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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늘어나는 항공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항공 트래픽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기의 사고 

가능성이 차 늘어나고 있다. 항공기를 안 하게 제하기 하여는 항공기의 향후 이동 경로와 그때

의 고도와 속도, 상 도착 시간을 사 에 연산하는 궤도 모델링 기법이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궤도 모델링에 필수 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이동 속도와 그때의 고도 계산 알

고리즘을 제안하고 환경 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이동 속도가 변경됨을 확인하 다.

1. 서론

   항공교통 리 시스템(ATMS)은 정확한 항공기 성능과 

새로운 운용개념, 항공기 궤도 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항

공 교통 흐름에 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항공기 

성능을 이용한 궤도 측이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으며, 

ATM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

다.[1]

궤도 측의 핵심 요소인 에 지 모델(EM)은 ATMS에서 

궤도 측을 한 알고리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의 치 측을 해 필요한 필수 

항목인 항공기의 지상 속도(GS)를 연산하는 알고리즘에 

하여 소개하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환경 라미터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지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서는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라미터에 해 성능을 평가 

함으로써 끝을 맺는다..

2. 항공기 치 측을 한 속도 연산 기법

   일반 으로 기상 정보는 지면과 수평한 방량으로 주어

지나, 항공기는 항상 지면과 수평하게 운항하지 않고, 특

정 각도의 상/하강을 한다. 이 때면에 일반 인 속도 연산 

공식을 이용하면 계산상의 오차가 발생하며, 이 오차를 

이기 하여 항공기의 진행방향에 하여 벡터 으로 고

려를 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항공기가 상승 는 하강을 

할 경우 상승각이 주어지기 보다는 상승률이 주어지기 때

문에 상승 하강율을 이용하여 속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진행방향이 바람의 진행방향과 같다고 가정

할 때 진 기속도(TAS)와 상승율, 풍속, 이동 속도간의 

벡터  합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TAS, Climb Rate, WindSpeed를 이용한  

이동 속도 계산 

  바람의 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동 속도는 

 
  (1)

  여기에 바람의 향을 고려하는 경우 바람의 속도

를 더하면 최종 이동 속도가 된다.

  앞의 수식은 항공기의 진행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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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항공기의 속도 정보와 진행방향, 바람의 

속도와 진행방향, 항공기의 상승율을 이용한 이동 

속도 연산 결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 경우이며, 실제 인 항공기의 

속도 정보와 기상정보, 상/하갈율을 고려한 이동 속

도 벡터 합성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기상정보(풍속, 풍향), 상승률, 

항공기 속도를 이용한 이동 속도 계산 

  의 벡터 합성을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2)

3 모의 실험 결과

  의 두 수식을 이용하여 모의 실험을 수행하

다. 우선 수식 1을 이용하여 항공기와 바람의 방향

이 같은 경우 상승율에 따라 이동 속도의 변화를 실

험하 다. 

  그림 3은 분당 1,500ft의 상승율로 운항하는 경우

이며 그림 4는 분당 2,500ft의 상승율로 운항하는 경

우를 모의 실험 하 다.

(그림 3) 항공기의 속도 정보와 기상정보, 

상승율(1500ft/min)을 이용한 이동 속도 연산 

결과 

(그림 4) 항공기의 속도 정보와 기상정보, 

상승율(2500ft/min)을 이용한 이동 속도 연산 

결과

  다음의 그림 5와 6, 7은 항공기의 진행방향과 바

람의 방향이 다른 경우를 모의 실험 하 다. 그림 5

와 6은 동일한 항공기 속도 정보와 바람정보를 입력

한 후 상승율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모의 실험 하

으며, 그림 7은 바람에 한 속도와 방향을 다르게 

했을 경우의 결과이다.

(그림 5) 항공기의 속도 정보와 진행방향, 바람의 속

도와 진행방향, 항공기의 상승율을 이용한 이동 속도 

연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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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항공기의 속도 정보와 진행방향, 바람의 속

도와 진행방향, 항공기의 상승율을 이용한 이동 속

도 연산 결과 

그림 5, 6, 7의 라미터와 이동속도 결과는 표 1과 

같다.

(그림 5) (그림 6) (그림 7)
항공기속도

(knot) 100 100 100

진행방향
(degree) 150 150 150

풍속
(knot) 15 15 50

풍향
(degree) 290 290 135

상승율
(ft/min) 1500 2500 1500

이동속도
(ft/sec) 147.525 147.283 248.434

4 결 론

  항공기의 궤도 측을 하여 항공기의 이동속도 

연산에 한 모의 실험을 수행하 다. 모의 실험은 

실제 항공기가 제공받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한 

라미터를 용시켰으며, 항공기의 진행방향과 풍

향이 일치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하여 

모의 실험 하 으며, 상승율에 따라서 항공기의 이

동속도의 변화를 모의실험 하 다. 

  항공기의 이동속도는 바람의 방향과 일치 할 수록 

더 빠른 이동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승율이 낮

을수록 바람의 향을 덜 받아 더 빠른 이동속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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