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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전을 위한 실시간 바람정보 표출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isplay of real time wind information for safe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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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바람은 기상, 기후, 농림, 교통, 산업, 재난, 생활안전,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항공기 이착륙에서는 측풍의 형태가 항공기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

서는 연구지역의 기 구축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정보를 연계・구축하여, 풍향과 풍속을 1분 단위의
변화량을 반영한 실시간 바람정보 표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문자 및 이미지 형태의 정보

에서 시각화된 실시간 바람지도 제공을 통해 공항 이착륙시 항공기 안전운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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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바람은 기상, 기후, 농림, 교통, 산업, 재난, 생활안전,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조명흠, 2017). 특히, 바람은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에 있어서 정풍, 배풍, 측풍의 형태로 항

공기에 영향을 준다. 그 중 측풍의 형태로 바람이 불면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착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선용, 2009). 본 연구에서는 울산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주는 반경을 고려하여 기 설치된 유관기

관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대해 DB 연계・구축하였다. 이러한 AWS 정보를 기반으로 연구지역의 실
시간 기상정보 표출 시스템을 개발하여 항공기 이착륙에 안전정보 제공에 활용하고자 한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20개소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tation)를 직접 설치하였으며, 추가

적으로 기상청 9개소, 울산공항기상대 1개소(AMOS), 울산광역시 10개소의 풍향・풍속 장비를 연계・구축하
였다. 실시간 기상정보 표출은 IDW(Inverse Distance Weighted method)기법을 활용하여 AWS가 설치되지

않은 임의 지점에 대해서도 바람(풍향, 풍속)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상정보의 중간 값을

수치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이는 기존 관제업무 시 기상상황에 대해 문자 및 이

미지 형태 정보에서 실시간 고해상도 기상정보를 시각적으로 즉시 변화되는 값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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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바람정보 표출(10개소) (b) 바람정보 표출(40개소)

그림 1 실시간 바람정보 표출시스템 구현

3. 결론

본 연구는 울산 일대 유관기관 AWS장비 40개소를 추가 구축・연계하여, 풍향, 풍속의 1분 단위 변화량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표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울산공항 이착륙시 항공기 안전운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확대하여 지자체, 소방서, 기업 등에 정밀한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함으

로서 강풍대비 및 유해화학물질 시뮬레이션, 대피계획 수립 등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현장대응에 적극 활용하

고자 한다.

(a) 강풍 위험지역 표출 활용 (b) 유해화학물질 시뮬레이션 활용

그림 2 실시간 바람정보 표출시스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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