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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iation industry is expected to grow. Convergence of combined technologies of machinery,
electronics, material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to conventional aviation technology has contributed
to the progress in aviation industry. IT, making a considerable impact on every human life, began to merge
into aviation technology and raises its level of standardized technology and engineering.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avionics based on IT contributes to the increased efficiency of aircraft system and flying
safety. It also accounts for substantial portion for more than 30% of the total cost of aircraft comprising
navigation, safety systems of terrain warning, landing system and propulsion system monitering. In this
paper, I review the industrial movement that linked in aviation industry and discuss the influence of IT
convergence on thi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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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Fig. 1)[1].
최근 우리나라는 90년대 이래로 공군의 훈련기 사업을
통하여 자체적인 항공기 제작 산업에 진입하여 2011년 현
재 매출액으로 세계 15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하였
다(Table 1). 기체 설계, 엔진 등 분야는 항공 선진국들에 비
하여 아직은 기술의 발전 간격이 크지만 우리나라의 IT기
술 발전에 힘입어 IT관련 항공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2].
항공기에서 IT 기술역량이 많이 융합되어 있는 분야는
항공전자 분야로서 항공 산업 초기에는 통신, 항법 및 엔진
의 기관부 모니터링 등에 부분적으로만 사용되다가 군사
분야에서 항공기 피아식별, 전투 정보 관리, 무장관리, 전자
전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민수용 기술로도 활발히 확
대되고 있다. 민항기 분야에서는 항법고도화, 지형지물회피
등 안전관리와 엔진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한 경비 절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항공기 설계 및 구현 프로그램
인 CATIA 등의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IT관련
기술이 전반적으로 항공 기술에 융합되기 시작하였다[3].
이렇게 항공전자시스템에 IT 기술이 융합됨에 따라서 기
기들의 저전력소모, 소형화, 업무수행 고속화를 달성할 수

론

항공 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및 IT 등의 다양한 기술들
이 융합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것은 항공기
를 설계 제작하여 완성품 비행기를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제조 산업과 인도된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운항, 정비
및 공항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운항 산업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최근의 IT산업의 발전 결과물은 양 분야 모두에서 활발
히 융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항공전자(aviation electronics, avionics) 영역은 첨단 전자기술 및 IT기술의 접목을
통한 항공기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일반적
으로 이용되는 여객기에서는 가격의 30% 이상, 최근에 개
발되는 전투기에서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기술이
되었으며 연관 시장의 매출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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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에어버스사 항공기 제작 조달
비용 2009년.

Table 1. 세계 주요국가의 항공우주산업 매출액별로 본 순위(2011년)
순위

국가

매출액(억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스웨덴
이스라엘
스위스
한국
싱가포르

1,874
502.88
373.8
357.83
226.47
177
176.68
175.83
133.34
92.52
58.03
36.20
34.40
28.84
26.97
15.27

고용(천명)
625
162
101
97
87
501
407
32
35
33
17
13
16
9
10
8

변완일.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2014.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업무 효율증가 및 안정성 제고의 원
동력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IT관련 기술들이
항공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비행 관리
비행 중 기상 악화 혹은 야간에 시야가 제한되는 비정상

적인 상황에서 이착륙 및 저고도 비행을 해야 하는 경우
조종사의 상황인식을 향상시키고 외부 센서를 이용하여 저
고도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 및 기술
에 IT기술들이 많이 융복합되어 있다[4]. 여기에 적용되는
기반 기술로는 최근에 널리 실용화되고 있는 3차원 지형참
조 항법 기술(terrain reference navigation)이 있다. 기본적인 것
은 전파고도계를 이용하여 지면의 절대고도를 얻고 현재
비행기의 예상 고도, 속도 등을 계산하여 지형 데이터베이
스에서 각 변수들을 연산하여 향후 경로에서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비행을 시작함에 따라 초기에 항공기
의 위치를 GPS정보를 이용하여 정하고 비행에 따라서 사용
된 계산 알고리즘에 따라 위치와 고도를 추정하여 수정하
게 된다. 지형 데이터베이스와 고도계의 정확도가 중요하
고 사용되는 위치 추정 알고리즘도 중요하다. 이 기술은 항
공기가 최종 접근할 때 저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 지상의
지형지물과의 충돌을 회피하는데도 유용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나라의 항공법에는 여객용 사업용 항공기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지상 충돌 회피 장비(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GCA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5]. 일반적으로는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기 전
방 예상 비행 궤도 내의 지형에서의 고도정보를 계산하고
비행 중 예상되는 비행 방향 범위내의 지형 데이터와 비교
하여 조종사에게 위험 여부를 계기판 내의 시각 정보 및
음성으로 알려서 경고하고 위험을 회피하게 해준다. 지형
지물 대신 비행 중인 항공기 간의 속도, 고도 및 비행방향을
추산하여 비행기 간의 충돌을 경보해주는 시스템(traffic
collision avoidance system, TCAS)도 널리 보급된 유사한 기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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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정보 구현기술
비행 고도, 속도, 비행경로 등의 비행 정보는 전통적으로
는 기계식 입출력 장치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기계식 장
치는 기계식 구동부의 신뢰성 저하, 정비 수요 증가 및 운용
복잡성 등으로 IT기술을 접목한 개선된 시스템들이 연구되
었다[6].
음성은 보편적인 의사 전달체계로 비행 시에도 가장 자
연스러운 업무 수단이다. 음성을 기기 조작에 직접 활용하
는 경우 비행기기 조작 속도가 기계적인 경우보다 최소한
4~5배는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스마트폰
에서의 음성인식 명령 기능과 타자를 이용한 기계적 입력
방식을 비교해보면 두 차이는 명확해진다. 음성 인식 기술
의 발전에 의하여 본 기술을 항공 업무에 적용하면 조종사
의 업무 효율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어 단기간 업무 집중
량이 많은 군용기 등에서 우선 적용되어 연구되고 있다.
또 다른 것은 정보 투사 기술로서 군용기에서 최근에 활
용되기 시작한 helmet mounted display (HMD)와 항공기 전면
스크린에 투사되는 head up display (HUD)가 있다. HUD는
이미 민항기에서 상용화되어 사용이 늘고 있다.
기계식 개폐 단자를 대체하고자 터치스크린 기술도 항공
전자 패널에 응용되고 있다. 터치 방식은 계기상의 시현 상
황을 동일한 스크린 내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으
므로 항공기 계기 패널을 일목요연하게 간소화 시켜서 정
리할 수 있어서 조종사의 인적요인에 의한 실수도 예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다. 현재 연구되는 터치 방식은
자항막방식, 정전용량방식, 적외선방식, 초음파방식 등이
있다[7]. 이러한 디스플레이 기술은 항공산업에 가장 활발
하게 적용되는 분야로서 이러한 기술을 망라한 것을 디지
털칵핏(digital cockpit)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업무 효율 및
안정성 면에서 예전의 아날로그식 기계식 계기판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 나오는 거
의 모든 항공기는 디지털 칵핏의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3. 항공여행유통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기술 발달의 한 단면인 전자
상거래는 전통적인 유통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것은 항공산업의 유통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항공여행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기폭제가 되었
다. 대표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한 예약 서비스가 이미 일반
화되었고 종이 항공권 발권도 없어지면서 모바일 항공권으
로 대체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여행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항공사 입장에서도 온라인 예약 등
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객입장에서는 여행사를 통한 판매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항공사에서는 고객들의 여행정보 접근성 향상
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좌석 판매 현황을 파악하여 탑승률
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고객과 항공사 모두의 이익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2002년 이전의 전통
적인 여행사를 통한 좌석 예약 비용은 항공권당 15~20%정
도의 비용을 차지하는데 비하여 항공사의 웹사이트를 통한
좌석 예약 시에는 3~5%정도만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한
다[8].
최근에는 메타서치(meta-search)여행사의 등장도 여행유
통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여행사는 항공여행
공급자들과 온라인 소매상들로부터의 다양한 가격비교를
통한 구매가 가능하게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가격요청
(pricing offer)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대표적으로 2005년
도에 카약(www.kayak.com)이 등장하였다. 이후 전 세계적으
로 탐색결과의 수정 및 필터링 기술이 발전되어 고객이 필
요한 상품 조합을 좀더 쉽고 신뢰성 있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메타서치 여행사
들은 급속도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항공여행 유통
이외의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4. 무인 항공기
무인 항공기는 초기에 군사용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
였는데 민간분야에도 관련기술이 파급되어 큰 발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기존의 항공 기술과 기체소재, 비행
제어 및 통신, 각종 센서 기술들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산
업의 예인데 핵심 기술은 IT기반의 관련 융합기술들이다
[9]. 무인 항공기의 IT관련 소요기술은 다양한데 비행체 기
술로는 자동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센서융합기술, 충돌 회
피 기술 등이 있다. 예전에는 임무별로 구분된 프로세서에
서 동작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여러 임무들을 통합하여
구현하는 단일 프로세서에서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들이 개
발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지상
통제 시스템의 구축도 무인 항공기 운영에 필수적인데 무
인기 운용이 늘어나면서 무인기간에 상호운용 안정성을 보
장하기 위하여 표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고 지상운용요원을 위한 인간공학적인 설계
개념도 발전되고 있다. 영상분석에 이용되는 신호정보 수
집 장비나 통신 중계 장비 등 탑재된 임무 센서 장비들의
실시간성 및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 구현을 통한 실시간 영상처리 기술 및 영상 융합
정보 생성기술 등이 연구되어 활용되고 있다. 무인기 간의
데이터 링크 기술도 대용량, 안정성 면에서 개량되고 있으
며 네트워크보안, 다중링크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이 도입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무인 항공기를 통하여 수집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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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도 향후 융합
될 기술이 될 것이다.
５. 항공화물 추적 시스템
우리나라의 인천 국제공항이 세계 공항 1위의 자리를 지
키고 있다고 한다. 이 위상에 필수적인 것이 승객의 항공
화물 처리 능력이다. 해외의 유사한 공항이 이용객수 면에
서는 인천공항보다 많지만 위상면에서 뒤처지는 이유는 화
물 처리 능력이 처지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처럼 연간 1,000
만 건 이상의 항공 수하물을 다루는 데는 고도의 화물 분류
및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화물 인식, 추적 시스템을 관리
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moblie RFID시스템을 이용하여 화물 추적을 위한 통제 관리
시스템에 응용하는 연구도 소개되고 있다[10].

하는 각종 비행 소음들과 기기 작동음 들을 모사하는 소프
트웨어 기술이고 영상시스템은 조종실 외부의 모습을 실감
있게 구현하여 비행훈련의 사실감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이
다. 영상의 구현방식은 비행영역의 지형 데이터를 구축한
후 운동 수식을 계산하여 항공기 위치 및 자세 속도 변수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3차원 영상을 구현한다. 일반적으로
는 일정영역의 고정된 시현범위를 projection beam으로 구현
한다. 여기에서 발전하여 헬멧이나 고글에 이미지를 투사
하여 원하는 영역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가상 현실
(virtual reality:VR),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AR) 등의 기술
도 도입되고 있다. 최근에 하드웨어의 발전에 의하여 디스
플레이의 메모리 병목이 현저히 감소되면서 구현 소프트웨
어의 역량이 현저히 증가되어 보다 실감있는 상황을 구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 항공기 이착륙 시의 충격과 기동
시의 운동변화를 모사하는 시뮬레이터 운동 구동축의 제어
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6. 항공기 정비 부문
항공기 엔진은 항공기 구성품 중에 항공기 가격의 약 1/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고가품인데다가 비행안전에 가장 직
결되어 있는 부품이다. 반면 고온 고압에서의 구동부가 많
은 가장 정교한 부품으로 작동 중 고장 확률도 높아서 정비
수요가 가장 많은 구성품이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항공기
엔진들은 신뢰성과 연료소모율을 향상 시키며 정비 수요를
줄이기 위하여 IT 기술을 대개 접목하였다[11]. 센서 기술
및 고장 판단 알고리즘을 이용한 built in test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은 항공기 부품내의 설치 회로에 의한 자체 진단
이 가능하다. 이것은 외부전원 없이도 엔진을 포함한 항공
기 구성품이나 계통의 기능점검을 수행하고 오작동 및 부
작동 상태를 감지하여 조종사나 정비사에게 실시간으로 알
려준다. 발전된 항공기 실시간 안전진단 시스템은 항공기
엔진, 기체 등 주요 부위의 진동, 강도 등의 물리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태를 판단하여 결과를 비행
중인 조종사와 지상의 정비요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
어서 비행기 착륙 전이라도 이미 지상에서는 정비팀의 즉
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III. 결

론

한계에 다다른 기존 기술에 IT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또 다른 기술 활용 세계를 여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16년 알파고 덕분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이 각광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 IT분야를 넘
어서 사회 전 분야에 화두가 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을
언급할 때 가장 공통적인 인식은 기존 산업에 지대한 영향
을 주는 기술 통합(the far-reaching integration)이며 핵심 요소
로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인
공지능 기술 등이 IT기술에 녹아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
하여 기존 기술계의 판도도 현저히 변화함을 볼 수 있다.
항공분야는 조선이나 자동차 분야보다 IT 기술의 활용 가
능성이 높은 산업분야로서 IT 융합의 방향은 한계에 이른
항공 기술 분야를 현저히 발전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차세대 항공 기술에서도 본론에서 언급된 6가지 분야 외에
다양한 4차 산업 혁명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
에서는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들 중 최근에 소개되는
일부를 살펴보았다.

7. 시뮬레이션 기술
2차 대전 당시 미군 조종사의 대량 교육을 위하여 Link에
의하여 기계식으로 작동되는 시뮬레이터를 연구한 이래 항
공기 실제 운영시의 위험성과 비용 때문에 시뮬레이션 기
술은 항공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되어왔다. 이 기술에
는 대상자에 대한 현실감을 증가 시키는 방안으로 음향 및
시각 구현 기술이 집중적으로 융합되었다[12].
음향데이터베이스 개발은 조종실내에서 조종사가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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