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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new framework of predicting the arrival time of an aircraft by

incorporating the probabilistic information of what type of trajectory pattern will be applied

by human air traffic controllers. 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identifying the major

patterns of vectored trajectories and finding the statistical relationship of those patterns with

various traffic complexity factors.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the traffic scenarios in

real operations to demonstrate its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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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속적인 항공교통량의 증가로 세계 주요공항

주변의 공역은 극심한 정체로 인한 항공기 지연,

관제사의 과도한 업무부하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늘어나는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지

원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1-5]. 의사결정지원도

구가 효과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요구되는데, 이중에서도 항공기의 도착

예정시간은 다양한 의사결정지원도구에서 핵심적

으로 필요한 정보이다.

도착예정시간을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실제로 비행하게 될 궤적이 예측되어야

한다. 항공기는 항로, 표준계기절차 등의 미리 계

획된 절차를 따라 비행하지만, 항공기 간의 적절

한 분리간격 유지 또는 비행거리 단축 등을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관제지시로 인하여 항공기가

실제로 비행하게 되는 궤적은 미리 계획된 절차

상의 궤적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

제사의 관제지시는 벡터링이라 일컬으며, 항공기

의 궤적예측을 하는데 있어 큰 문제점으로 작용

한다[6-9].

벡터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항공기 궤적은

주어진 교통상황에서 관제사가 내릴 판단을 완벽

하게 알 수 없으므로 그 예측이 매우 어렵다[9].

최근 들어 몇몇 연구에서는 교통 혼잡 정보를 이

용하여 궤적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

어지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항공기의 최종접근

단계 중 업윈드(upwind) 길이를 예측하였다[8].

이 연구에서는 앞서 비행하는 항공기와의 거리를

통해서 업윈드 길이에 따른 가능한 경로들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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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 될 확률을 예측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

는 교통 혼잡요인들에 따라 관제사가 출발 항공

기를 단축경로를 통해 비행하도록 지시할 확률에

대해 분석하였다[9]. 이와 관련된 연구로써,

Gianazza는 교통 혼잡도에 따라 섹터를 분할/혼

합하는 관제사의 결정을 인공신경망을 통해 모델

링하였다[10].

또 다른 방법으로써, 항공기의 비행 의도를 추

정하여 이를 궤적 예측에 적용하는 연구가 수행

되었다[11-12]. 이들 연구에서는 먼저 현재 항공

기의 상태변수들을 통하여 연속된 지점으로 구성

된 비행 의도를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추

정한 뒤, 추정된 비행 의도를 토대로 항공기의

궤적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미

래의 항공기 궤적을 예측하기보다 현재 항공기의

비행 의도를 추정하는데 더욱 집중하여, 추정과

정에서 교통 혼잡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벡터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역에서 항공기 도착예정시간을 예측하는 새로

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먼

저 항공기의 주요 궤적 패턴을 식별한 후, 교통

혼잡요인들과 식별된 궤적 패턴간의 통계적 관계

를 분석하였다. 그 후, 주어진 교통상황 하에서

항공기가 각 궤적 패턴을 비행할 확률과, 각 궤

적패턴별로 구축된 비행시간을 예측하는 회귀모

형을 통하여 도착예정시간을 예측하였다.

2. 방법론

2.1 개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항공기 도착예정시간 예

측방법을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공역의 주요 항

공기 궤적 패턴이 식별되어야 한다. 주요 궤적

패턴은 과거 항적자료로부터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 식별하였다. 식별된 궤적 패턴의 집합을

    ⋯  , 예측 시점에서 관측된 교

통 혼잡도를   ⋯ 로 정의하자. 여기

에서 는 번째 궤적 패턴이며, 은 총 식별된

궤적 패턴의 개수이다. 또한 는 번째 교통 혼

잡요인이며, 은 총 고려된 교통 혼잡요인의 개

수이다. 이 때, 특정 가 주어지면 제안된 방법

에서는 베이즈 룰을 적용하여 항공기가 각 궤적

패턴을 비행할 확률  를 계산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각 패턴을 따라 비행했을 경우 목적

지까지 걸리는 비행시간을, 패턴별로 구축된 회

귀모형을 통해 각각 계산한다. 최종적으로 항공

기의 도착예정시간은 각 궤적 패턴에 대해 계산

된 패턴 별 비행시간과 그 궤적 패턴을 비행할

확률의 가중평균을 통하여 계산된다. 제안된 방

법론의 흐름도는 Fig. 1에 나타나 있으며, 본 장

의 나머지 절에서 각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하였다.

Fig. 1 Flow diagram of the proposed

approach for trajectory prediction

2.2 궤적 패턴 식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위해서는 먼저 대

상 공역의 과거 항적들을 통해 주요 궤적 패턴을

식별해야 한다. 주요 궤적 패턴의 식별에는 클러

스터링 기법이 사용되었다. 궤적의 클러스터링은

간략히 말해 모든 궤적 쌍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궤적 쌍들을 그룹 짓

는 것을 말한다. 궤적 클러스터링은 궤적 쌍 간

의 거리를 정의하는 방법과, 궤적들을 그룹 짓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13-15].

Gariel 등은 주성분분석과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DBSCAN)을 사용한 궤적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

안하였다[13,16]. 이 연구에서는 먼저 각 항적의

위치, 속도, 헤딩 등의 다양한 상태변수들을 주성

분분석을 통해 소수개의 변수로 요약한 후, 요약

된 변수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통하여 궤적 쌍

간의 거리를 계산하였다. 궤적 쌍 간의 거리가

모두 계산되면, 특정 거리  내에 존재하는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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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그룹화 함으로써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 Suyundykov 등은 각 궤적의

wavelet 계수들을 통하여 궤적을 클러스터링 하

는 기법을 제안하였으며[14], Rehm은 항공기의

위치정보의 시퀀스로 구성된 각 궤적을 계층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15].

본 연구에서 궤적 클러스터링의 주된 목적은

관제사의 관제지시에 따라서 항공기가 비행하는

궤적의 패턴을 식별하는데 있다. 따라서 클러스

터링 시에는 궤적의 공간적인 위치가 중요시 되

어야 한다. 하지만 항공기 궤적의 경우 단순한

거리계산으로는 이러한 공간적 위치가 왜곡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Fig. 2에 나타난 동일한 길이

를 가진 두 쌍의 궤적들 중, Fig. 2a에 나타난 궤

적이 더욱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 경우

각 궤적이 어긋나게 정렬되어 있어 유클리디안

거리는 Fig. 2b의 궤적이 Fig. 2a의 궤적보다 작

게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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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wo sets of trajectory pairs to

illustrate the necessity of DTW method for

trajectory clustering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방법에서

는 Dynamic Time Warping (DTW)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17]. DTW 알고리즘은 두 궤적간의

최적의 정렬을 찾는 방법으로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 찾은 정렬을 통해 모든 궤적 쌍 간의 거리

를 계산한다. 모든 궤적 쌍 간의 거리가 계산되

면 Ward 최소 분산 기준에 따른 계층적 클러스

터링 방법을 통하여 궤적들을 그룹화 한다[18].

2.3 회귀모형 구축

앞 절에서 식별된 각 궤적 패턴에 대해서, 항

공기의 목적지까지의 비행시간과 교통 혼잡 요인

들 간의 회귀모형이 구축되어야 한다. 제안된 방

법에는 다양한 회귀모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형회귀모형을 사용하

였다.

  
 

 ⋯ 
  (1)

여기서 는 주어진 교통 혼잡도 에서 궤

적 패턴 에 따른 목적지까지의 비행시간이며,

회귀모형의 계수들   
 

 ⋯
  는 에 속

한 과거 항적자료들을 통하여 추정될 수 있다.

2.4 궤적 패턴 예측

궤적 패턴이 일 때 가 관측될 확률을

이라고 하면, 베이즈 룰에 따라서 가

관측되었을 때 를 따라 비행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for   ⋯  (2)

여기서  
  



  이며,  는 

에 대한 사전확률이다. 날씨정보 등 다양한 정보

들을 활용한 사전확률을 이용해서 궤적패턴을 더

욱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사전정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전확률

로서 단일분포를 사용하였다. 조건부 확률분포

 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축될 수 있

다. 먼저 교통 혼잡도 를 유한개의 구간으로

나눈 후, 궤적 패턴 에 속한 과거 항적 중 의

각 구간에 속한 항적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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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사용한다.

2.5 도착예정시간 예측

본 연구에서 항공기의 도착예정시간은 항공기

가 접근관제공역에 진입하는 시점에 예측하였다.

관측된 교통 혼잡도 를 통해 각 궤적 패턴을

따를 확률  가 식 (2)를 통하여 계산되면,

평균제곱 예측오차를 최소화 하는 항공기의 도착

예정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3)

여기서 는 관측된 교통 혼잡도가 일

때 예측된 도착예정시간,  는 식 (2)를 통

해 계산된 항공기가 번째 궤적 패턴을 따를 확

률이며, 는 식 (1)의 회귀모형을 통해 계

산된 목적지까지의 항공기의 비행시간이다.

3. 실험 결과

3.1 시나리오 설명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서울접근관제공역

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ICN)으로 남쪽방향 활

주로를 사용하여 도착하는 항공기들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서울접근관제공역에는 네 개의 진입

지점이 존재하며, Fig. 3은 각 진입지점별로 설정

된 표준도착계기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Fig. 3에

나타난 네 개의 진입지점 중에서 특히 OLMEN

픽스를 통하여 진입하는 항공기들은 Fig. 4에 나

타난 바와 같이 궤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도

착시간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본 연구의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GAYON

ICN
KARBU

BULLS

OLMEN

Fig. 3 Arrival routes to the ICN under south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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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istorical trajectories from OLMEN

entry fix to the ICN

3.2 궤적 패턴 식별

OLMEN 픽스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남쪽방

향 활주로로 도착하는 항공기들의 주요 궤적 패

턴을 식별하기 위하여 총 두 달간의 과거 항적자

료가 사용되었다. 앞 장에서 설명된 궤적 클러스

터링을 통하여 총 아홉 개의 주요 궤적 패턴이

식별되었다. 궤적 클러스터링 시, 20개 미만의 항

적으로 이루어진 패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Fig. 5에는 식별된 아

홉 개의 궤적 패턴의 중심선이 나타나 있으며,

각 패턴에 속한 궤적들의 비행거리에 대한 평균

과 표준편차 또한 나타나 있다. 또한 궤적 패턴

은 각 패턴의 평균 비행거리에 대한 내림차순으

로 나타나 있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섯 번째 패턴(Fig.

5f)는 거의 표준도착계기절차를 따라 비행한 궤

적 패턴이며, 나머지 패턴들은 비행거리를 단축

시키거나 연장시키기 위하여 표준도착계기절차를

벗어서 비행한 궤적 패턴이다. 식별된 궤적 패턴

들과 교통 혼잡요인들과의 관계는 다음 절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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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jor trajectory patterns for the traffic

through the OLMEN fix

3.3 교통 혼잡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에는 항공기들의 속

도 및 헤딩 분포, 기상 정보 등 다양한 교통 혼

잡요인들이 사용될 수 있으나[19-21], 본 논문에

서는 교통 혼잡요인으로써 접근관제공역내의 교

통 밀집도, 즉 항공기의 대수만을 사용하였다. 한

연구에서는 특정 시간 반경동안 다른 픽스들을

통하여 접근하는 항공기의 대수 등의 다른 교통

혼잡요인에 비하여, 교통 밀집도가 관제사의 의

사 결정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21]. 추후 연구에서는 관제사의 항공기 궤적 패

턴 결정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통 혼잡요

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통 밀집도와 궤적 패턴간의 통계적 유의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카이제곱 독립성 검

정을 수행하였다[22]. 이를 위해 먼저 실험에 사

용된 과거 항적자료들의 궤적 패턴과 관측된 교

통 밀집도를 Table 1과 같이 분할표로 나타내었

다. 여기에서 교통 밀집도는 네 개의 구간(하:0-7,

중하:8-14, 중상:14-37, 상:37 이상)으로 나누었으

며, 표에 나타난 값은 각각에 대한 비율을 나타

낸다. 예를 들어, Table 1의 음영으로 표시된 부

분은 총 항공기의 궤적 중 20%가 패턴 9에 속하

며, 패턴 9에 속한 궤적 중 75.1%에서 ‘하’ 구간

에 해당하는 교통 밀집도가 관측되었음을 나타낸

다.

교통밀집도
(구간)

궤적 패턴

하 중하 중상 상
궤적
패턴
비율

1 10.0% 80.0% 6.7% 3.3% 1.4%

2 30.9% 63.2% 5.9% 0.0% 3.2%

3 41.0% 49.6% 6.8% 2.6% 5.5%

4 30.8% 55.4% 13.8% 0.0% 3.1%

5 50.0% 32.0% 16.0% 2.0% 2.4%

6 63.1% 28.2% 8.0% 0.8% 48.7%

7 80.0% 20.0% 0.0% 0.0% 1.2%

8 63.7% 28.1% 8.2% 0.0% 14.5%

9 75.1% 19.4% 5.5% 0.0% 20.0%

교통 밀집도
구간별 비율

61.5% 30.3% 7.6% 0.6% 100.0%

Table 1. Contingency table of the trajectory

patterns with the traffic density

위 분할표를 통하여 교통 밀집도와 궤적 패턴간

의 독립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교통 밀집도와 궤적

패턴이 독립적이라는 독립성 검정의 귀무 가설 하

에서 카이제곱 통계량과 유의확률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유의확률은 유의수준 0.01 하에서 귀무가설

을 기각할 만큼 충분히 작았으며, 이는 교통 밀집

도와 궤적 패턴이 통계적으로 종속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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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착예정시간 예측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총 500대

의 항공기를 추출하여 식 (3)을 통해 도착예정시간

을 예측하였다. 도착예정시간을 예측한 후, 각 항공

기의 실제 도착시간과 예측된 도착시간의 차이를

통해 예측 오차를 계산하였다. 성능을 비교하기 위

한 목적으로, 제안된 방법에 사용된 같은 500대의

항공기에 대해 궤적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회

귀모형을 이용하여 별도로 도착예정시간을 예측하

였다. 이 경우, 교통 밀집도 가 관측되었을 때 항

공기의 도착예정시간은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

     (4)

여기서  는 관측된 교통 밀집도가 일

때 회귀모형을 통해 예측된 도착예정시간이며

는 과거 항적자료를 통해 학습된 진입지점

부터 도착지점까지의 교통 밀집도를 독립변수로

갖는 비행시간에 대한 선형회귀모형이다.

제안된 방법에 따른 예측 오차에 대한 히스토그

램은 Fig. 6a와 같다. 여기에서 히스토그램이 비대

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항공기의 비행거리에 하한

은 존재하지만 (진입지점과 목적지까지의 직선거리)

관제사의 관제 지시에 따라 상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식 (4)의 방법에 따른 예측

오차 또한 계산하였으며, 이때의 예측오차에 대한

히스토그램은 Fig. 6b와 같다. Fig. 6에서 볼 수 있

듯이, 궤적 패턴을 예측하여 도착예정시간을 예측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평균제곱오차

의 제곱근이 137.2에서 131.9초로 약 3.9% 감소하였

다. 식 (4)의 방법은 단일 회귀모형을 사용함으로써

항공기 궤적 패턴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비행시간

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반면,

제안된 방법에서는 주요 궤적 패턴에 대한 각각의

회귀모형을 구축하고, 각 패턴을 비행할 확률 정보

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한계점을 완화시켰다.

(a)

(b)

Fig. 6 Time of arrival prediction for proposed

method (a) and the conventional method (b)

4. 결 론

항공교통관리가 점차 차세대 기법으로 진화해

감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와 의사지원도구 간의

상호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효율적인 의

사지원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항공교

통 상황에서 관제사가 어떻게 항공기의 흐름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이러

한 이해로부터 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적인 분야 중 하나가 항공기의 궤적 예측이다.

본 논문에서는 벡터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

역에서 항공기의 궤적을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론

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먼저 과거의 항적

들로부터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 주요 궤적 패

턴을 식별한 후, 교통 혼잡요인이 관측되었을 때

각 패턴을 비행할 확률을 베이즈 룰을 통해 계산

한다. 또한 궤적 패턴별로 구축된 회귀모형들을

통해 각 패턴별 비행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앞서

계산된 각 패턴을 비행할 확률로 가중평균 함으

로써 도착시간을 예측한다.

제안된 방법은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궤적 패

턴을 식별하거나 궤적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듬을 더욱 탐구해 보

아야 할 것이다. 특히 궤적 패턴의 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궤적 패턴과 혼잡 요인

사이의 비선형 관계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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