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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분야에서 정의하는 장애물이란 ‘일시적 또

는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성을 띠는 

물체로, 항공기의 지상이동 경로 상에 위치한 물

체 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

된 표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물체 또는 항행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물체’를 의미한다

[1][2].

여기서 말하는 ‘항행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

되는 물체’에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파수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파장애물도 포함되며, 이러

한 전파장애물은 항행시설관리자가 전파장애 유

발 가능성의 여부를 검토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규정을 두고 있다[3].
무선항행업무(Radio Navigation Service)는 효

율적이고 안전한 항공기의 운항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여 안내 정보

나 위치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로, 허용된 주파

수 보호대역내에서 각 시설별로 정하는 기술기준

에 부합하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의 유효신

호 통달범위를 가지고 있다.
계기비행절차 역시 이러한 무선항행업무로 제

공되는 운항절차를 의미하며 이러한 절차 수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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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장애물이 해당 절차를 침범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장애물 검토는 민

간항공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로, 군에서는 비행안

전영향평가로 명명되며, 특정 비행장이 처한 항

공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물리적 환경(장애

물 등)이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인지 아닌지를 판

단하는 것이다[4].
본 연구는 특정 비행장에 계획된 장애물과 무

선항행업무와의 간섭관계를 기술기준에 근거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대상이 된 항행안전

무선시설은 비행장에 설치된 전방향표지시설

(VHF Omnidirectional Range; VOR)과 계기착륙

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 ILS)중 방위각

제공시설(Localizer; LOC) 및 활공각제공시설

(Glide slope; GP) 등으로, 이들 시설과 해당 장

애물 간의 전파갑섭 여부 확인을 통해 궁극적으

로 위험요소가 항공안전이 확보되는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인지 판단하고자 하였다.

2. 기초자료 및 시설기준검토

2.1 사례공항의 물리적 자료

사례 공항은 육상비행장 착륙대 분류기준으로 

A등급에 해당하는 비행장으로, 공항참조점

(Airport Reference Point; ARP)은 활주로18시단

으로부터 177°방향 1,358m에 위치하며 좌표는 

355413.556N 1263657.224E이다.
공항표고는 평균해수면으로부터 9m(29ft)이고 

자차(Magnetic Variation)는 2013년 기준 8°W이

며, 이 공항에는 계기비행규칙(IFR) 및 시계비행

규칙 (VFR)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이 가능하다.

Fig. 1 Lay out of a case airport

해당 공항은 미공군에서 운용하는 비행장으로,

활주로 18방향 상단부에 민간항공기 전용 연결유

도로(연장 987m)가 설치되어있고, 그 말단에 민

항시설이 일부 부지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항 활주로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 활

주로 18-36은 길이 및 폭이 2,743m×45m급으로,
활주로 18방향은 진방위 169.04°이고 활주로36방
향은 349.05°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참조).

구분 진방위
활주로 
규격

활주로시단 
위치

시단 
표고

18 169.04° 2743×45m
355457.285N
1263646.818E

THR
5.27m

36 349.05° 2743×45m
355329.827N
1263707.629E

THR
8.21m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case
airport’s runway

미군기지인 사례 공항은 국내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작전기지 분류 중 전

술항공작전기지에 속한다. 따라서 해당 기지의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의 규격은 활주로 양끝에

서 밖으로 각각 61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

주로 중심선 양쪽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이다.

Fig. 2 The Strip Dimension of the airport

민간항공기 운항을 위해 항공정보간행물에서 

제공하는 활주로 공시거리(Declared Distance)는 

다음과 같으며, 이 공항 활주로에는 개방구역

(Clearway)과 정지구역(Stopway)이 설정되지 있

지 않다(Table 2 참조).
Table 2. Declared Distances of the Runways

2.2 시설관련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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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공항에서 이용 가능한 항행안전무선시설

로는 VORTAC(전방향표지시설+전술항행표지시

설) 1식과 계기착륙시설(ILS)중 Localizer(LOC)와 

Glide slope(GP) 각 2식이 있다(Table 3 참조).
또한 군에서 사용하는 정밀접근레이더(PAR) 1식
이 운용되고 있다.

항공기가 활주로 36방향으로 접근시 inbound
course는 356°이고, 활주로18방향은 176°로 확인

되었다. 특이사항으로 활주로18방향 GP는 평균

해수면(MSL)으로부터 260ft(80m) 이하에서 이용

할 수 없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Table 3. Radio Navigation and Landing Aids

전방향표지시설(VOR)은 VHF 주파수를 사용

하여 Line of Sight 직진성을 이용한 단거리용 

항법시설이다. VOR은 기상 간섭에 강하고, 무지

향표지시설(NDB) 보다 정밀도가 높은 특성을 보

인다. VOR, NDB와 ILS의 LOC에 관한 시스템 

사용 정밀성은 지상시스템 허용오차범위(a), 탑재

수신시스템의 허용오차범위(b), 비행기술 허용오

차범위(c)의 허용오차범위(tolerance)를 이용한 제

곱 합 양의 제곱근(Root Sum Square; RSS) 계산

에 근거한다(Table 4 참조)[5].
Table 4. Tolerances of Radio Navigation

교차 시설의 전체 시스템 사용 정밀성과 진행

방향 궤도(along track) 시설 사이의 차이는 비행

의 기술적 허용오차범위가 전자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는 사실을 통해 설명된다.
Table 5. System use accuracy of Radio

Navigation

따라서 보호구역의 허용 오차범위는 시스템 

사용 정밀도(2 Standard Distribution; SD)에 기

반하고 있으며, 3 SD(99.7% 확률로 보호구역내에 

있음)의 경우는 2 SD 값의 1.5배하므로 VOR 시

설의 허용오차범위는 ± 7.8°가 된다(Fig. 3 참조).

Fig. 3 Naviaids Tolerances

VOR의 통달범위는 운용 목적에 적합한 고도 

및 거리까지이며, 또한 40°의 수직각도까지 항공

기의 수신기가 만족스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

호를 제공하여야 한다[6].
거리측정장치(Distance Measurement Equipment;

DME)는 지상의 기준점으로부터 항공기까지의 경

사거리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장비로, VOR
과 연동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VOR의 유효 통달

범위까지 제공되어야 하고, ILS와 연동되는 경우

에는 마찬가지로 ILS의 LOC 유효 통달범위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출처: Fundamentals of Air Traffic Control 5th Edition, Michael S. Nolan

Fig. 4 VOR Service Volumes[7]



한국항공운항학회 공항주변 계획된 장에물에 대한 계기절차 및 전파간섭 예비연구 27

ILS는 항공기가 착륙하는데 필요한 방위각정

보, 활공각정보 및 시단으로부터의 거리정보를 

신뢰성 있게 제공하는 장비로, 방위각제공시설

(LOC) 및 활공각제공시설(GP)의 전파 통달범위

구역 내에서 진입중인 항공기의 탑재장비가 정상

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호를 제공하

여야 한다.
방위각제공시설(LOC)의 전파 통달범위구역은 

안테나의 중심으로 전면 코스라인 ±10° 범위 내

에서 46.3km(25NM) 까지이고, 전면 코스라인 

±10°∼±35° 범위 내에서 31.5km(17NM) 까지며 

전파 통달범위가 허용되는 경우, 전면 코스라인

부터 ±35° 범위 밖에서는 18.5km (10NM)까지이

다(Fig. 5 참조).

Fig. 5 ILS LOC Service Range-Azimuth[6]

방위각제공시설(LOC)의 신호는 활주로시단의 

표고부터 600m(2,000ft) 이상의 높이 또는 중간 

및 최종 접근구역의 최고점 중 높은 지점으로부

터 300m(1,000ft)이상의 높이와 전파 통달범위구

역에 규정된 거리에서 수신될 수 있어야 한다.

Fig. 6 ILS LOC Service Range-Elevation[6]

계기착륙시설(ILS)의 성능을 보호할 필요가 있

거나 운용요건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전면코스라

인으로부터 15°부터 35°[1,350m(4,500ft)]까지 통

달범위는 하한영역으로부터 LOC 통달범위 단면

도와 같이 선형으로 상승해야 한다. LOC의 신호

는 안테나로부터 전방 지표면과 일치되는 수평면

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7° 경사 이내로 이 규정

된 거리까지 신호를 수신될 수 있어야 한다(Fig.
6 참조).

계기착륙시설(ILS)-활공각제공시설(GP)의 수평 

통달범위는 활공각의 중심선 양쪽 측면인 각각 

8° 범위의 구간에서 최소한 18.5km(10NM)까지

이어야 하며, 수직 통달범위는 수평면을 기준으

로 수직으로 상단 1.75θ에서 하단 0.45θ까지 항

공기의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신호를 제공하여야 한다(Fig. 7 참조).

Fig. 7 ILS GP Service Volumes[6]

공표된 활공각(일반적으로 θ=3°)교차 진입절차

(intercept procedure)를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는 수직 통달범위를 0.30θ까지 아래쪽으로 확장

하여야 한다.
활공각제공시설(GP)의 전계강도는 Category별

로 상이한데, 시설성능 CategoryⅠ의 경우는 활

주로종단을 포함하는 수평면 상공 30m(100ft) 높

이까지 제공하여야 하고, 시설성능 CategoryⅡ
및 Ⅲ은 활주로종단을 포함하는 수평면 상공 

15m (50ft) 높이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3. 계기비행절차와의 관계분석

장애물평가를 위한 모든 위치좌표연산은 주어

진 지리적 좌표로부터 거리와 방위(bearing)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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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데 사용되는 IAPA83 엑셀프로그램[8]을 

사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하나의 좌표와 그로부터 거리

와 방위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좌표를 구하는 것

으로부터 두 지점간 서로 다른 진방위(true
bearing), 두 지점으로부터 설정된 방위(radial)를 

알고 있을 때의 교차 좌표, 그리고 한  지점의 

좌표와 방위(radial)를 알고 있을 때 다른 지점에

서의 직교좌표(tangent point)와 각 지점으로부터

의 거리의 연산이 가능하다.
사례공항의 주요 참조점은 Table 6과 같다. 주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과 주탑의 직각 교차점은 

355130.03N 1263736.13E로 분석되었고 직각 교차

점까지의 거리는 2,625.75m로 계산되었다. 또한 

활주로36시단과 주탑의 직각 교차점까지의 거리

는 3,761.04m이고 활주로36시단에서 주탑까지 거

리는 4,586.94m로 분석되었다.

Table 6. Data of Significant Points

사례공항의 ILS 활주로36 계기접근절차도에서 

LOC course가 자북기준 356°이므로 진북기준으

로는 348°로 확인되었다(자차 8° west 적용).
절차도에서 명시하고 있는 LOC 신호범위는 

자북기준으로 167° ~ 184° 사이이고 진북기준으

로는 159° ~ 176° 사이로 해당 범위는 Fig. 7의 

점선과 같다.

Fig. 7 ILS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of the case airport

주탑과 계기접근시설의 LOC까지의 거리는 

6,827.6m이고 LOC course와 주탑의 최단거리는 

2,625.9m로 분석되었다. 또한 LOC로부터 최단교

차점까지의 거리가 6,827.9m이고 신호범위 좌측

구역의 각도가 8°이므로 최단교차점에서 직각방

향(259.04°)으로 신호범위 선까지의 거리는 

1,650m이었다.
따라서 주탑의 위치는 사례공항 ILS 계기접근

절차의 신호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으므로 주탑 

높이에 상관없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애물로 분석되었다(Fig. 7 참조).

4. 기술기준에 따른 주파수 간섭

4.1 VOR/DME와의 간섭 분석

사례공항의 VOR/DME RWY36 접근절차에서 

VOR 허용오차범위(± 7.8°)는 Fig. 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주탑의 위치와 최소 2,000m 이상 이격

되어 있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애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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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OR Service Range of the case
airport

VOR이 항공로 V549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주

탑의 위치가 사례공항 남서쪽에 위치하고, 해당 

항공로는 Fig. 9와 같이 동측 101° 방향에 위치

하여 주탑에 의한 전파간섭은 발생하지 않을 것

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해당 VOR 신호를 향해 

남서쪽에서 입항하는 극히 일부의 항공기가 주탑

으로 인한 신호 간섭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도 있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9 Airways using the VOR in the airport

Fig. 10은 TVOR(Terminal VOR)의 통달범위

를 시설반경 25NM, 고도 1,000ft(시설로부터 

25NM 떨어진 지점)로 가정하고 주탑의 높이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례공항 VOR 신

호는 시설이 설치된 위치(표고; 0m)로부터 

0.3772°이상, 반경 25NM 범위 내 모든 항공기가 

해당 VOR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

Fig. 10 Relationship between main bridge
post and VOR signal of the Airport

VOR 시설로부터 주탑은 190.79°(진북기준)방
향으로 6383.8m 거리에 위치하고, 이 위치에서 

VOR 신호범위의 하단 높이는 42.03m이었다. 주

탑 높이 112.836m임을 고려하면, 주탑 후방으로 

최대 190.79° ± 1° 범위 내, 시설 반경 25NM 위

치에서 평균해수면 기준 767.73m(2,520ft) 이하를 

운항하면서 해당 VOR신호를 수신하고자 하는 

항공기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간섭이 있을 것으로 

해석되었다.

4.2 ILS-LOC와의 간섭 분석
사례공항 ILS-LOC는 공항으로 접근하는 항공

기에게 방위각정보를 제공하는 장비로, 앞서 검

토한 바와 같이 활주로36 ILS 계기접근절차에서 

정한 LOC 위치와 course(자북기준 356°, 진북기

준 348°)를 대상으로 검토하였고, 주탑의 위치는 

ILS LOC 허용오차범위 밖에 있어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애물로 검토되었다.

Fig. 11 The Case Airport’s LOC
coverage-Elevation

방위각제공시설인 LOC의 전파통달범위구역은 

전면 코스라인으로부터 ±10°범위 내에서 46.3km
(25NM)까지, 전면 코스라인으로부터 ±10°∼±35°
범위 내에서 31.5km(17NM)까지, 전파 통달범위

가 허용되는 경우, 전면 코스라인부터 ±35° 범위 

밖에서 18.5km (10NM)까지이며, 전파의 하단은 

25NM지점에서 2,000ft 높이로 설정된다.
LOC에서 주탑까지의 거리는 6,778.8m이고 주

탑의 위치는 LOC course 중심선으로부터 약 21°
좌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차원 신호

통달 범위는 Fig 10.에서와 같으며, 주탑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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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LS LOC의 수평 통달범위 내에 포함되나, 시

설로부터 6,778.8m 떨어진 주탑의 위치에서 LOC
신호 최저 통달범위의 높이가 366.48m임에 따라 

주탑은 사례공항 LOC 전파 신호를 간섭하지 아

니한 장애물로 검토되었다.

4.3 ILS-GP와의 간섭 분석

Glide Slope의 수평 통달범위는 활공각의 중심

선 양쪽 측면인 각각 8° 범위의 구간에서 최소한 

18.5km(10NM)까지이어야 하며, 수직 통달범위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상단 1.75θ에서 하

단 0.45θ(θ; 3°)까지 항공기의 수신기가 만족스럽

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신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Fig. 12 The Case Airport’s GP coverage
and Main bridge post

사례공항 ILS 36 정밀접근절차 GP 위치좌표는 

355339.7N 1263710.2E이고 주탑의 위치좌표는 

355113.82N 1263553.39E이므로 두 지점간의 거리

는 4,891.72m로 분석되었고, 해당 공항 GP 신호 

중심 연장선과 주탑의 최단거리는 2,652.98m로 

확인되었다.
GP 신호범위가 활공각 중심선 양측면으로 ±8°

로 넓어지므로 GP연장선과 주탑의 최단거리 교

점에서 신호범위 측면 경계선까지 거리는 

2,075.38m로 연산되었다. 따라서 Fig. 1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주탑은 사례공항 GP 전파신호를 

간섭하지 않는 장애물로 분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특정 공항 주변에 계획된 장애물을 

대상으로, 공항시설법 및 관련 법규정에서 정하

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근거

하여 장애물과 시설의 전파 간의 상관관계를 검

토한 사례이다.
기존의 항공학적 검토 또는 비행안전영향평가

가 장애물과 장애물제한표면 또는 비행안전구역

과의 관계나 시계 또는 계기비행절차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장애물과 

무선항행업무를 제공하는 시설간의 전파간섭여부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한계로는 이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계

획된 장애물을 대상으로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규

정에 따라 이론적 분석으로만 수행되었다는 것이

다.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전파간섭현상을 분석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

애물에 의한 전파의 불필요한 간섭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공항주변에 

인접한 현존 장애물을 대상으로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전파간섭 사례분석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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