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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new airspace design method for continuous climb operation

(CCO). The optimization problem is formulated as Mixed-Integer Linear Program (MILP) to

maximize the upper limits of altitude on the waypoints to facilitate continuous climb for

aircraft. In the proposed method, the interactions with other flight procedures are

considered as well as various aircraft flight performances.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one of the departure procedures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CN) to demonstrate

its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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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더

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한 공

역 설계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연속상승

운항(CCO: Continuous Climb Operation) 및 연

속강하운항(CDO: Continuous Descent Operation)

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안된 개념으로써 각

각 항공기의 상승 및 강하 비행에서의 효율적인

운항을 가능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1-4].

CCO 및 CDO를 위한 공역 설계 방법은 다양

한 최적화 방법을 통해 제시되어왔다[1-3]. 최근

들어 몇몇 연구에서는 특정 공항에 최적의 CDO

절차를 설계한 후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 기대효

과를 평가하였다[1-2]. 또 다른 연구로써, 소음감

소 출발절차를 설계하기 위한 최적화 방법이 연

구되었다[3]. 이 연구에서는 다목적 최적화 방법

을 활용함으로써 여러 지점에서의 소음을 효과적

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기존의 연구들은 각각의

비행절차를 최적화 하는데 있어 다른 절차와의

간섭이 고려되지 않아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

다. 실제로 접근관제공역의 절차 설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각 절차의 효율성을 최대로 함

과 동시에 다양한 절차들 간의 분리가 보장되도

록 하는 것이다[4-7]. 이는 특히 두 개 이상의 공

항이 근접하게 위치해 있을 경우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경우 각 비행절차를 최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 다른 절차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연속상승운항 절차를 위한

새로운 공역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

에서는 다른 절차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항공기의 연속상승운항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상승

고도제한을 최소화하였으며, 이는 혼합 정수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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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parture and arrival procedures for Incheon and Gimpo International Airport.

계획법(MILP: Mixed-Integer Linear Programming)

을 통해 설계되었다. 또한 제안된 방법은 실제 출발

절차에 이를 적용하여 봄으로써 그 성능을 검증하

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제안된 최적 공역 설계 방법론을 소개한다. 3장

에서는 제안된 방법론의 성능 분석 결과를, 마지

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대효과와 추후 연

구 과제를 제시한다.

2. 방법론

2.1 공역 및 비행 절차

Figure 1은 인천 및 김포국제공항의 남쪽 방향

활주로에 수립된 출발 및 도착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절차는 여

러 개의 연속된 Fix로 구성되어있다. 절차를 구

성하는 이러한 Fix는 수평적으로는 하나의 좌표

로 정의되지만, 수직적으로는 다양한 고도제한을

통해 정의된다. 이러한 고도제한은 “at", "at or

above", "at or below" 또는 "above and below"

중 하나로 표현되며, 이를 통해 각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들과 분리가 유지되며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비행 범위를 제시한다. 이상적인 경우,

다양한 성능의 항공기가 모두 최적의 연속상승운

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발절차의 각

Fix에 정의된 고도제한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하

지만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출발 및

도착 흐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절차간의 상호간

섭이 발생하게 되어, 이들 간의 분리를 위해 고

도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2.2 최적화 문제 설정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출발절차를 대상으로

이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속상승운

항을 위한 최적의 출발절차 설계를 위해, 여러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출발절차를 구성하는 Fix의

상한 고도를 최대화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혼

합 정수 선형 계획법(MILP)을 사용하였다. 제약

조건으로는 항공기의 상승 성능 및 다른 절차와

의 분리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 절차

의 수평적인 위치는 고정한 채 고도제한만을 결

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에 수립

된 다양한 계기출발절차 중 RNAV EGOBA 1K

를 연구 대상으로써 선정하였다.

2.3 최적화 모형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출발절차를 다른 절차

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최적화하였다.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의 최적화 대상 절차(검

은색 굵은 선)와 대상 절차와 교차하는 출발 절

차(회색 점선) 및 도착 절차(회색 쇄선)를 고려하

여 최적화 한다. 이 때, 최적화 대상 절차를 구성

하는 Fix의 집합은    ⋯ 
 라고 정의되

며 i번째 Fix Ti는 다음과 같은 변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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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에 할당된 고도제한

의 상한 및 하한을 의미한다. 절차 와 교차하는

다른 절차들의 집합을 {  ⋯}라고 정

의할 때, 번째 교차절차를 구성하는 Fix의 집합은

  
 

⋯  로 정의되며, 번째 교차절차의

j번째 Fix 
는 다음과 같은 변수로 구성된다.


 












 (2)

여기서 
와 

는 각각 
에 할당된 고도제

한의 상한 및 하한을 의미한다. 만약 실제 절차

상에 존재하는 Fix 이외의 지점에서 교차절차

 와 대상절차 가 교차할 경우, Fig. 2의 ,

와 같은 가상의 Fix를 추가 지정한다.

Fig. 2 Target procedure for optimization

2.3.1 목적 함수

항공기가 출발절차를 비행하는 동안 수평비행

없이 최적의 상승률을 유지하며 비행하기 위해서

는 절차의 고도제한이 최소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항공기는 절차의 상한 고도에 도달했을 경우

상승을 멈추고 다음 Fix까지 수평비행을 유지해야

하므로, 절차의 상한고도 제한이 연속상승운항을

저해하는 주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최적화 모형의 목적함수는 출발절차를 구

성하는 각 Fix에서의 상한고도를 최대화 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ximize: 
  



 (3)

여기서 는 대상절차의 번째 Fix에서의 상

한고도를 의미하며, 은 대상절차를 구성하는

Fix의 총 개수이다.

2.3.2 제약 조건

2.3.2.1 상승성능 제약 조건

비행절차는 해당 절차를 비행하는 다양한 항

공기 기종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다시 말

해, 출발절차에는 그 절차를 비행하기 위해서 필

요로 하는 최소필요상승률(minimum required

climb rate)이 존재한다. 따라서 출발절차상의 연

속된 Fix 간 하한고도 증가율은 최소필요상승률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출발절차 상에서의

하한고도는 이전 Fix에서의 하한고도 보다 낮을

수 없으므로, i번째 Fix에서의 하한고도 는 다

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 ×min for   ⋯ (4)

여기에서 는  번째 Fix와 번째 Fix 사이

의 거리; 은 대상절차를 구성하는 Fix의 총 개

수이며 min은 대상절차의 최소필요상승률이다.

이와 유사하게, i번째 Fix에서의 상한고도  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max for  ⋯ (5)

여기서 max는 최대가능상승률(maximum available

climb rate)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절차의

첫 번째와 마지막 Fix에서의 상한 및 하한 고도는 주

어진 값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와 마지막

Fix에서의 고도제한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

  (7)

  (8)

  (9)

여기서 와 는 각각 대상절차의 첫 번째

Fix에 설정된 하한 및 상한고도이며, 와 는

각각 대상절차의 마지막 Fix에 설정된 하한 및

상한고도이다. 마지막으로, 상한고도는 하한고도

보다 높거나 같게 설정되어야 하므로 다음 조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 for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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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절차 간 분리 제약 조건

대상절차 와 교차절차  는 교차지점에서 수

직적으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대상절차와

교차절차의 교차지점에서의 고도범위는 최소 분리

치 이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대상절차의 i번째

Fix와 k번째 절차의 j번째 Fix에서 두 절차가 교차

한다고 할 때, 절차 간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개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11)

or


≥  (12)

여기에서 는 교차지점에서의 수직분리 최소치;


와 

는 
에서의 하한 및 상한고도이며, 와

는 에서의 하한 및 상한고도이다. 식 (11)은

교차절차가 대상절차보다 높은 고도로 설정될 경

우에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며(Fig. 3a), 식 (12)

는 대상절차가 교차절차보다 높은 고도로 설정될

경우에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Fig. 3b).

Gjk

Ti

Ljk

Ui

hs hs

Li

Ujk

Ti

Gjk

(a) (b)

Fig. 3 Two vertical separation cases of

interacting procedures.

식 (11) 및 (12)의 “or” 제약조건은 임의의 큰

수 과 0-1 2진 변수(binary variable)  및 

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and” 제약조

건으로 변환할 수 있다.


≥  (13)

 
≥  (14)

   (15)

여기서 식 (15)는 “or” 제약조건 중 하나만이

만족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Fig. 2에 나타나있

는 인천국제공항에서 EGOBA Fix로 향하는 출발

절차에 적용되었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Fix의

수평적 위치는 고정한 후, 항공기 상승 성능과

타 절차와의 분리를 고려하여 절차를 구성하는

Fix에서의 고도제한을 최적화하였다. 또한 최소

필요상승률(m in ), 최대가능상승률(max ) 그리고

수직분리 최소치( )는 각각 7.5%, 10% 그리고

1,000ft로 설정되었다[5-6].

Fig. 4 및 Fig. 5에는 최적화된 절차와 현행

출발 절차에 대해 누적 비행거리에 따른 상한

고도 프로파일이 나타나있다.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 절차와 비교했을 때 초기 상승

단계에서 상한고도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에는 현행 및 최적화된 절차에 대

하여 보다 자세한 수치가 나타나있다. 현행 절

차 이용 시 T3 Fix에서 상한고도가 5,000ft로 제

한되어 있는 반면, 최적화 후에는 7,438ft로 증가

하였다. 하지만 타 절차와의 분리로 인해 T5 Fix

이후로는 최적화를 통한 상한고도 증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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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Upper limits of the optimized procedure.

Fig. 5 Upper limits of the optimized

procedure in 3-dimension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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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 T2 T3 T4 T5 T6 T7 T8 T9

Distance (NM) 4 7.7 10.3 14.1 26.6 31 37.8 54.2

Current upper 
limit (ft) ― ― ― 5000 10000 ― 10000 15000

Optimized 
upper limit (ft) 2429 ↑ 4694 ↑ 6263 ↑ 8575 ↑ 10000 ― 10000 ― 10000 ↑ 15000

Climb rate (%) 10 10 10 1.8 0 0 5

Table 1. Descriptions of the optimized procedure.

Fix T2' T3' T4' T5' T6' T7'

Distance (NM) 4 7.7 13.5 25.5 33.7 50.1

Current upper 
limit (ft) ― 5000 ― 10000 ― 15000

Optimized upper 
limit (ft) 2429 ↑ 4694 ↑ 8222 ↑ 10000 ― 10000 ↑ 15000

Climb rate (%) 10 10 10 0 5

Table 2. Descriptions of the optimized procedure with lateral modification.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적화로 인한 고도

제한의 개선이 초기 상승구간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절차의 수평적 위치의 조

정 없이는 개선의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차의 수평적 위치를 최적화 변수

로써 포함하는 방법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6와 같이 수평적으로 조정된 가상의 절차에 대

하여 제안된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여 보았다. Fig 7

및 Fig 8에는 Fig. 6의 절차에 대한 최적화 결과가

나타나 있다. 또한 Table 2에는 최적화 결과에 대한

자세한 수치가 나타나있다. Fig. 7은 현행 절차와 최

적화된 절차에 대한 누적 비행거리에 따른 상한고

도 프로파일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적화 후 상당 부분에서 상한고도가

개선되었으며, 수평 비행구간 또한 11.2NM에서

8.2NM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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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ateral modification of the targe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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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Upper limits of the optimized

procedure with lateral modification.

Fig. 8 Upper limits of the optimized procedure

with lateral modification in 3-dimension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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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항공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공

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설계하는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효

율적인 절차를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고, 특히

다양한 항공교통흐름이 존재하는 접근관제공역에

서의 출발 및 도착절차는 그 설계가 매우 복잡하

다. 따라서 접근관제공역과 같이 복잡한 공역에

서의 효율적인 절차 설계를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최적화 모형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의 연속상승운항을 위한

최적 공역 설계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

에는 혼합 정수 선형 계획법이 사용되었다. 제안

된 방법은 다른 절차와의 분리를 고려하여 대상

절차의 고도제한을 최적화하도록 개발되었다. 또

한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천

국제공항의 한 출발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여

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절차의 고도제한뿐 아니

라 수평적 위치를 포함하여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안된 방법을

실제 공역 설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모

형에 사용되는 계수들을 더욱 엄밀히 탐구해야

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연속상승출발절차와 연속

강하도착절차간의 균형을 고려한 공역 설계에 대

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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