000건의 메시지

도 운항하는데 영어가 서툰 조종사일 경우에도 문자메시

통신이 있었으나, 2014년 5월에는 76,000건으로 증대하

지를 이용하여 관제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덧

여 이 기간 동안에 10배의 통신량 증가가 있었다.

붙였다.
CPDLC에서 이용하는 용어는 표준화 되었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관제용어가 포함되었다. 항공교통관제소의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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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NAV CANADA는 캐나다의 민간항공분야 항행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항공교통관제, 비행정보, 공항조언

INMARSAT는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항공사들과 위

Systems)을 탑재하고 있으며, 진보된 항공기 추적시스

성 운영자가 제공하는 위성추적시스템의 설치에 대하

템은 보다 많은 장점이 있으며, 최초로 에어버스 A319

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 SB Safety가 성공적으로 장착되었다고 영국 위성통

INMARSAT의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수석이사인
Bill Peltola는 많은 수의 항공사와 내년에‘SB(Swift

신업체가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Inmarsat 항공분야 사장인 Leo Mondale는 항공기

Broadband) Safety’
의 시험과 활용에 대하여 협상을

가 지상기반 통신망의 통달범위에서 벗어나면 SB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항공사를 거명하지는 않았

Safety는 음성과 ACARS/FANS 데이터 송신을 제공

다고 말했다.

하며 이는 대양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매우 긴요한

Bill Peltola는 SB Safety는 항공관제에 사용되는 통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신인 Inmarsat의 SwiftBroadband 위성통신서비스와

Inmarsat에 따르면 ACARS는 Aircraft Comm-

동일하다고 정의하면서,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운항

unications Addressing and Reporting System의

중인 항공기는 VHF 지상국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말로서 VHF 항공주파수 또는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위성통신이 필연적이라고 언급했다.

항공기와 지상국 간의 단문 메시지를 교환하게 할 수

그는 말레이시아항공 NH370기의 행방불명과 관련

있는 디지털 데이터링크시스템이다.

하여 Inmarsat는 최근 항공사에 변함없이 기본적인 항

그리고 FANS는 Future Air Navigation System의

공기 추적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언

약자로 여러 기능이 있으나, 이 중의 하나는 조종사와

급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는 많은 항공로가 해양 상공

관제사 간 직접 데이터링크통신을 제공하게 된다. 이

에 설정되어 있어, Inmarsat 위성을 이용하는 것은 중

통신에는 항공교통관제 지시, 조종사 요청, 위치 보고

요하다고 덧붙였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그는 아시아지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들이 이

Inmarsat는 상용 항공기에 의한 비행시험을 거쳐

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점이 있으며, 현재 11,000

2016년 초에 SB Safety가 FANS 승인을 받을 수 있을

대 이상의 항공기가 위성통신시스템(Satcomm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비스 및 각종 항행안전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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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TC Global 2014에
참가한 (주)해네임 천강식

헝가리, 항공통신망 현대화 사업 추진

대표이사를 만나다.

헝가리의 항공항행서비스 제공기관인 Hungara Control은 단일유럽공역(SES : Single European Sky)의 항공교
통관리(ATM) 정책에 기반을 둔 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통신시스템(CPDLC) 구축사업을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HungaroControl은 총 9백만달러 중에서 80%를 투자하고 나머지 20%는 EU의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이 마련한다.

CPDLC는 차세대형 데이터통신 프로토콜로서 관제
기관과 조종사간의 문자 메시지 교환기능을 제공한다.

시킨다고 언급했다.

조종사는 항공기의 주 컴퓨터라 할 수 있는 비행관리

Magyar Automated and Integrated Air Traffic

시스템(FMS : Flight Management System)과 VHF

System (MATIAS) Build 10.1 항공항법 S/W는

데이터링크 모드2를 이용하겨 관제기관에서 송신하는

“isclicking”
으로 인한 우발적인 메시지를 방지할 수

메시지, 즉 항공로 허가, 항공로 변경 및 기타 정보를

있다. 헝가리의 항공항행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르면

수신할 수 있으며 반대로 송신도 가능하다. 이 시스템

CPDLC는 2015년 2월에 MATIAS의 업그레이드 버전

은 음성통신을 줄여주며, 현제 분할된 유럽 공역에서

으로 헝가리의 공역에서 사용이 시작될 예정이다.

관제사가 보다 많은 항공기를 공역에 투입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큰 장점이 기대된다.

서비스제공기관의 담당자는 HungaroControl은 새
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HungaroControl의 수석경영인 Korn`’
el Szepessy

모드S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항공기에서 관제

은 유럽에서 CPDLC 기술 발전의 선봉적인 역할을 담

사에게 직접적으로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관제화

당하고 데이터링크통신은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항공

면에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헝가리

항법서비스 용량을 늘리게 된다고 말했다.

는 최초로 유럽에서 2020년까지 의무화시킨 새로운

또한, HungaroControl은 CPDLC는 혼신으로 인한

70

의사전달의 오류와 승무원의 피로로 인한 실수를 감소

단일기반 식별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천강식
주소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48 중앙이노테크 807호
홈페이지
http://www.hename.com
연락처
전화 : 031)781-0900
팩스 : 031)723-0833
이메일
cheon@hena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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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점검이 진행되었는데 가장 처음 점검 시도한 Course

알려진 제품을 개발한다면 그에 관한 자료가 아주 풍부하겠지

Structure항목은 우수한 성적이 나와서 아주 많이 놀랐습니

요. 도서관에 가면 자료가 있고, 온라인에도 자료가 있고, 주

다. 기대 이상의 결과였었습니다. 어렵사리 구한 자료들만을

위에 비슷한 전공자가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읽고서 또 경험이 국내에 전무하니 오로지 이론에만 의존하

시장에서 구매하여 분해 조립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 개발한 첫 시스템에 대한 성적이 이렇게 우수하다니 믿기

데 이 계기착륙시스템은 제품을 구경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보

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른 항목들

안이 철저한 공항에 설치되어 있으니 그것도 활주로 옆에 설

에 대한 점검 절차가 계속 진행되었는데 역시나 불합격이었

치되어 있는 시스템이니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인

습니다. 갈 길이 아직 멀었던 것이었죠. 비행점검을 마치면

천국제공항공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많아서 초기

비행점검사분들이 각종 점검결과 지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

시작 당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자료에 대한 도움

습니다. 당연히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지요. 그러나 불합격

을 얻기 위해 미국의 경쟁사에도 신분을 숨기고 다녀오기도

현상에 대한 설명은 충분했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시스템의

하였습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지 그 부분을 찾아내고 해
결하는 것을 오롯이 개발업체의 몫이었습니다.

CNS Today : 그럼 첫 비행점검을 충청남도 해미에 있는 군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핸드폰이나 모뎀 등과 같이 실험대

사공항에서 수검한 것으로 아는데,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실

에 올려놓고 각종 계측기로 측정하고 수정하고 또 측정해서

수 있습니까?

그 수정 효과를 바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든지 뭐든 우리 의지에 따

CNS Today : 안녕하세요? CNS Today 입니다.

해서 계기착륙시스템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실 텐데 이렇게

당시 아! 이거구나 바로 내가 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

취재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해네임에

에 꽂혔습니다. 이것을 국산화 개발해서 수출하자 그래서 전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를 설립

세계 공항을 누비는 회사를 만들자. 이러한 꿈을 가지고 회사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천강식 대표이사 : 이렇게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시고 취재

CNS Today : 회사를 창립하고 계기착륙시스템을 개발하는

를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설립한 동기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강식 대표이사 : 당시 첫 상용시제품을 한국공항공사와의

라 문제해결을 시도를 해 볼 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약상 6개월 만에 공항에 설치했어야 했습니다. 2008년 11

계기착륙시스템은 오로지 비행점검사분들의 설명에만 의존

월경에 해미군사공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첫 비

하여 추측하고 이 것이 문제가 아닐까 수정해 보고 또 비행점

는 공부하던 학생시절부터 경영자가 되는 꿈을 키워 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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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부 4학년 말 정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의 취업난

천강식 대표이사 : 회사를 창립할 당시에는 ILS 시스템 개발

사태와는 다르게 당시는 입사지원 시즌이면 대기업에서 회사

하는 일을 좀 만만하게 본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통신

소개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였었죠. 취직하기 좋은 시절이었

을 전공한 사람이 AM통신장비 조차 개발을 못해서야 되겠나

죠. 당시 대기업의 과·차장급 동문 선배님들이 찾아 오셨는

하는 이런 대담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통신 방식이 AM방식이

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학부는 공학을 하고 대학원은 경

었기 때문에 쉬울 것이라는 착각 아닌 착각으로 시작하게 되었

영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저는 가슴에 와

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아마도 시작할 때 이미

닿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경영자로의 꿈을 키워 온 같습니

어느 정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아마도 시작하

다.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도 경영학 석사 과정 공부를

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병행하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회사경영에

막상 시작을 해 보니 AM통신 이라는 부분은 전체에 아주 조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통

그마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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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하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었는데 비행점검기가 무슨 계측기도
아니고 우리가 수정했으니 다시 점검해 보자 그런다고 점검용 비행
기가 바로 날라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자체
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해미군사공항에서 또 국산화 첫 제품을 설치하고 비행 점검

“계기착륙시스템을 국산화
개발해서 수출하자.
누비는 회사를 만들자.
이러한 꿈을 가지고

께 아직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분들은 외국 선진국만 개발 제작할

회사를 창립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같이 기뻐해 주셨고 너무 열심히 동참해 주셨습니

한국공항공사‘생생 공항체험’꿈을 향한 아름다운 비상

그래서 전세계 공항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공군 하사관 여러분들
수 있는 줄만 알았던 계기착륙시스템을 우리 손으로 개발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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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다. 안테나 기둥을 세우고 균형을 맞추고 줄을 맞추고 또 GP 타워를
설치하고, 지상점검을 위해 차 운전을 하는 등의 허드렛일들을 마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처음 GP 타워를 설치 할 때
였습니다. 공항 현장에서 조립하고 크레인으로 일으켜 세워서 타워
아래 앵커볼트를 조아서 고정시켰습니다.
상사 한 분이 자기가 국산화 장비 GP 타워에 최초로 올라가는 사
람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15미터나 되는 GP 타워에 안전장구도 제대
로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선뜻 올라가셔서 안테나를 타워에 고정시켰

<생생공항체험>

습니다. 계기착륙시스템의 국산화는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가능해
진 것입니다.

CNS Today : 해네임의 계기착륙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강식 대표이사 : 저희 Mercury ILS시스템은 무엇보다 안정성
그리고 성능성에서 타 경쟁사 대비 우수합니다. 타 경쟁사들 홈페이
지에 가면 자기들 장비들의 성능 스펙을 공개합니다. 각종 성능 파라
미터들을 비교해 보면 저희 제품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뒤지는 스펙
은 없고 모두 보다 우수 또는 동등합니다. 그러한 성능적 스펙 이외
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이성, 제품 고장율 등에서도 우수합니다.
저희는 2010년부터 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예비품을 판매하거나 다시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고객이 예비품을
구매한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시스템이 고장이 잘 나거나 불안하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네임 Mercury 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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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에서는 항행분야 교육기부활동으로 한국항공
대학교 통신전공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항행안전시설 이론교
육 및 현장 견학을 통해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
으며, 2013년부터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생생, 공
항체험, 하늘 길은 어떻게 만들어 질까요?’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2013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자유학기제1)
도입에 발맞추어 교육기부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원하고 있
으며, 그 공로로 교육부로부터 2013년 교육기부 대상(공공
기관 부문) 수상의 영애를 안았고 2014년 2월 교육부, 한국
과학창의재단과 함께 교육기부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
게 되었다.
항공기 항행절차 및 비행의 원리 등을 교육하고, 레이더
계기착륙시설 등 공항의 주요시설을 견학하는‘생생, 공항
체험’프로그램은 평소 접근이 쉽지 않은 항행안전시설을 체
험하고, 하늘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
써 공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 운영하고 있다.
‘하늘 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를 주제로 하늘에 도로
나 표지판이 없는데도 항공기가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도

록 도와주는‘항행안전시설’
에 대한 자세
한 소개와 함께 공항에서 일하는 여러 가
지 직업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일상에서 접
하기 힘든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더 큰
미래를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공항 견학과 항행
안전시설 등 공항의 주요시설 견학이 이
뤄진다. 공항 진로체험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의‘교육용 모의 체험시설’
이 아니
라는 점이다. 실제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
는 시스템과 시설을 견학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말 그대로 생생한 현장체험이다.
앞으로도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체험
의 장으로 개방해 청소년들이 항공전문가
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기부에 함께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
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
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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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선진적인 IT서비스 관리로
ISO 20000 재인증 획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IT서비스 관리운영체계

ISO 20000 인증을 취득했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운항

에 대한 ISO/IEC 20000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

정보와 셀프 체크인, 자동출입국심사, 인터넷 서비스 등 IT

다.

서비스 관리운영 체계가 세계적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ISO/IEC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해 시행

다시금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은 2012년에 글로벌 IT서비스

하고 있는 IT서비스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글

관리 포럼(itSMF) 주관 Award를 항공분야에서 처음으로

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선진적 IT서비스 관리체계와 역량을

수상하며 IT서비스 관리수준이 우수한 모범기업으로 선정되

가진 기업에 수여된다. 영국표준협회(BSI)가 엄격한 현장 실

기도 하였다.

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며 3년 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인천공항공사는“인천공항의 IT서비스 품질과 기술력이

한다. 이 때문에 뮌헨공항, 두바이공항 등 일부 세계 유수

세계 최고 수준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면서“앞으로도

공항만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공항 중에서는 인

인천공항의 IT서비스 관리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천공항이 유일하다.

나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9연패의 위상을 지키고, 해외사

인천공항은 지난 2011년 8월 아·태지역 공항 중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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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진출에도 유리한 자산이 되도록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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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최초의 이리듐
위성통신시스템 인증
미국 연방항공청(FAA)는 운소용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이리듐 위성통신시스템인 satLINK MAX에
대하여 부가형식증명(STC)을 발급했다.
개발업체인 Avionica는 이를 탑재하는 최초의 항공사
는 유나이티드항공사라고 밝혔다.
FAA는 운 송 용 항 공 기 에 탑 재 할 수 있 도 록
RTCA/DO-262A를 최초로 적용하여 음성 및 데이터통
신이 가능토록 하는 Avionica의 satLINK MAX 위성통
신시스템에 대하여 설계승인을 해준 것이다.
이것은 satLINK MAX가 항공교통업무(ATS)를 지원하
는 데이터링크시스템에 적용하는 FAA의 Advisory
Circular AC20-140B에 부합하고, 이리듐 활용 하에서
RTCA의 DO-262A 최소 운항성능표준(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을 만족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번의 부가형식증명(STC)은 Avionica의 satLINK
MAX 솔루션을 Boeing 777-200, 777-300, 777300ER, 777-200LR 및 777F 시리즈 항공기에 탑재하는
것에 한정을 둔 것이며 다른 형식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것은 아직 유보적이다.
더욱이 이리듐 기반의 FANS 1/A의 적용이 가능한 것
과 관련하여 satLINK MAX 이용자는 하나의 dualelement 안테나로 4개의 이리듐 송수신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적용방법은 2개는 조정실의 음성채
널, 하나의 FOI 데이터링크채널, 마지막 하나의 채널은
음성/데이터가 가능한 승객실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Avionica는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송신 제작사로서
22년에 걸쳐 15개의 부가형식증명(STC)를 FAA로부터
취득하였고, 캐나다, 유럽의 EASA 및 중국으로부터 여러
인증의 허가를 취득한바 있다.

GALILEO 5 및 6호 위성, 궤도진입 실패
유럽우주국(ESA)이 발사한 위성위치시스템의 일종인
GALILEO 구축을 위하여 지난 8월 22일(현지시간) 5, 6
호 위성을 프랑스령 기아나 기지에서 러시아제 소유스 로
켓을 이용해 발사했으나 2기 모두 예정보다 낮은 궤도에
진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SA는 2기 위성 모두 통신
과 통제는 되고 있으나 진입궤도에 실패한 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잘못된 궤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당초 목표는 29,900Km 상공의 55도 경사진 원형궤도
에 진입시키는 것이었으나, 위성은 26,200Km 상공의
49.8도 경사진 약간 타원형 궤도를 돌고 있는 상태이다.
Arianespace의 회장겸 CEO인 Stephane Israel는
현재로서는 이 문제의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이라면서 Arianespace의 모든 인력은 이를 위해 모임을
갖고 ESA 및 EC 등이 같이 참여하는 독립된 조사기구를
조직하여 이에 대한 원인 등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alileo5 및 6호 위성은 궤도진입 실패에도 불구하
고 안정적인 통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전지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위성의 작동도 지속되고 있다.
독일 Darmstadt에 위치한 ESA의 통제센터인 ESOC
는 위성제작자인 OHB와 함께 지상 팀을 운영하고 있는
데, 현재 2기 위성이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태양을 향해서
도 정상적인 위치에서 적정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고 완벽
한 통제 하에 있다고 말했다.또한, ESA는 이들 위성의 궤
도가 비정상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최고의 상태로 운영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유럽의 Galileo 위성 발사는 2012년에 3호 및 4
호 위성을 발사한 이후 2년만으로 기상악화로 하루 연기
된 끝에 이뤄졌으며, 향후 3~4년 이후에는 30개 위성을
모두 발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유럽 재정난으로 예정보다 수년
이상 지연되고 있지만, 이번 발사한 위성의 궤도 진입 실
패로 Galileo사업의 완료 시기가 더 연기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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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복합 대도시권용
항공교통관리 도구 개발 예정

항행안전시설기술협회,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교육 지원

미국이 항공교통량의 증가로 항공교통이 지속적으로 복

항행안전시설기술협회(회장 박형택)는 최근 국토교통부
로부터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받
은 바 있는 (재)항공안전기술센터에 대하여 성능적합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전문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의 제작자가 성능적합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기술
및 품질분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를 수행토록 하고 이 결
과를 바탕으로 증명서 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교육훈련은 항공안전기술센터 소속직원 11명을 대상
으로 3개 과정 총 14개 과목에 대하여 2014년 9월 22일
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이수자에 대하여는 항
행안전시설기술협회의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한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2013년 4월 10일 공식 출범
하였으며,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 등에 대한 안전
성·성능 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업무와 항공안전에 영
향을 주는 결함 분석 및 첨단 항공기술의 개발과 표준화
등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여 항공안전 기술산업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항공안전분야 연구를 중점
으로 하는 기관이다.

잡해져감에 따라 미항공우주국(NASA)은 NextGen의 개
념에 맞추어 항공로 및 복합 대도시권역(Metroplex)에
비행하는 항공기의 협력 비행을 지원하고 지상의 항공교
통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Metroplex는 하나의 도시보다 광역 개념의 복합도시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Baltimore, Md.-Washington,
D.C., 또는 Raleigh-Durham-Chapel Hill, North
Carolina 등이다.
NASA는 IAI(Intelligent Automation Inc.)와 SBIR 2
단계의 일환으로 15백 만 불 상당의 효율적인 항공관제
툴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IAI는 Metroplex 기반의 항공기 도착과 출발, 지상 최
적화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MetroSim의 개발이 이 사업
의 핵심적인 혁신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공항 계
획자, 항공교통흐름 전문가, 항공사 운항관리사, 관제사
및 조종사들이 비계획적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불확실
성과 비정상적인 사건을 해소하는데 적용된다.
최초 개발된 MetroSim 툴은 뉴욕 환경이 적용되는데,
JFK국제공항, Newark Liberty 국제공항, LaGuardia공
항, Teterboro공항 및 Long Island Mac Arthur공항
등이 포함된다.
MetroSim은 현재의 NASA와 FAA의 공항, 지상계획
툴들을 낮은 인터페이스와 최소한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연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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