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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하니웰의 IoT 항공기, 기상정보 공유 및 고장 발생 예측 데이터 수집 

 제어기기 전문업체 ‘하니웰(Honeywell)’은 인터넷 연결 기능을 갖춘 시험용 항공기의 데모 

비행을 실시하였음 

 하니웰 소유의 보잉 757 시험 항공기는 승객용 인터넷 제공과 센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국

제해사기구(인말새트, Inmarsat)’의 지구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인 ‘글로벌 익스프레스(Global Xpress: 

GX)’를 지원하는 안테나를 기체 상부에 탑재하였음 

 안테나는 인말새트 통신 위성 ‘I-5’와 Ka 밴드(20GHz~30GHz)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이론 속도는 하향 최대 50Mbps, 상향 최대 5Mbps 인데, 언론 관계자를 탑승시킨 시험 항공기 

안에서는 하향 42Mbps, 상향 4.2Mbps의 실효 속도가 측정되었음 

 참고로 인말새트는 UN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주도로 위성을 이용한 해상조난을 위해 1979

년 출범하였으며, 이후 서비스 제공 범위를 해

상에서 항공 및 육상으로 확대해 1994 년부터 

국제이동위성기구(IMSO)라는 이름을 병행 사

용하였으며, 1999 년 민영화되어 ‘인말새트 벤

처스’로 이름이 변경되었음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말새트 벤처

스는 글로벌 위성이동통신 서비스 사업, 항공

기 내 뉴스 및 스포츠 방송 서비스 사업, 선박 

대상 이메일 서비스 사업 등을 하고 있음 

 하니웰은 이 위성 회선을 승객용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커넥티드 에어크래프트

(Connected Aircraft)’라는 항공편 운항 효율성 개선 서비스에도 이용하고 있음 

 커넥티드 에어크래프트는 IoT(사물인터넷)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기체의 주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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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oneywell Aerospace 

[그림 1] 시험용 항공기의 기술시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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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착된 센서의 측정 값을 실시간으로 지상에 전송하고, 기상 정보의 공유 및 고장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이 서비스에 연결된 항공기는 현재 비행 지점의 기상 정보를 정기적으로 지상에 보내게 되며, 

지상에서는 그 정보를 집약해 다른 항공기에 전송하게 됨 

 또한, 엔진의 시동 시 또는 예비 전원에 사용되는 APU(보조 동력장치)에 대해 내부에 장착된 

센서의 측정 값을 기준으로 고장 징후를 예측해 조기 수리를 권고하는 기능을 제공받게 됨 

 하니웰의 항공 부문인 하니웰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커넥티드 에어크래프트’를 시험 도입

한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 항공은 하늘에서 보내 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품이 고장 나기 

전에 수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연 및 결항 항공편 비율을 전년 대비 35% 감소시켰다고 함 

 하니웰은 현재 커넥티드 에어크래프트 서비스의 납품 계약이 캐세이 퍼시픽과 중국 하이난 항

공뿐이지만, 향후 전세계 민간 항공사와 비즈니스용 제트기 소유자 등이 이용하기를 희망 

(The Internet of Business, 6. 19 & Aviation Today, 6.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