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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종합비행 성능시험장 활주로 설치 연구
Study of the Runway at the National Aviation Test Sites

The knowledge-intensive aviation industry, which is characterized with creating lots of ripple
effects and economics of scale and having a nature of relatively monopoly structure. In
consideration of those facts, this industry shall be investigated and studied in an in-depth
manner and, accordingly, this plan shall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e aviation industry of Korea had started from the basic level of maintenance service for light
weight aircraft in the 1950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Promotion Act in
1978, th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ground for this industry has been laid down, giving ways to
conduct diverse investigation and trial efforts. In the mid of the 1970s, license production of
rotary wing aircraft is started, and at 1980 decade, offering for production of aircraft structure
from major aircraft manufacture like as Boeing is increased rapidly, co-production of F-5 military
aircraft is commenced also. In recent days, the aviation industry of Korea, which played the role
of a sub-contractor, has led the industrial development by actively carrying out manufacture and
design services.
For the purpose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ree test sites have been constructed in
Sacheon, Haemiee and Goheung: The Sacheon and Haemiee sites have limited conditions to
conduct diverse kinds of civil aviation test due to frequent operation of military aircraft. On the
other hand, the Goheung test site, which is equipped with the 700m-long runway and
constructed by the Goheung provincial government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is the only facility for civil aviation test in Korea. The Goheung
site has also widely utilized as a test bed for airship, maintenance center, rotor test center for
the Surion aircraft more recently. However, the airside facilities have not been expanded
sufficiently, resulting in over-capacity of runway. In other words, demand in that area has not
been tested properly.
This study is conducted for finding the best plans of expanding the airside facilities at the
Goheung test site: It will be focused on choosing the best proposed site, obtaining operational
safety and economic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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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선 시험동, 소형항공기 정비/시험동, 수리온 헬기 로
터 시험시설 등을 추가 구비하여 비행시험시설로 운

항공산업은 지식·기술 집약산업, 생산 및 기술

영 중에 있으나,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제한적인 시

파급효과가 큰 선도산업,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험만이 가능하고 그나마도 최근 항공분야 시험소요

산업,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큰 미래산업, 위험부담

가증가하고있어이를감당하기어려운실정이다.

이 큰 모험산업, 쌍방독과점 시장특성을 가진 산업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고는 현 고흥항공센터 주변에 항공기의 운항

한국 항공산업은 1955년 L-19 정찰기 창정비를

안전성 확보와 항공기사고 예방, 항공분야 기술개발

시발로 1970년대 초까지는 군용기 정비 위주로 일

및 인증체계 등 낙후된 국내민간 항공 산업의 발전

관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소형 헬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비행성능시험장 활

콥터를 면허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1978년 항공

주로 건설에 대한 설계·연구 내용을 다룬다.

공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항공공업진흥법이 제정
되었고 보조금 지급과 같은 유치 단계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1980년대

2.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란?

는 F-5 전투기의 공동생산이 추진되었으며.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 보잉사와 같은 세계 유

종합비행 성능시험장이란 연구개발과정 중에 있거

수의 민항기 제작사로부터 활발한 수출수주로 여객

나, 성능향상을 위하여 개조중에 있는 항공기의 성능

기 기체 구조물들을 국내생산하여 수출하기 시작하

검증, 시험평가 및 인증을 위한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였다. 오늘날은 선진 제작사들로부터 단순 하청제작

에 필요한 제반 시설 및 장비를 총 망라하는 것이다.

에서 탈피하여 부품설계에서 제작까지를 일괄 수주

비행성능시험장은 아직 실용화 되지 않은 시제기

받아 수출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미국 외에

형태의 불완전한 항공기를 시험하기 위한 인프라로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와 협력생산이 활발히 추

서, 유사시 대인 및 대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공기

진되고 있다.

를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시키는데 필요한 주변의
충분한 공간과, 비상착륙에 필요한 지원시설들을 구

현재 국내 항공분야 시험 인프라는 경남 사천 비

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행성능시험장은 여객이나

행장, 충남 해미 항공시험장 및 전남 고흥항공센터

화물 운송업무를 위주로 하는 일반 공항과는 차별화

가 있으나 사천비행장 및 해미 항공시험장은 군 작

되며, 기존 여객 및 화물 위주의 공항을 시험비행장

전 수행에 따라 비행시험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

과 병행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유일한 민간부분 연구시설인 고흥항공센터는 농
림부의 도움을 받아 고흥군이 건설한 700m급 간이
활주로를 중심으로 2006년 항공우주연구원이 비행

시험비행 인프라에서 갖추어야 할 주변 여건 및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다.
•이·착륙 중 항공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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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행장 사례 및 주요 시설/장비 현황]

상황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충분한 활주로 길이

•지상 자료계측/분석 및 안전조언을 위한 지상종

및 폭, 최대 측풍시 이·착륙 시험 및 비상시 대

합통제센터(Master Control Center, MCC)

비통상2개의서로다른방향을가진활주로사용

- 비행 중인 항공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각종 자료(전기적 신호)를 공학적인 값으로 수

•개발 중에 있는 시험용 항공기(시제기) 및 안전
추적기

정/분석하여 설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
기 위한 지상 자료계측 및 분석센터

- 시제기에는 비행 중 항공기 상태를 측정하기

- 비행 중인 항공기로부터 전달받은 실시간 자

위한 수백 가지의 계측용 센서가 장착되어 비

료를 분석하여 항공기의 안전에 위협을 받거

행기 각종 부위의 작동 특성 및 안전조언에 관

나 비상상황 발생시 조언을 위한 통제기능을

한 자료를 Telemetry System을 통해 실시

수행한다.

간으로 지상통제센터로 자동 전송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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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인 항공기의 각종 구성품 및 탑재장비의
설계보완 및 성능검증에 필요한 각종 지상시험
시설 및 장비
- 풍동시험, 구조시험, 각종 계통시험, 환경시험,
전자파 간섭시험, 낙뢰시험, 결빙시험, 내추락
시험, 소음시험, 진동시험 등

•시험항공기의 비행시험 준비를 위한 항공기 및
계측센서 점검을 위한 설계보완용 정비고, 각 비
행시험 후의 설계보완을 위한 항공기 부품 수리/

[사천 비행장]

개조 및 항공기 형상수정을 위한 격납고 시설 등

3.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에서 항공기 비행시험이 가능한 비행시
험 인프라는 총 3개소로서, 한국항공과 공군 시험평
가전대가 위치한 사천공항, 국과연이 관리하고 있는
해미 항공시험장 그리고 전남 고흥의 항우연 항공센
터이다. 이들 중 비행시험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은 사천공항과 고흥항공센터 두 곳이다. 사천의

[국과연 해미 항공시험장]

경우 기본적으로 군 비행장으로 공군 훈련비행단의
훈련비행 소요가 대부분이고, 한국항공의 비행시험
및 공군 52시험평가전대의 비행시험도 일부 수행되
고 있다.
고흥 항공센터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관
리하고 있는 비행시험장으로 농업용 간이 활주로를
활용하여 주로 경비행기와 무인기들을 비행시험 하
고 있으며, 국내 산·학·연에 개방하여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고흥항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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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의 문제점으로 사천 및 해미비행장은 기본적
으로 군 비행장 시설로서, 군시설 활용에 따른 비행

항공기, 헬기 등에 대한 제한적 조건하에서의 시험
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시험 효율성 및 시험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공용장
비 부재로 인한 운용/관리 중복소요가 발생하며, 시
험전용 활주로 부족에 따른 비행시험 조건 제한(이

4. 소요시설 필요조건 분석

륙포기 시험, 측/배풍 시험 등)이 대두되며, 고흥항
공센터의 현 활주로의 경우 활주로 길이(현 700m),
계류장 및 유도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소형 유·무인
명칭
입지조건

현황의 문제점에서 도출된 소요시설의 필요조건
은 다음과 같다.
특징및분야

■ 인구 비 밀집지역이고 비행 가능일 확보가 최대한 가능한 곳
■ 유인기 훈련비행이 없고 항공교통이 최소인 곳
■ 추후 산업체의 입주 및 공동활용 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용이한 곳

활주로

■ 이륙포기 시험, High speed taxi 시험 등을 고려 개발예정 항공기 이착륙 거리의 2배 이상
활주로 길이 확보 필요
■ 측풍 비행시험 등을 위하여, 방향이 상이한 폭 45m 이상의 활주로 2기 필요

공역

■ 최소 반경 10km, 활주로 상공 6,000~9,000ft를 비행시험센터 관할의 상시 비행시험 전용
공역으로 지정/확보 필요

기타사항

■ 비행시험 운용 효율성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비행시험 지상 계측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한 통제실 구비 필요
■ Test bed 및 비행시험 안전추적 용도의 Chaser 항공기 운영 필요
■ 등화, 관제, 통신, 연료, 소방, 활주로 청소차 등 비행 지원 인프라 필요
■ 격납고, 시험지원동 등 지원시설 필요

5. 후보지 조사 및 입지 적합성 분석

가. 필요 부지에 대한 대략적 결정 및 비행장 고려
요소 도출(1, 2단계)

후보지 조사 및 입지적합성 분석은 2014년 항공
안전기술센터에서 주관한 사전연구「국가 비행종합

소요시설 필요조건 분석에 따른 대표적 필요사항

시험 인프라 개발·구축 기획 연구」
에서 시행하였으

들 (인구비밀집지역, 1,200m의 활주로, 공역설정의

며, 적정입지선정을 위한 분석은
‘ICAO DOC

용이성 등)을 준용하였다.

9184-AN/902’
의 공항부지 평가 및 선정 내용을
기준하였으며, 아래 총 6단계의 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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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번호

고려요소

1

항공 활동

2

주변 지역의 개발여부

3

기상 조건

4

지상교통의 접근성

5

미래 부지확장 가능성

6

지형조건

7

생태/주거환경

8

타 공항 존재 유/무

■기존 또는 향후 개발될 공항이나 항로에 의해 비행 시험에 제약을
받지 않을 곳

9

공공시설의 가용성

■전력 및 상수원, 하수도, 가스, 통신 서비스, 항공연료 공급원
등의 활용이 용이한 곳

■비행시험을 주로 할 수 있는 곳
■비행시험 특성상 주변 지역의 개발이 없는 지역
■비행시험 가능 일수가 많은 곳일 것
■도로, 철도, 대중교통이 좋은 곳
■비행시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향후 확장 용이
■굴착, 매립, 배수, 연약지반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이 적은 곳
■야생동물 보존지역 및 철새 이동 지역, 또는 학교와 병원 같은
소음 민감 지역이 적은 곳

나. 후보 부지 예비연구 및 현장답사 (3, 4단계)

보지(고흥, 무안, 양양, 울진)을 선정 후 현장답사 등
세부평가를 진행하였다.

도출된 고려요소를 감안하여 33개 후보지를 고려
하였고 이에 개략적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4개의 후

9개의 평가요소에 대한 각 후보지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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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주요 조사내용

비 고

고흥센터

■고흥만간척지 중심부에 위치
■항우연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약 3만평을 무상 대여하여 사용 중
■현 활주로(700m×20m)는 농림부가 건설
■무인기, 소형 유인기 등 비행시험수요 매년 증가

비행시험장 단독 사용으
로 비행 안전성 확보 가
능

무안공항

■연간 여객운송능력 약 510만명, 화물운송능력 5만톤을 갖추고 있으나,
2013년 여객운송은 13만 명, 화물운송실적은 없음
■비행교육기관(초당대,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이입주하여 부분 운영 중

해외의 경우 대부분 운송
용 공항에 비행시험 시설
을 두지 않음.

양양공항

■연간 약 317만명 여객운송능력 대비 2013년 약 5만 명 운송에 그침
■공항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양양공항에 기반을 두지 않은 비행교육
기관(항공대, 한서대, 울진 및 김포공항)의 항법비행 교육 공항으로 활용

해외의 경우 대부분 운송
용 공항에 비행시험 시설
을 두지 않음.

울진
비행장

■공항에서 비행장으로 명칭 변경고시(2010.6.15)하여 울진비행장으로
개항 및 운영(2010. 7. 8)
■연간 계기/사업용조종사 200명을 양성하는 목표로 한국항공대와 한서대
에서 각각 비행훈련원을 개설 운영 중임
■비행훈련원 특성상 이착륙 및 공역 입출항 횟수가 많음.
■일일 비행횟수가 거의 포화상태로 야간 비행 및 장주 비행도 제한

“미래산업 청년 리더 10
만명 양성계획(2008. 9.
16)”
에 의거 항공분야의
조종사 인력 양성을 울진
공항을 활용하여 추진하
고 있음.

다. 환경연구
자연/식생, 인구분포 및 피해, 주변 개발계획의 3개 항목에 환경연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후보지

자연/식생

인구분포 및 피해 가능성

주변 개발계획

고흥
센터

■ 고흥 항공센터 외곽 장주 북쪽
고흥만에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일부 서식

■주변에 소규모 민가군락만이 산발
적으로 존재하여 소음영향 및 피해
가능성은 낮음

■ 주변 개발 계획
없음

무안
공항

■철새나 야생 동물에 대한 피해가
적음

■주변에 산발적 소규모 민가군락 형성.
■공군부대 확장·이전에 따른 문제
예상됨

■전라남도에서 MRO
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 검토 중

양양
공항

■공항 주변 속초시에는 철새의 이동이
잦으나 양양 국제공항의 비행절차로
공항 북쪽 미사용으로 무리없음

■양양 국제공항 인근(학포리)과 남동
쪽에 위치한 주문진항 인근 주민의
소음관련 민원이 다소 발생

■주변 개발 계획
없음

울진
비행장

■울진 비행장은 철새의 이동은 없
으나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의 출
현이 야간에 일부 존재함

■소음：비행장 남쪽의 평해읍 구산
항 주변에 일부 발생
■환경영향：매년 실시하는“사후환경
영향조사”
결과 환경영향 피해 없음

■주변 개발 계획
없음

72 | 기술정보

05-66~78-국가종합비행다시

1904.1.2 22:50

페이지73

G7 JPC-ATALK 300DPI 60LPI

○○○

라. 최종후보지 결정

6. 설계주요내용

상기 세부평가(9개 세부항목) 및 환경연구 결과에
따라 고흥항공센터의 입지조건이 가장 우수한 것으

6.1 설계항공기 선정

로 확인되어 최종후보지로 결정되었다.
고흥항공센터는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고루 우수

대상시설은 국내·외에서 신규 제작되는 항공기

한 평가를 받았으나, 인접 인프라시설과의 연계성이

의 시험비행을 목표로 비행장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간척지 부지에 위치하여

바, 장래 운항 항공기의 운영계획은 별도로 정하여

지반침하 방지대책이요구되는점이보완요인으로지

놓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상위연구에서 검토된 1,200m의 활주로

적되었다.

길이에 운영성이 적합한 항공기들을 검토하여 설계
항공기로 선정하는 것으로 방안을 정하여, 검토된
항공기 중(ATR42, ERJ-145, Cessna252 등)
가장 이륙 중량 및 제원이 큰 항공기 Q-300을 설계
항공기로 확정하였다.
구

분

규

모

동체길이(전장)

84.3ft(25.68m)

날개폭(전폭)

90ft(27.43m)

전고

24.7ft(7.49m)

최대이륙중량

43,000lbs(19.5ton)

수평최대속도

287kts

이륙/착륙거리(FAR 기준)

1,180m/1,040m

좌석수

50

[최종후보지_고흥항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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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활주로 방향선정 등 평면계획

촉없이 확보하는 안으로서 장애물에 따른 운항안정
성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활주로 위치 및 방향선정을 위하여 다음의 총 3개
항목을 고려하였다.

비행장에서 활주로의 방향은 비행장을 이용하고

•현존 활주로와의 이격

자 하는 항공기에 대해 측풍의 영향을 고려한 비행

•장애물분포 분석에 따른 운항안정성 및 경제성

장 이용율이 95% 이상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장애물 절취비용고려)
•바람장미 분석에 따른 운영효율성

설계항공기인 Q-300의 측풍허용분력은 13knot
이나, 무인 소형항공기의 시험비행이 주된 운영형태
가 될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5knot의 측풍허

비행장 설치기준상 계기 활주로 독립평행 출발시,
분리평행 운영시 평행활주로 최소이격거리는 760

용분력에 대한 경향성 역시 활주로 방향결정의 고려
요소로 검토하였다.

m이나 본 비행장 운영상 동시사용은 없을 것으로

고흥 항공센터의 최근 10년간 바람자료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활주로

바람장미분석결과 13knot의 측풍허용분력 은 모든

와의 이격거리는 약 630m 이격 배치하도록 하였

방향에서 95%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5knot에 대한 검토결과 최저 79.8%(07-25방향)
에서 최고 88.1%(14-32방향)의 만족률을 확인하

활주로 방향설정을 위하여 고흥항공센터 주변의

였다. 우세풍은 나타난 결과와 같이 14-32방향으

지형현황을 고려하여 1. 기존활주로와 평행하게 배

로 기존 활주로 기준 시계반향 회전시 측풍허용분력

치(02-20방향), 2.기존활주로 방향에서 반시계 방

만족도가 낮은 방향으로, 반시계방향 회전시 측풍허

향 6도 회전한 방향으로 배치(01-19방향), 3.기존활

용분력 만족도가 높은 방향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

주로 방향에서 시계방향으로 12도 회전한 방향으로

다. 따라서 2안(01-19방향)이 타안(1안 및 3안)에

배치(03-21방향)하는 3개안을 입안·검토하였다.

대하여 바람장미분석에 따른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1안의 경우 평행한 2개의 활주로를 보유하게 되어
기하구조 및 운영상 가장 안정된 형태를 가지게 되

비교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안의 1, 3안에
대한 우위는 각각 0.5%, 0.6%로 관측되었다.

나, 신규활주로 양방향에 거금도 적대봉등의 장애물
이 대규모 분포하며, 저촉된 장애물이 관련 환경법
에 의하여 절취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상기 3가지 항목(현존 활주로와의 이격, 장애물 분
포 분석, 바람장미분석)에 따라 활주로의 위치 및 방

2안의 경우, 북측의 장애물제한표면은 장애물 저

향은 기존 활주로에서 630m이격된 01-19방향(2

촉없이 확보되나, 남측은 거금도 적대봉등의 대규모

안)의 배치가 최적안으로 선정되었다. 선정안에 따

장애물이 저촉됨을 확인하였다.

른 평면계획은 다음 그림과 같다.

3안은 남북측 장애물제한표면을 모두 장애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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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평면배치계획

6.3 연약지반처리

1.0~3.0m가 적용되어 허용잔류침하를 만족하는
목표침하량에 도달하는 압밀방치기간은 4.0~7.0개

과업구간은 과거 해상구간으로 간척지 개발에 따

월로 검토되었다.

른 고흥만 매립으로 형성된 지형으로 활주로 계획부
지 퇴적토층은 해성 점성토의 분포가 우세하며

6.4 포장설계

11.87~17.20m의 층두께로 분포하므로 활주로 공
사를 위한 성토시 연약지반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
보가 필요하다.

비행장시설 포장공법은 크게 시멘트 콘크리트포
장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으로 분류된다. 시멘트

성토하중, 침하토하중 및 설계항공기 하중재하시

콘크리트 포장은 누유 및 열에 대한 저항성이 양호

허용잔류침하량 내(활주로 및 유도로：10cm, 종단

하며, 중하중 및 저속이동구간의 적응성이 양호한

안전구역 및 착륙대：30cm)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장점이 있으나, 콘크리트 슬래브간 줄눈시공으로 인

위하여 연약지반처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반조

하여, 평탄성 및 승차감이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에

사결과 확인되었다.

비하여 불리한 특성을 가진다. 특히 초소형 및 무인

연약지반처리공법은 공기,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
려하여 P.B.D+여성토(P.L)공법을 선정하였으며,
PBD배치간격은 1.8×1.8~2.0×2.0m, 여성고는

항공기의 소형 바퀴를 감안하여 항공기 파손방지를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공법을 선정하였다.
설계입력변수 (수명：20년, CBR：8,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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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0, 연간 이륙회수：Q-300 48회 및 기타

로 및 유도로 포장두께 산출결과는 아래와 같다.

2,600회)입력에 따른 FAARFIELD(FAA)의 활주
구

분

최소두께

산출두께
보조기층 적용시

배수층, 차단층 적용시

적 용

아스콘 표층

4″(10cm)

4″(10.2cm)

4″(10.2cm)

10cm

아스콘 기층

5″(12.7cm)*

4″(10.2cm)

4″(10.2cm)

10cm

보조기층

4″(10cm)

4″(10.2cm)

배수층

4″(10cm)

4″(10.2cm)

15cm

차단층

4″(10cm)

4″(10.2cm)

15cm

40cm

50cm

계

30cm

6.5 배수설계

System)의 설치는 향후 추진사업으로 분리되어 본
설계에서는 비정밀 접근활주로 등급에서 소요되는

고흥만 방조제 공사에 따라 설치된 지선 및 간선

시설을 계획하고 장래 ILS 도입시 추가 항공등화

배수로는 상태가 양호하며 배수기능에 문제가 없으

시설을 확충하여 정밀계기착륙 Category-I 운영

므로 최대한 존치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오른쪽 항공등화시설설

국가 종항비행성능시험장 활주로 신설에 따른 배수

계 표 참조).

로 계획은 배수유역 및 주변 배수구조물 접속 등을
고려하여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암거 등 구

6.7 항행안전무선시설 설계

조물로 연결·설치하여 지선 및 간선 배수로에 연결
하고 사업지구내 활주로 신설에 의한 기존 농수로는

계기활주로 운영을 위해 01방향은 비정밀 계기진

이설이 불가피하므로 기존 고흥만 간척지 배수기능

입과 19방향 CAT-I 정밀계기진입이 가능할 수 있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설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

도록 소요시설규모 및 위치선정, 전원 및 통신관로

였다.

등 기반시설 구축, 지반조성을 주 과업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운영등급별 소요시설 표 참조).

6.6 항공등화시설 설계
○ 설계검토 및 반영사항
항공등화 시설은 비행장의 운영등급에 따라 다음

•Communication; 비행장관제를 위해

표와 같이 시설규모가 분류 된다. 본 비행장은 정밀

U/VHF Radio(3ch/1ch) LOC Control(주

계기착륙 Category-I 등급으로 비행장 규모가 결

/예비), EMG를, 비상관제를 위해 Multi-ch

정되었으나 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Transceiver를, Voic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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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등화시설 설계]

육상비행장
항공등화종류

비행장등대

비계기
활주로
○

계기활주로
CAT-Ⅰ

CAT-Ⅱ

CAT-Ⅲ

○

○

○

○

○
(420m)

진입등시스템

비고

정밀접근활주로

비정밀접근
활주로

○
○
○
(900/750m) (900/750m) (900/750m)

진입각지시등

○

○

○

○

○

활주로등

○

○

○

○

○

활주로시단등

○

○

○

○

○

활주로중심선등

○

○

접지구역등

○

○

활주로종단등

○

○

○

○

○

유도로등

○

○

○

○

○

유도로중심선등

○

○

정지선등

○

○

활주로경계등

SSALF 적용

○

풍향등

○

○

○

○

○

지향신호등

○

○

○

○

○

유도로안내등

○

○

○

○

○

○

○

도로정지위치등
비고 :“○”표는 해당운용등급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항공등화

Control을 위해 VCCS 1식을 반영하여 조종

진입이 가능한 Doppler Type VOR/DME

사와 관제사간 TMA내 공대지(A/G) 통신기능

를 도입하고 장애물제한표면 및 전파장애구조

확보

물 등을 검토하여 최종접근코스의 직진입절차

•Navigation ; 항법지원시설로 활주로에 진입

수립이 가능한 위치 반영

하는 항공기에게 시정 800m, RVR 550m

•Meterological Facilities; 착륙대 인근의

이상에서도 정밀착륙이 가능한 CAT-I

풍향·풍속, 온·습도, 시정, 운고, 기압, 우량

ILS/DME를 구축하고 Localizer와 Glide

등을 실시간 관측 및 가공·처리하여 관제콘솔

Slope의 Critical/Sensitive Area를 확보

및 소요부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19방향 말단

하여 최적 전파환경을 확보하며, 비정밀 계기

착륙대인근에 관련시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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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등급별 소요시설]
비계기
접근

구분

계기접근
비정밀

CAT-Ⅰ

CAT-Ⅱ

CAT-Ⅲ

LOC

-

△

○

○

○

GS

-

-

○

○

○

DME

-

△

○

○

○

IM

-

-

-

○

○

MM

-

-

(○)

(○)

(○)

OM

-

-

(○)

(○)

(○)

LOC FFM

-

-

○

○

○

RMM

-

-

○

○

○

VOR/DME

-

○

○

○

○

항공정보통신시설

○

○

○

○

○

공항감시레이더시설(PSR/SSR)

-

-

△

△

○

공항지상감시레이더시설(ASDE)

-

-

-

○

○

항공기상관측시설(AMOS)

△

○

○

○

○

계기착륙
시설

전방향표지시설

7. 결론 및 제언

비고

( ) : DME
로 대체가능

현황조사, 입지선정 및 세부설계는 대규모 비행성능
시험장 설계의 첫 사례로서 향후 진행될 중·소형

항공산업은 해당산업 뿐 아니라 산업경제 전반에

비행성능시험장설계에참고될사항이많을것이다.

이르는 파급효과가 무척 방대하여 이의 육성 및 개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설계 항공기 선정 및 그에 따

발은 미래선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불가

른 설계요인이 중형항공기 기준(Q-300)으로 진행

결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래 이슈화되고 있는 드

된 바, 초소형 및 무인 항공기용 비행장 건설을 위한

론 등 무인항공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이의 실

전문기준이 다방면을 통하여 활발히 연구되어야 할

험·개발시설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것이다.

고와 같이 시행된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 설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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