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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위성항법시스템과 성능기반항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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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NS/ATM and Performance Based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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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 Traffic Management aims to fulfill the requirement of the aviation demander by

constructing the most effective and safety aviation systems for providing safety and cost-effective

service. All concerned parties of aviation present the needs of improving Air Traffic Management

system for solving the issue of the current system and the air traffic capacity in the 21st

century, and introduce the significant improvements from the conventional technology and

method for the past 40 years. Accordingly, ICAO promotes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procedures and technologies to solve the problems and meet the demands. It is the concept of

Performance based Navigation(PBN) based on Communication, Navigation, and Surveillance/Air

Traffic Management(CNS/ATM). This study defines differences between RNAV and RNP RNAV

as methods of air navigation based on the CNS/ATM, and needs and requirements of PBN as

an emerging global standard. It also outlines basic elements supporting and implementing the

PBN concept.

Key Words : CNS/ATM(위성항법시스템), RNAV(지역항법), RNP(필수항법성능), PBN(성

능기반항법)

1. 서 론

과거 25년간 항공교통 증가율을 볼 때 3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년 평균 4%이상의 교통 증가율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항공교통

증가율을 고려 할 때 기존의 체계로 공역을 운용했을

때에는 2014에는 거의 과포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

로 또한, 2020년에는 항공교통량은 현재의 두 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어왔다. 이미 70년대 말 현행 시스템

의 문제점 해소 및 21C의 항공교통 수용을 위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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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통관리(Air Traffic Management: ATM) 시스템의

개선과 지난 40년간 산업계에서 활용해온 기존 기술

및 방법으로부터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1]. 이에 따라

ICAO에서는 이에 대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혁신적인 절차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것이 바로 ICAO에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통신,

항법 및 감시 시스템에 위성시스템을 포함시키고, 디지

털 기술을 이용한 CNS/ATM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

전시켰으며, 현재에는 이와 관련된 절차와 기술을 표준

화 하고, 또한 일부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2].

그림 1은 미국 NAS에서 항공기의 체공지연 시간을 연

도별로 도표화한 것이다[3]. 1997년도를 기점으로 작성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 운용될 때와 미래

항법시스템의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의 항공기 당 지

연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기존의 체계

로 공역을 운용했을 때에는 공역이 거의 2014에는 과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미래항행시스템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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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공역을 가정했을 때 2030년이 되어도 1997년

기점의 공역혼잡도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빠른

CNS/ATM환경의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공역관리

와 이와 관련된 비행절차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CNS/ATM중 항법부분

의 핵심 요소로 운용되고 있는 RNP/RNAV 절차와 그

개념을 근간으로 새로운 표준 절차로서 발효될 PBN에

대한 개념소개 및 기술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

운 패러다임의 미래 항공교통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현실적 필요사항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자료: Boeing Commercial Airplane Group, Air Traffic

Management Concept Baseline, NEXTOR Report

#RR-97-3.

Fig 1. 미국의 항공기 체공지연 증가 추세

2. 본 론

2.1 CNS/ATM 시스템

ATM의 목표는 운항안전 수준의 유지 또는 증대,

사용자가 선호하는 3차원 또는 4차원 비행궤도의 신속

한 수용, 사용자에게 기상, 교통상황,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의 개선, 항공기-지상국간 디지털 데이터 통신을

포함한 ATM 결정에 있어서 사용자 참여의 확대, ATM

절차와 일치되는 공역 구성, 항공교통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는 시스템 수용량의 확충, 모든 형식의 항공기와

그 항공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의 수용, 진보된 접근

및 출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항법 및 착륙 능력의

개선, 사용자에게 경계가 투명하고 최대한 이음매 없이

연속되는 공역의 설계 등이다[4]. 이에 따라 항공교통관

련 당국, 항공사, 법제기관, 장비제조업체 등은 필요한

장비 및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미래항행시스템을 구상

하고,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통신(Communications),

항법(Navigation), 감시(Surveillance) 분야의 개선을 위

해 관련된 분야가 바로 CNS인데, 이들 각 분야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 분야에서는 데이터

흐름을 증가시키고 복잡한 항공교통관제인가 전달 수

단으로 데이터 링크를 이용한다. 항법분야에서는 항법

위성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의 다른 항법수단과 연계

하여 이용함으로써 항공기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좀

더 조밀한 운항간격을 허용할 수 있다. 감시분야에서도

데이터링크를 이용하여 항공기들의 위치와 의도를 지

상국 및 다른 사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여러 수준의

CNS구조가 강인하고 이음매 없는 커버리지를 보증해

야 한다. 미래의 이음매 없는 CNS 서비스들은 지상 및

위성의 기능이 혼합된 능력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현

행의 ATM 시스템 기능은 공항에서의 예상된 지연이나

악천후로 인한 지연비행이나 항로 재인가을 처리하는

교통흐름관리(TFM) 및 다른 항공기나 지형 또는 장애

물로부터 항공기를 분리시키는 ATC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미래 ATM시스템은 비정기 수요, 즉 시간과 공간

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수요의 상당량을 처리하면서,

모든 교통체증을 동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

다.

2.2 현행의 RNAV/RNP/RNP RNAV

RNAV

비행관리컴퓨터시스템(FMCS: Flight Management

Computer System)의 출현으로 연료관리 등의 효율적

인 비행운영이 가능 해졌을 뿐만 아니라, 조종사가 비

행 중 공중에서 임의의 경유점(waypoint)을 컴퓨터에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기존 항법이 fix

to fix 항행 즉, 지상국을 기준으로 항행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RNAV는 항행안전시설 유효범위(SVC Volume)

내 또는 자체 항법장비 능력 범위 내 또는 위 두 가지

를 결합한 범위 내에서, 계획된 어떠한 비행경로나 또

는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유점간 항법으로서 지상

의 항법시설 상공을 비행할 필요가 없이, 지정된 허용

범위 내에서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 것이 가능한 항법

절차이다. RNAV가 적용되는 구역은 설계기준에 의해

서 수립되고 인가되었다면 순항 시 항로뿐만 아니라

이착륙 및 접근 등 터미널 지역 절차에서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RNAV 항로의 종류는 고정항로, 예

비항로, 임의(random)항로, RNAV SID/STAR, RNAV

접근(최종구역) 등과 같이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또

한 RNAV 장비로 인가된 것은 VOR/DME,

DME/DME, IRS, GNSS, FMS 등 다양하며[5], 각 항로

별, 항공사별로 그 인가 여부에 따라 운영 장비가 다

소 다를 수가 있다. 세계적으로 넓은 지역과 각국에서

기존의 항행 절차보다는 RNAV 항행 절차를 선호하는

이유와 최근 미국 내의 RNAV 항로 증가의 이유는

RNAV항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직항

로의 설정으로 비행거리 단축이 가능하여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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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복수 또는 평행 항로를 설

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 또는 특별한 기

준에 의한 대체 또는 비상 항로를 설정할 수 있었고,

어떠한 적정 지점에서의 Holding Pattern 위치 설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으며, 지상 항법시설의 감축과 이

착륙절차(SID/STAR)및 접근절차 수립이 가능했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ICAO RNP의 개념

RNP는 정의된 공역 내에서 운용을 위해 필요한 항

법성능의 정확도를 말한다. RNP는 성능 및 기능 요구

사항을 포함하며, RNP타입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기준

은 설계자, 제작자, 항공장비 장착 담당자뿐만 아니라

세계적 운용을 위해서 시스템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

자들까지도 위한 것이다. RNP의 운용은 개선된 공역관

리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중의 하나

로서 이 개념에 대한 수용과 인식이 날로 확대되고 있

다. RNP는 공역운영을 위한 장비의 유연성과 교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ICAO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

되었다[6]. RNP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RNP는

항로간격과 지역항법에 대한 버퍼를 축소시키면서 동

일한 공역 내에 교통량을 증가시킨다. RNP는 도착 및

접근 RNAV과 같은 다른 능력에 결합시켜 공역을 최

적화 한다. RNP는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 개체수의

요구된 항법성능 정확도에 기초를 둔다. RNP 공역에

책임 있는 국가는 요구사항을 정의해야 하고, 항공기의

안전한 분리를 위해서 공역 내에서 적절한 CNS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기는 RNP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등록국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따

라서 RNP는 진보된 공역의 설계 및 관리와 개선된 항

공교통 운용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필수성능규격에 의

해 공역 및 절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도구

로 인식되고 있다. RNP는 신뢰성 있고, 반복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 및 능력을

보유한 항공기의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RNP 설계는

운용상의 오류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개선된 상황

인식을 제공하며, 비행계획 능력의 개선을 위한 무결성

(integrity)과 연속성(continuity)을 제공해야 한다.

RNP RNAV 개념

RNAV은 어떠한 원하는 비행경로 즉 사용자가 선

호하는 항로를 허용하는 항법의 한 방법이다. RNAV기

술의 응용은 재래 항법에 대해 많은 장점을 제공한 것

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RNAV 항로에 해당항로의 요

구된 항법성능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RNP

RNAV 이라 할 수 있다. RTCA DO-236 및 EUROCAE

ED-75는 컨테인먼트 요구사항과 지역항법 기능 및 성

능 기준으로 ICAO RNP 교범의 정확도 기준을 보완하

고 있다[8]. 2×RNP로 정의되는 컨테인먼트 영역은 그

한계를 벗어난 예고되지 않은 항로이탈의 확률이 

보다 작은 항법성능을 정의한다(컨테인먼트 무결성).

RNP RNAV은 새로운 장애물의 회피간격이나 항공기

간의 분리 결정을 지원한다. RNP RNAV는 표준화된

항공전자의 기능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고, 예측가능하

며, 반복 가능한 지상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2는

ICAO RNP와 RNP RNAV의 개념을 비교 설명한 것이

다. 항공기 시스템은 RNP기반 운용을 위한 능력과 필

수성능을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어떤 RNP 값이 어떤

운용, 항로, 절차 등에 규정되었을 때, 그것은 각 비행

시간 기준으로 최소한 규정된 95%의 성능이 요구되어

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9]. RNP의 핵심요소는 원래 지

정된 비행경로에 대해 직선의 공역이용 규격을 가능하

게 하는 것이다.

ICAO  RNP

95% 정확도

95% 정확도

2 x RNP

1 x RNP

1 x RNP

2 x RNP

RTCA / EURO  CAE
RNP RNAV

컨테인먼트
구역

컨테인먼트
구역

95% 정확도

95% 정확도

Fig 2. RNP와 RNP RNAV의 비교

그림 3은 RNP RNAV의 컨테인먼트 한계 및 연속

성을 나타낸 것이다. 컨테인먼트 무결성은 항법시스템

이 제공한 항법성능에 대한 보증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항공기 항법시스템이 경보 없이 잘못된 항법정보

를 제공할 비행시간당 확률로서, 그 값은 이다. 컨

테인먼트 연속성은 RNP를 기반으로 한 운용을 실행하

기에 필요한 연속된 항법성능 능력의 수준을 나타낸다.

항공기가 운용에 필요한 특정 RNP 타입 능력의 예고

된 고장을 갖지 않을 비행 시간당 확률은 이다.

컨테인먼트 한계 99.999% 2 x RNP

RNP 95%

정의된
경로

RNP

컨테인먼트 한계

항공기 및 정의된 비행경로에
대한 기준

RNP 능력 99.99%
(컨테인먼트 연속성)

정의된 비행경로에 대한 기준
(위치계산오차, 경로정의오차, 
비행기술오차, 기타 오류 고려)

컨테인먼트 한계 99.999% 2 x RNP

RNP 95%

정의된
경로

RNP

컨테인먼트 한계

항공기 및 정의된 비행경로에
대한 기준

RNP 능력 99.99%
(컨테인먼트 연속성)

정의된 비행경로에 대한 기준
(위치계산오차, 경로정의오차, 
비행기술오차, 기타 오류 고려)

Fig 3. RNP RNAV의 무결성 및 연속성

2.3 성능기반항법(PBN)

FMCS, GNSS수신기 등 항공기의 장비가 발전됨에

따라 RNAV 항행능력과 거기에 RNP 성능을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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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P RNAV 절차가 이제는 CNS/ATM 항법의 중심으

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재래 항법과 PBN

을 단순 비교하여 본다면, 외부 항법 시설의 성능에 따

라 그 항행 능력이 결정되어지는 절차가 기존의 항법

절차인 재래 항법(conventional navigation)이었다면, 성

능기반항법이라는 것은 항공기 탑재 장비의 성능에 의

해 그 항법 능력이 결정되는 항행 절차라고 할 수 있

다. PBN은 기존의 RNAV 과 RNP, RNP RNAV간의

상호간 개념의 모호성을 통일하고 기존의 지역별, 국가

별 절차, 방식 등을 하나로 묶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념의 항법절차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3.1 PBN의 필요성

RNP/RNAV절차에 대한 연구가 각 국가별 지역별

제작사별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CNS/ATM 부분 중 항

법의 키워드로 떠오르게 되었다. ICAO의 RNP가 전세

계적 항공교통 운용의 관점에서 획기적임에도 불구하

고, ICAO RNP는 공역 이외의 부분에서 미비점이 많

다. RNP 시스템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를 어떻게 운

용해 나가느냐 하는가에 대해 그 동안 많은 혼란이 있

었다. 실제로 적용하여 운영하는Operator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미비점과 절차의 모호성, 그리고 인가 절차

에 대한 복잡성 등으로 다소 혼돈 상태라 할 수 있다.

최초 ICAO RNP 개념만으로 각 지역별 서로 다른

RNP 또는 RNAV 개념의 적용을 막을 수는 없는 상태

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RNP 개념이 계속 진화하여 성

능 및 기능이 정의되고, 에어버스나 보잉사 등 항공기

제작사는 다른 형식의 RNP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현재 ICAO 지역간

에, ICAO와 산업계간에 실행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존

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ICAO에는 현재 및 미래

의 운항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계적으로 조화를 이

루는 새로운 RNP 개념과 절차수립의 필요성이 대두하

게 되어, 이와 같은 혼란스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RNPSORSG(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Special Operations Requirements Study

Group) 통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기존의 RNP/RNAV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ICAO 표준으로의 항법 통일

을 기하고자 새로운 개념인 절차를 수립하고 PBN

Manual[10]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RNPSORSG의 주

요 목적은 일반적인 RNP 개념과 RNAV과 RNP와의

기능적 관계성을 이해하고 정립하여, 운용자들의 이익

을 위하여 전 세계에서 RNP와 RNAV의 기능을 조화

롭게 사용하도록 RNP와 RNAV운영 요구사항을 구분

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2 PBN으로의 진화

현재 논의되고 있는 PBN은 가장 기본적인 기존의

전통적인 항행 절차인 재래 항법으로부터 점진적 발전

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그림 4).

Fig 4. PBN으로의 단계별 진화도(1)

재래 항법이란 지상항법 지원시설로부터 즉 NDB,

VOR, DME, TACAN, ILS, OMEGA, LORAN 등을 사

용하여, 이들 항법 신호를 수신하여 자기 위치를 확인

하고, 그 신호를 기준으로 지상국으로 수렴 혹은 이탈

하는 이들 시설의 경로유도 기능을 이용하여 비행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행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재래

항법에 대한 항로 설계는 TERPS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로 구성에 융통성의 부족 및 항행 시설 설치

의 위치 제한을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역의 비

효율적 사용과 항공기 분리치가 확대되고, 경제적으로

는 항행시설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고비용의 고정 비

용 등이 발생하여 비경제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재래 항법의 방법에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능력

을 가진 FMCS의 유무에 따라 전산화 비행(coded

flight)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 초기의

FMCS 성능의 개선으로 비행 중 원하는 경유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었고, 이로 인해 RNAV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원하는 경유점을 만들 수 있는 능

력이 있다는 것은 경유점간 직행 비행이 가능한

RNAV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RNAV 절차

만으로는 정해진 공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종사 스스로 인지 혹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지상 항법 지원시설 혹

은 RADAR 감시에 의해서만 항법의 적정성을 알 수

있게 되어 운용상의 제약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항행

절차에 있어서 이전의 재래 항법 절차에 비하면 획기

적으로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재래 항법의 단점

이었던 항로 구성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어서 공역사

용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원하는

비행로를 구성할 수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 항적이 획

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불필요한 지상시설을

감축 운영함으로써 높은 고정비용 지출을 줄이는 경제

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어쨌



한국항공운항학회 위성항법시스템과 성능기반항법에 대한 고찰 49

든 RNAV 방식의 항행 절차에 대한 제약들을 해결하

기 위한 사용자들의 요구와 제작사의 기술 개발로

RNP 성능을 가진 항공기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현재

RNAV 절차에 RNP성능을 결합시켜 운용하는 RNP

RNAV 절차가 수립되고 운용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제작사별, 지역별, 국가별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태가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RNP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RNAV 방식으로는 직선/직행 비행만이

가능했던 부분이 곡선 및 모든 원하는 경로로의 비행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RNP 절차는 RNAV 절

차에 비하여 추가로 항로 폭을 좁혀 운영함으로써 공

역 사용의 극대화를 가져 올 수 있고, TERPS 기준으로

ILS 등을 설치가 불가능하여 정밀접근 절차를 수립 할

수 없는 공항에 RNP 접근을 통하여 이착륙 기상 최저

치를 낮추어서 정밀접근을 수행하는 공항과 동일하게

공항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장점 등을 가져오게 되

었다(그림 5). 그러나 이러한 RNP RNAV 방식을 적용

하는 단계에서 역시 제작사별, 지역별, 국가별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인가 절차 역시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

재와 미래의 운항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

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RNP 개념과 절차수립의 필요

성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ICAO에서는 이와 같은 혼란

스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RNPSORSG를 통하여 새로운 개념인 PBN의 절차를 수

립하게 되었고 정식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Fig5. PBN으로의 단계별 진화도(2)

2.3.3 PBN개념의 구성요소

PBN의 기본 구성 요소는 항법인프라 부분과 항법

규격, 항법응용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그림 6).

항행지원시설 인프라 부분은 항행지원시설 원천 부분

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지상항행지원시설로 DME;

DME/DME를, 우주기반 항행지원시설로서는 GNSS 등

이 사용되어 진다.

Fig 6. PBN 구성요소

항법규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네가지 요소 즉,

성능, 기능, 항법센서, 조종사 요구사항 등에 의해서 결

정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항법센서라고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센서는

DME/DME/IRU 또는 DME/DME, GPS 등에 의해 결

정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능성에 의해서 PBN 내에서 RNAV

과 RNP로 나뉘게 된다. 즉 기능성에 항공기 성능 및

그 성능을 초과 하였을 경우 경고해주는 항공기 탑재

성능감시 및 경보 기능이 있으면 RNP성능이 있는 것

이고, 그러한 탑재 기능이 없다면 RNAV 성능만 있는

항공기로 구분 할 수 있다. 이것이 PBN개념에서 핵심

내용이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기능에 의해

서 항법규격 결정과 함께 적용 지역도 구분되어 진다

고 할 수 있다(그림 7).

Fig 7. ICAO 항법규격 체계

마지막 요소인 항법응용은 항법규격 및 항행지원

인프라가 함께 사용 되어지는 적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항로상에서는 RNAV과 RNP 규격을

기본으로 사용되어지며, 이는 곧 항행지원 인프라에 달

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SIDs/STARs는 RNAV 및

RNP 규격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접근절차에서

는 RNP 규격만이 사용 되어 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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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NS/ATM 중 PBN의 부분

3. 결 론

지금까지 CNS/ATM, RNP 및 RNP RNAV에 대해

서 검토해 보았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RNP의 도입은

폭증하는 항공교통을 완화시키고, 제한된 공역자원을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

이다. 그러나 현재 ICAO 에서 추진 중인 PBN에 대한

국내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

이 우선적으로 토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PBN 항로 설계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PBN 개념 정립

을 위한 사전 교육, 관련 Manual 발행, 출판물 및 차트

의 표준화, 기존 가용한 항법인프라 사용자들을 위한

공지수단, 항법인프라 변경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DME사용에 대한 협의, ATC에 운용상태정보를 제공하

는 방법, 이전에 인가된 RNAV 시스템의 계속 활용 문

제, RNP 수준과 공역간의 관계, 항법데이터 형식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주도의 성공적인 PBN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기관 즉, 항공안전본부,

군 관련 기관, 관련 학계 및 해당운용사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이다. 이들 전문가 집단에서는 현재 국내 항공사들의

PBN능력을 심층 분석하고, 국내 공역 구조상 우선 필

요 RNP공역(항로 등)을 선정하고 PBN 적용 항로 설계

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책을 국익 차원에서 검토 제시

하여야 하며, 직접 참여자들을 위한 운용지침을 마련하

여 발효시키는 것이 ICAO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표

준의 PBN 적용 및 이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국내 PBN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가장 밀접한 CNS/ATM 관련 국가 계획들과 함께 진

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될 때 PBN은

CNS/ATM의 항법 요소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고, 예측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비행경로들은 항법이 자유비행

의 장기적 개념을 실현시키며, 항법을 범 세계

CNS/ATM 계획의 필수 부분으로서 구체화하는데 기

여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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