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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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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의 특성(1) 

 최첨단 시스템산업 

기계/전자/통신 등 분야별 최첨단 제품을 체계화하는 시스템 종합산업(SI)의 정점  

    - 항공기 1대에 기계/전자/소재 등 20만여 개 부품 소요 (자동차 2만여 개)  

    - 부품신뢰도는 자동차 대비 100배 이상 요구 
 

 군수/민간기술이 상호간 파급효과(Spin-on, off)가 커 민수경쟁력도 동반강화 

    - 항공기 개발  고속철차 개발(일본)  차량용 GPS, ABS, HUD 등 

     * 일본의 산업별 기술파급효과 (30년간) : 자동차 34조엔, 항공기 103조엔 

 

 Spin-on 

[ 기계 산업 ] 

[ 전기전자 산업 ] 

[ IT 산업 ] 

 Spin-off 

[ 소재/설계 기술 ] 

[ 위성응용/센서응용 기술 ] 

[ 전자제어/자동화 기술 ] 

항공과 타 산업의 융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특히, IT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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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의 특성(2) 

 高부가가치 산업 

기초 원자재 투입 비중이 낮아 부가가치가 크게 발생하는 산업 

 T-50 1대가 그랜저 1,000대 수출 효과 (T-50 388만원/kg, 그랜저 1.96만원/kg) 

• F-22의 경우 (2,500만원/kg) 금값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 

전통산업과는 달리, 연구개발이 산업활동의 중심이며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 

고급기술인력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미래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집약적 특성상 석/박사급 고급 인력 필요 

 국내 항공산업 종사 인력 중 연구개발/기술직 비중이 41%에 달함 

 조립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 

 

 

 

 

 
생산직 
(42%) 

기술직 
(15%) 

연구개발 
2,148명 
(26%) 

관리/마케팅 
(17%) 

2008년 
8,337명 

[ 국내 항공산업 종사인력 ] 

최근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적 융합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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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공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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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IT 융합 산업 

  IT의 Sensing, Networking, Computing, Actuating 기술이  

    부품 또는 모듈로서 내재화(Embedded) 되어 타 산업의 제품∙서비스 및  

    공정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 

IT 융합이란 ? 

IT융합 산업은 신시장, 新성장 동력으로 부상하여 비중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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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IT 융합산업 현황 및 전망(2012) 

 항공 IT 융합 세계시장은 ‘12년 845억불에서 연평균 30% 성장하여  

   ‘17년 3,139억불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며,  

 국내시장은 ‘12년 46억불에서 연평균 37%로 성장하여 ‘17년 221억불 규모 성장 

항공 IT 융합은 지경부 5대 주력 IT 융합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5대 분야 중에서 가장 큰 잠재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 

* 출처 : 2013~2017 산업융합원천 R&D전략 발표 (주력산업 IT융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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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IT 융합 구성 

  항공과 IT 기술이 융합된 기술 및 제품/서비스를 총 망라 

① 컴퓨터(HW/SW), 통신, 네트워킹 등을 관장하는 항공전자 분야 

②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비행을 위한 비행제어 분야 

③ 전략임무의 계획수립과 시뮬레이션, 다수 비행체의 지상/관제 분야 

④ 통신, 센서, SW 기술의 융합을 통한 무인 비행 분야를 포함 

[ 항공전자 ] [ 비행제어 ] [ 지상/관제 ] [ 무인비행 ] 

항공 IT 융합 

항공IT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IT 기업 육성 및 항공 IT 융합 신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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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IT 융합 기술발전 및 미래전망 

 

 

 

 

 

 

유/무인 기반 기술 실용화를 위한 기술 
유/무인 항행을 위한 

차세대 기술 

2013 ~ 2014 

• 소형기 개발   

• 복수 무인기 통제 기술 

• 진보된 비행제어 기술 

•  조종석 Glass Cockpit 

•  가상/증강 현실 기술 

2015 ~ 2016 

• 민수헬기 개발   

• 무인기 상호 운용성 기술 

• 항공 센서 통합 기술 

• 조종사 융합 정보 시현 

• 통합 모듈 시스템 구현 기술 

2017 ~ 

• 중형항공기 개발 

• 감지 회피 기술 

• 조종석 터치/음성인식기술 

• 미래혁신항공기 기술개발 

 

Sense & Avoid 
상호 운용성 시험 복수 무인기 통제 진보된 비행제어 

Glass Cockpit 가상/증강현실 융합 정보시현 

센서통합 

통합모듈시스템 

Ground Moving

Target Indictor

Ground Moving

Target Indictor

Distributed Aperture SystemDistributed Aperture SystemDistributed Aperture System

Electro-Optical

Targeting System

ElectroElectro--OpticalOptical

Targeting SystemTargeting System

Synthetic Aperture RadarSynthetic Aperture Radar 31830 343331

-5

Sensor Fused

Information Displayed

To Pilot 

Sensor FusedSensor Fused

Information DisplayedInformation Displayed

To Pilot To Pilot 

31830 343331 31830 343331

-5

Sensor Fused

Information Displayed

To Pilot 

Sensor FusedSensor Fused

Information DisplayedInformation Displayed

To Pilot To Pilot 

터치/음성인식 

중형항공기TC 

스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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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IT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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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IT SW 특성 

 항공기 기능 구현율 

60년대 F-4 : 8% 

90년대 F-16 : 65% 

00년대 F-22 : 80% 이상 

 

 

  

20 

15 

1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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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E F-15A F/A-18A 
F/A-18 
C/D 

F-15 
E 

C-17 

F/A-18 
E/F 

F-22 

JSF 

백만 Lines SW 크기  
100 

75 

50 

25 

0 
1930 1970 1980 1990 2000 

F-4E 

F-16 

F-22 

% 항공전자 기능 점유율  

8% 

65% 

80% 

 항공기 가격 점유율 

60년대 F-4 : 10% 이내 

00년대 JSF : 40% 이상 

 

 

 항공기 운영유지비 

70년대 : 개발비의 2/3 

90년대 : 개발비의 9배 

Real-time embedded systems 사용 증가 

지난 20년 동안 프로세스 속도 및 메모리 1000배 증가 

Commercial processors 사용 증가 

항공 IT SW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新성장 동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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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IT SW 구성 

1. Operating System (OS) : 상용, 검증된 SW 사용 (VxWorks, RT Linux 등) 

2. Firmware : HW Board 제작 업체 작성 

3.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 : Application SW와 HW 및 OS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HW 제작업체 작성 

4. Application Software : 실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SW  

OFP(Operational Flight Program: 비행 운영 프로그램) 

• 항공전자 체계업체에서 개발 

Hardware 

(1) Operating 
System 

(3)API 

(2)Firmware 

(4) Application Software (O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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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IT SW 특징 

고속/실시간 처리가 요구는 임베디드 SW 

입력에 대한 즉각적이고 확실한 응답 요구 

특정 환경이 요구되는 Embedded 시스템 

전자,기계,항공,수학, 물리 분야를 망라하는 대규모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 

엔진제어 

비행제어 

임무컴퓨터 

피아식별 

무장제어 

MMI 
항법 

데이터 전송 

(MUX1553) 

응답속도 5~20msec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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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추세 

HW  SW로 기능전환 및 비중 확대  

경량화, 소형화 

높은 집적도의 모듈화 

 성능 최적화 

데이터 공유 증가,  전송 대기시간 단축 및 속도 향상, 향상된 유저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성능향상 

 와이어 증량 감소 

  

 

  
  

   

 

 
  

 

   

 

 
  

 

 
  

 

 

Current Technologies Modular Avionics 

1 function = multiple boxes 

Integrated 

Modular 

Avionics 

multiple functions = 1 box 

1 box  = and multiple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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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IT SW 개발 프로세스 

검토회의 

활동 

절차 

문서 

PCA 

FCA 

소프트웨어 

요구도 검토 

소프트웨어 

설계검토 코드 검토 
시험 절차서 

검토 

시험보고서 

검토 

SSS/FPS/ICD 

요구규격서 

인터페이스 

SW요구도  

설계 

모듈코딩/시험 

SW 시험 

SW통합시험 
(CSCI) 

시스템 통합시험 

지상/비행시험 

STPr 
STR 

STPr 
STR 

STPr 
STR 

STPr 
Code 

Code 
STPr 

SDD SRS 

시스템설계문서 
시스템시험절차서  

소프트웨어 

요구도 
소프트웨어 설계 코드 버전 설명서 

시스템 결과 
보고서 

시스템 설계 

시험절차서 

CDR PDR TRR 

기능분담 

16 



항공IT SW 개발 환경 

Target 환경 

컴파일러 

링커 

설계 및 문서작성 도구 

개발 장비(Workstation) 

Frame-Maker Rapsody 

DOORS RTM 

Source Code 

Tornado Target 

Server 

자동 코드 생성기  

Compiler & 
 Linker 

Object 
Code Debugger 

Tornserv 

형상관리 도구 

CCR DCR MCR 

BSP 

VxWorks 

OFP 

Power PC Chip 

요구도 추적 도구 

개발도구 시험환경 

SCR 

SPAR System PVCS 

코딩/Test Tool 

Desktop 시험환경   

비행운용 프로그램(OFP) 특성에 맞는 일관된 개발환경/시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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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IT SW 인증 

특정 항공 소프트웨어가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  
 

항공 SW의 인증 표준이 필요! 

  DO-178B (미 FAA,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인증 표준) 

   항공SW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만족하기 위한 지침. 
 

   미국의 RTCA와 유럽의 EUROCAE에 의해 표준 인증 체계로 1992년 발표 및 권고되었으며, 

미 항공국(FAA) 및 각국 정부에 의해 "Software considerations in Airborne Systems and 

Equipment Certification (항공기 및 항공 장비 인증시 소프트웨어 고려사항)”으로 승인된 표

준 인증 체계임. 

 

 ※ 유럽에서는  

    EUROCAE ED-12B (RTCA DO-178B와  

동일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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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IT SW 표준 

 

 

19 



4. 항공IT SW 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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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구현 (LVC)  1 

전투지휘훈련 
(Constructive Simulation) 

모의장비훈련 
(Virtual ) 

실 기동 훈련 

(Live) 

HLA / RTI 

합성전장환경 모의 

(LVC)  

훈련효과 강화 

 Simulator(T-50 GBTS) 

 임무/훈련 효과분석 및 적용 

 합성전장 공중전투훈련체계 연동 

개별 객체 훈련 

 항공기(ET;In-Flight Training) 

 IFT기능 Upgrade 

 비행안정 시스템 융합 

 

*HLA(High Level Architecture, 시뮬레이션 연동규격) 
*RTI(Run-Time Infrastructure, 시뮬레이션 실행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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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체계 기술 

  개요 

–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항전장비 및 센서 데이터를 통합 구성하고 대용량 고속직렬
버스로 연동하는 IMA (Integrated Modular Avionics) 체계기술임 
 

  요소기술 

–  IMA기반의 컴퓨터 설계기술 

–  IMA 기반의 최적화 운영체제 SW 설계기술 

–  대용량 고속 직렬버스 설계기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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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영상합성기술 

  개요 

– EO, IR, Radar, Data link, Digital map 등 각종센서로부터 오는 표적정보의 실시간 
영상합성을 통하여 전장인식 및 다표적 탐지, 추적, 식별, 획득능력 향상  

  요소기술 

– 실시간 영상합성 및 인식기술 

– 대용량 이미지 처리기술 

– 영상합성 시뮬레이션 기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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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음성인식 

 개요 

– 터치 스크린 : 조종사가 손가락 터치를 통하여 모니터를 컨트롤 하는 기술  

– 음성인식 :  사람에 의해 발성된 음성신호를 분석하여,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 

 

 요소기술 (모바일 기술) 

–  음성명령 인식기술 

–  터치 스크린 구현기술 

–  통합 설계기술 

 

4 

 모바일 IT기술을 항공 분야에 접목하여 고성능 소형화/집적화 제품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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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Cockpit 

• Analog  Digital 

• 화면 대형화 

• 터치 스크린 

• 음성인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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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표준 중요성 대두 

– 융합을 위한 Modular Approach (IMA) 

– Module의 통합 증가 

– 융합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의 다양성과 복잡성 

 융합제품의 성공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결정 

 IT융합 산업의 주도는 인터페이스 표준을 정하고 책임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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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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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 “항공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