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기술동향(제9호)
2018. 11. 29.(목)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박예지

□ (국제회의) ICAO 이사회 글로벌 및 지역 우주기상센터 지정
○ ICAO 이사회는 제215차 회의에서 항행위원회의 우주기상정보 업무 수립 제안에
따라 글로벌 우주기상센터(3소)와 지역 우주기상센터(2소)를 지명함
- (글로벌 우주기상센터) ACFJ 컨소시엄*, PECASUS 컨소시엄**, 미국 지정
* ACFJ :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 PECASUS :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핀란드,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 (지역 우주기상센터) 중국/러시아, 남아프리카를 지정(’22.11. 설립 예정)
- 2022년에 글로벌 및 지역 우주기상센터의 운영을 재검토하고 2027년까지 글로벌
및 지역 우주기상정보 서비스 센터의 최적수를 재평가하기로 합의
※ 출처 : ICAO 이사회 제215차 회의 자료, C-WP/14800(2018.10.10.)

□ (보도) 남북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
○ 남북은 11월 16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항공 실무회의’를 열었으며,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측에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제안함.
이에, 우리 측은 추후 항공당국 간 회담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답변하였으며,
향후 남북은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출처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에어진 제2959호 (2018.11.19.)

□ (보도) 한국공항공사, 글로벌 항공정보종합관리망 전용시험장 연내 구축
○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와 ‘글로벌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IM*)’ 기반 기술
확보로 전용시험장 구축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한중일 국제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림
* SWIM: System Wide Information Management

- 항공정보, 항공기상정보, 비행계획 및 실시간 항적자료 등 항공정보 통합
- ICAO 미래항공교통시스템전환계획(ASBU) 및 정부의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NARAE) 일환으로 추진
※ 출처 : 한국공항공사 보도자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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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O 이사회 글로벌 및 지역 우주기상센터 지정
※ 출처 : ICAO 이사회 제215차 회의 자료 C-WP/14800 (2018.10.10.)

○ 추진 현황(배경)
- 기상분과회의(MET/14)는 세계기상기구(WMO)와 협력하여 ICAO의 우주기상
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과 글로벌 및 지역 우주기상센터 지정 기준 및 최적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발할 것을 권고(’14.7.7. ~ 18., MET/14)
- ICAO 이사회는 제213차 세션 회의에서 부속서3에 대한 78차 개정안의 일부로
우주기상정보 업무를 표준 및 권고사항으로 채택함(’18.3.7.)
· 고주파(HF) 무선통신, 위성 통신, GNSS 기반 항행 및 감시, 방사선 피폭
- 제3차 기상패널회의(METP/3)는 후보지에 대한 현장 평가 및 감사 결과에 대한
WMO 최종보고서 승인(’18.4.26. ~ 27., METP/3)
○ 토의 내용
- 글로벌 및 지역 우주기상센터 지정을 위한 각 후보지에 대한 WMO 감사 결과,
사후 감사, 추가 선택 기준(운영 경험, 기반시설 등), 추가 고려사항(전문가 조언, 협력
등) 결과를 보고함

- (비용 회수) 우주기상정보 서비스는 처음 3년 동안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3년 후에는 사용자 커뮤니티로부터 비용이 회수될 예정임
· 위원회는 우주기상정보 제공자에 비용 결정, 할당 및 회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커뮤니티와 조기에 협조할 것을 권고
○ 결론
- 위원회는 글로벌 우주기상정보 서비스를 적시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기술적 검토 범위 밖인 비용 효율성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비용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가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언급함
- 위원회는 후보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센터의 지정수를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하고, 2027년까지 글로벌 및 지역 우주기상
센터의 최적수를 재평가해야한다고 동의함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권고
- 글로벌 센터(ACFJ, PECASUS, 미국)는 표준 및 권고사항 적용날짜(’18.11.8.)를
고려하여 우주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구현하여야 함
- 중국/러시아와 남아프리카는 2022년 11월까지 지역 센터를 설립하여야 함
- 2022년에 글로벌 및 지역 센터의 이행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2027년까지
글로벌 및 지역 우주기상센터의 최적수를 재평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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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문제 지속적으로 협의

※ 출처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에어진 제2959호(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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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 글로벌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IM) 전용시험장 연내 구축

※ 출처 : 한국공항공사 보도자료(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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