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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for the CD&R system is to predict that a conflict is going to occur in the future, 

communicate the detected conflict to a human operator, and, in some cases, assist in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situation. To provide insight into different methods of conflict 

detection and resolution, a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research models and current 

developmental and operational systems was performed. 

This paper focuses only on the specific attributes of each model, not on the depth to 

which a model has been analyzed, validated, or accepted. Thus, care should be taken to 

remember that a model that seems to be simple according to our categorization scheme may 

be significantly more viable than an apparently sophisticated model.

Key Words: Conflict detection and resolution(충돌 탐지 및 해결), Air traffic control(항공교통

관제), Airborne separation assurance system(공중분리보장시스템)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s(충돌경보회피시스템), Collision avoidance maneuver(충돌회피기동), 

I. 서 론

  현재의 공역시스템에서 항공기간 분리를 유지

하기 위한 방법들은 기존에 구축된 항로와 향상

된 공역운영절차를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다. 사

람이 비행을 하는 동안 각종 정보를 통합하고 판

단하는 능력인 인적요인은 항공기간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인적오

류와 운영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

사결정 지원도구를 제공하고 TCAS(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와 같이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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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운영되

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항공기의 충돌을 예측하

고 사람에게 충돌을 경고하는 센서를 사용하고 

충돌 해결을 위한 명령이나 안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사라졌지만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비교적 단순한 충돌위험성을 예측하는 운항사는 

항공교통관제자동화의 일부분이었고, TCAS는 일

찍이 1990년대에 미국의 운송용 항공기에 탑재되

었다(Fig. 1). 항공교통환경의 안전망을 제공했던 

상기 시스템으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은 오늘날과 

같은 공역환경에서의 항공기간 최소분리간격을 

유지하기에도 한계를 넘을 것이며, 그 이상의 항

공기간 분리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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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굵은 선들은 계획된 통제 경로를 표시하고 가는 선

들은 자동화된 모니터링을 표시

Fig. 1 CD&R의 탑재장비와 지상장비의 구성
요소

  최근에 이에 따른 중요성이 부각되어 충돌 탐

지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더욱 진보된 자동

화 도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

러한 CD&R 도구는 운항안전을 강화하고 항공교

통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절차

의 사용이 가능토록 해주는 데이터링크시스템과 

같은 기술이 함께 사용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

면, 관제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에 대

한 몇몇 개념은 NASA[1]에 의해 개발된 Center 

/TRACON Automation System(CTAS)의 구성 요소

들을 포함하는 분야에서 연구 및 개발되었고, 

MITRE[2]에 의해 개발된 User Request Evaluation 

Tool(URET)이 개발되었다. 기존의 충돌감시시스템보다 

향상된 CD&R 시스템은 TCAS[3]의 전략적인 대안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CD&R에 대한 60여가지 이상의 다양

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충돌회

피 알고리즘은 모든 운송방식에서 유사하기 때문

에 이 방법들은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육상교통, 

해양교통, 로봇공학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Zeghal[4]은 충돌 해결을 위하여 흔

히 말하는 force-field 방법중 중요한 차이점들을 

제공하고 Warren[5]은 3개의 충돌 탐지 방법 간

의 비교평가를 실시하였다. Krozel[6]과 Kuchar&Yang[7]

은 이미 본 연구와 같은 형태의 초기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의 CD&R 관련 문헌으

로부터 주요한 모델링 방법들이 소개되고 논의된

다. 그리고 본 연구는 어떤 특정한 CD&R 모델을 

추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고안된 CD&R 

모델들의 분류법을 만들고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

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자 함이

며, 향후 새로운 CD&R 모델을 개발할 때 또는 

모델간의 비교평가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I. 본 론

1. CD&R의 절차

  본 연구에서 충돌의 명확한 정의는 최소한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규정된 최소분리간격기준을 위

반하는 사건으로 정의한다. 최소분리간격기준의 

한 예로, 항공기 사이의 수평거리는 최소한 5nm

이거나 수직 분리는 적어도 1000ft이다. 이는 또 

다른 항공기가 침범해서는 안되는 각각의 항공기

를 둘러싸고 있는 공역의 보호구역(PZ: protected 

zone) 또는 공역의 보호체적이다.

 또한 PZ는 전술적 충돌경고시스템의 경우에 심

지어 거리 이외의 매개변수들(예를 들면 시간)에 

의하여 많은 작은 구역(예를 들면 구형 500ft 직

경)으로 정의될 수 있다. 비록 특정한 모델들과 

경보시기는 다를지라도 근본적인 CD&R 기능들

은 유사하다.  

  CD&R 시스템의 목표는 앞으로 충돌이 발생하

는 것을 예측하고, 조종사에게 충돌 탐지를 알리

고, 어떤 경우에서는 충돌 상황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3개의 기본적인 절차들은 Fig.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몇몇 단계나 요소로 조직화

될 수 있다. 다른 항공기(침입 항공기) 이외에 또 

다른 위험을 가진 충돌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문

제에서 추출될 수 있다.  

 Fig. 2에 나타낸 것처럼, 공역환경이 첫 번째로 

감시되어야 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들이 감지장치와 통신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집되

고 유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의 교통

상황(예를 들면 항공기 위치나 속도)의 예상치를 

제공한다.  

  사용되는 감지장치의 타입에 따라 이 상태들은 

완전한 실제상황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를 들면, 시스템은 항공기간 간격 범위 정보만 

알고, 정확한 상대적인 위치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감지장치의 에러나 제한된 업데이

트 속도 때문에 현재의 정확한 상태값은 일반적

으로 약간의 불확실함이 존재한다.

  동적인 항적 모델은 충돌 발생 여부와 관계없

이 예측 순서에 따른 미래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예측은 단지 현재의 상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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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현재 속도벡터의 직선 연장)만을 갖

고 예측하거나 비행계획서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예측할 수도 있다. 현재의 상태정보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약간의 불확실성이 미래의 

예상 항적에 포함되며 현재 상태정보와 예측된 

상태정보는 앞으로의 교통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Fig. 2 CD&R 절차

  주어진 충돌 메트릭스에서 이산 결정은 항공기

간 분리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람에게 통보가 

되고 그 후에 회피기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를 판단하게 된다. 충돌의 통보는 CD&R 시스템

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조종사와 관제사는 

충돌 통보를 확인한 후 안전하고 효율적인 충돌 

해결 방법을 협력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그러

나 예측된 모든 충돌이 주의를 필요로 하거나 회

피기동과 같은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충돌 탐지는 되었

는데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

는 경우에는 불확실성 또한 커지기 때문에 현재 

항공기의 상태정보나 그 주변 교통정보를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충돌 탐지가 된 후 회

피기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충돌 해결단계가 

시작되며, 이 단계에서는 적절한 회피기동 방침

을 결정하고 그 정보를 운영자에게 보내는 것까

지 포함한다. 충돌 해결 단계는 Fig. 2에서 보면 

단일 블록으로 나타나지만 충돌 탐지 단계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방식의 알고리즘과 회피기동경

로 모델, 회피기동 이후의 예측 경로 등의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한다.

  충돌 탐지와 해결 단계 중 한 가지만 혹은 모

두 자동화하거나 절차를 통한 수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시계비행규칙(Visual Flight 

Rules, VFR)은 조종사에게 충돌회피에 대한 책임

을 부여하고 조종사는 충돌 탐지를 위해 시각적

으로 검색을 해야 한다. 만일 위협이 감지되었다

면 일련의 회피기동절차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계기비행규칙(Instrument Flight 

Rules, IFR) 하에서 관제사는 충돌 발생이 예측되

었을 경우에 해당 항공기에 대해서 레이더와 항

적벡터를 사용하여 항공기간 분리를 감시한다.

 만일 충돌이 운용자(관제사와 조종사)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해결 정보를 TCAS

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공된다. 이 수행체계에서 

충돌 탐지는 언제, 어떻게,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포함하는 충돌 해결의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충돌 탐지에서 

충돌 해결까지의 시간적 차이를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결정

적으로 언제 회피기동이 필요한지는 실행되어질 

회피기동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와 유사하게 필요한 회피기동의 방식은 그 회

피기동이 얼마만큼 조기에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방식은 많은 해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CD&R 시스템 발전을 보

다 진보적이고 흥미롭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

나이다. 

2. 모델링의 분류

  충돌 탐지와 해결에 대한 각각 다른 방법들을 

고찰하기 위해 이전에 연구된 모델들과 현재 개

발중이고 운영할 수 있는 CD&R 시스템의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모델들을 총망라한 

목록은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CD&R 문제들에 있

어서 중요한 최근의 접근 방법들을 기술하였다. 

최근까지의 문헌을 살펴보면 몇몇 저자는 1개 이

상의 CD&R 모델링을 제시했다. 그리고 CD&R과 

관련한 인적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8,9].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인적요인 중심의 이

슈가 아닌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충돌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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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기 위한 수학적이며 분석적인 모델에 

초점을 맞추었다. 검토한 모델 중 9개는 사용중

이거나 이 분야에서 안전하다고 평가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AILS(Airborne Information for Lateral Spacing)[10], 

CTAS[1], GPWS(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11]과 GPWS의 최근 향상된 버전인 

EGPWS[12], PRM(Precision Runway Monitor)[13], 

TCAS[14], TCAD(Traffic and Collision Alert 

Device) [15], URET[2], 그리고 항공화물협회를 

위한 프로토타입의 충돌 시스템[3]이 그러한 경

우이다. 나머지 모델들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프

로토타입의 충돌 경보시스템에 해당되며, 개별적

인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서 의해 학술적으로 사

용되어 진다. 

  또 다른 모델 중 5개는 로봇공학, 지상교통, 

항공교통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해상교통을 위해 

개발되었다[16-20]. Fig. 2의 CD&R 체계를 기반

으로 한 60여 개의 모델은 CD&R 각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모델은 

Fig. 3과 같이 크게 3가지 형태의 상태정보 예측

방법별로 구분될 수 있고,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5가지 항목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표 1-3 참조).

  본 연구에서는 각 모델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거

나 성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각 모델의 특정한 

속성을 다루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외관상 복

잡한 모델보다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행 가능한 

모델을 눈여겨봐야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모델 중 33개의 모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Kuchar&Yang[7]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CD&R은 

미래 항적을 예측하는 모델의 능력에 따라 신뢰

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각 모델링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상태정보를 가지고 미래 상태정보

를 예측하는 방법의 차이다. 3가지 기본적인 예

측방법들은 Nominal, Worst-case, Probabilistic 이

다(Fig. 3).

Fig. 3 상태정보의 예측 방법

  Nominal 방법은 현재의 상태가 불확실성을 고

려하지 않고 단일 항적을 따라 미래 항적을 예측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항공기의 속도벡터를 기반

으로 하여 미래의 항공기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Fig. 3a). Nominal 예측방법은 간단하고 현재 상

태정보를 기반으로 하게 될 항공기의 최상의 예

측치를 제공한다. 항공기 항적을 다양하게 예측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Nominal 모델의 항적예

측은 매우 정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Nominal 

예측방법은 항공기가 예상대로 기동하지 않을지

도 모르는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데 

이러한 요인은 특히 장기(long term) 충돌 탐지에

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은 분리실패를 염두하여 충분한 시간을 

안배한 안전버퍼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해결

될 수 있지만, Nominal 모델을 사용하여 만일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Nominal 모델의 사용

은 억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적인 모델링의 다른 방법은 Worst-case 예측

방법으로, 항공기가 어느 정도의 기동을 수행할 

것인지 추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항공기와의 충

돌을 탐지하여 기동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항적 구

획이다. Worst-case 접근방법은 모델의 정의 내

에서 충돌에 대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경

우 충돌 경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신중해서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적은 경우에도 경보가 울린다면 

그러한 오경보 비율로 인하여 해당 공역의 수용

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 따

라서 Worst-case 항적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야 할 것이다.

  Probabilistic 방법에서의 불확실성은 항공기의 

미래 항적의 잠재적인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모

델링되며(Fig. 3c), 보통 2개 중 1개의 항적을 택

하게 된다. Probabilistic 접근 방법은 Nominal 모

델과 Worst-case 모델 사이에서 균형적인 역할을 

제공한다. Probabilistic 접근 방법은 가장 일반적

이라고 할 수 있고 Nominal과 Worst-case 모델

은 Probabilistic 항적의 부분적인 집합들로 이루

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Nominal 모델의 항적은 항공기가 한 개의 확

률적 경로를 따를 경우에 해당되고, Worst-case 

모델은 항공기가 동일한 가능성을 가진 경로 가

운데 어떤 경로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렇지만 확률기반 시스템의 논리는 운용자에게 전

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어쩌면 운용자에게 확

신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21].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항적으로 가야 되

는지에 대한 확률론적 모델링이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3가지의 주요 분류에 대해서 각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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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항목으로 구분한 사항은 지면 관계상 Table 

1, 2,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1 주요 모델링 방법: Nominal Propagation

모델 차원 탐지 해결 기동 다중

Andrews

Bilimoria

Chakravarthy

Frazzoli

Tomlin

Irvine

Ota

Kosecka

Zeghal

Eby

Sridhar

EGPWS

Havel

Kelly

TCAD

GPWS

PRM

Bilimoria

Burgess

Coenen

Gazit

Harper

Iijima

Niedringhaus

Zhao

Burdun

Durand

Ford

Krozel

Love

Menon

Niedringhaus

Schild

TCAS

Hoekstra

Zeghal

Duong

H

H

H

H

H

HV

HV

H

H

HV

H

HV

HV

HV

HV

V

H

HV

H

H

H

H

H

H

H

HV

HV

HV

HV

HV

HV

HV

HV

HV

HV

HV

H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O

O

O

O

O

O

F

F

F

—

—

—

—

—

P

P

P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F

F

M/F

T

C(ST)

C(ST)

C(ST)

T

C(STV)

C(TV)

C(ST)

C(ST)

C(STV)

—

—

—

—

—

V

C(TV)

STV

TV

ST

VT

C(ST)

ST

C(ST)

T

C(STV)

T

V

STV

TV

C(STV)

STV

C(TV)

V

C(STV)

C(STV)

C(STV)

P

P&G

P

G

G

P

G

G

G

G

P

—

P

P

P

—

P

P

P

P

P

G

P

G

P

P

G

P

P

P

G

G

P

P

P

G

P

Table. 2 주요 모델링 방법: Worst-Case Propagation

모델 차원 탐지 해결 기동 다중

Lachner

Tomlin

Ford

Ratcliffe

Shepard

Shewchun

AILS

Gazit

Vink

H

H

H

HV

HV

HV

HV

H

HV

—

—

—

√

√

√

√

√

√

O

O

—

—

—

—

P

O

M

C(ST)

S

—

—

—

—

C(TV)

VT

C(STV)

P

G

P

P

P

P

P

P

P

Table. 3 주요 모델링 방법: Probabilistic Propagation

모델 차원 탐지 해결 기동 다중

Paielli

Taylor

Bakker

Wangermann

Innocenti

Rome

Warren

Williams

Carpenter

Heuvelink

Prandini

Krozel

von Viebahn

CTAS

URET

Yang

H

H

HV

HV

H

H

H

HV

H

H

H

HV

HV

HV

HV

HV

—

—

—

—

—

√

√

√

√

√

√

√

√

√

√

√

—

—

—

O

F

—

—

—

P

O

O

O

O

M

M

M

—

—

—

C(STV)

C(ST)

—

—

—

C(TV)

S

T

STV

TV

C(STV)

C(STV)

C(STV)

P

P

P

G

G

P

P

P

P

P

P

P

P

P

P

P

Table. 4 모델 분류표 약어 해설

열 약어

차원

탐지

해결

기동

다중

H = Horizontal plane only

V = Vertical plane only

HV = Horizontal and Vertical planes

√ = Explicit conflict detection threshold

— = No explicit conflict detection threshold

P = Prescribed

O = Optimized

F = Force Field

M = Manual

— = Resolution maneuvers not considered

T = Turns

V = Vertical maneuvers

S = Speed changes

C() = Combined / simultaneous maneuvers

P = Pairwise

G = Global

III. 결 론

  본 연구는 CD&R 문제에 대하여 매우 다양하

고 많은 모델들을 검토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향

후 CD&R 관련 연구의 접근은 본 연구에서 논의

가 되었던 다양한 CD&R 모델에 관심을 갖기 보

다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

한 연구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슈는 

불확실한 효과, 다중 충돌 상황을 해결하는 능

력, 조화, 자동화 시스템 요구사항, 실행을 위한 

많은 이슈, 조종사와 관제사의 동의, 날씨와 같

은 다른 위험 정보와의 통합, 검증과 인증을 위

한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CD&R 모델의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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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 CD&R 모델을 분석하고 유용한 모델임을 판

별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은 

CD&R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

과 CD&R 시스템이 상세히 노출될 수도 있는 상

황 때문에 어렵겠지만 항공교통분야에서 CD&R 

시스템의 완전한 실현을 하기위해서는 가장 효과

적인 시스템을 선택해야만 하므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CD&R에 대한 대

부분의 연구는 미국과 유럽에서 수행되었고,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차세대 항행

시스템과 항공관제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큰 기여

를 하였기 때문에 항행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국방연구소과 관련기업에서 일부 다

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수의 연구자에 의한 

공개적이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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