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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항공기 부문

한국형기동헬기 임무컴퓨터 비행필수기능 설계

Design on Flight-Critical Function of Mission Computer for KUH

      유 연 운*      김 태 열**     장 원 홍*       김 성 우*      임 종 *

Yeonwoon Yu     Taeyeol Kim     Wonhong Jang     Sungwoo Kim     Jongbong Lim

Abstract

  Avionics system tends to be designed to have the integrated architecture, and it is getting difficult and complex 
to verify the flight-critical function because of sophisticated structure. In Korean Utility Helicopter, mission 
computer acts as the MUX Bus Controller to handle the data from both communication, identification, mission/ 
display and survivability equipment inside Mission Equipment Package and aircraft subsystems such as fuel system 
and electrical system while it is interfacing with 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and Full-Authority Digital 
Engine Control via ARINC-429 bus. The Flight Displays which is classified as flight-critical function in aircraft is 
implemented on Primary Flight Display after mission computer processes data from AFCS in order to generate 
graphics. This paper defines the flight-critical function implemented in mission computer for KUH, and presents the 
static and dynamic test procedures which is performed on System Integration Laboratory along with Playback 
Recorder prior to flight test.

Keywords : Mission Equipment Package(임무탑재장비), Mission Computer(임무컴퓨터), Primary Flight Display(비행필수

화면), Flight-Critical Function(비행필수기능)

1. 서 론

  한국형기동헬기 임무컴퓨터는 MUX Controller 역할

을 하면서 통신/식별, 항법, 임무/시 , 생존장치 등 임

무탑재장비 뿐아니라 비행조종계통, 연료계통, 기계

통, 엔진 등 항공기 서 시스템을 통합하기 해 X, 
Y, Z 세 개의 1553 BUS  ARINC-429 BUS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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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 임무컴퓨터는 데이터 상호비교(Cross- 
check) 목 으로 Ethernet 통신, 시 장치 제어신호 

송을 해 RS-422 통신, FM 무 기 데이터 송수신을 

해 RS-232 통신 등을 사용하고 있다. 시 장치의 데

이터 처리  그래픽 생성기능이 임무컴퓨터로 통합

된 구조이며, 임무컴퓨터가 임무탑재체계 장비  항

공기 부체계와 데이터 버스로 연동하여 부체계에서 

송한 데이터를 융합(Data Fusion), 분석(Analysis)하여 

시 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한다
[1,2].

  임무탑재장비 체계 시 장치의 하나인 다기능시

기(MFD)는 Glass Cockpit 항공기 상에서 임무탑재장비 

뿐아니라 항공기 상태  비행정보를 시 하는 기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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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된다. 이런 목 으로 임무컴퓨터는 비행조종계

통으로부터 ARINC-429 데이터를 입력받아 다기능시

기에 시 하고, 시 상태를 나타내는 비트를 설정하여 

피드백(Feedback)함으로써 시스템 동작을 보장하게 된

다. 임무탑재장비 체계 데이터를 통합, 처리  시 하

는 임무컴퓨터와 비행조종계통의 연동은 특히 복잡하

다. 이는 이 (Duplex) 구조의 임무컴퓨터가 상호 연동

하면서 임무탑재장비를 통제하고, 이 (Duplex) 구조로 

동작하는 비행조종계통(APM, AHRS  ADC)과 연동

하여 다기능시 기에 자동비행종종장치(APM)의 운용

상태  자동비행모드를 시 하는 구조(Architecture)에 

기인한다
[3].

  비행필수 시스템은 자식 비행조종(FBW)장치, 엔

진제어장치(FADEC)  항공기 상태 리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비행필수 기능은 항공기 안정성 

 조종성 기능, 추력제어 기능, 비행 상태 시 기능 

 상태 리 기능 등을 포함한다
[2]. 비행필수 기능으

로 분류되는 비행 상태 시 은 데이터 입력, 처리  

시 기능을 갖는 독립된 형태의 용 시 장치가 사

용될 수 있으며, 한 별도의 데이터 입력 장치와 연

동하여 다기능시 기의 모드를 이용하여 비행 상태를 

시 할 수 있는데 이는 항공기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야 한다
[4,5].

  한국형기동헬기 비행상태 시 은 임무탑재장비체계 

장비인 다기능시 기 비행필수화면(PFD : Primary 
Flight Display)을 이용한다. 그래서 비행필수 화면은 

임무컴퓨터가 자동비행조종계통 장비  센서와 연동

하여 구 한 비행필수 기능을 정조종사  부조종사

에게 달하는 직 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비행필

수화면은 비행계기, 항법계기  항공기 상태정보 등

을 통합된 화면으로 시 함으로써 조종사의 업무부담

(Workload) 경감  상황 인식(Situational Awareness)을 

개선한다.
  비행필수 기능의 하나인 비행 상태 시 을 해 임

무컴퓨터에서 자동비행조종장치와 데이터 버스로 연

동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래서 다기능시 기 비행필수 화면에 구 되는 

비행필수 기능은 항공기의 시 장치 운용 방식  임

무컴퓨터와 연동하는 비행조종계통에 따라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기동헬기 임무컴퓨터에서 처리

하여 비행필수화면(PFD)에 시 하는 비행필수 기능 

설계를 으로 설명한다. 한, 비행필수기능의 

설계 결과를 검증하기 한 정 /동 시험 환경 구성 

 시험결과를 제시하 다.

2. 비행필수기능 설계요구조건 도출

가. 비행필수 기능 정의

  비행필수 기능은 항공기 안정성  조종성 기능, 추

력제어 기능, 비행 상태 시 기능  상태 리 기능 

등을 포함한다. 비행 상태 시 기능은 디지털화 되면

서 임무컴퓨터와 비행조종계통이 연동하여 신호처리 

 그래픽 생성 과정을 거쳐 비행필수 화면에 구 된

다. 그래서 비행필수 화면(PFD)에 구 하는 비행 계

기, 항법 계기, 자동비행조종장치 련 기능 시  등

을 임무컴퓨터가 구 해야 하는 비행필수기능으로 분

류하 다.

나. 일반 설계 요구조건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게 어도 하나 이상의 

비행필수화면(PFD)이 제공되어야 한다. 비행필수 데

이터를 시 하고 비행필수기능을 구 하는 방식은 다

기능시 기 화면을 이용하거나 독립 인 데이터 획

득, 처리  시  능력을 갖는 개별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항공기 설계 여건에 따라 비행필수화면(PFD) 제공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비행필수화면은 피치, 상

승률, 롤, 고도, 속도,  수평 기 선을 포함하는 비

행필수 데이터는 항상 시 해야 한다. 한, 항공기가 

계기비행 하는데 필수 인 아래의 데이터를 시 해야 

한다
[6].

∙Heading/Bearing/거리정보

∙수직/수평 편차

∙ Flight director/sideslip

  일반 인 비행필수화면 구성은 자세지시계(Attitude 
Direction Indicator)가 화면의 앙에 치하고 좌우

에 속도계  고도계(Altimeter)/승강계(Vertical Speed 
Indicator)가 배치되고 “T” 자 형태의 하단부에 수평

황지시계(Horizontal Situation Indicator)가 치하게 

된다. 그래서 비행필수화면(PFD)의 비행계기 설계

를 해 T 자 형태의 배치를 유지하면서 비행필수

화면 데이터 입력방식, 비행정보 시 , 비행계기 형

태의 조종사 선호도에 따른 비행필수화면을 설계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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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계연동 설계 요구조건

  한국형 기동헬기 자동비행조종장치는 자세정보(AHRS)
센서, 공기자료컴퓨터(ADC), 액 에이터(Actuator), 비

행조종패 (FCP), 비행조종보조장치(AFCAU)  재구

성장치(RCU) 등과 함께 임무컴퓨터에 데이터버스  

디스크리트 라인으로 연결된다. 임무컴퓨터가 체계와 

연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요구를 만족하기 해 비행조

종계통 기능요구를 수용하는 비행필수기능을 구 해야 

한다.
  한국형 기동헬기에서는 임무컴퓨터 2 가 이

(Duplex) 구조로 동작하는 비행조종계통과 Fig. 1과 같

이 연동되어 센서데이터를 이용한 비행계기 시 , 자

동비행조종 모드 시   자동비행조종 모드 참조값 

시 , 센서 고장식별 시 , 센서 고장분리 시   자

동비행조종 모드 용상태 시  등 비행필수기능의 

구 이 요구된다.

Fig. 1. 임무컴퓨터와 비행조종계통 연동 구조

3. 임무컴퓨터 비행필수기능 설계

  임무컴퓨터 비행필수기능이 구 된 비행필수화면은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기 한 필수 정보를 시 한

다. 비행필수 화면은 T-스캔(T-Scan) 구조를 수하여 

계기를 배치하 다. 복좌식 항공기의 경우 비행필수화

면은 측면에 배치토록 되어 있어 정/부조종사의 좌/우 

측면에 비행필수 화면이 기본으로 시 되어 조종사에

게 비행필수 기능을 제공한다. 한국형기동헬기 임무컴

퓨터가 비행필수화면에 구 한 비행필수 기능은 비행

필수 계기 시 을 포함하여 비행조종계통 특성에 맞

게 구 된 여러 기능이 존재한다.

가. 비행필수 계기 설계

  비행필수화면(PFD)은 8"×6"( 각선 10.4") 크기를 갖

고 1024×768 픽셀(Pixel) 해상도를 지원하는 다기능시

기 모드를 이용하여 시 된다. 비행필수 화면에 구 된 

비행필수 계기는 이더고도지시계, 속도계, 자세계, 
기압 고도계. 승강계  수평 황지시계 등이다. Fig.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세계가 앙에 치한

다. 그리고 이더고도 지시계와 승강계가 Bar 형태로 

좌/우 끝에 배치되었다. 속도계와 기압고도계는 테이

(Tape Measure) 형태로서 자세계 좌/우에 치시켰다.

Fig. 2. 비행필수계기 배치 형태

  Bar 형태 계기에서는 계기 지시값을 하단에 시 하

도록 하 고, 테이  형태의 계기에서는 앙에 계기

값이 숫자로 시 되며 데이터가 동 으로 움직이면 

테이 가 상/하로 이동하게 된다. 자동비행조종장치에

서 제공하는 자동비행 상 모드가 인가될 경우 해당

하는 설정값은 비행필수 계기 상단에 시 되고, 상

모드 버그(Bug)는 계기에 삼각형으로 시 되어 설정

값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도록 구 되었다.

나. 자동비행조종장치 상 모드 설계

  상 모드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비행할 때 비행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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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서 제공하는 자동모드이다. 상 모드 시 은 비

행필수 화면의 앙 상단에 2행 3열로 배치되어 있다. 
좌측부터 1열은 컬 티 (Collective) 축, 2열은 롤/요 

축(Roll & Yaw), 3열은 피치(Pitch) 축에 해당하는 모

드를 시한다. 1행은 용(Engaged) 모드를 녹색

(Green)으로 나타내며, 2행은 동작(Armed) 모드를 청록

색(Cyan)으로 나타낸다. , 계기에 시 되는 상 모드 

버그(Bug)  설정값(Setting)은 상 모드 상태시 과 

동일한 색상으로 시 된다. 비행조종패 (FCP)에 있는 

스 치를 이용하여 원하는 설정값을 선택하고 스 치

를 르면 상 모드가 인가된다. 상 모드 시 과 연

동해서 비행계기에 시 되는 버그  이블 상태는 

아래와 같다.

Table 1. 상 모드, 버그  이블 시

상 모드 계기 시  분류

CR.HT bug + CRHT 0000

HDG bug + HDG 000

ALT.A bug + ALTA 0000

IAS bug + IAS 000

VS bug + VS 0000

ALT bug

Fig. 3. 자동비행조종장치 상 모드 시

  피치축  컬 티  축 동작(Armed) 모드에 시 되

는 상  모드는 GS  ALT.A 이다. 요/롤 축에 시

되는 동작 모드는 VOR  LOC 이다. 상 모드 시

은 설정값(Setting)이 재값으로 부터 지나치게 벗어

난 경우를 나타내는 과도 이탈(Excessive Deviation), 
트림이 맞지 않을 경우 트림 이탈(Out of Trim) 경고

를 시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드 변경이 있을 경우 사

각형이 모드 이름 에 나타내고, 상 모드가 용될 

수 없거나 동작 불능(Armament Loss) 상태인 경우 역

상으로 깜박거리게 된다. 비행조종패   HOCAS 스

치를 이용하여 인가하는 상 모드는 Fig. 3과 같은 

형태로 시 된다.

다. 비행필수 데이터 제어 기능 설계

  비행계기 데이터 시 은 센서 데이터 고장분리(Fault 
isolation) 기법 용으로 결정되며, 두 의 임무컴퓨

터가 ARINC-429 버스를 이용하여 센서 데이터를 획

득/처리하여 그래픽을 생성하고 비행필수화면에 시

하는 구조로 동작한다. 정상 상태에서는 조종석 비행

필수 화면에 자세정보(AHRS) 센서 2  공기자료컴

퓨터 2 데이터를 임무컴퓨터 2가 제어하여 시 한다. 
부조종석 비행필수 화면은 자세정보(AHRS) 센서 1  

공기자료컴퓨터 1 데이터를 임무컴퓨터 1이 제어하여 

시 한다. 임무컴퓨터 두  한 가 고장으로 백업

(Backup) 모드로 운용될 때는 한 의 임무컴퓨터가 

동일한 방식으로 비행필수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Fig. 4. 비행필수데이터 시  제어

  이 (Duplex) 구조로 동작하는 임무컴퓨터와 동일하

게 이  구조로 동작하는 자동비행조종장치가 데이터 

버스로 연동될 때 자동비행조종장치 상 모드를 시

하기 한 데이터 선택(Priority) 로직이 임무컴퓨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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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되었다. 비행조종보조장치(AFCAU) 자동모드 선택 

스 치의 상태에 따라 정/부조종사 비행필수 화면 상

모드 시 이 결정된다.

라. 자동 항법기능 설계

  자동항법기능은 다기능시 기 스 치(RSK)를 이용

하여 항법 정보원을 선택하고 비행조종패 의 스 치

(NAV Couple)를 러 동작시키게 된다. 비행필수화면

(PFD)에서 항법정보는 수평 황 지시계 좌측에 시

되며, 시  내용은 항법 정보원(Source)에 도달하기 까

지 거리, 방 , 시간이다. 그리고 새로운 항법 정보원

을 선택하기 한 사  정보 획득을 해 동일한 형

태의 정보가 시 되며, 추가 으로 두 개의 항법 정보

원에 한 정보를 시 할 수 있다.
  한국형 기동헬기는 자동항법 기능 구 을 해 하

나의 항법 장치에서 두 의 임무컴퓨터에 자료를 동

시에 송하며, 정/부조종사가 비행조종패 의 스 치 

조작으로 동일한 항법장치를 자동항법 기능을 해 이

용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조종사  가 조작을 하

든 마지막 조작 명령에 따라 항법 기능이 제어되는 방

식으로 설계되었다.

Fig. 5. 자동항법기능 스 치  시

마. 센서 고장분리 기능 설계

  비행필수계기 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AHRS  

ADC는 ARINC-429 버스를 이용하여 임무컴퓨터와 자

동비행조종장치에 각각 연동한다. 이 같은 구조에서 

AHRS  ADC 데이터 고장식별은 1차 으로 자동비

행조종장치에서 제어한다. 그래서 임무컴퓨터는 자동

비행조종장치로부터 수신한 고도/속도/기수/자세 데이

터 오차 정 도를 확인하여 정 하지 못한 경우 임무

컴퓨터에서 계산한 오차를 이용하여 임계(Threshold) 
값을 과한 경우 비행필수 데이터 오차를 경고하게 

된다. 이를 해 임무컴퓨터는 자세정보(AHRS) 센서 

 공기자료컴퓨터(ADC) 입력 자료를 이더넷 통신을 

이용하여 상호 비교하도록 구 되었다.
  비행필수계기 센서 데이터 비교결과 오차가 발생한 

경우 조종사는 재구성 스 치 선택으로 센서 데이터 

고장을 분리하고, 조종석과 부조종석 비행필수화면에 

정상동작하는 센서 데이터를 시 한다. 한, 비행필

수 데이터를 생성하는 센서가 고장인 경우 결함 래

그(Flag)를 시 하도록 설계하 으며, 재구성 장치

(RCU) 스 치를 이용하여 고장 난 센서를 비행필수 

기능에서 배제하게 된다.

Fig. 6. 센서 고장분리 기능 시

바. 이더 고도지시계 히스테리시스 설계

  임무컴퓨터는 ARINC-429 버스를 이용하여 이더 

고도지시계와 연동한다. 그리고 자동비행조종장치의 

상 모드 CR.HT 기능 구 을 해 이더 고도지시

계 출력 데이터를 제공한다. 비행필수화면에 시 되는 

이더 고도지시계는 해발고도가 아닌 지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를 이용하여 지면으로부터 항공기 치

까지 고도를 시 한다.
  항공기가 고도 상승단계에서는 0부터 120 피트까지 

Low scale을 갖는 이더고도지시계가 시 되며, 120
피트에서 2000피트까지 High scale을 갖는 이더고도

지시계가 Fig. 7과 같이 시 된다. 항공기가 2000피트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이더고도지시계의 정 도

를 고려하여 계기 자체를 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항

공기가 Low scale, High scale  계기가 시 되지 않

는 임계 고도 근처에서 비행하는 경우 고도의 변동에 

따라 이더 고도지시계 Scale이 반복 으로 변경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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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조종사에게 시각 인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그

래서 임계  근처에서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구간을 

설정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게 구 하 다.

Fig. 7. 이더 고도지시계 형태

  히스테리시스 구간은 110피트에서 120피트 사이  

1900피트에서 2000피트 사이에 설정되었고, 항공기가 

히스테리시스 구간에서 비행할 때는 이 의 이더 

고도지시계 scale을 유지하도록 하 다. 를 들어, 항

공기가 150피트에서 115피트로 하강한 경우 항공기가 

히스테리시스 구간에 있고, 이  계기 상태가 High 
Scale이므로 재 고도 상태가 Low Scale임에도 High 
Scale로 시 된다.

사. 고도/고고도 비행 경고기능 설계

  항공기가 고도 경고값 이상으로 비행하다 경고값 

이하로 고도가 낮아지면 고도 경고를 시 한다. 
고도 경고는 설정값이 색으로 명멸하고 조종사에게 

음성경고를 제공한다. 이더 고도지시계 고도 경고

는 항공기 험성을 고려하여 자세지시계 우측 상단

에 “DH”를 색 시 하도록 설계하 다.

Fig. 8. 고도 련 비행경고 시 상태

  고고도 경고 기능은 항공기가 고고도 설정값 이상

으로 비행하는 경우 설정값이 노란색으로 깜박거리고 

음성경고를 제공하도록 설계하 다. 고도/고고도 경

고는 이더 고도지시계와 기압고도계에 동일한 개념

으로 설계되었다.

4. 비행필수기능 시험환경  시험결과

가. 비행필수 기능 정 시험

  임무탑재장비 체계 기능을 검하기 한 통합시험

환경으로 SIL(System Integration Laboratory)을 구성하

다. 통합시험장치는 AEC(Avionics Equipment Console), 
ASC(Avionics Simulation Core), OTC(Operator Test 
Console)로 Fig. 9와 같이 구성되며, 실제 비행환경에 

최 한 유사하게 형성되어 조종사 조작성, 인터페이스 

검증을 한 데이터 모사기능, 데이터 시   연동 

데이터 확인 기능 등이 수행될 수 있다.

Fig. 9. 임무탑재장비 통합시험장치

  비행필수 기능의 정 시험은 통합시험장치 환경에

서 연동규격(ICD)에 따른 데이터를 임무컴퓨터에 제

공하기 해 데이터 입력 패 (Data Injection Panel) 
도(Window)에서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고, 이에 따

른 임무컴퓨터의 처리  시  결과를 비행필수화면

에서 직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비행

조종계통 패 로서 RCU, FCP  AFCAU는 Fig. 10과 

같이 실장비를 연결했고 이에 한 ARINC 신호  이

산신호 입력에 한 임무컴퓨터 비행운용 로그램 기

능을 검하 다. 비행조종계통 구성품인 APM/AHRS/ 
ADC는 해외업체와 연동하는 문제로 실장비를 연결하

지 않고 통합시험장치의 S/W 모델을 이용하여 연동신

호를 생성하 고, 센서정보 시   APM-MC 데이터 

처리(Handling) 기능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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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비행필수기능 정 시험 수행

나. 비행필수기능 동 시험

  한국형 기동헬기 자동비행조종 모드인 상 모드  

상 모드 기 값을 나타내는 버그(Bug) 데이터를 비행 

시나리오에 맞게 임무컴퓨터로 입력하여 비행필수 화

면에 시 되는 동 기능을 검하기 해서는 자동비

행조종장치  시뮬 이터(Simulator)가 필요하다. 항공

기 체계개발과정에서 해외업체인 유로콥터(Eurocopter)
로부터 비행조종계통 구성품  시뮬 이터가 제공되

지 않는 여건에서 비행 시나리오에 따른 비행필수 동

기능을 검하기 해 비행조종계통에서 임무컴퓨터

로 제공하는 실 데이터를 재생 테이 에 장하 다.
  자동비행조종장치에서 임무컴퓨터로 제공하는 여

러 데이터를 비행 상황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결정

하 고, 해외업체인 유로콥터 사내 테스트 환경(Test 
Bench)에서 데이터를 장하 다. 그리고 비행조종계

통 패 들은 실장비를 연결하고, AHRS  ADC 센서

는 소 트웨어 모듈을 이용하여 임무컴퓨터로 데이터

를 공 하고, 자동비행조종장치 출력은 재상장치를 이

용하여 임무컴퓨터로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Fig. 11과 

같이 통합시험장치 환경을 일부 수정하 다.

Fig. 11. 비행필수기능 동 시험 수행

  비행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자동비행조종장치로부터 

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행필수 기능 상 모드 동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임무컴퓨터 소 트웨어의 무

결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다. 비행필수 기능 시험결과

  비행필수기능 정 시험에서는 비행필수화면(PFD)에 

구 된 각종 비행필수기능의 정 상태에서 입력을 제

공하고 출력을 확인하 다. 그리고 비행 시나리오에 

기반한 비행필수 기능 동 시험에서 여러 상황을 가

상하여 시험을 수행하 고, 시험결과는 비행필수 기능

이 설계된 바와 같이 동작함을 확인하 다.
  Fig. 12에서 자동비행조종 보조장치 패  스 치를 

이용하여 자동비행조종장치(APM)를 ON하면 비행필수

화면(PFD) 상 모드에 OFF가 시 됨을 보여 다. 
한, 항공기가 2000피트에서 4000피트 고도 획득/유지

(ALT.A) 모드를 인가했을 때 피치축 동작(Armed) 모

드에 ALT.A가 시 되고 용(Engaged) 모드에 VS가 

시 되며, 고도가 3000피트에 도달했을 때 속도 유지

(IAS) 모드를 인가하면 피치축 상 모드 정보가 컬

티  축으로 자동 이동하고 피치축에 IAS 상 모드

가 시 된다. 그리고 항공기 고도가 3700피트일 때 

VS가 자동 해지되고 속도  고도 유지 모드가 용

(Engaged) 모드로 정상 동작함을 확인한 결과를 나타

낸다.

Fig. 12. Master Warning 시  기능시험

  Fig. 13은 비행필수기능 상 모드 시  검증을 

한 시험결과이다. 비행조종패  회 스 치를 돌려 

원하는 설정값을 결정하고 름으로써 상 모드를 

동작시킨다. 비행시나리오에 입각한 여러 상 모드 

동작/해제 시 에 한 시험  하나를 나타내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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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GA(Go-around) 모드를 인가한 경우 자동으로 상

모드가 변경되는 과정에 해 동 시험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 다. GA 모드는 항공기 착륙 시도가 의

도한 바와 다르거나 허버링 상태에서 자동 이탈하고

자 할 때 사용하며, 수직속도와 진속도를 갖도록 

동작한다.

Fig. 13. 상 모드 동작 기능시험

  Fig. 14는 항공기 기수(Heading) 유지 모드 기능시

험 결과를 보여 다. 항공기 기수가 204도 상태에서 

비행조종패  HDG 스 치를 을 때 상 모드 인

가  기수 설정값을 변경하기 해 스 치를 돌렸

을 때 설정값 변경  버그(Bug) 변동상태를 검증하

다.

Fig. 14 기수 유지모드 기능시험

  Fig. 15는 비행필수기능 속도 유지 모드를 인가하고, 
IAS 스 치를 돌려 속도 설정값을 100노트에서 120노
트로 변경했을 때 상 모드 시 상태의 변화, 버그

(Bug) 시  상태 그리고 항공기 속도가 120노트에 이

르지 못하고 110노트에 도달했을 때 설정값 이탈 시

 결과이다.

Fig. 15. 속도유지 모드 기능시험

  Fig. 16은 센서 고장식별 기능에 한 시험결과로

서 ADC 1 표 고도와 ADC 2 표 고도가 60피트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때 비행필수화면에 시 되는 

내용이다. 비행필수 기능 동 시험을 수행하여 두 

개의 센서가 동시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출력데이터 차이에 의해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

식별을 한 기능을 검하 다. 비행계기 고장식

별 경고, 센서 고장식별(Discrepancy) 경고  상

모드 경고 시 기능등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확

인하 다.

Fig. 16. 고장식별 기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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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한국형기동헬기 임무컴퓨터에 구 된 비행필수 기

능은 미 군사규격에서 요구하는 일반 요구조건과 자

동비행조종장치와 연동해서 발생하는 체계연동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구 되었다. 임무컴퓨터 가 자

동비행조종장치와 연동하여 생성한 비행필수기능은 

비행필수화면에 시 된다. 임무컴퓨터 비행필수기능을 

포함하는 비행필수화면의 구성  동작에 한 세부

사항은 조종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임무컴퓨터 비행필수기능에 한 시험은 임무탑재

장비 시스템 통합시험장치(SIL)를 이용하 다. 비행필

수기능 정 시험과 동 시험의 구성에 해 설명하

고, 특히 비행필수기능을 검증하기 해 으로 

필요한 자동비행조종장치와 시뮬 이터를 신하여 

데이터 재생장치를 이용한 시험배경을 설명하 다. 동

시험 결과를 제시하여 임무컴퓨터가 비행필수기능 

요구조건에 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하 다. 따라

서 데이터 재생장치를 이용한 설계검증은 향후 기술

노출에 한 염려 등 사업여건상 실장비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되리라 단

한다. 실제 비행시험 과정에서 임무컴퓨터와 비행조종

계통 장비를 연동해서 동작시켰으나 상 모드 시 을 

포함한 비행필수화면에 구 된 비행필수기능이 정상

으로 동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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