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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투명체의 편각개념 설계  측정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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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Design of Angular Deviation and Development

 of Measurement System for Transparency in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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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gular Deviation(AD) on transparency applied to TA-50 Aircraft deteriorates 

armament system's accuracy because it makes a difference in between actual and 

theoretical targets. In order to increase accuracy, therefore, TA-50 Aircraft measures AD 

on transparency and provide the measured values for the integrated mission display 

computer as a type of AD coefficients. This makes AD revised so that pilots can 

accurately see the actual target on their head-up display. In order to implement such 

mechanism into a real field, we develop a new device and system automatically 

measuring AD for the first time. We also deal with basic concept including AD 

induction formula as well as operating systems. As a consequence of testing the 

accuracy and precision for verifying reliability of the system, we got satisfactory results. 

In specific, the accuracy was within the resultant criterion of 1%. The precision was 

also satisfied with respect to the whole criteria. The system developed through this 

research is qualified as a military standard equipment for transparency of the canopy.

   록

TA-50 항공기에 용되는 투명체의 편각은 실제목표와 투명체를 통해 조종사가 인식하는 

목표와 차이를 유발시켜, 부정확한 조   이로 인한 무장계통의 정확도를 하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TA-50 항공기에서는 원드실드 투명체의 편각을 실측하여 

편각 계수 형태로 항공기의 통합임무시 컴퓨터에 입력, 각도 편차를 보정하여 방상향

시 기에서 목표물에 정확히 조 되도록 한다. 이러한 작동원리를 실 에 용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편각 자동측정장비를 국내 최  독자 으로 개발하 다. 한 편각 유도공식 

산출 등 개발개념  운  체계와 장비의 신뢰성 검증을 한 정확성  정 성에 한 

내용을 다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장비의 정확성은 최종 정기 인 1% 미만으로 

매우 합하 으며, 정 성 한 최종 정기 을 모두 만족하여 매우 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편각 자동측정장비는 우수한 품질로 입증되어 캐노피 투

명체의 국방규격에 등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Key Words : AD(Angular Deviation, 편각), AzAD(Azimuth Angular Deviation, 방 편

각), ElAD(Elevation Angular Deviation, 고도편각), DEP(Design Eye Point, 

설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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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항공기에 용되는 편각은 빛이 경사 는 곡

면형상을 가진 물체(투명체)를 통과하여 빛이 굴

될 때 투명체 통과 ·후 빛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한다. 투명체의 편각은 실제목표와 

투명체를 통해 조종사가 인식하는 목표와의 차이

를 유발시켜 부정확한 조   이로 인한 무장계

통의 정확도를 하시킨다. 를 들어 Fig. 1과 

같이 1 milliradian의 편각은 3,000 ft 떨어진 물

체에 해 실제 목표물과 3 ft까지의 차이를 유

발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항공기

에서는 원드실드 투명체의 편각을 실측하여 편각 

Coefficient 형태로 항공기의 통합임무시 컴퓨터

(IMDC, Integrated Mission Display Computer)

에 입력, 각도 편차를 보정하여 방상향시 기

(HUD, Head-Up Display)에서 목표물에 정확히 

조 되도록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최  독자 개발로 TA-50 항공기

에 용되는 편각 자동측정장비의 개발과정에서의 

편각측정 유도공식, 편각측정 장비의 개발개념  

운 체계, 편각 측정결과의 분석을 다루고자 한다.

Fig. 1. Concept of angular deviation 

Ⅱ. 편각 개념 설계

2.1 편각 유도공식

2.1.1 편각 측정 차

편각은 원 에서 빛이 투명체를 통과하는 경

우와 그 지 않는 경우 변화되는 x축, y축의 변화

량(dx, dy)을 Fig. 2와 같은 편각 자동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이론 으로 산출된 변 (Tdx

≑Tdx', Tdy≑Tdy')를 빼내는 방식으로 기하학 으

로 유도된 수식에 입하여 산출한다. 

2.1.2 편각 측정 유도방정식

편각의 측정은 70개의 목표 에 한 식 (1) ~ 

식 (4)에 따라 수평방향의 이동인 방 편각과 수

Table 1. Symbol definition

용어 정의  설명

dx, dy
빛이 투명체 통과 후의 수평  수직 방향 

변화량

Tdx, Tdy
투명체의 두께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이론

인 변 량

Rx, Ry
dx, dy에서 Tdx, Tdy를 뺀 수평  수직방향의 

목표이동거리

K
사격 조  역의 평균 두께에서 이론 인 투

명체의 두께(0.89 인치)를 나  상수 값

A
B의 끝 에서 이론 인 변 선과 Target이 만

나는 까지 거리

B
원이 Target과 만나는 에서 이론 인 변

선에 법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까지 거리

C

빛이 투명체 OML(Out Mold Line)과 만나는 

에서 이론 인 변 선이 Target과 만나는 

까지 거리

D 투명체의 OML면에서 측정센서까지 직선거리

E
빛이 투명체 OML과 만나는 에서 B의 연장

선과의 직선거리

직방향의 이동인 고도편각을 구한 후 제곱하여 

각선 거리인 편각을 구한 다음 1) 상방 4°, 하

방 11°, 좌․우 6°인 역과, 2) 하방 11°, 하방 

14°, 좌․우 6° 등 두 역으로 나 어서 제곱평

균제곱근(RMS, Root Mean Square)에 의해 역

별 편각을 구한다. 그림 Fig. 3  Fig. 4의 기호

에 한 정의는 Table 1과 같고 유도공식과정은 

m radian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2.3 방 편각( AzAD ,  Azimuth AD )

방 편각의 유도를 해 Table 1의 요소  우

선 Rx, A, B, C, E의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Rx = dx—K × Tdx, b) A = Rx × sin Az

   c) B = Rx × cos Az   d) C = D/cos Az

   e) E = C—A = (D/cos Az)—(Rx × sin Az)

방 편각의 유도는 식(1)과 같다.

  


××
×  

   ××
×

×


    (1)   

2.2.4 고도편각( E lAD ,  E levation AD )

고도편각의 유도를 해 Table 1의 요소  우

선 Ry, A, B, C, E의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Ry = dy - K × Tdy, b) A = Ry × sin El

   c) B = Ry × cos El,   d) C = D/cos El

   e) E = C - A = (D/cos El) - (Ry × sin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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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gular deviation measurement system

Fig. 3. AzAD induced by geometry Fig. 4. ElAD induced by geometry

고도편각의 유도는 식(2)와 같다.

   
  

× ×   
×  

  ×   ×  
×  

×




                                           (2) 

2.2.5 편각( AD )   제곱평 균 제곱근( RM S)

식(1)과 (2)를 이용하여 산출한 AzAD와 ElAD 

값을 이용하여 식(3)과 식(4)에서와 같이 AD  

RMS 값을 산출할 수 있다.

           (3)

RMS =







 
⋯⋯



      (4)

2.2 투 명 체 의  이 론  변  측정

2.2.1 변

  변 는 평행한 즉 두께 편차가 없는 투명체 표

면에 빛이 통과 시 선의 방향(Path of Light)이 

굴 로 인한 치변화를 일으키는 정도로 Fig. 5

와 같으며 입사각에 비례 계에 있다. 즉, 입사각

이 0°이면 변 도 (Zero)이며, 입사각  투명

체의 두께 혹은 굴 률이 증가하면 변 도 증가

한다.

2.2.2 Snell의  법 칙

빛이 Fig. 6에서와 같이 매질 1과 매질 2를 분

리하는 평면표면에 도달하면 일부는 매질 1로 되

돌아가고(반사), 나머지는 매질 2로 들어간다(굴 ). 

각 선을 입사 선, 반사 선, 굴 선이라고 

하며, 빛이 평면표면과 만나는 (입사 )에서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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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 efinition of displacement

Fig. 6. Correlation of light in one plane

법선(N : Normal)과의 사이각을 각각 입사각(θ1), 

반사각(θ‘1)  굴 각(θ2)이라 하면 반사와 굴 에 

한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반사  굴 선은 입사 선과 입사 에서 세운 

수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 내에 있다.

2) 반사의 경우에는 θ1 = θ‘1 즉, 반사의 법칙이 

성립한다.

3) 굴 의 경우에는  

 
 


  성립한다.

4) 한 매질의 굴 률(n1, n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가 성립한다.

n1 < n2 이면 θ1 > θ2

n1 > n2 이면 θ1 < θ2

2.2.3 굴 률( Index  of Refraction : n)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투과할 때 빛

의 속도는 변하며, 식 (5)와 같이 어떤 매질에서

의 빛의 속력은 그 매질의 굴 률로 나타낼 수 

있다. 진공에서의 굴 률을 1로 정의하고 매질에

서의 빛의 속력(v)을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c)과 

비교하여 정한 굴 률을 굴 률(n)이라 한다.

                                       (5)

2.2.4 평 면 상 에 서 변  측정 유도공식

두께가 t이고 양쪽 면이 평형한 평면으로 한정된 

매질 내를 빛이 통과할 때 나가는 선의 방향은

Fig. 7. Displacement measurement in one plane 

Fig. 7에서와 같이 입사 선의 방향과 평행하나 

횡 으로는 d 만큼의 변 가 있게 된다. 이때 d

값은    이고      

이므로     가 된다.

2.2.5 CATIA를  이 용 한 변 ( Tdx ,  Tdy)  측정

빛이 투명체를 통과 시 x축과 y축 방향으로의 

이론 인 변 값인 Tdx  Tdy를 측정하는 모습은 

Fig. 8과 같고, Fig. 9는 Fig. 8의 상세 A로 Line 

1은 투명체가 없을 경우 빛의 진행방향, Line 3, 

5는 투명체에 의해 굴 되었을 경우 빛의 진행 

방향, Line 6은 Line 1과 평행한 이론  변  

Line을 의미한다. 한 Fig. 10은 Fig. 8의 상세 

B로 이론 인 변 량의 정도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변 량인 Tdx와 Tdy를 구하는 차는 다음

과 같다.

STEP 1 DEP 에서 빛이 투명체를 통과 시 투명

체의 IML(In Mold Line) Surface와 만나는 

Line 1을 그리고 Line 1이 만나는 을 Point 

1로 한 후 Point 1에서 Surface와 수직인 Line 

2를 그린다.

STEP 2 Line 1과 2로 이루어지는 평면에서 Snell

의 법칙을 용하여 IML Surface에서 굴 되

는 Line 3을 그린 후, 굴 된 Line 3과 

OML(Out Mold Line) Surface가 만나는 인 

Point 2를 찾는다.

STEP 3 Point 2에서 Surface와 수직인 Line 4를 

그린 후 Line 3과 Line 4로 이루어지는 평면

에서 Snell의 법칙을 용하여 OML Surface에

서 굴 되는 Line 5를 그린 다음 Point 2에서 

Line 1과 평행한 Line 6을 그린다.

STEP 4 Line 6과 Line 1이 Target 평면과 만나는 

의 x, y 방향 변 가 이론 인 Tdx, Tdy가 

된다.  

의 차에 따라 총 4개(P1, P2, P3, B)의 원

에서 각각 70 목표 씩 총 280 목표 에 해 



第 38 卷  第 11 號, 2010. 11 항공기 투명체의 편각개념 설계  측정 시스템 개발 1127

Fig. 8 . Theoretical displacement measurement 

Fig. 9 . D etailed A at Fig. 8

Fig. 10 . D etailed B at Fig. 9

Table 2. Tdx,  Tdy  data at DEP ( P2)

( 단  : inch)

P2 (DEP)
방 위 각

-6° -4° -2° 0° 2° 4° 6°

고

도

각

4° Tdx 0.0459 0.0310 0.0156 0 -0.0156 -0.0310 -0.0459
4° Tdy 0.4109 0.4153 0.4181 0.4190 0.4181 0.4153 0.4109
2° Tdx 0.0523 0.0354 0.0179 0 -0.0179 -0.0354 -0.0523
2° Tdy 0.4329 0.4381 0.4413 0.4424 0.4413 0.4381 0.4329
0° Tdx 0.0599 0.0406 0.0205 0 -0.0205 -0.0406 -0.0599
0° Tdy 0.4560 0.4621 0.4659 0.4672 0.4659 0.4621 0.4560
-2° Tdx 0.0688 0.0467 0.0236 0 -0.0236 -0.0467 -0.0688
-2° Tdy 0.4801 0.4874 0.4919 0.4935 0.4919 0.4874 0.4801
-4° Tdx 0.0795 0.0541 0.0274 0 -0.0274 -0.0541 -0.0795
-4° Tdy 0.5052 0.5140 0.5194 0.5212 0.5194 0.5140 0.5052
-6° Tdx 0.0923 0.0631 0.0320 0 -0.032 -0.0631 -0.0923
-6° Tdy 0.5311 0.5417 0.5483 0.5506 0.5483 0.5417 0.5311
-8° Tdx 0.1081 0.0741 0.0377 0 -0.0377 -0.0741 -0.1081
-8° Tdy 0.5576 0.5705 0.5788 0.5816 0.5788 0.5705 0.5576
-10° Tdx 0.1276 0.0880 0.0450 0 -0.0450 -0.088 -0.1276
-10° Tdy 0.5842 0.6004 0.6108 0.6143 0.6108 0.6004 0.5842
-12° Tdx 0.1524 0.1059 0.0544 0 -0.0544 -0.1059 -0.1524
-12° Tdy 0.6101 0.6308 0.6441 0.6488 0.6441 0.6308 0.6101
-14° Tdx 0.1845 0.1296 0.0670 0 -0.0670 -0.1296 -0.1845
-14° Tdy 0.6339 0.6609 0.6788 0.6851 0.6788 0.6609 0.6339

CATIA를 이용하여 변 를 측정하 으며, Table 

2는 P2 에서의 Tdx, Tdy 측정결과에 한 

시이다. 여기서 P1은 DEP로부터 1인치 , P2는 

DEP, P3은 DEP로부터 1인치 아래, B는 Camera 

Point를 각각 의미한다.

Ⅲ. 편각 자동 측정장 비 시스템 개발

3.1 시스템 개념

편각 자동측정장비는 빛이 투명체를 투과 시 

발생하는 편각 Data를 측정하기 해 투명체 

통과 후의 수평  수직 방향 변화량(dx, dy)

을 구하기 한 장비이며, Fig. 11과 같이 

Target Sensor부는 분리형, Fig. 12와 같이 투명

체를 고정시키는 캐노피 장착 와 원은 일체

형으로 제작되었다. 한 편각 자동측정장비 시

스템은 Visual C++를 사용한 명령 로그램, 기계

제어 유닛  측정장비의 3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Fig. 11. Target Sensor

Fig. 12. Canopy m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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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회   직 선 이 동

측정장비는 Fig. 11  12에서와 같이 캐노피 

장착 , 원부, 원감지 Target부 등 총 3부분

으로 구성되며, 캐노피 장착 는 4축 장비로 좌

우방향, 상하방향  2개의 회 축을 가지고 있

다. 원감지 Target부는 2축 장비로 좌우방향 

 상하방향으로 움직일 있도록 설계되어 측정장

비는 총 6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을 고정시

키고 캐노피 장착 의 4축을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캐노피 장착 를 고정

시킨 상태에서 원을 고도각  방 각 방향으

로 움직 을 경우와 동일한 치가 되도록 1차

으로 CAD를 이용하여 280 목표 에 해 치 

이동값을 계산하여 로그램에 입력하 다. 2차

으로 캐노피 장착 가 측정 치별로 자동 으

로 회   직선이동을 하여 설정된 후 원

(P1, P2, P3, Camera Point)에서 원을 이용하여 

빛을 투명체에 발사하면 원감지 Target부에서

는 각각의 원에 한 수평  수직 방향 변화

량(dx, dy)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3.2.1 P2 에 서의  이 동 값  계산 원 리

장비의 설계는 원 이 좌․우  상․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캐노피 장착 가 움직이도

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만약 상 방향 + 4° 목표

을 측정 시는 캐노피 장착 를 하 방향으로 - 4° 

움직이며, 오른쪽 방향 + 6° 목표 을 측정 시는 

캐노피 조립체를 왼쪽 방향으로 - 6° 움직이도록 

설계하 다. 한 캐노피 장착 의 무게를 고려

하여 원의 회 축 과 캐노피 장착 의 회 축 

을 다르게 설계하 기 때문에 상․하 방향 이동 

시는 회 축을 다르게 함으로써 발생한 차이값을 

수평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정해 주어야만 

한다. Fig. 13은 P2 에서 하방향 - 14° 목표 을 

측정 시 수평  수직 방향으로 이동해야 할 보

정값 계산결과이며, Table 3은 P2 에서 70개의 

목표 에 한 수평  수직방향의 이동값 측정

결과이다.

Fig. 13. Theoretical compensation of the canopy

Table 3. Measurement data at DEP ( P2)

( 단  : mm)  

P2 (DEP)
방위각

-6° -4° -2° 0° 2° 4° 6°

고

도

각

4°수평 37.53 37.53 37.53 37.53 37.53 37.53 37.53
4°수직 -51.42 -51.42 -51.42 -51.42 -51.42 -51.42 -51.42
2°수평 18.32 18.32 18.32 18.32 18.32 18.32 18.32
2°수직 -26.04 -26.04 -26.04 -26.04 -26.04 -26.04 -26.04
0°수평 0 0 0 0 0 0 0
0°수직 0 0 0 0 0 0 0
-2°수평 -17.40 -17.40 -17.40 -17.40 -17.40 -17.40 -17.40
-2°수직 26.66 26.66 26.66 26.66 26.66 26.66 26.66
-4°수평 -33.86 -33.86 -33.86 -33.86 -33.86 -33.86 -33.86
-4°수직 53.91 53.91 53.91 53.91 53.91 53.91 53.91
-6°수평 -49.36 -49.36 -49.36 -49.36 -49.36 -49.36 -49.36
-6°수직 81.72 81.72 81.72 81.72 81.72 81.72 81.72
-8°수평 -63.88 -63.88 -63.88 -63.88 -63.88 -63.88 -63.88
-8°수직 110.05 110.05 110.05 110.05 110.05 110.05 110.05
-10°수평 -77.40 -77.40 -77.40 -77.4 -77.40 -77.40 -77.40
-10°수직 138.88 138.88 138.88 138.88 138.88 138.88 138.88
-12°수평 -89.90 -89.90 -89.90 -89.90 -89.90 -89.90 -89.90
-12°수직 168.15 168.15 168.15 168.15 168.15 168.15 168.15
-14°수평 -101.38 -101.38 -101.38 -101.38 -101.38 -101.38 -101.38
-14°수직 197.85 197.85 197.85 197.85 197.85 197.85 197.85

Ⅳ. 편각 자동 측정장 비 신뢰성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본 연구에

서는 개발한 편각 자동측정시스템의 수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도  정 도를 분석하 다. 

4.1 정확도 분석

  변화량(dx, dy)에 한 정확도 공차는 ± 0.03인치

(± 0.76mm)이며, 실제 정확도를 분석하기 해

서는 참값(기 값)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투명체

의 변  측정의 경우 일반 인 경도, 강도 등의 

참값이 주어져 있는 시편이 없어, Snell의 법칙에 

따라 Fig. 7과 같이 이론 인 변 (d)를 측정하여 

참값으로 한 후, 두께편차가 거의 없는 투명체 

시편 3개를 제작하여 참값 비 실제 시편을 통

과한 변 값을 10회씩 측정하여 1차로 정확도의 

공차범  내에 있는지를 검증한 후, 2차로 통계

분석도구(Minitab R14)를 이용하여 % 편의성(편향) 

 % 선형성을 검증하 다. Fig. 14는 시편에 

한 측정방법을 구 하고 있으며, Table 4는 시편에 

한 측정결과이다.

Fig. 14. Displacement measurement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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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placement measurement result

( 단  : mm)

순번
시편 1 시편 2 시편 3

측정값 편의값 측정값 편의값 측정값 편의값

1 1.57 0.03 3.19 0.03 3.93 -0.01

2 1.57 0.03 3.20 0.04 3.96 0.03

3 1.57 0.03 3.19 0.03 3.95 0.01

4 1.56 0.02 3.19 0.03 3.90 -0.04

5 1.56 0.02 3.19 0.03 3.95 0.01

6 1.55 0.01 3.19 0.03 3.92 0.02

7 1.57 0.03 3.19 0.03 3.94 0.00

8 1.57 0.03 3.19 0.03 3.98 0.04

9 1.57 0.03 3.20 0.04 3.95 0.01

10 1.56 0.02 3.20 0.04 3.92 -0.02

평균 1.565 0.019 3.193 0.033 3.94 0.019

최대

편의
0.03 0.04 ± 0.04

․  참값 : 시편 1 (1.54) / 시편 2 (3.16) / 시편 3 (3.94)

정확도 분석 결과, 시편들에 한 최  편의는 

± 0.04 mm로 정확도 공차(± 0.76 mm) 범  안에 

존재하 으며, Minitab R14를 이용하여 측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 편의성은 0.3, % 선형성은 0.8로 

공정변동 비 정기 인 1% 미만인 값을 보여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정 도 분석

드실드 투명체의 재 성을 해 총 3명의 

작업자가 1회 측정 시 마다 투명체를 측정치공구에 

다시 세 하 으며, 반복성을 해 각 작업자에 

해 총 3회씩 측정하 다. 측정 데이터는 Table 

5와 같이 1회 측정 시 마다 dx, dy 각각 70 목표

을 측정하 으며, 총 9회에 걸쳐 630 목표 을 

측정하 다. 측정 원 은 P2이며 얻어진 데이

터의 분석은 미니탭의 Gage R & R에서 분산분석

법을 이용하 다.

Table 5. dx, dy Measurement result at P2 (1 time)

( 단  : mm)

P2 (DEP)
방위각

-6° -4° -2° 0° 2° 4° 6°

고

도

각

4°수평 2.573 2.21 1.623 0.508 -0.174 -0.807 -1.598
4°수직 8.922 8.725 8.697 8.952 9.196 9.358 9.699
2°수평 2.637 1.911 1.096 0.009 -0.31 -1.182 -1.934
2°수직 9.398 9.402 9.361 9.653 9.777 10.073 10.502
0°수평 2.138 1.441 0.856 0.233 -0.433 -1.236 -1.851
0°수직 11.332 11.366 11.332 11.658 11.579 11.74 11.651
-2°수평 1.373 0.939 0.707 0.076 -0.217 -1.166 -1.895
-2°수직 13.895 13.461 12.798 12.124 12.175 12.375 13.03
-4°수평 1.612 1.115 1.038 0.416 -0.548 -1.215 -1.632
-4°수직 13.764 13.178 12.774 12.976 12.952 13.644 14.319
-6°수평 1.575 1.018 0.832 -0.002 -0.515 -1.295 -1.676
-6°수직 13.886 13.948 13.805 14.093 14.236 14.756 15.244
-8°수평 1.434 0.708 0.414 -0.128 -0.373 -1.051 -1.607
-8°수직 16.891 16.7 16.402 16.153 16.348 16.681 17.267
-10°수평 0.922 0.269 0.514 -0.165 -0.525 -0.943 -0.783
-10°수직 18.59 17.696 17.049 16.763 17.347 18.061 18.729
-12°수평 1.02 0.647 0.327 -0.302 -0.604 -1.038 -0.447
-12°수직 19.262 17.44 16.389 16.382 16.897 18.779 20.901
-14°수평 1.083 0.361 0.104 -0.779 -1.202 -1.008 -0.102
-14°수직 19.945 19.748 19.149 18.276 18.897 20.043 20.607

미니탭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행

한 결과 % Contribution dx 0.18, dy 0.04, % 

Study Variation dx 4.24, dy 2.08, 구별범주 dx 

33, dy 67로 나타났으며, 이 값들은 정기 인 

% Contribution < 1, % Study Variation < 10, 

구별범주 > 10 을 모두 만족하여 정 도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TA-50 항공기에 용되는 편각 

자동측정장비를 국내에서 최 로 독자개발을 수행

하 다. 본 연구의 의의를 개발  검증 차원에서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발 측면에서는 TA-50 항공기 투명체의 

편각을 보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편각 유도

공식을 삼각함수의 원리에 의해 산출하 으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편각 자동측정 장비를 총 6축

(캐노피 장착  4축, 원감지 Target 부 2축)으로 

국내 최 로 개발하 다. 검증 차원에서는, 편각 

자동측정시스템의 신뢰성을 해 정확성  정 성 

검증을 수행하 으며, 매우 합한 결과를 얻어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로 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편각 자동측정장비는 우수

한 품질의 용장비로 입증되어 캐노피 투명체의 

국방규격(KDS 1560-4008)에 등재되어 재 용장비

로 사용되고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장비 

 시스템의 타 항공기로의 용을 한 후속 연구

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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