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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공역 효율화를 위한 접근관제구역 통합운용 개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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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crease in the number of aircraft caused the air traffic congestion and flight

delays. If timely action to reform the air traffic system is not taken, these may result in

added economic impact. As a result, the air traffic management should be changed in an

innovative manner to modernize the existing air traffic control environment. This paper

reviews the trends of airspace reforms such as integration of terminal control areas and

flexible use of airspace introduced by foreign countries and compares their merits and

demerits in order to provide a judgement to adopt the concept in domestic airspa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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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래 한정된 공역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 수송량으로 인하여 항공 교통 흐름이 매우 

복잡해지고 항공기의 지연 운항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공

항협의회(ACI) 및 주요 항공기 제작사(Boeing,

Airbus) 등 주요 항공관련 단체들은 2025년까지 

항공수요가 현재의 약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공

통적인 전망을 발표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저

비용항공사의 확대와 항공자유화 등을 통하여 항

공 수송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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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리나라의 연도별 여객 및 화물 수송

량 추이를 살펴보면 항공 수송량은 2001년 9.11

테러 사전, 2003년 이라크 전쟁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일시적 감소가 있었으나 이후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1][2].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의 정시 운항율은 2006

년 92.8%에서 2010년 87.43%으로 감소하는 등 

높아진 항공 수송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실정이다[3][4].

항공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항공운송산업의 발

전과 더불어 현재의 공역체계, 항공로 구조 및 

항행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공역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등 항공 선진국에서 공역

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지속적으

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공역 재구성 및 통합 

사례를 살펴보고 접근관제구역 및 모든 공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접근관제 공역통합 

개념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http://dx.doi.org/10.12985/ksaa.201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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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근관제 통합 사례

2.1 미국의 통합관제

FAA는 미국의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의 항공 

수송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공역이 매우 복잡

해졌기 때문에 공역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

안으로 통합접근관제를 실행하였다. 미국은 통합

접근관제를 위하여 7개의 대형 접근관제센터

(TRACON)를 갖추었다[5].

구분 통합 TRACON 명칭

1 The Atlanta Large TRACON (A80)

2 The Boston Consolidated TRACON (A90)

3 The New York TRACON (N90)

4 The Potomac Consolidated TRACON (PCT)

5 The Southern California TRACON (SCT)

6 The Dallas/Fort Worth TRACON (D10)

7 The Northern California TRACON (NCT)

Table 1. 미국의 통합 TRACON[5]

FAA의 접근관제 통합 개념은 각 주요 공항들

에 대한 TRACON을 구분하여 운영하되 하나의 

접근관제소를 다른 지역의 접근관제소와 같이 동

일 장소에 배치하는 방식(Co-located)과 통합 관

제 공역 내 주요 공항들에 입항하는 항공기와 출

항하는 항공기를 구분하여 섹터를 지정하고 이를 

하나로 병합하는 방식(Consolidated) 두 가지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Table 1 중에서 남 캘리포

니아 TRACON(SCT)은 동일 장소 배치 방식의 

TRACON이고, 북 캘리포니아의 TRACON은 병

합 방식의 TRACON이다[6][7].

현재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욕통합관제센

터(NYICC)는 가장 대표적인 관제 통합 개념으로 

2016년까지 4단계에 걸쳐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

아의 섹터를 통합하고 뉴욕 TRACON(N90)과 항

로(En-route)도 모두 통합하는 개념이다[8].

기존 뉴욕 ARTCC(Air Route Traffic Control

Center), 보스턴 ARTCC, 클리브랜드 ARTCC 및 

워싱턴 ARTCC는 항로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책임

을 분담하여 공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항

공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시설들 간에 절차상 비효

율성을 야기하였으며 지역 항공교통에 부정적 영

향을 미쳤다.

이에 FAA는 두 공역의 통합은 항공감시시스

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접근관제 공역의 확장

을 가능하게 하고 관제사들이 이상적인 항공기 

분리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통합관제 개념을 연

구하였다.

Fig 2. NYICC로 통합되기 전과 후의 개념도[8]

뉴욕의 접근관제사와 항로관제사들을 대상으

로 접근관제와 항로관제를 기존 관제 방식, 동일 

장소 배치방식, 그리고 모두 접근관제화(5nm 분

리기준을 3nm 분리기준으로 적용)한 방식에 대

한 인적요소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관제사 1인당 

수용률 및 분리 적용치의 효율성이 접근관제화된 

공역 운영방식이 더욱 뛰어나다는 결과를 얻었다

[7].

FAA는 향후 NYICC가 뉴욕 ARTCC 및 뉴욕 

TRACON을 물리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통신, 전

력시스템 및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하여 관제사들

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항공교통 수용량 및 효

율성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안전성까지 증대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ig 3. 항로 및 접근구역 관제 통합운용
개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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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본의 TRACC

일본은 국내선 위주였던 하네다(Haneda) 국제

공항을 주변 국가들과 허브화 공항 경쟁에서 뒤

쳐진다고 판단하여 국제공항으로 재변신을 시도

하였다. 우선적으로 공항의 대규모 확장을 추진

하여 제4활주로 완공에 이어 2010년 7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선 터미널을 개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1년 6월에는 하네다 국제공항 확

장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허브 공항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 있다.

일본은 공항의 수용량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주일 미군 및 일본 항공자위대가 관리하던 요코

다(Yokofa) 공군기지의 공역으로 인해 하네다 공

항 입출항 항적에 어려움을 주던 불편을 해소하

기 위해 2010년 1월부로 요코다 공군기지 일부와 

민간이 관리하는 하네다 공항의 공역 및 나리타

(Narita) 공항의 공역을 구조 개편하여 관제범위

를 확장하였다[9].

이후 하네다 공항을 담당하는 동경 접근관제

소(Tokyo Radar Approach Control Center,

TRACC)에서 나리타 공항의 접근관제 공역도 운

영할 수 있도록 공역을 통합하고 관제시설을 일

원화하여 공역의 효율적 활용과 직접적인 관제업

무의 협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 착륙용 중간공역을 주변에 추가로 확보하였다

[10].

TRACC는 하네다 공항 접근관제업무와 나리

타 공항 접근관제업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되 구조

는 변경하지 않고, 단지 나리타 공항의 접근관제 

업무를 하네다 공항의 접근관제소로 장소를 통합

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4. 일본의 공역 통합 운용 개념도[10]

하네다와 나리타의 접근관제 공역은 분리하여 

운영할 때보다 단일 관제기관에서 공역을 통합하

여 관제하게 됨으로써 각 공항으로 입출항 하는 

경로의 혼잡을 줄이고 특히 교통량이 많은 하네

다 공항의 북서쪽 경로를 좀 더 융통성 있게 운

영할 수 있게 되었다.

(a) 공역 통합 전 접근관제구역 내 항로

(b) 공역 통합 후 접근관제구역 내 항로

Fig 5. TRACC 통합 전과 후의 개념도[11]

2.3 유럽의 단일 공역

EU의 일일 항공기 운항횟수는 약 33,000회로 

2020년대에는 항공 산업의 성장 및 저가항공사의 

운항 증가로 더욱 혼잡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12]

유럽에는 약 40개의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15

개 구역의 공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항할 때도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

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브뤼셀

에서 로마까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항하는데 9

개 관제기관의 관제를 받는다.

스위스에서 노르웨이까지 EU 회원국의 공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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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FIR로 나누어져 있고 상층과 하층 공역의 

구분도 각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무척 복잡하

였다. 이에 EU에서는 1999년 유럽의 많은 나라

별 공역을 하나의 공역으로 인식하고 단일유럽공

역(Single European Sky: SES) 개념을 통해 관제 

통합 및 공역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EUROCONTROL은 우선적으로 FL290~FL410

고도에 수직분리기준축소기법(RVSM)을 적용하

여 상층 용량의 20%를 증가시켜 3,900백만 유로

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탄력적 공역사용(Flexible

use of airspace, FUA) 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공

역관리를 추진하였다.

FUA의 기본개념은 공역을 더 이상 군 또는 

민간공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

속적인 사용을 전제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신

축성 공역을 배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으로 공역을 군에서 통제하는 위험지역, 제한구

역으로 구분하는 대신, 임시분리지역(Temporary

Segregated Area, TS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군이 사용하는 특정사용시간이 끝나면 민간 항공

기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부 항공로(Conditional

Route, CDR)를 설정하게 된다.[13]

조건부 항공로는 특별히 지정된 조건하에서 

계획되거나 사용이 가능한 항공로를 말하는 것으

로, 기존의 항공교통업무 항공로망을 보완하고 

서로 연결함으로써 더 많은 직항공로와 대체 항

공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FUA는 항공기 운항거리, 시간, 연료감

소를 통한 경제성 증가, 항공로 및 공역의 확충

으로 관제처리용량증가 및 지연 감소, 일반항공

기와 작전중인 항공기의 효과적 분리, 실시간 민 

군 협조 증가 및 공역 분리 소요 감소, 군 작전

요구에 더 부합하는 임시 분리지역 운영을 통하

여 공역의 효율적인 흐름에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사용공역은 비행금지 공

역을 제외하고 군작전이 필요한 시간대에만 비행

이 제한되는 공역이나 특수사용공역을 사용하지 

않는 주말, 휴일 시간대에도 공역진입 통제로 효

율적인 공역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사용

공역의 통제기관인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인

천 ACC간에 직통선을 이용한 공역 사용 협조를 

하고 있으나, 실시간 공역사용 정보의 교환에는 

한계가 있다. 군과 민간 양쪽의 협동 체제를 통

해 공역의 최적화 및 균형화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후, 2008년 EUROCONTROL은 SES의 2차적 

개념으로 공역 조직의 이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Functional Airspace Block

(FAB) 개념을 도입하였다. FAB는 다음과 같이 9

개의 Block으로 구성되어 있다[14].

Ÿ BALTIC FAB : 폴란드, 리투아니아

Ÿ BLUE MED : 그리스, 몰타, 이탈리아, 키프

로스(그리고 알바니아, 이집트, 튀니지, 요르

단 관측)

Ÿ DANUBE FAB : 루마니아, 불가리아

Ÿ FABCE(FAB Central Europe) : 보스니아 헤

르체코비나,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공화국,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크로아티아, 헝가리 

Ÿ FABEC(FAB Europe Central) : 네덜란드, 독

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Ÿ NEFAB :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

트비아

Ÿ NUAC : 덴마크, 스웨덴

Ÿ SW FAB(남서쪽 FAB): 스페인, 포르투갈

Ÿ UK-IRELAND FAB: 아일랜드, 영국

Fig 6. FAB 개념도[14]

Ⅲ. 통합관제의 장단점

3.1 통합관제의 장점

3.1.1 수도권 등 복잡한 공역 구조의 단순화

수도권 지역의 여러 공항과 공역이 얽혀 있는 

경우 미국의 통합 TRACON과 일본의 TRACC와 

같이 접근관제시설을 통합하여 단순화 시킬 수 

있다. 특히 뉴욕 TRACON과 포토맥 TRACON은 

입출항하는 픽스를 유지한 상태로 내부 구조를 

단순화하여 접근공역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SES의 FUA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공역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공역의 구분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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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항공기 기동, 분리, 순위 지정에 유연

성 증대

여러 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를 한 곳에서 

관제하기 때문에 분리 기준을 항로에서도 5마일 

분리가 아닌 3마일 분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순

위 지정 및 기동이 더욱 유연해 진다. 이는 곧 

항공사에 시간/연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으

로 적용된다.

3.1.3 관제사 상호간의 의사소통 향상 및 업

무 집중도 증가

NYICC에 관련한 인적 요소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면대면 의사소통을 통해 충분한 의사

전달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효율 및 안전 측면

에서의 이점이 확실하게 부각되었다. 그리고 관

제사의 업무 측면에서도 통한된 시설로 인하여 

거주지 및 근무지를 옮기는 횟수가 줄어들어 업

무 집중도가 더욱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3.1.4 노후 시설 대체 및 비용절감

미국의 경우 관제시설의 통합을 통하여 노후

된 장비의 교체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며 각 시

설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던 수리비, 유지비, 관리

비 등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3.1.5 관제 서비스 폭의 확대

FAA는 통합 TRACON에서 동일 장소 배치 

방식과 병합 방식을 통해 많은 공항의 입출항을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운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의 폭과 질이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3.2 통합관제의 단점

3.2.1 전력 및 시스템 고장에 취약

항공교통관제에서 가장 흔한 장애가 전자 장

비의 고장이다. 따라서 각 시설은 Fail-safe 개념

으로 회선 및 컴퓨터 시스템을 이중화 하여 구축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통합관제시설에

서는 지역 단선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이 거의 없다. 미국의 SCT는 2007년 Palm

Springs의 레이더 영역을 통합한지 하루 만에 광

케이블의 단선으로 90분간 Coachella Valley의 

관제를 할 수 없었다.

또한, 통합관제시설은 입출력 및 저장되는 데

이터의 양이 방대하고 다루어야 할 정보도 많기 

때문에 시스템 오류발생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3.2.2 산불, 화재 등 자연 재해에 취약

통합관제시설은 화재 및 지진 등 자연 재해로 

인해 통합 시설이 소실된다면 통합관제권의 관제

업무를 수행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증가

될 수 있다.. 2003년 미국 SCT는 캘리포니아 산

불로 ATC Zero를 선언하고 모두 대피한 사례가 

있다. SCT는 통합관제로 ATC를 운용하였기 때

문에 해당 관제권의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IFR 항공기들은 16시간 동안 비행을 할 수가 없

었으며 대형 항공사들의 경우에 100편이 넘는 운

항이 취소되었다.

3.2.3 통합시설은 테러 및 적대세력의 목표

통합된 시설은 적대적 세력의 주요 목표로 미

국이 9.11 테러로 공역을 2.5일간 폐쇄하였을 때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3억 달러를 보았으며 화

물 및 여객의 수송에 큰 차질을 빚었었다.

Ⅳ. 결 론

공역은 고정된 공간이지만 항공 사용자들의 

요구를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충족시

킬 수 있는 중요한 활동공간이다. 경쟁력 있는 

시간대에 집중되는 많은 이용자들로 인해 항공교

통관리(ATC)에 어려움이 따르며, 계속적인 이용

자의 증가는 공역의 과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

다. 항공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활주

로의 증설과 같은 공항 시설의 확대나 관제 시설 

또는 장비의 최신화, 인력의 확충 등 인프라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시설 등의 확

대는 많은 시간과 자본이 들며 어느 시점에 도달

해서는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 등 항공 선진 국가에서는 모든 공역계획 

및 실시간 공역상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공역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

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FAA는 NextGEN과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항

공기 지연율이 40%에 달하는 뉴욕 지역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 요소 분석 등 다양한 노

력을 통해 통합관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구

축된 통합관제시스템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일본은 동경 부근의 복잡한 공역을 개편함으

로써 앞으로 증가할 항공수송량에 대비하였고,

안전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

EU는 SES계획을 토대로 단일화된 공역 내에

서 각 국가간 이질성을 없애면서 군과 민간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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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통합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FUA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 군과 민간공역이 복잡하게 연결된 우리나라

의 경우 민․군의 단일 항공관제기관을 통해 효

율적인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공역 사용 정책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설정된 우리나라의 국가공역체계 및 

항공로 구조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발생하

는 교통량 집중 시 항공기의 이륙지연 및 공중체

공이 불가피하며, 현행의 민․군으로 이원화된 

공역운영 제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

수요 해결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항로에서 접근관제구역 진입단계의 병목현상

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교통흐름에 대

한 연구와 공역 재설정방안 연구 등을 통하여 항

공기들의 병목현상을 비행이륙 전후 여러 단계에 

걸쳐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효율적인 공역체계 및 항공로 구조 개선을 위

하여 보다 안정되고 체계화된 항로를 설정하고 

항로에서는 TMA까지 항공기가 진입하는데 어려

움이 없도록 이원화된 공역운영 제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ICAO가 채택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는 미래

항행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탈시스템", http://

www.airportal.co.kr, 2014.3

[2] 한국항공진흥협회, "2012년 항공운송산업 전

망", 2012.

[3]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통계자료", 2012.

[4] 한승철, 이은주, 유병선, 강자영, "효율적 공역

관리를 위한 ATM 통합화 동향 분석", 한국항공

운항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2.

[5] 국토교통부, "원거리 비상용 접근 관제 시스

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2012.

[6] 이은주, 안재모, 강자영, "효율적 항공교통관

리를 위한 통합 ATM 연구", 제8회 국방기술 학

술대회, 2012.

[7] Truitt, T., McAnulty, D. M., & Willems, B.

"Effects of collocation and reduced lateral

separation standards in the New York

Integrated Control Complex (DOT/FAA/CT-

TN04/08)", FAA William J. Hughes Technical

Center, 2004.

[8] FAA, "NY/NJ/PHL Airspace Redesign

Implementation Schedule", April 2012.

[9] MLIT, "Air Traffic Services system,", 2012.

[10] Katsuhiro Yamaguchi, "Evolution of

Metropolitan Airports in Japan", 2013.

[11] MLIT, "Air Traffic Services", 2014.

[12] NATS, "NATS En-Route plc. 10 Year

Business Plan 2011-2020", 2010.

[13] EUROCONTROL, "Flexible Use of

Airspace (FUA)", 2011.

[14] EUROCONTROL, "Evaluation of Functional

Airspace Block(FAB) Initiatives and their

contribution to Performance Improvement",

2008.

[15] FAA, "NEW YORK Integrated Control

Complex(NYICC)", 2003.

[16] GAO, "Alternative Financing Approaches",

2003.

[17] Ruth E. Marlin, "Unnecessary Risk: The

Need for Comprehensive and Transparent Risk

Analysis in Considering Air Traffic Control

Facility Consolidation",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