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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development process of a design program for Instrument Flight Procedure (IFP)

is briefly described. Survey results and corresponding analysis are shown to enhance a market

competence of the deliverables.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IFP design are analyzed to derive

the system requirements. Detail development processes and test procedures are explained.

초 록

본 논문에서는 계기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산 제품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개발 요구조

건 도출을 위하여 계기비행절차 설계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평가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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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차원의 공간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운항, 즉

항행은 조종사가 직접 육안을 통해 지상의 지형

지물을 참조하여 비행하는 시각비행(Visual

Flight) 형태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지상의 항행

안전시설로부터 무선신호를 수신하여 비행하는

계기비행(Instrument Flight) 형태로 발전하였다.

현대적 의미에서 계기비행절차란, 항공기가 장애

물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련의 기동방식을 의미한다

[1]. 계기비행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은 VOR (VHF

Omni-directional Range), NDB (Non-directional

Radio Beacon), ILS (Instrument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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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등 지상에 고착된 항행안전 무선시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를 사용하는

항행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2].

이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와 미연방항

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에서

는 계기비행절차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다[3][4].

이 가운데 계기비행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절

차설계(Procedure Design)는 계기비행 형태로 운

항하는 항공기로 하여금 항로유도(Track

Guidance) 정보를 제공하고 지상 장애물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거리를 보장함으로써 안전한 항

공기 운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5]. 계기비행절차

설계는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성능 관련요소, 및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6]. 항행안전시

설의 발전에 따라 지상 고착형 무선시설 기반의

계기비행절차뿐만 아니라 위성항법 기반의 계기

비행절차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종래에 이러한 계기비행절차 설계는 전문가들

의 지식을 바탕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보다 조금 발전된 방식으로 컴퓨터 기반의 설계

도구(Computer Aided Design, CAD)를 활용하

여 설계를 하여 효율성은 향상시킬 수 있었으나

계기비행절차 설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설계자의 실수로 인해 오류를 내재

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최근에는 IT 기술 및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의 혁신적

인 발전에 기인하여 3차원 설계도구가 개발되어

계기비행절차 설계 및 검증에 사용되고 있는 추

세이다. 국내에서도 계기비행절차 설계를 위한

자동화 도구는 주로 외산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행절차를 신규 설계할 경

우뿐만 아니라 설계 규정 개정 및 장애물 등의

지형정보 변화로 인해 기존 비행절차를 변경할

경우에도 자동화 도구가 사용되는데, 외산 제품

을 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의 구매 비용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정된 새로운 설계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출

하여야 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항공 선진국에서는 정책

적으로 비행절차에 대한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운항 및 관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보조도구로서 CAD를 활용하여 비행절

차를 설계하고 있으며, 비행절차 설계 결과의 유

효성 검증을 위한 과정도 범용 사무자동화 프로

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의 일

환으로 2011년부터 총 4차년도에 걸쳐 계기비행

절차 설계 자동화 도구를 국산화하기 위한 과제

를 추진하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계기비행절

차 설계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하여 개괄적으

로 살펴보기로 한다. 2장에서는 계기비행절차 설

계 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

표적인 외산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계기비행절차 설계 프로

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과정이자 요구조건 도

출 단계로서 ICAO 및 FAA에서 제시하는 계기

비행 절차 설계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한다.

4장에서는 본격적인 계기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개발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및 유효성 검증 절차에 대하여 언

급하였다. 또한 6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제품 측면

에서 설명서 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용자 의

견수렴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본 논문

의 결론으로서 7장에서는 계기비행절차 설계 도

구의 국산화에서 비롯되는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에 대하여 제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

히 살펴본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용어

가운데, 계기비행절차 설계, 비행절차 설계, 절차

설계 등은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도록 한다.

2. 절차 설계 프로그램 개발동향

절차, 즉 계기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동향은 항공분야의 시장 규모가 큰 미국 및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원천기술부터 국제표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

행절차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계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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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하고 설계자의 실수에 의한 오류를 크게 줄

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 수요가

큰 제품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 영국, 이태리, 일

본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계기비행절차 설계프

로그램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잠재수요를 파악

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과정으로서 대표적

인 외산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2.1 PDToolkit

PDToolkit은 영국의 ASD (Aeronautical

Software Development) 사에서 1995년에 개발한

비행절차 설계 자동화 도구로서 AutoCAD 기반

에 비행절차 설계를 위한 메뉴와 도구가 추가되

어 범용 CAD 상에서도 비행절차 설계가 가능하

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PDToolkit 제품은 ICAO 설계 기준과 FAA 설계

기준을 서로 다른 버전으로 모두 지원하는 특징

이 있다. 또한 항공정보를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식으로 추출이 가능하여,

장애물 평가 결과 값을 획득하기 위하여 설계자

가 장애물 및 접근 픽스 등을 지정하면 규격화된

문서화가 가능하다. 다만, 범용 제품인 AutoCAD

를 기반으로 개발된 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

으로서 PDToolkit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AutoCAD 제품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에 PDToolkit 프로그램의 작업화면과 레이

아웃을 나타내었다.

그림 1. PDToolkit 제품의 작업화면 및 레이아웃

2.2 TARGETS

미국의 MITRE 사에서 개발한 TARGETS

(Terminal Area Route Generation, Evaluation

and Traffic Simulation)는 터미널 지역 비행절차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도구로서 절차 설계

에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설계된 절차의 적합

성을 평가하기 위한 통합 도구이다. 그림 2와 같

은 작업화면을 갖는 TARGETS 프로그램은 절차

설계 기능 이외에도 설계된 비행절차에 대하여

소음, 연료소모, Flyability 등 비행절차의 효율성

과 관련된 평가 기능을 갖고 있다[5].

그림 2. TARGETS의 작업화면

2.3 FPDAM

FPDAM(Flight Procedure Design and Airspace

Management)은 Bentley Microstation 사의 CAD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플러그인 형태의 절차

설계 솔루션으로서, 이태리의 IDS (Ingegneria

Dei Sistemi) 사에서 개발하였다. 기존의 항행안

전시설에 기반한 비행절차는 물론 인공위성 기반

의 비행절차 설계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미려한 그래픽을 나타내주

며 직관적인 설계가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다른 제품에 비해 효율적인 절차 설계

가 가능하여 국제적으로 대략 30개 이상의 기관

에서 사용하고 있다. PDToolkit과 마찬가지로

ICAO 및 FAA의 설계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으

로서,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세부

프로그램들이 패키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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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태리 IDS 사 FPDAM 제품의 설계화면

제품명 설명

FPDAM 비행절차 설계 및 관리 전용 시스템

FPDAM 공항 ICAO 부속서 4와 14를 기준으로 표면

구조설계 및 평가 측지 계산 등

RNP / PBN RNP 절차의 설계 도구

FPDAM 
AeroChart

FPDAM 비행절차 DB로부터 계기접근

차트 생성

절차 인코더
항공정보시스템(AIS) DB 지원, ARINC
인코딩 및 최종 저장

레이더 데이터

뷰어
레이더 트랙과 플롯 현시

장애물 차트

정보
ICAO 장애물 차트 유형 A와 B를 생성

FPDAM 
SAPET

지면과 항공기고도에 대한 GNSS 위성
성능 시뮬레이션

AeroCAD
계기비행절차, ATS 지리 및 측지 계산의

건설을 위한 기본 모듈을 포함하는

FPDAM의 독립 실행형 프로그램

표 1. FPDAM의 세부 기능 모듈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FPDAM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비행절차 설계 및 평가를 위해서는 부수적인 프

로그램들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또한, 구간별

절차 설계를 하는데 있어 수많은 옵션들을 확인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림 4. FPDAM의 제품군

2.4 PANADES

PANADES는 일본의 NTT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Data에서 개발한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으로서 FPDAM과 마찬

가지로 Bentley Microstation에서 동작하는 플러

그인 프로그램으로서 손쉽게 비행절차를 설계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고 있다. 그림 5에 나타낸 작업화면과 같이

설계 과정을 평면도뿐만 아니라 높이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는 단면도도 동시에 표시하고 있다.

PANADES는 자동화에 초점을 두어 개발하였지

만, 설계자의 수준에 따라 수동으로 설계가 가능

하도록 구현하였다. 다만, FPDAM과 마찬가지로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

수적인 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림 5. PANADES의 작업화면 및 레이아웃



계기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 개발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189

3. 기능 요구조건 수립 관련 규정

앞서 2장에서 제시한 외산 비행절차 설계 프

로그램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벤치마킹하

여 국내에서 개발을 위한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

램의 기능적인 요구도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PDToolkit, FPDAM, PANADES의 경우에 CAD

프로그램의 플러그인 형태로 동작되기 때문에 기

성 CAD 제품의 라이센스를 보유하여야 하는 단

점이 있기 때문에 독자 개발하는 시스템에서는

스탠드 얼론(stand alone) 형태로 개발하기로 하

였다. 또한, FPDAM의 구성형태와 마찬가지로

기능 모듈 형태로 개발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제

품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극적으로 참고하

여 개발하고자 하는 절차 설계 프로그램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계기비행절차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설계 기준은 크게 두 개의 규정이 있다. ICAO에

서 제시하는 기준인 PANS-OPS가 있고, FAA에

서 제시하는 기준인 TERPS가 있다. 두 기준 모

두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두고 있어, 국지 계기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항공기의 안전성은 확

보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ICAO PANS-OPS는

일정 국가를 위한 기준이 아닌 세계의 다양한 국

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설정한 최

소한의 기준이다. ICAO 회원국은 자국 규정을

ICAO 규정과 다르게, 즉 ICAO 규정보다 초과하

거나 미달하여 제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차이

점을 ICAO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8].

국내 공항의 계기비행절차 수립 시에 일반적

으로 민간 공항은 ICAO 기준을, 군용 공항은

FAA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6과 그림 7에

민간 공항인 인천국제공항(RKSI)의 표준계기도착

절차(Standard Instrument Arrival, STAR) 및 군

용 공항인 대구국제공항(RKTN)의 표준계기출발

절차(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SID)에 대

한 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AIP) 예시를 나타내었다. 그림 6과

그림 7에 별도로 표시한 바와 같이 민간 공항은

ICAO PANS-OPS, 군용 공항은 FAA TERPS 기

준을 적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인천국제공항(RKSI)의 표준계기도착절차(STAR)

그림 7. 대구국제공항(RKTN)의 표준계기출발절차(SID)

앞서 언급한 ICAO PANS-OPS 기준 및 FAA

TERPS 기준 이외에도 계기비행절차 설계 프로그

램의 기능적인 요구조건 수립을 위하여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부수적인 기준도 다양하게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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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9]. 이러한 요구조건을 수립할 때에는 사

용자 입장에서 비행절차 설계 단계별 입력 및 출

력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비행절차는 항행안전시

설에 대하여 일대일로 대응하는 하나의 절차로

구성되며, 장애물 회피를 위한 최저고도치를 설

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

다. 그림 8에 비행절차 설계 과정을 고려한 프로

그램 수행 단계를 나타내었다. 절차 설계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해 총 일곱 개의 단계별로 요구사항

을 수립하였다. 각 단계는 독립적인 성격이 아니

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STEP 2에서 STEP 5까

지 과정을 구간별로 반복하여 최종 비행절차가

설계되는 것이다.

그림 8.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 수행 단계

그림 9. 세부적인 계기비행절차 예시

접근 비행절차의 이해를 위해 그림 9에 입체

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첫 접근,

중간 접근, 최종 접근, 실패 접근 구간으로 구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비행절차 설계

를 위한 전반적인 단계를 나타냈다면, 그림 10에

는 실제 절차 설계 시 수립하는 구간의 순서를

제시하였다. 접근 구간별로 여러 차례의 반복적

인 검토를 거쳐 비행절차가 수립됨을 확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은 설계자

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을 위하여 설계자의 판단과 결정을 보조할 수 있

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0. 계기접근절차 설계 흐름도

4. 절차 설계 프로그램 개발과정

4.1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 설계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과정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계 과정과 마찬

가지로 아키텍쳐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인터

페이스 설계 등의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체

적인 설계를 수행하였다.

먼저 아키텍쳐 설계는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

램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과 각각의 기능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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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핵심으로서 절차 설계 및 도시 부분에 한

논리적인 개요도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항공정보, 장애물 정보 및 계기비행절차에 대

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든 자료

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 각 프로그램 모듈

에서 설계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회 및 저

장하여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설

계를 위한 기본 테이블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그림 11. 절차 설계 및 도시 모듈 아키텍쳐 예시

No. Table ID Table Name Description

 1 ARPT AIRPORT 공항정보

 2 ANAV AIRPORT NAVAID 항행시설 정보

 3 RWY RUNWAY 활주로 정보

 4 AIRWAY AIRWAY 항공로 정보

 5 AIRSPACE AIRSPACE 공역 정보

 6 AIRSPACE_DETAIL AIRSPACE_DETAIL 공역 상세정보

 7 NAV NAVAID 항행시설

 8 WPT WAYPOINT 변침점

 9 TRM_PAR FP MASTER 비행절차 정보

10 TRM_MIN MINIMUM DATA 최소 수치 정보

11 TRM_MSA MINIMUM SECTOR DATA 최소 섹터 정보

12 TRM_SEG TERMINAL SEGMENT DATA 터미널구역정보

13 TRM_CLB TERMINAL CLIMB RATE 터미널 상승율

14 TRM_FDR TERMINAL FEEDER ROUTE 터미널 진입로

15 HOLD HOLDING PATTERN DATA 체공장주 정보

16 PAPP RNAV PRECISION APPROACH PATH 정밀접근 경로

표 2.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테이블 요약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프로그램 사이에서 직

접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므로 중요한 측면

으로 부각되는데, 국내 예상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렵하여 현재까지 개발한 화면 레이아웃에 대하

여 주 화면과 장애물 평가 화면을 그림 12에 나

타내었다.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세밀한 작

업을 요하는 절차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정보들이 직관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였으

며, 세련된 테마를 갖추었다.

그림 12.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 화면 구성

4.2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 기반 개발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설

계 플랫폼도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먼저, 항공분야에서 위치정보를 나타내기 위하여

표준으로 사용되는 타원체 기반의 WGS-84

(World Geodetic System – 84) 좌표계를 적용

하였다. 그림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WGS-84 좌

표를 바탕으로 지구타원체를 3차원 공간상의 좌

표로 변환할 수 있는 “3D GIS Engine”을 개발하

였다.

또한, 지형, 장애물 및 국지 계기비행절차에

대하여 3차원 입체시현을 위하여 지형 모델링을

통해 설계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형을 형상화하였

다. 3차원 지형 모델링을 위한 자료로서 수치고

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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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WGS-84 기반 지구타원체 구성 화면

항공기 운항의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자

북과 진북 사이의 편차를 일컫는 자기편차도 고

려해야 한다. 자기편차 값에 대한 계산은 미국의

국가지구공간정보국(National Geospatial-Intellige

-nce Agency, NGA)와 영국의 국방지리센터

(Defence Geographic Centre, DGC)에서 공동으

로 개발한 세계자기모델(World Magetic Model)

을 사용하였다. WMM을 이용한 자기편차 계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공개되어 있으며, 자기편

차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 파일은 5년마다 갱신된

다[10].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에서 자기편차 계

산을 위해 공개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별도의 라

이브러리로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5. 절차 설계 프로그램 시험평가

5.1 기능적 유효성 확인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시험평가는

절차 설계 도구로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기능적 유효성 확인은 절

차 설계 프로그램의 자동화 기능이 정확히 구현

되었는지 여부와, 인간기계인터페이스(Human

Machine Interface, HMI)가 사용자 요건에 부합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도구의 자동화 기능에 대한 확인은 ICAO에서

제시하는 절차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관

리 매뉴얼을 통해 수행된다[11]. 유효성 확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으로서 기준 관련사항, 항

공 및 지리자료, 절차 설계 기능 등에 대하여 유

효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유효성

확인보고서에 기록된다.

5.2 소프트웨어 인증 절차 수행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의 사용자 측면에서의

운영환경을 고려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프로

그램과 사용자매뉴얼을 시험을 통해 품질을 인증

하는 GS (Good Software) 인증제도를 수행한다.

현재, GS 인증 수검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으며,

사용자 매뉴얼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4에 나타낸 구체적인 시험 및 인증 항목들을 고

려하는 GS 인증을 통해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서

품질 확보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4. GS 인증의 적용기준 및 세부시험 분야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을 국

산화 개발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항공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에 개발된 외산 프로그램

들을 벤치마킹하였고, 사용자 친화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설계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을 개발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과물에

대한 기능적 유효성 확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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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관리를 위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인증을 획득

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비행절차 설계를 위한 국산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그동안 수작업 또는 반자동화로 이루

어지던 절차 설계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 오류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원천기술 및 소스코드를 확보함으로써 설계

기준의 개정 내용에 대한 반영 및 소프트웨어 유

지보수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사용자의 추가적

인 요구사항을 빠르게 대응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비행절차 설계뿐만 아

니라 평가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공역 관리

를 포함한 운항 관련 통합 테스트베드로서의 확

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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