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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운항은 육상교통기관과는 달리 전파를 이용

하여 이동한다. 항공기를 유도하는 항행무선시설들은 안

전운항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매우중요한요소로항

공주파수의안전성확보는필수적이다.

최근 위성통신, 휴대용전화기, 산업장비 및 FM주파수

등의폭발적인수요로인하여항공기운항을저해하는불

규칙한 전파방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항공주파수

전파방해피해로인한항공기운항안전성위협및항공교

통흐름장애가발생하고있으며, 특히계기착륙시설및탑

재장비의 오작동은 착륙하는 항공기에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분야의 전파방해사례 및 전파방해

탐색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안전

성 확보와 운용주파수 품질향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항

공사고예방에기여하고자한다.

우리나라는 ICAO 부속서10의 국제기준에 근거하고,

항공법시행규칙제260조의2 제4항규정에의하여항공주

파수 운용계획(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6-51호)에 따라

항공주파수를관리·운 하고있다. 

ICAO 부속서10에 의하면 30Mhz이하의 HF주파수와

30Mhz이상의VHF주파수및수색·구조용주파수를기

준으로항공주파수를관리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ICAO

기준에부합한규정을적용하고있다. 계기착륙시설및전

방향표지시설의 전파방해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보

고가되고있으므로, 본연구에서는계기착륙시설및전방

향표지시설에 사용되는 30Mhz이상의 주파수 관리에 대

한규정및운용실태를조사·분석하 다.

(1) 108-111.975Mhz 주파수대역을 항행안전무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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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하려 할 때는 국내 항공주파수 관리규정에

따라다음의조건에부합해야한다. 

(가) ICAO 부속서10, 제1권 3.1.3항* 요구조건에 부합

하는계기착륙시설(ILS)

(나) 계기착륙시설에대하여유해한인접채널혼신을야

기하지 않고, 100Khz 자리 수가 짝수이거나

100Khz 자리의수가짝수이고10Khz 자리의수가

50Kkz로끝나는전방향표지시설(VOR)

(다) 계기착륙시설과 전방향표지시설에 유해한 혼신을

제공하지않는부속서10, 제1권, 3.7.3.5항†과관

련된 위성항법시설(GNSS)인 지상기반보정시설

(GBAS)‡

(2) 111.975-117.975Mhz 주파수대역을 항행안전무선

시설로이용하려할때는국내항공주파수관리규정

에따라다음의조건에부합해야한다. 

(가) 전방향표지시설(VOR)

(나) 전방향표지시설에유해한혼신을제공하지않는부

속서 10, 제1권, 3.7.3.5항과 관련된 위성항법시설

인지상기반보정시설.

우리나라항공주파수운용계획에의하면부속서10 제5

권 4.2항에 근거하여 108-111.975Mhz 주파수대역에서

계기착륙시설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순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1)방위각정보제공시설(LLZ : Localizer) 채널 및 활공

각정보제공시설(GP : Glide Path)의 주파수 할당은

100Khz 자리의 수가 홀수 (예: 인천 LLZ는

109.1Mhz, GP는331.1Mhz)

(2) LLZ 채널 및 GP의 주파수 할당은 100Khz 자리의

수가홀수이고10Khz 자리의수가50Khz 임.

원칙적으로계기착륙시설의주파수할당은100Khz 자

리의수가홀수여야하나, 국가의협정에기초하고, 유해

한 혼신을 야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Khz 자리의 수가

짝수이고10Khz 자리의수가50Khz 주파수도사용할수

있다. 

<표 1>에현재우리나라에서운 중에있거나또는앞

으로 운 예정인 LLZ 및 GP에 대한 주파수 선택순서를

나타내었다. 표에서도알수있듯이GP의경우열번째까

지는100Khz 자리의수가짝수로되어있으나, 그이후번

호부터는ICAO 부속서10 4.2.2항에따라홀수로규정하

고있다.

계기착륙시동일한주파수를사용하거나인접해있는

근접한주파수사용으로인해동일채널또는인접채널전

파방해가 발생하여 항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 ICAO 부속서 10, 제1권 3.1.3항 : 계기착륙시설로칼라이저에대한일반사항, 무선주파수, 통달거리, Course structrure, 반송파의변조, Course
alignment accuracy, 편위감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 ICAO 부속서 10, 제1권 3.7.3.5항 : GBAS에대한요구성능, 기능, Coverage, Data broadcast 특성, 항행정보(Navigation information) 등에
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 ILS/GBAS 및 118-137 MHz대역의VHF 통신에대한지리적분리기준(geographical separation criteria)은현재개발중이다. 기준이정의되
고SARPs에포함되기전에는GBAS 주파수대역은112.050-117.90 MHz대역에할당된다.

1 110.3 335.0 11 108.1 334.7
2 109.9 333.8 12 108.3 334.1
3 109.5 332.6 13 108.5 329.9
4 110.1 334.4 14 108.7 330.5
5 109.7 333.2 15 108.9 329.3
6 109.3 332.0 16 111.1 331.7
7 109.1 331.4 17 111.3 332.3
8 110.9 330.8 18 111.5 332.9
9 110.7 330.2 19 111.7 333.5
10 110.5 329.6 20 111.9 331.1

번호 LLZ GP 번호 LLZ GP
(Mhz) (Mhz) (Mhz) (Mhz)



ILS시설의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주

파수간격과 ILS장비의 성능을 고려하여 최소 이격거리

기준에따라설치되어야한다. 

LLZ 주파수간격이동일채널인경우, LLZ의성능에관

계없이 반드시 148km이상의 분리간격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또한LLZ간의주파수간격이200Khz이고, LLZ의

채널간격이200Khz로설계된수신기일경우 11km이상

의 분리간격을 유지해야하지만, LLZ의 채널간격이

100Khz 또는 50Khz로설계된수신기일경우간격분리

를하지않아도된다.

GP의주파수간격이동일채널인경우, GP의성능에관

계없이 반드시 93km이상의 분리간격을 유지해야한다.

또한 GP간의 주파수 간격이 300Khz이고, GP의 채널간

격이 600Khz로 설계된 수신기 일 경우 46km이상 분리

간격을유지해야하지만, GP의채널간격이300Khz로설

계된수신기일경우는2km이상, 150Khz로설계된수신

기일경우는간격분리를하지않아도된다.

국내 항공주파수 전파방해 사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 하고 있는“항공안전장애보고제도”에 보고된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500여건의 사례 중 전파방해

로추정되는14건에대한대표사례와2008년2월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보고된1건의ACC 주파수전파방

해사례를분석하 다. 

(1) LLZ 전파방해사례

(가) 계기접근 중 최종코스(final course) 이전 LLZ 시

현된사례

- 사건개요 : 제주 ILS/DME RWY 06 접근을 위해

RADAR VECTOR를 받는 도중 I-CJU R-

250/20DME 근방에서항공기에LLZ이시현되는현

상이 발생하여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현상을 보고하

으나, 관제사가 최종코스가 아니라고 확인하여 기

수를수정하여정상접근착륙.

이 사례는 제주공항 계기접근 중 최종코스 이전에서

LLZ이 시현되어 조종사가 착륙방향을 오인함으로써

CFIT(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항공사고를 초래

할수도있었던계기착륙시설전파방해사례이다. 

전파방해 발생 원인으로는 당해 항공기가 전파방해를

받은 지역을 비행할 당시 선행항공기가 활주로에 가까운

최종진입로 상에 있었기 때문에 LLZ Beam이 선행항공

기에의해굴절되어R-250/20DME 근방에서시현된것

으로판단된다. 당시관제사가 final course가아님을확

인해주지않은채그대로진입을했었다면정상착륙은어

려웠을것이며, 사고로이어질수도있었을것이다. 그림

1과같이LLZ가시현된위치(R-250/20DME)는 LLZ 유

효범위인 60°이내이기 때문에 I-CJU R-253에서

localizer final inbound course 065에 capture를 위해

HDG 090로 접근 시, 선행항공기에 의해 LLZ Beam이

굴절되어시현되는현상이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

(나) AUTO PILOT ON 계기접근 중 항공기가 좌측으

로이탈된사례

- 사건개요:  AUTO PILOT ON 상태에서계기착륙접

근을정상적으로실시하고있었고, 고도1,500ft에서

항공기는 안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좌측 30̊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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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선회하기시작함. 

조종사는비정상상황보고후방향을180̊ 에서210̊

로 선회하여 수정접근을 시도하 으나, 활주로가 보이지

않고 VOR/LOC Deviation 되어 복행한 후, 재진입하여

무사히정상착륙하 다. 

조종사는착륙후객실승무원에게문의한결과그당시

승객 1명이 전자기기(카세트 리코더)를 사용하고 있었다

고하 다.

(2) GP 전파방해사례

- 사건개요 :  청주공항 ILS RWY 24R 접근 중 고도

5,000ft에서 1,200ft까지는 LOC 및 GP가정상적으

로지시하 고, 고도 1,200ft 이하에서갑자기GP가

수신되지 않아 시계비행으로 전환하여 활주로를 육

안 확인하고, 시계비행으로 접근하는 도중 고도

300ft에서다시GP가정상으로작동됨.

이 사례는 청주공항 ILS RWY 24R 접근 중 고도

1,200ft에서 300ft사이에서 GP 전파방해로 인한 수신불

량 사례로서 기상조건이 계기비행상태 었다면 위험한

상황을초래할수도있었던사례라고판단된다.

당시청주공항GP의수신불량원인을명확히규명하기

에는많은어려움이있으나, 전파특성상ILS 운용주파수

대역과FM 방송주파수대역간의인접채널간섭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림 2에서와 같이 공항에 인접

한방송국에서송출하는FM 방송주파수가혼신을야기했

을것으로추정된다. 

(3) 항로상전파방해사례

- 사건개요:  광주공항을이륙해B576 항로를따라제

주로향하던항공기가이륙후 10분동안항공교통센

터(ACC)와 통신이 두절됨. IPDAS 지점 북서쪽

10NM 부근에서ACC와약 10분간(약60NM) 통신두

절상태로운항하다가통신이재개됨.

이 사례는 항공기가 항로상에서 약 10분 동안 ACC와

통신이두절된사례로이는주파수유지관련규정에어긋

나며, 관제기관에서발부하는관제지시또는교통정보등

을제공받을수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경우에따라서는

다른항공기와근접비행을야기할수도있었던사례이다.

평상시 IPDAS 부근은비교적교통량이많은지역으로서

공중충돌경고장치에 의한 회피기동이 심심치 않게 발생

하고 있다. 당시 당해 항공기는 B576 항로상을 비행 중

IPDAS부근에서 ACC와 통신이 두절되어 약 10분간(약

60NM) 운항하다가제주상공에서통신이재개되었다. 그

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ACC와 통신두절로 인하여 관제

기관으로부터각종지시나정보등을제공받을수없는상

태 기 때문에 MAKET 1B 도착절차를 따라 제주공항으

로입항하는항공기와근접조우될수도있었던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사례는현재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정확한

통신두절원인을규명하기위해사고조사가진행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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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미국사례

FAA는 미국 공역의 항공교통관제시스템(통신, 항법,

감시)에 향을미칠수있는항공주파수전파방해(RFI :

Radio Frequency Interference)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있다. FAA RFI 프로그램은전파방해사례의기

록, 추적(track), 보존하는데이터시스템및전파방해원을

탐색하고위치를추적하기위한장비, 그리고CNS(통신,

항법, 감시) 서비스를복원하기위해전파방해원인을제

거하기위한시행협정을포함하고있다. 

전파방해조사과정은조종사의보고에서부터시작하는

데, 이 보고서는 주파수관리 데이터베이스(SMDb :

Spectrum Management Database)에 자동적으로 저장

된다. 그림 4는 정비관리시스템과 SMDb로부터 수집된

RFI 사례를보여주고있는데매년증가추세에있음을알

수 있고, 2003년 기준으로 SMDb에 보고된 RFI 사례건

수는 대략 2800건에 이르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SMDb는RFI 사례를자동적으로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

로써 향후 모든 RFI 사례를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대되고있다.

미국의 전파방해 사례는 NASA에서 운 하고 있는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ASRS”로부터접

수된보고서중대표사례를분석하 다.

(1) 활주로접근중LLZ 장애

MD88 항공기가활주로접근중LLZ 전파방해로인한

잘못된방향지시됨. 최종접근약5NM 지역에서육안으

로 활주로 중심선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LLZ는 우측

방향 지시함. 최종 1NM 부근에서 정상 작동됨. 착륙 후

조사한결과최종접근중기내에서승객이휴대폰을사용

한것을확인하여휴대폰에의한전파방해사례로판명되

었다. 

(2) 전방향표지시설(VOR)장애

고도 FL220에서“곤충제거장치”에 의한 기계음으로

주파수 132.05Hz에서 VOR 전파방해 발생. 항로비행 중

전파강도가강한소음으로인하여VOR 주파수에간섭을

일으킨사례로써, VOR로부터75NM 떨어진지역에서간

섭을발생시킨후40NM 부근에서정상작동하 다. 

(3) 안테나 전파방해에 의한 Fly-by-Wire 및 G/P

장애

Haarp 안테나의 미터당 100볼트 이상의 강한 전파에

의해G/P, LORAN 및Fly-by-Wire 비행제어컴퓨터장

애 발생. RFI에 의해 컴퓨터 메모리에 에러가 발생하여,

G/P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위치정보를 잘못 계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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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비행경로를이탈한사례이다.

3-2-2 프랑스사례

프랑스는항공기에전파방해탐색및위치추적장비를

탑재하여 항공주파수에 향을 미치는 간섭요인을 색출

하고있다. 이런장비를이용하여전파방해원인을규명한

대표사례를 분석하 다. 전파방해를 야기하는 원인은 매

우 다양한 특성을 보 고, 혼신원은 FM 라디오 방송 및

대형기계류에서발생하는기계음등으로판명되었다.

(1) FM 라디오방송에의한ACC 주파수혼신사례

프랑스 ACC/West 섹터에서 사용하는 127.86Mhz 항

공주파수가 전파방해로 인해 심각한 위험상황을 초래한

경우로서, 이지역을비행하는중에음악이흘러나온다는

몇몇조종사들의보고에의하여혼신원은FM 라디오방송

으로판단되었다. 항공기를이용하여혼신원탐색을수행

한결과혼신발생지역을쉽게추적할수있었으며예상대

로, 혼신원은스페인FM방송국이었다. 그림5의전파방

해스펙트럼을보면 127.86Mhz에서강한피크를확인할

수있는데, 이렇게단일피크가뜰경우는FM 방송주파수

에의한혼신으로쉽게예측할수있다.   

(2) 원자력발전소기계소음에의한ACC 주파수혼신

사례

프랑스 ACC/Southwest 섹터에서 사용하는

135.96Mhz 밴드에 전파방해가 발생하여 점검을 수행하

다. FM주파수에 의한 전파방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

나, 공장 또는 전기장비에 의한 혼신으로 추정하 다.

MDF-124 위치추적시스템을탑재한 Beech-90 항공기

를이용해혼신탐지를시도했으나, 전파방해시간이지속

적이지않아세번째시도만에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하

는모니터링시스템의기계소음(136~137Mhz)이ACC 주

파수에혼신을일으키는것을확인되었다. 그림6의전파

방해 스펙트럼에서 보듯이 혼신주파수가 단일피크로 뜨

지않고, 여러개의피크들이모여있기때문에혼신원을

예측하기가매우까다로운경우로서, 방향탐지및위치추

적시스템인MDF-124의진가를확인한사례라할수있다.

(3) 전기건조시스템에의한주파수혼신사례

프랑스ACC/Southwest는뚤루즈남부에서스페인지

역에걸쳐있는UIR sector N을운 하고있고, 운용주파

수는 135.205Mhz이다. 조종사는 ACC 주파수가 간헐적

으로전파방해를받고있음을인식하고있었으나, 전파방

해가 짧은 시간에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제사

는인식하지못하고있었다. 그림7에서보듯이운용주파

수 135.205Mhz에서는 피크가 나타나지 않고 매우 불규

칙적인혼신특성을보이므로FM 라디오주파수에의한

혼신은아니라고판단하 다. 위치추적결과혼신원이스

페인 지역으로 수직위치에서 탐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

으나, EB-200 수신기와MDF-124 방향탐지기를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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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삼각측량법에 의한 위치추적이 가능하 고, 탐색결과

혼신원은컨덕터케이블을제조공장의전기건조시스템의

기계음인것으로판명되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전파방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FM 방송주파수에의한혼신원은쉽게위치추적이가능하

나, 대형기계물에서발생하는기계음이나복잡한스펙트

럼 특성을 보이는 혼신원은 지상차량만으로 탐지하기에

는많은어려움이있기때문에넓은지역을빠른시간내

에 탐색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활용한 탐색활동이 반드

시필요하다고사료된다.

한국공항공사는 국내 최초로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지

상점검장비를도입하여주기적으로항행안전시설에대한

전파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으로 항행전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파환경 분석기법을 개발

하여공항및항행시스템주위의지형및장애물들에대한

Modeling을 통해 항행안전무선통신시설의 전파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여, 그 원인분석 및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항공선진국처럼조종사에의해항공기와항

행안전무선시설과의혼신사례가보고되었을때혼신원을

제거하기위하여 비행점검 항공기를 이용하여 전파방해

원인을 색출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적극적인 안전성확보

활동은아직미비한실정이다. 

한국공항공사의 장비는 이동형 지상점검 시스템으로

계기착륙및무선표지시설(ILS, VOR/DME) 장비의안테

나를통하여방사된전파의품질을차량에탑재된측정장

비를이용하여지상점검및분석하는시스템이다. 주요기

능은전파환경, 전파품질, ILS품질등을측정하는것이다. 

프랑스비행점검기관(DSNA/DTI : Direction of the

Services of Air Navigation/ Direction de la

Technique et de l'Innovation) 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이상유무를점검하는기관으로, 1997년부터항공주파수

전파방해를일으키는혼신원을탐색하기위해Beech 90

항공기 점검 장비를 이용하는 능동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그림9) 비행점검항공기를사용하여혼신원의위치

를추적함으로써빠른시간안에전파방해를야기하는지

역을 파악하여 지상점검 차량이 정 하게 혼신원의 위치

를탐색할수있다. 그리고최근에는신형Beech 200 항

공기를 도입하여 위성항행시스템주파수(GNSS L밴드)에

대한전파방해탐색활동을전개하고있다.

전파간섭 혼신원이 확인되면, 프랑스의 주파수를 총괄

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ANFr(Frequencies National

Unit)에통보되고, DSNA/DTI는혼신원의방향을탐지하

고위치를추적한다. DSNA/DTI는혼신원의위치를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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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정보를제공할뿐, 혼신원을제거하는문제는또다

른기관이담당하고있다.

미국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는 항공

점검장비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주파수 혼

신원을탐지하여위치를추적하고있다. FAA는전파방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인 방향

탐지및주파수분석장비를전략적으로사용하고있다. 항

공주파수혼신원의위치를추적하기위해5종류의플랫폼

(platform)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으며, 이 플랫폼들은

손에들고사용하는방향탐지장비에서부터자동화된지상

차량장비, 항공기장비및고정된사이트를포함하고있다.

(1) 항공기활용전파탐지

그림10은항공주파수혼신원의방향및위치를추적할

수있는비행점감항공기를보여주고있는데, 방향탐지안

테나어레이(array) 및항공기내부에방향탐지장비가장

착되어있음을볼수있다. 

항공기 탐색장비는 전파방해가 발생한 항공기 조종사

의혼신보고정보만있을때혼신원의위치를추적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파방해 혼신원이

고고도공역에 향을미칠수있을뿐만아니라전파방해

를받은항공기위치로부터수킬로미터떨어져서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차량장비만으로 혼신원의 위치를 추

적하기에는시간적으로많은제약이따른다. 따라서항공

기탐색장비를사용하면대략2평방제곱킬로미터의탐색

면적을줄이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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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차량활용전파탐지

전파방해 사례가 보고되면 비행점검 항공기를 이용해

혼신원의위치를추적하여정 탐색면적을대략수평방

킬로미터로압축한후그림11의지상차량탐색장비를활

용하여혼신원의정확한위치를추적하게된다. 지상차량

탐색장비에는 방향탐지 안테나와 주파수 측정 장비가 장

착되어있다.

(3) 고정전파방해탐지시스템

미국의 특정 지역에는 고정(fixed) 전파방해 탐지시스

템을설치하여운 중에있다. 이고정시설은각각의전

파방해탐지기가혼신원의방향을탐지하여3개의직선이

겹치도록 설치함으로써, 삼각측량법으로 혼신원의 위치

를추적할수있게해준다. 뿐만아니라특정시간과날짜

에서의 주파수분석과 관심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기록

할 수 있고, FAA 지역사무소 또는 Wide Area

Network(LAN/WAN)을 통해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자동

화된소프트웨어를제공한다. 아래그림12에원격제어가

가능한 고정 전파방해 탐지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확인 할

수있다. 이그림에서보듯이고정탐색장비를통해3개의

방향이지도위에직선으로그려지고, 직선이교차하는지

역이혼신원의위치를나타낸다.

FAA는 고정 탐색장비를 이용해 ILS장비와 혼신을 일

으키는FM 발신기와개인이불법적으로사용하는FM방

송국발신기의위치를신속하게위치를추적할수있게되

었다.

항공기탑재용탐색장비및소프트웨어를자체개발하

여 항공주파수 전파방해 혼신원 탐색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용중인 국가는 2개국으로 미국 FAA와 프랑스

DGAC/DTI이다. 국내에서는한국공항공사에서지상장비

탐색차량을처음으로도입하여항행안전무선시설에대한

전파환경및전파품질을점검하고있으나, 지상차량을이

용한혼신원탐색은장애물이많은경우도달거리의한계

가존재하고, 짧은시간에발생하여사라지는전파방해를

색출하기에탐색범위가매우협소하며, 항공기수신은안

테나설치위치및방해주파수의세기가중요한데지상에

서는수신세기가약해혼신을탐색하기에한계가있다. 

이런 지상탐지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항공전파 혼신

원을 색출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

신원탐색항공기및탐색장비도입이시급한실정이다. 또

한항공기를활용한혼신원탐색장비는아직국내에서개

발또는도입이진행된바없기때문에미국및프랑스의

탐색시스템을벤치마킹하여국내환경에적합한항공전파

예방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항행안전시설에대하여비행점검을수행하는

항행표준센터에서는 국내 각종 항행안전시설의 작동상

태, 공항별계기비행및이착륙절차를점검용항공기의검

사장비로 정 측정 및 분석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

보하고있다. 또한비행점검을위한운항계획을수립하고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실시 및 분석·평가하는 조종

사와점검사들의경험이많이축적되어있다. 따라서향후

전파방해탐색을위한비행점검항공기, 탐색장비가도입

되면이를운용하는데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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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공기를 활용하여 전파방해 혼신원 탐지경험이 없

으므로전파방해탐색절차및기법, 전파방해원인분석및

위치추적방법에대한연구개발뿐만아니라관련법규개

정또한혼신원탐색시스템도입에맞추어선행되어야할

것으로판단된다. 

지금까지 항공분야의 전파방해사례, 전파방해 탐색방

법및활동, 국내에적합한항공전파보호체계등에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자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주파수 공해를 발생하

고있으며, 이러한혼신주파수는전파에의하여길을찾

아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는 치명적인 요소로 다

가오고있다. 

오늘날까지 항공기운항은 지상항행안전시설을 활용하

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위성항행시스템개발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어 기존 운항방식에서 차세대 위성항행방식으

로 변환되는 추세로 항공기의 안전운항확보를 위해서는

항공주파수의안전성이우선적으로확보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파보호체계

에서언급하 듯이전파방해탐색절차및기법, 전파방해

원인분석및위치추적방법에대한지속적인연구개발뿐

만 아니라 탐색시스템을 갖추어 항공주파수 전파방해로

인한항공사고가발생하지않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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