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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craft engine and auxiliary power units are certified in processes of design, production according

to airworthiness requirements. The aircraft engines shall demonstrate compliance with the design and

production through the Type Certificate and the auxiliary power unit shall demonstrate compliance

with the design and production through the Technical Standards Order Approval.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stablished the law and the airworthiness requirements for aircraft

engines such as KAS Part 33 but didn’t issue the Technical Standards Order for auxiliary power unit.

In this paper, we proposed and explained the plan for improvement of our aircraft engines industry

through building and expanding the certification infra-structure for aircraft engines and auxiliary

power unit.

초       록

항공기 엔진과 보조동력장치는 안전성에 기반하여 감항성 기준과 인증절차에 따라 반드시 인증을 받

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 엔진은 형식증명을 통하여 설계와 제작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보조동력장치의 경우는 기술표준품 표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성능표준(Minimum Performance

Standards)에 대하여 설계와 생산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항공기기술기준으로 Part 33을 제정하고 있으나, 보조동력장치에 대한 인증 기준은 고시되지 않은 상태

이다. 항공기 엔진과 보조동력장치의 개발과 인증체계 구축은 우리나라 항공 산업을 한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엔진 및 보조동력장치에 대한 인증 현황을 통

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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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증명), Technical Standards Order(기술표준품 표준서), Airworthiness Standards(항공

기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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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기 엔진은 항공기 형식증명과 동일한 수

준의 형식증명 절차에 따라 안전성을 입증하여

야 한다. 또한 항공기에 장착하여 주엔진의 시

동, 전기공급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소형엔진인 

보조동력장치(APU)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통

하여 최소 성능 및 연동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항공기 엔진 관련 산업은 엔진 정비

산업과 기술도입생산 등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

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용 헬기인 수리온

의 엔진 및 보조동력장치(APU)를 개발하여 장착

하였으며, 특수목적 제트엔진의 독자개발기술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 항공기 엔진에 대한 

형식증명을 수행된 사례가 없으며, 특히 보조동

력장치의 경우는 기술표준품으로 제정되어 있지

도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

라 항공기 엔진 인증과 보조동력장치 인증에 대

한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항공기 엔진 인증

2.1 항공기 엔진 인증 제도

항공기 엔진은 항공안전법 제20조(형식증명)에 

따라 엔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기

술기준(Airworthiness Standards) Part 33에 의거

하여 형식증명(TC : Type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항공기 형식증명 시에는 탑재 엔진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Part 23/25/27/29) 내에

서 요구하고 있는 동력장치 관련 감항기준에 대

한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구분 엔진
항공기

(Part 23/25/27/29)

한국 KAS Part 33[1] Subpart E 동력장치

미국 FAR Part 33[2] Subpart E 동력장치

유럽 CS-E[3] Subpart E 동력장치

Table 1. Airworthiness Standards for Aircraft Engines

항공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엔진에 대한 기

술기준은 다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

적입 부합화(Harmonization) 검토분석을 통하여 

동등 수준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엔진에 대한 기술기준은 미국과 유사한 구성

체계와 기술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미국 및 

유럽의 최신 요건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4].

2.2 항공기 엔진 인증 현황

우리나라 항공기 엔진 산업은 군수 산업이 주

축을 이루고 있으며, 국외 유수 엔진 제작사

(General Electric, Pratt & Whitney, Rolls Royce

등)에 엔진 부품 및 모듈 공급 등 엔진 정비 및 

기술도입생산을 통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Fig. 1 Development and Production Situation for
Aircraft Engines

국제시장에서는 고연비 신형엔진 개발 등 엔

진 제조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안전성 확

인을 위한 감항기준 및 인증기술 또한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 특히 엔진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 항공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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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요소인 전자식 엔진제어시스템 뿐 아니

라 여러 분야로 전자제어 및 소프트웨어가 적용

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검증, 신뢰성 분석, 안전

성 분석, 낙뢰(Lightning) 및 고강도전자기장

(HIRF) 등의 전자기적 적합성 등 인증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보조동력장치 인증

3.1 보조동력장치 현황

보조동력장치는 소형 가스터빈엔진의 일종으

로 엔진 외의 각 시스템과 장비에 동력원인 전

력, 공압, 유압을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

치이다. 보조동력장치가 장착된 항공기는 지상에

서 엔진 또는 지상장비의 보조 없이도 항공기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행 중 엔진 

이상 발생 시에는 비행에 필요한 초소한의 전기

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조동력장치는 가스터빈 제작기술, 환경 제어 

기술, 전자/전기 제어기술, 연료 및 윤활 기술 

등 다양한 개발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은 

항공기 뿐만 아니라 선박, 발전기, 항공용 지상

장비(Ground Power Unit), 환경제어계통 등 다

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민군겸용 보조동력장치 

개발 정부과제를 통하여 관련 기술을 확보하였

고, T-50, UH-60의 보조동력장치를 기술도입생

산을 통하여 국산화하였다. 이후 국산 군용 헬기

인 KUH 수리온에 탑재되는 보조동력장치를 독

자 개발하여 제품 개발 및 생산 기술을 확보하

였다. 그러나 군용 제품으로 군감항증명에 따른 

인증을 받았으며 민간 항공기에 적용되기 위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지는 않았다.

3.2 보조동력장치 인증 제도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보조동력장치

를 항공기 기술표준품으로 지정하고, 각각 최소

성능표준(Minimum Performance Standards)인  

TSO-C77b[5]와 CS-APU[6]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다[7]. 특히 유럽연방항공청의 경우 보조동력

장치를 기술표준품(ETSO)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

나, 관련 규격서는 항공기 수준의 CS-APU로 고

시하고 있으며, AMC 20-2 및 AMC-128A 등에

서 수용가능한 적합성 입증 방법(Acceptable

Means of Compliance)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

다.

구분 기술표준서 인용 규격서 및 지침

미국 TSO-C77b

AC 20-128

RTCA/DO-160*

RTCA/DO-178**

유럽 CS-APU

AMC 20-2, AMC 20-128A

RTCA/DO-178

ISO 2685:1992***

*Software Considerations in Airborne Systems and Equipment

Certification (DO-178C)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est Procedures for Airborne

Equipment (DO-160G)

***Aircraft-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est Procedures for

Airbonre Equipment–Resistance to Fire in Designated Fire Zones

Table 2. Technical Standards Order for APU.

미연방항공청(FAA)은 FAR Part 21[8]의 

Subject O에서, 그리고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유럽연합 실행규정 Part 21[9]의 Subpart O에서 

정의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 Technical Standards Order

Authorization)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7].

또한 보조동력장치의 소음 및 환경 문제 해결

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증 기술도 함께 발전할 것

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KAS Part 21[10]의 Subpart O에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규

정하고 있으나, 보조동력장치의 경우는 기술표준

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국내 보조동력장치 

개발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보조동력

장치 기술표준품 지정을 포함한 관련 인증제도

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민수 항공산업 

발전과 수출 기회로 이어질 기반이 될 수 있으

며, 나아가 항공기 엔진 개발 및 인증체계 구축

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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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항공기 엔진 및 보조동력장치는 항공기 안전

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구성품으로 화재

방지(Fire Protection), 전자기 간섭, 고고도 운용 

등 항공기 안전성에 기반한 설계 적합성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인증체계로 

항공기기술기준인 Part 33을 갖추고 있으나, 실

제 항공기 엔진에 대한 인증기술 및 인증체계는 

전무한 수준이다. 또한 보조동력장치의 경우는 

관련한 인증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기술표준품 표준서 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항공기 엔진 관

련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하여 2단계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보조동력장치 인증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공기 엔진 인

증 기술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

력은 향후 미연방항공청 및 유럽항공청 등과의 

항공안전협정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적 

인증 체계에 부합하는 항공안전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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