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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open sky policy and liberal air service, low-cost carriers have dramatically expanded 

their influence in the world. Korean LCCs have also made great effort to be survived under 

fierce competition and rapid growth. Under the highly competitive market, air transportation 

service has a very limited way to differentiate itself without price competition. Thus, it is 

required to minimize the operation cost. Since aircraft fuel causes approximately 25% of the 

entire operation cost, airlines should put an effort to minimize the cost from fuel consumption.

There are a variety of ways to reduce fuel consumption. But at the same time, it is very 

important to reduce aircraft weight itself. In fact, by loading fuel, the aircraft total gross weight

increases significantly. This ‘loading fuel’ is calculated based on aviation regulation. But at the 

same time, extra fuel is also loaded as a part of loading fuel. Most airlines allow their airmen to

load fuel additionally. It is called ‘discretionary fuel.’ This fuel has been loaded based on flight

dispatcher’s decision or Captaion. However, with short of reference and guideline, dispatchers

tend to decide it by taking advice from their senior or their experience. Under the same 

situation, it causes different fuel calculation depending on dispatche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duce unnecessary fuel on the premise of safety.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re

is a 61.7% chance of loading discretionary fuel after dispatcher checks negative destination 

airport weather. As a result of study, It shows the average fuel consumption based on the safety

index provided by EASA and the FAA and the result will be 715kg. Whereas the dispatcher 

mainly relies on their subjective perspective, this analysis result is based on records and 

specific criteria. Thus, by using the analysis result, airlines will be able to expect to reduce fuel 

consump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more detailed fleets, data and records from 

other ai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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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에 따라 항공사들은 급성장과 동시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사의 생산품인 운송서비스는 차별화가

어려워서 가격 경쟁으로 승부를 낼 수밖에 없고 저가 전략이 가능하려면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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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수적이다. 항공사는 운영비용 중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기 연료비용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연료 소모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중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운항을 위한 연

료로는 운항을 위해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법정연료(legal fuel)와 항공사의 정책 및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에 의해 탑

재하는 추가연료(extra fuel)가 있다. 추가연료 중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에 의해 탑재되는 재량연료(discretionary 

fuel)는 그 양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개인의 경험, 선배들의 조언 등을 통해 같은 상황에서도 각기 다른 판단

에 의해 재량연료를 탑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을 전제로 하여 불필요하게 실렸던 재량연료량을 

일정 부분까지 낮추고자 국내 LCC 항공사 중 하나인 A 항공사의 2017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대구공항 발 일

본 3개 노선(후쿠오카, 간사이, 나리타)을 대상으로 첫째, 재량연료량 결정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를 알아보고자 

선행연구 및 국내 운항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연방 항공청), EASA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유럽항공 안전기구)에서 제시한 안전지표(발

생확률, Failure Condition)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재량연료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 운

항관리사는 재량연료 탑재 시 목적지 기상정보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 항공사의 재량연

료량과 목적지 기상예보(Terminal Aerodrome Forecasts, TAF)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R2 adjusted 값은 61.7%로 

나타났다. 둘째,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연방 항공청), EASA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유럽항공 안전기구)에서 제시한 발생확률 중 운항에 10-3 확률(승객의 부상은 없으나 조종사의 

work load 증가)을 채택하여 재량연료량을 계산한 결과 합리적인 재량연료량은 715kg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

로 합리적인 재량연료 참조값(715kg)을 제시함에 따라 운항관리사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분석값을 기준으

로 재량연료를 탑재한다면 연료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양한 항공사의 데이터와 기종, 노선

의 세부화 등을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어: 연료비용, 추가연료, 운항관리사, discretionary fuel, contingency fuel, 대수정규분포

서론

세계 항공운송산업은 자유화와 개방화가 시작된 이후로 전 세계 항공사간의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2000년 중반 저비용항공사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또한 비약적인 발전과 동시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

다. 항공사들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운영비용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연료비용은 항공사 전

체 운영비용 중 평균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19부터 32%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Figure 1, 2 참조).

Figure 1. Fuel costs of airlines worldwide from 2011 to 2019

source: https://www.statista.com.

Figure 2. Jet fuel & Crude oil price

source: https://www.ia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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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공사들은 이 연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신 기종 도입, 최소한의 기내물품 탑재, 고효율 엔진으로 

교체, 지상에서의 연료 소모 최소화, 동체 페인트를 벗겨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연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항을 위한 계획연료와 실제 사용연료의 오차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운항을 

위한 연료는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법정연료(legal fuel)와 항공사의 정책(Company Compensation Fuel, CCF), 조

종사와 운항관리사에 의해 탑재하는 재량연료(discretionary fuel), 출발지의 연료가격이 목적지 보다 저렴할 때 연

료를 더 탑재하는 Tankering fuel 등의 추가연료(extra fuel)가 있다. 추가연료 중에서 재량연료에 대한 탑재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 법, 매뉴얼, 가이드라인이 없어 개인의 경험, 선임자의 조언 등을 통해 연료량을 결정하고 있다.

국내 LCC A 항공사의 대구공항발 일본 3개 노선(후쿠오카, 간사이, 나리타) 1,736편의 비행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재량연료 탑재량은 874kg이었고 96.7% (1,680편)는 법정연료로 운항하였으며 3.3% (56편)만이 재량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재량연료 탑재로 인한 항공기 중량 증가로 추가적인 연료 소모를 발생

시킨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LCC 항공사 중 하나인 A 항공사(전 기종 Beoing 737-800)의 2017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대

구공항 발 일본 3개 노선(후쿠오카, 간사이, 나리타)을 대상으로 첫째, 운항관리사가 재량연료량 결정 시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 참고 및 국내 운항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FAA 및 EASA에서 제시한 Safety Analysis and Assessment의 발생확률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재량연료량을 

분석 후 이에 따른 노선별 연료 절감 예측비용을 정량적으로 나타내었다.

선행연구

Trujillo(1996)는 조종사와 운항관리사가 재량연료 탑재 시 고려요소들을 알아보고자 조종사와 운항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8%가 기상을 고려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Gregor(2015)는 항공기 연료관리를 

위해 다양한 요소(기상, 항공교통 흐름, 항로 거리 등)들을 포함한 모델 개발을 통하여 Final reserve fuel과 Fuel 

starvation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Yoo(2014)는 목적지 공항의 기상예보(시정, 일기현상 중 강

수, 안개, 뇌우)에 따른 재량연료 탑재 사유의 타당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계획보다 연료가 부족했던 운항편들의 

경우 재량연료 사용량과 악기상과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음을 분석하였다. Ryerson et al.(2015)는 

조종사와 운항관리사가 만약을 대비하여 사용하지 않는 과도한 연료를 탑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항공기 중량

을 증가시켜 불필요한 연료를 더 사용하고 있고 이를 1갤런 당 3.2달러로 환산할 경우 1년에 223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Yoo et al.(2017)는 인천 방콕 노선을 운항한 B777 항공기들의 연료 소모 및 탑재 자료

에 대하여 정량적인 접근을 통해 충분한 안전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료 탑재량을 어느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연료 탑재량 감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료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

소 효과를 무게 인자와 연비손실 계산 방법을 적용해 산출하였다. Chang(2018)은 몬테카를로 분석을 통해 최적화

된 모델을 수립하여 재량연료의 적정량을 제시함으로써 조종사 및 운항관리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

다. Kang et al.(2018) 또한 연료탑재를 하고 있는 운항관리사들이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

료량 이상을 탑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미국의 주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료량(reserve fuel 제

외)을 싣고 다님에 따른 추가적인 연료 사용 즉, CTC (Cost To Carry)를 계산한 결과 2013년 기준 930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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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1. 항공기�연료의�정의

운항을 위한 항공기 연료의 정의는 MOLIT(2017)에 따라 Table 1과 같다.

Table 1. Aircraft fuel segments

Description Remark

Taxi fuel The taxi fuel is the fuel used prior to takeoff and will normally include pre-start 
APU consumption, engine start and taxi fuel.

Legal fuel

Trip fuel The trip fuel is the required fuel quantity from brake release on takeoff at the 
departure aerodrome to the landing touchdown at the destination aerodrome.

Contingency fuel It is the fuel to prepare for an unforseen factor. It is the fuel quantity of 5% of the 
planned fuel needed for flight. However, in any case, it must not be less than the 
fuel quantity needed for flying in the 450m (1,500ft) high sky of the destination 
airport in the standard waiting state at the holding speed for 5minutes.

Alternate fuel Alternate fuel is the amount of fuel required from the missed approach point at the 
destination aerodrome until landing at the alternate aerodrome.

Final reserve fuel The fuel needed for holding for 30minutes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waiting in 
the 1,500feet high sky at the corresponding airport with the aircraft weight expected 
during the landing at the alternate airport.

Additional fuel Additional fuel is fuel which is added to comply with a specific regulatory or 
company requirement.

Discretionary fuel Fuel added at the discretion of the captain and/or the dispatcher. Company fuel

Rampout fuel Legal fuel+Company fuel

FOD (Fuel On Destination)란 목적지 공항 착륙 시 Rampout fuel에서 Taxi fuel, Trip fuel을 사용하였을 때의 

예상 연료량을 말한다(Equation 1 참조). 일반적으로 운항관리사는 비정상 상황 시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 착륙할 

때의 예상 연료를 FOD와 비교하여 회항 등을 결정한다.

    (1)

일반적으로 항공기 연료 사용 순서는 Rampout fuel에서 Taxi fuel, Trip fuel, Contingency fuel, Discretionary 

fuel을 사용한다.

2. 기상예보(TAF)의�정의

Aviation Meteorological Office(2015)에서 TAF (Terminal Aerodrome Forecasts)는 일정기간(보통 6시간에서 

30시간) 동안 공항에서 예상되는 우세한 기상현상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부호를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을 말하

며 국제공항 기준 일 4회(05, 11, 17, 23 UTC) 발표한다. 다만 항공기 운항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 

예보의 발표시각 및 유효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항 예보는 WMO No 306 Manual on Codes, FM 51-XII TAF 

ICAO ANNEX3, Appendix 5, Table A5-1 형식에 의해 발표하며,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국내 ‧ 외로 교환한다.

TAF의 구성요소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와 같이 Wind, Visibility, Ceiling을 제외한 요소들을 일기 현상(present weather)이라고 부르며 

Precipitation (RA, DZ, SN, GS)은 Table 3과 같이 강도(intensive)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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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AF explanation of terminology

Variable Description

Wind The wind group includes forecast surface winds
The surface wind is the expected wind direction and speed

Visibility The expected prevailing visibility is forecast in km

Ceiling A measurement of the height of the base of the lowest clouds that cover more than half of the sky 
relative to the ground

FG Fog (visibility 5/8 statute mile or less)
BR Mist (foggy conditions with visibilities greater than 5/8 statute mile)

HZ Haze

SH Showers 
TS Thunderstorm 

RA Rain

DZ Drizzle
SN Snow

GS Hail

Table 3. TAF explanation of intensity

Intensive Description
Light -

Moderate No remark

Heavy +

3. Safety Analysis and Assessment의�정의

FAA의 Advisory Circular 23(2019)와 EASA의 CS-25(2012)에서는 발생확률에 따른 심각도를 Table 4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조종사는 비행 중 지속적으로 남은 연료량(remaining fuel)을 체크하고 연료 부족 시 즉시 주변 공항

으로 회항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조종사

의 업무량(work load)만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Table 5에서와 같이 심각도 Minor에 따른 발생확률 

10-3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재량연료량을 분석하였다.

Table 4. Failure condition classifications

Variable Description
No safety effect Failure conditions that would have no effect on safety; for example, failure conditions that would 

not affect the operational capability of the aeroplane or increase crew workload.
Minor Failure conditions which would not significantly reduce aeroplane safety, and which involve crew 

actions that are well within their capabilities. Minor failure conditions may include, for example, a 
slight reduction in safety margins or functional capabilities, a slight increase in crew workload, such 
as routine flight plan changes, or some physical discomfort to passengers or cabin crew.

Major Failure conditions which would reduce the capability of the aeroplane or the ability of the crew to 
cope with adverse operating conditions to the extent that there would be, for example, a significant 
reduction in safety margins or functional capabilities,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w workload or in 
conditions impairing crew efficiency, or discomfort to the flight crew, or physical distress to 
passengers or cabin crew, possibly including injuries.

Hazardous Failure conditions, which would reduce the capability of the aeroplane or the ability of the crew to 
cope with adverse operating, conditions to the extent that there would be:
(i) A large reduction in safety margins or functional capabilities;
(ii) Physical distress or excessive workload such that the flight crew cannot be relied upon to 

perform their tasks accurately or completely; or
(iii) Serious or fatal injury to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the occupants other than the flight crew.

Catastrophic Failure conditions, which would result in multiple fatalities, usually with the loss of the aero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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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ationship between probability and severity of failure condition

Effect on 
aeroplane

No effect on 
operational 

capabilities or 
safety

Slight reduction 
in functional 
capabilities or 
safety margins

Significant reduction 
in functional 
capabilities or 
safety margins

Large reduction 
in functional 
capabilities or 
safety margins

Normally with 
hull loss

Effect on 
occupants 
excluding flight 
crew

Inconvenience Physical discomfort Physical distress, 
possibly including 
injuries

Serious or fatal 
injury to a small 
number of 
passengers or 
cabin crew

Multiple fatalities

Effect on flight 
crew

No effect on 
flight crew

Slight increase in 
workload

Physical discomfort 
or a significant 
increase in workload

Physical distress or 
excessive workload 
impairs ability to 
perform tasks

Fatalities or 
incapacitation

Allowable 
quantitative 
probability: 
average probability 
per flight hour on 
the order of:

No probability 
requirement

Failure conditions 
per flight hour 
must be less than 
10-3

Failure conditions 
per flight hour must 
be less than 10-5

Failure conditions 
per flight hour 
must be less than 
10-7

Failure conditions 
per flight hour 
must be less than 
10-9

Classification of 
failure conditions

No safety effect Minor Major Hazardous Catastrophic

연구방법론

1. 기상예보와�재량연료량과의�다중회귀분석

국내 FSC 1곳, LCC 2곳의 운항관리사 19명(FSC 6명, LCC 13명)을 대상으로 재량연료 탑재 시 고려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항로 및 목적지 기상 63.2%, 공항 및 항로 혼잡 21.1%, 조종사 요청 10.5%, 기타 5.3% 순으로 나타

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량연료 탑재량과 항로 및 목적지 공항 TAF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모

든 편의 항로기상 자료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목적지 공항 TAF를 이용하여 Table 6과 같이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들을 정의하였다.

Table 6. Variable data description

Variable Label Remark
The amount of fuel loaded in the flight planning stage Discretionary_fuel Dependent variable

Wind strength forecast at the destination airport Wind_strength Independent variable

Visibility forecast at the destination airport Visibility Independent variable
Ceiling forecast at the destination airport Ceiling Independent variable

Fog/Mist forecast at the destination airport Fog Independent variable

Shower forecast at the destination airport Shower Independent variable
Thunder storm forecast at the destination airport Thunder_storm Independent variable

Intensity of rain (light) forecast at the destination airport Rain_light Independent variable

Intensity of rain (moderate) forecast at the destination airport Rain_moderate Independent variable
Intensity of rain (heavy) forecast at the destination airport Rain_heavy Independent variable

Intensity of snow (light) forecast at the destination airport Snow_light Independent variable

Intensity of snow (moderate) forecast at the destination airport Snow_moderate Independent variable
Intensity of snow (heavy) forecast at the destination airport Snow_heavy Independent variable

Intensity of hail (light) forecast at the destination airport Hail_light Independent variable

Intensity of rain (moderate) forecast at the destination airport Hail_moderate Independent variable
Intensity of rain (heavy) forecast at the destination airport Hail_heavy Independ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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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별 재량연료 탑재량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A항공사(전 기종 Boeing 737-800)의 대구공항발 

1,736편(후쿠오카공항 537편, 간사이공항 도착 706편, 나리타공항 493편)의 운항데이터를 사용하였다. 1,736편의 

평균 재량연료 탑재량은 874kg이었고 범위는 300kg부터 4,000kg까지 탑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540kg이었다.

목적지 공항 TAF에 따른 재량연료 탑재량과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R2 Adjust R2 Durbin-Watson F
0.620 0.617 1.993 187.069***

t-statistic Prob VIF

Wind_strength 20.028 .000 1.222
Visibility -3.678 .000 5.752

Ceiling -2.475 .013 1.953

Fog .254 .800 4.785
Shower 2.736 .006 2.325

Thunder_storm 2.295 .022 1.540

Rain_light 12.700 .000 2.113
Rain_moderate 11.614 .000 2.527

Rain_heavy 6.259 .000 1.506

Snow_light 1.088 .277 1.063
Snow_moderate 10.766 .000 1.123

Snow_heavy 11.131 .000 1.154

Hail_light .077 .939 1.085
Hail_moderate .306 .759 1.110

Hail_heavy 5.740 .000 1.092

note: ***Indicates significance at a 1% level.

다중회귀분석 결과(Table 7) R2 값은 62.0%, R2 adjusted는 61.7%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FOG, Snow_light, 

Hail_light, Hail_moderate는 P값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제거 후 분석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Analyzing results after removing variables

R2 Adjust R2 Durbin-Watson F
0.620 0.617 1.998 255.383***

t-statistic Prob VIF
Wind_strength 20.276 .000 1.200
Visibility -5.461 .000 3.074

Ceiling -2.422 .016 1.945

Shower 2.659 .008 2.305
Thunder_storm 2.329 .020 1.381

Rain_light 12.712 .000 2.086

Rain_moderate 12.146 .000 2.287
Rain_heavy 6.269 .000 1.457

Snow_moderate 10.894 .000 1.101

Snow_heavy 11.127 .000 1.150
Hail_heavy 5.730 .000 1.089

note: ***Indicates significance at a 1% level.

P값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변수들을 제거한 다중회귀분석 결과(Table 8) R2 값은 62.0%, R2 adjusted는 61.7%로 

나타났다. Table 8과 같이 바람의 세기가 강하고 일기현상(present weather)이 있을 때 재량연료 탑재량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정과 운고가 높을수록 재량연료 탑재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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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인�재량연료�탑재량�분석

총 1,736편 중 56편이 법정연료(trip fuel, contingency fuel) 사용 후 재량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범

위는 1kg에서 750kg이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재량연료 탑재량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검증하였

다. 선행연구 Yoo et al.(2017)에서는 재량연료 탑재량을 계산함에 있어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발생 확률(10-3, 10-5, 

10-7, 10-9)에 따른 탑재량을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재량연료 탑재량 데이터(n=56)를 가지고 분포 모형

을 추정 후 발생 확률(10-3, 10-5, 10-7, 10-9)에 해당하는 재량연료 탑재량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표본 데이

터 n=56을 가지고 분포 모형을 분석한 결과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수 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모형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적합도 검증을 통해 실제 데이터가 대수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검증하였

다. 셋째, 검증 결과 대수 정규분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동 분포를 이용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10-3, 10-5, 10-7, 10-9에 해당하는 재량연료 탑재량을 도출하였다.

1) 대수정규분포�모형의�적합도�검증

(1) 대수정규분포 확률밀도함수

Figure 3에서 볼 때 정적편포(positive skew)되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정규분포 보다는 대수정규분포

의 형태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확률변수 에 대한 대수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식(Hossack et 

al., 1999)은 Equation 2와 같다.



 











ln


    (2)

Equation 2의 평균은 Equation 3, 분산은 Equation 4와 같다.

평균 








 (3)

분산 
 



 (4)

Figure 3. Histogram for discretionary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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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합도 검증방법

확률변수   ⋯ 가 가정된 분포(대수 정규분포)에 적합한가를 검정하는 것을 적합도 검증(Test for 

Goodness of Fit)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적합도 검증 중의 하나가 칼 피어슨(K. Pearson)에 의해 고안된 “적합도를 

위한 피어슨의 통계량”이다. 다시 말해  통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확률변수 가 가정된 분포에 잘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검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을 설정한다. 즉,      ⋯  

둘째, 귀무가설 하에서의 검정 통계량은 Equation 5와 같이 계산한다. (는 관찰값, 는 기댓값)

 
  



‧

‧






 (5)

셋째, 관찰건수 이 크면 는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인 분포를 한다.

넷째, 기각역 를 설정한다. 즉, 유의수준(critical region) 에서 Pr 
   가 되는 

를 찾는다. 이때 자유도

는 이 된다.

위와 같은 검증절차에 의해 구한 검정통계량 값이 
보다 크면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즉, 확률변수 가 가정

된 분포(대수정규분포)에 잘 적합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3) 실제 데이터(n=56)에 의한 대수정규분포의 적합도()검증

n=56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본평균(



  





)과 표본표준편차( 



  



 

)을 구하면 Equation 6, 

Equation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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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quation 3과 Equation 4에서










 (3)‘

이고


 



   (4)‘

가 된다. 여기서, Equation 3‘을 자승하면 
 이 된다. 이를 Equation 4‘에 대입해서 를 계산하

면 다음과 같다. 


  이 되므로 

 이 되고 이를 Equation 3‘에 대입해서 계산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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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Equation 8과 같다.







×

  (8)

Equation 8에 따라  이 된다. 따라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귀무가설(): 모집단의 분포는  ,  인 대수정규분포를 한다.

대립가설(): 모집단의 분포를  ,  인 대수정규분포를 하지 않는다.

위 ｢(2) 적합도 검증방법｣에 따라  검정통계량을 구하면 Table 9와 같다. 예를 들어, 재량 탑재연료량의 크기

가 ≤ ≤인 기대건수 를 계산하기 위해 Equation 9와 같이 Pr≤ ≤을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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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이를 누적정규분포함수(cumulative normal distribution)1)식은 Equation 10과 같다. 




ln



ln
 

 
 
 

 (10)

따라서 재량 탑재연료량의 구간(≤ ≤)의 기대건수(E)는 56×0.771=43이 된다. 동일한 방법에 의해 

각 구간별 기대건수를 구하면 Table 9와 같다.

Table 9.  test statistic

Amount of 
discretionary fuel

Median(

)

Observed 
Frequency(O)

Expected 
Frequency(E) 


 Remark

0-200 100 2 4 1.00

200-400 300 42 43 0.02
400-600 500 10 9 0.11

600-800 700 1 - -

800-1,000 900 1 - -
1,000- 1,100 - - -

계 56 56 1.13

또한 재량 탑재연료량 분포에서 자유도는 (범주의 수-1)-(추정된 모수의 수)가 된다. 따라서 추정된 모

수(, )가 2개이므로 자유도 (5-1)-(2)=2가 된다. 결과적으로 Table 9의  검증통계량=1.13이 
    보

다 적게 되므로 n=56개의 재량연료 데이터는 평균이 5.7127이고 표준편차가 0.2785인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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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발생�가능성� 10-3, 10-5, 10-7, 10-9에�대한�재량연료의�계산

n=56개의 재량연료 탑재 데이터는  ,  인 대수정규분포를 하므로 위험발생가능성  

에 대한 재량연료 탑재량 는 Equation 11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는 대수정규분포함수이다.

 


∞



   (11)

이를 누적정규분포(cumulative normal distribution) 로 쓰면 Equation 12와 같다(Strauss, 1975).

   




ln
   (12)

 ,  이므로 이를 Equation 13에 대입하면 실패확률  에 해당하는 재량 탑재연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n
   (13)

따라서 누적정규분포표에서 99.9%에 해당하는 


ln
 가 되므로 이 된다. 동일한 방법에 

의해 계산된 발생확률별 재량연료 탑재량은 Table 10과 같다.

Table 10. Discretionary fuel size by failure condition 

Failure condition 10-3 10-5 10-7 10-9

Discretionary fuel 715kg 992kg 1,287kg 1,608kg

결론

본 연구는 목적지 공항 TAF와 재량연료 탑재량과의 상관관계와 합리적인 재량연료 참조값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구공항발 3개의 일본 노선 1,736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목적지 공항 TAF와 재량연료 탑재량과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항관리사 61.7% 정도가 비행계획서 작성 시 목적지 공항 TAF

를 참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재량연료를 사용한 운항편은 56편으로 지금까지 불필요한 연료를 탑재하

고 다님으로써 항공기 중량증가 및 Trip fuel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FAA 및 

EASA에서 제시한 위험 발생확률에 따른 합리적인 재량연료량을 분석한 결과 715kg (10-3 발생확률 기준)을 도출

하였고 도출한 값을 탑재하였을 때 예상 연료절감량을 분석하고자 Airbus사의 Navblue라는 비행계획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000kg당 무게 증감 시 노선별 평균 Trip fuel의 변동량을 구하였다(Table 11 참조).

1,736편의 노선별 실제 평균 재량연료 탑재량과 분석한 재량연료량을 탑재하였을 때의 예상 연료절감량 및 연료

절감 비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과 같이 10-3의 분석값을 기준으로 재량연료를 탑재했을 경우 후쿠오카 노선은 편당 0.95달러의 연료절

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간사이 노선은 편당 3.43달러의 연료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으며 나리타 노선의 경

우 편당 약 12.82달러의 절감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1,736편은 A항공사의 전체 편수 중 일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연간 억 단위(2017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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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17,023편 기준)의 연료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단일 기종

(Boeing 737-800)을 운영하고 있는 단일 항공사의 데이터라는 한계가 있어 향후 다양한 항공사의 데이터와 기종, 

노선의 세부화 등을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가와 환율의 변동은 불규칙적이고 변동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항공사는 연료비용 증가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

이다. 이처럼 지속해서 연료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면 항공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11. Fuel saving cost according to 10-3 failure condition

Failure condition to Fukuoka to Kansai to Narita Remark

Total flight 537 706 493 as of 2019.8.4
1kg: $0.7924

1$: ₩1,200.50
Average load discretionary fuel per flight 767kg 850kg 1,026kg
Actual total load discretionary fuel 411,879kg 600,100kg 505,818kg

Estimated 10-3 (715kg) total load discretionary fuel 383,955kg 504,790kg 352,495kg

Average trip fuel variation value per weight 1,000kg 23kg 32kg 52kg
Total fuel saving cost $509.0

(₩611,055)
$2,416.8

(₩2,901,368)
$6,317.7

(₩7,584,399)
Fuel saving cost per flight $0.95

(₩1,140.5)
$3.43

(₩4,117.7)
$12.82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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