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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항공전자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모델 기반 소프트웨

어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기반 소프트웨어 설계를 이용하여 항공기 콕핏 내 주요 계기를 통합한 

MFD(Multi-function Display)를 설계하고, 실시간 비행 데이터를 생성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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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기능을 위주로 간단한 구조로 동작하

였으나, 기능 및 동작 요구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의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이 중요한 

항공전자 및 항공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모델 기반 개발(MDD: Model Driven Development)

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

모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은 프로그램의 동작 및 구성 요소에 

대해 표준화된 모델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코드를 대체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구현 시 오류를 줄일 수 있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1].

특히 항공전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최신 항공기에 탑재되는 항전 장비의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콕핏

(cockpit)내 다종의 계기들은 조종사에게 제어 복잡성 증가와 상황인

식 능력 저하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요 계기에 

대한 기능을 통합한 MFD(multi-function display) 장치 및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의 주요 계기 중 HUD(head up display), 

ADI(Attitude Director Indicator), HSI(Horizontal Situation 

Indicator)를 대상으로 하나의 통합된 MFD에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

어를 모델기반으로 설계 및 개발한다.

II. Design

1. 모델 기반 소프트웨어 설계/개발 환경

모델기반 통합 MFD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위해 Windows 

OS 기반으로 항공 및 국방, 철도 등 안전성이 요구되는 산업분야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된 대표적인 모델기반 설계 및 

검증 도구인 SCADE Display와 SCADE Suite을 이용하였다[2].

2. MFD 설계

항공기 MFD용 소프트웨어는 다중 viewport 기반으로 각 계기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3]. Fig. 1은 MFD의 항공기 계기의 

표시에 대한 설계를 보인다.

Fig. 1. Design of integrated M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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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기의 설계

HUD, ADI, HSI, HSD를 각 계기에서 동작하는 심볼의 정의와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모델기반 설계 도구를 이용하여 설계하였

다. Fig. 2는 SCADE Display를 이용하여 설계한 HUD의 심볼 

생성의 예를 보인다.

Fig. 2. Design of HUD using SCADE Display

III. Implementation and Integration

2절에서 설계된 viewport기반의 통합 MFD와 각 계기들은 

SCADE Suite의 모델기반 소프트웨어 구현방법을 이용하여 통합하

였다. Fig. 3은 SCADE로 작성된 통합 MFD 구현 모델의 일부이다.

Fig. 3. An Implementation of the MFD using SCADE Model

구현된 통합 MFD는 Microsoft사의 Flight Simulator X 비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계기의 심볼 생성과 동작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Simulator X로부터 실시간으로 비행 데이터를 

추출하여 전달하는 연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Fig. 4는 

실제 개발된 통합 MFD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모습으로, 

모델 기반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방법이 개발 기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낮은 오류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함을 확인하였다.

MFD Software

Fig. 4. Verifying MFD using Simulator

IV.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모델 기반 소프트웨어 설계와 개발 방법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통합 MFD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모델기반 설계 및 검증 도구인 SCADE를 이용한 결과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낮은 오류율로 신뢰성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향후 다양한 계기의 추가와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기능의 확장 및 개선을 통해 보다 정교한 비행 

시뮬레이터 제작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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