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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비행장 관제탑

하늘이 아무리 넓다지만 수많은 항공기가 날아다니면 

항공기끼리 충돌할 위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

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제사가 첨단 레이더를 이용해 

모든 항공기를 24시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공중충

돌은 사전에 철저히 예방되고 있습니다. 민간여객기의 경우는 

여기에 공중충돌 경고장치

(ACAS; Airborne Col-

lision Avoidance Sys-

tem)까지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간의 충돌 가

능성은 거의 없답니다.

Question 27

항공기간의 충돌을 미리 
경고해 주는 장치가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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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간의 충돌을 미리 경고해 주는 

장치가 있다던데…

이크!!
너무 가까이

왔네

근접 항공기 정보 알려주는 ACAS

ACAS는 두 대의 항공기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

하기 전에 충분히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장치입

니다. 이 장치는 상대방 항공기의 비행정보와 충돌 예상 시 조

치해야 할 사항을 음성 메시지로 알려주지요. 급박한 상황에

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의 항공기가 서로 가까이 다가

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조종사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장치

이며, 20인승 이상의 민간 여객기에는 반드시 장착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모든 군용기는 이륙 시부

터 착륙 시까지 항상 지상

에 있는 관제사의 레이더 

감시와 무선 통제를 받기 

때문에 민항기와 충돌할 

염려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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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항적조언 구역

35~34초전 회피정보 구역

20~30초전

충돌위험 구역

ACAS 경보는 안전을 위한 예보

실제로, 항상 정해진 공간에서 훈련해야 하는 군용기와 

일정한 항공로를 따라 비행하는 민간여객기는 서로 조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군용기가 훈련을 위해 공

역으로 이동하면서 항공로를 통과할 때, 멀리서도 ACAS 장비

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투기가 항공로 인근 공역에서 

비행훈련을 하다가 인근 항공로로 지나가는 민간 여객기 쪽으

로 기수를 돌릴 경우, 훈련 공역을 벗어나지 않았더라도 ACAS 

장비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용기는 이륙 시부터 착륙 시까지 항상 지상에 

있는 관제사의 레이더 감시 속에 지속적인 교신을 유지하며 무

선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경고음이 울리면서 

충돌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장면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는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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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간의 충돌을 미리 경고해 주는 

장치가 있다던데…

레이더 관제실

한편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 주

변에서 ACAS 장비가 작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제사가 정밀레이더로 항공기를 유도하며 비행정보를 조종사

에게 미리 제공하기 때문에 두 대의 항공기가 근접한 상태에서 

아찔한 비행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첨단 장비를 이

용하여 항공기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통제하고 있으므로 항공

기 충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