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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TEAM KOREA 소식

UAM TEAM KOREA 소식
국토부 장관-ITF 사무총장,
UAM등 국제교통 협력 논의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8월 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제교통포럼(ITF) 김영태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교통 분야
국제협력과 글로벌 의제(agenda, 어젠다) 형성을 지원하는 장관급 회의체로 매년 5월 독일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 자율주행 기술, 공유경제 등 세계 교통분야의 다양한 담
론을 선도하는 국제기구이다.
국제교통 분야 한국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제교통포럼 내에 한국 주도의 혁신교통연구 기금을 마련
하여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교통 관련한 정책 어젠다 개발, 규범형성 연
구방안을 제안했으며, 재정당국과 다각도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퍼블릭뉴스, 김영주/ AUG 05, 2021
링크 http://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122

국토교통부-국방부-기상청,
UAM포함한 ‘국가항행계획’확정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항행계획(NARAE)’을
8월 5일 ‘제130회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논의, 확정했다. 국가항행계획은 인공지능, 빅데
이터, 도심항공교통 (UAM) 등 신기술과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고 과학적인 교통관리를 통해 최적의 비행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항공교통 종합계
획이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시스템 지원을 통한 끊김 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 보장’을 비전으로
5대 추진 전략, 14개 주요과제와 43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5대 추진전략에는 ▲수요자(항공사) 중심의 예측 가능한 공항,공역 운영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항공교통 관리 ▲최적의 항행환경 구축을 통한 수용성 확대 ▲신기술,신비행체를 적용한 신항공교
통관리 체계 구축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항공교통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문링크 http://policy.nl.go.kr/cmmn/FileDown.do?atchFileId=270700&fileSn=111956
출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AUG 09, 2021

UAM Team Korea,
제5차 실무위원회 개최

링크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84215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UAM 팀코리아 제5차 실무위원회가 8월 31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제5차 실무위원회는 온라인 접속자 최대 103명으로 UAM 팀코리아 총괄기관(국토교통부),
간사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참여기관 29개, 초청기관 23개, 유관기관 3개
총 58개의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참석 기관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제5차 실무위원회의 주요안건으로는 ① 간사기관 활동보고 ② 실무분과 활동보고
③ K-UAM 운영개념(ConOps) 1.0(안) ④ 교통수요 외 UAM 운용방안 ⑤ 美 ASSURE/ARDC 와
의 국제공동연구 추진방안 ⑥ K-UAM GC 시나리오 및 사업추진 현황 ⑦ K-UAM 제도화 추진방
향 ⑧ UAM 팀 코리아 확대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기관별 검토 의견 및 기타 질문에 대
한 질의 응답을 끝으로 제5차 실무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담당 항공안전기술원, 김희주 연구원

032-727-5829

nitmare@kia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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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확정(UAM 상용화 대비 등)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
를 구축하기 위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1~2025)’을 최종 확정했다
고 8월 26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에 맞춰 선제적으로 서울역, 삼성역, 청량
리역 등 주요 GTX 역사 20곳에 환승센터를 구축한다. 서대구, 울산, 마산 등 7곳의 주요 KTX환승센
터 및 복합환승센터를 확충해 버스·택시·승용차 등 연계교통과의 환승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철도역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지하배치, 무빙워크 및 고속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철
도·버스 간 환승 동선을 획기적으로 단축 공유 모빌리티, 택시, 승용차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또
한 미래형 교통수단 발전에 대응해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 상용화에
대비,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출처 뉴시스, 뉴시스 / AUG 26, 2021
링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5_0001560371

K-UAM
Dreamer
모집 홍보

국토부 주관으로 국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대중 수용성 확보를 위한 “K-UAM Dreamer”
프로그램 접수를 진행중입니다. 본 행사는 UAM 용어와 개념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
이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국민적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하였으며, UAM에 관심있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 될 예정이오니 UAM 팀코리아 유관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독
려 홍보 부탁드립니다.
담당 항공안전기술원, 이승근 선임

현대차, 메타버스로
테마파크 개장
‘미래 모빌리티 체험’

032-727-5820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로블록스에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를 주제로 5개의 가상공
간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로블록스 이용자들은 가상세계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UAM(도심항공
교통),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상호 소통 기
반의 메타버스 특성에 맞춰 콘텐츠 개선 아이디어 공모, 공동 번역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최평천 / SEP 01, 2021

한화-OverAir, Butterfly
모델에 대한 세부 정보 공개

leesk@kiast.or.kr

링크 http://www.yna.co.kr/view/AKR20210901038100003

한화-OverAir에서 개발중인 Butterfly에 대한 새로운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한화-OverAir의 새로운 Butterfly는 4개의 대형 추진기(Propulsor)를 갖춘 추진시스템을 장착하
여 전체 디스크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호버링 단계에서 더 적은 출력이 사용되기 때문
에 전반적인 효율이 증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Butterfly는 유사한 비행거리와 탑재중량을 갖는 일
부 경쟁 기종의 하이브리드 구성 방식이 아닌 배터리 전용으로 개발 진행중으로 추력 벡터링 형상
역시 호버링 및 순항 비행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선택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OverAir의 새로운 Butterfly 프로토타입 비행체는 2022년에 첫 비행을 시작으로 하여
2025년에 미연방항공청 FAA의 인증후 미국과 한국에서 상업적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출처 AVIATION TODAY, Kelsey Reichmann / AUG 12, 2021
링크 https://www.aviationtoday.com/2021/08/12/overair-releases-new-details-evtol-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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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심층 분석 ①

UAM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기체·부품제작, 항법·정보·통신장

정책

비, 건축·건설 등 인프라, 운송·MRO·서비스플랫폼 등 다양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기술로드맵 소개

기술 분야를 기반으로 기체개발/제작사, 운송사업자, 교통관리
서비스공급자(PSU)1), 버티포트 운용자, 부가정보서비스제공자
(SDSS)2) 등의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조화되어야 실현이 가
능한 신개념 항공교통체계이다. 따라서 본 K-UAM 기술로드맵에
서는 UAM 운용 全분야를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자
동차, 반도체, ICT 산업분야 등과 연관하여 UAM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공분야 기술과 수준을 분석하였고, UAM에 특화된 기술

글 김민기 수석연구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문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체계적인 R&D 투자방향 수립을 통
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UAM 기술요소 발굴과 장기적인 R&D
투자전략을 마련하였다. 추진 시점은 그림 2와 같이 본격 상용화

배경 및 목적

부터 시장이 확대되는 ’30년 이후 시장진입이 가능한 기술적 과
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23년 착수, ’35년에 완료되는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UAM의 단계적인 발전

기술개발 과제의 근거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을 위해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로드맵(’20.06.04)”(이하 정책로드맵)을 발표하였고,

방법 및 절차

그림 1과 같이 상호 연계 가능한 기술분야의 목표달성을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기술로드맵(’21.03.31)”(이하 기

K-UAM 기술로드맵 수립에 있어서 기본전제는 UAM은 항공기

술로드맵)을 수립하여 중점추진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특화 전략

수준의 높은 안전도를 확보하여 상용화되고, 시장은 세계적 추

을 마련하였다.

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안정적인 시장 성장과 함

그림 1. K-UAM 운용 생태계 개념도

1) PSU(Provider of Services for UAM) : 민간 교통관리 서비스 공급자
2) SDSS(Supplement Data Service Supplier) : 기상 등 부가정보 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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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UAM 정책로드맵(’20.6) 및 K-UAM 기술로드맵(’21.3) 연계도

께 이용자수가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함께 확대
되고 이해관계자의 노력도 병행·지속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시장
의 단계는 K-UAM 정책로드맵을 참고하여 ‘초기(’25~’29)’, ‘성장기
(’30~’35)’, ‘성숙기(’35~)’로 구성하였으며, UAM 관련 기술은 기존
항공기술분야와의 유사성·차별성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과 다
른 기술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美항공우주청(NASA)과
美연방항공청(FAA)의 운용개념(ConOps)과 국내 관련 기술분류체
계를 참고3)하여 그림 3과 같이 기본 프레임을 설정하였고 분야별 중
점추진기술 발굴 등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그룹(WG)을 구성4)하

그림 3. K-UAM 기술로드맵 구조에 따른 Working Group 연계도

였다.
또한, 각 기본 프레임에 대한 참여·개발주체와 기술적 연관성을 토
대로 ① 기체 개발·생산(제작자), ② 운송·운용(운송사업자), ③ 공역
설계·관제(국가), ④ 운항관리·지원(교통관리사업자), ⑤ 사회적 기
반(지역사회) 등 5개 부문으로 구조화하여 해당되는 세부기술을 4단
계 하위까지 구분한 기술구성도(Tech-Tree)를 그림 4와 같이 마련
하였다. 이후 그림 5와 같이 K-UAM 정책로드맵에서 제시한 주요 거
점, 노선수 및 운임수준 등을 통해 교통수요를 예측5)하여 → 국내 5
대 광역교통권6) 교통 이용현황을 토대로 UAM의 초기부터 성숙기까
지 각 단계별로 수요예측에서 제시된 운임(수입)을 분석하고 → 기
술분야별 목표성능을 도출하여, 미래시나리오의 필요항목으로 설
정하였고, → 실현 가능한 UAM 운용 기반 목표성능과 공급가격 등
예측과 함께 수익성 기준으로 타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개발수준 및
공급가를 지속적으로 순환 검토하여 → 최종 확정된 미래시나리오

그림 4. K-UAM 기술구성도(대분류 5개, 중분류 19건, 소분류 63건, 세분류 187건)

3)	‘UAM의 운용’을 최종 목적으로 NASA의 5개 핵심요소(Pillar)와 7개의 공동 제한요소(Barrier)를 ‘기본 발전전략 프레임’으로 설정 → 무인이동체 10개년 로드맵
(과기부), 항공핵심기술로드맵(산업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과기부) 등 참조
4)	총 75명의 분야별 전문가(PMO 6명, 총괄 4명, 기체/부품 11명, 항행/교통 12명, 인프라 13명, 서비스 10명, 시장 7명, 핵심기술 9명, 경제성 3명)로 구성하여,
총 43회(총괄위 6, 간사위 4, 분과위 각 5회 등) 협의를 통해 기술로드맵 수립
5)	국토교통부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운용기술개발사업”의 4세부과제(OPPAV 교통서비스체계 도입방안 연구) 연구성과를 미래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분석자료로
일부 활용(주관기관: 한국교통연구원)
6)	①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등 / ② 부산·울산권 : 부산, 울산, 경남(창원, 김해, 밀양, 양산, 창녕) 등 / ③ 대구광역권 : 대구, 경북(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공) 등 / ④ 대전·세종권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체 / ⑤ 광주광역권 : 광주, 전남(나주, 담양, 곡성, 화순, 함평, 장성) 등
※	가정한 UAM 버티포트 입지선정 및 구축 규모는 운영수익성 분석 수행에 필요한 수요예측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향후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별 버티포트 구축을 위한 입지선정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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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를 기반으로 구체화된 세부기술에 대하여 현재의 국내

K-UAM 중점추진기술 및 기술로드맵

기술수준을 분석한 후 → 기술로드맵으로 구조화하여 각 기술분
야별로 중점추진기술, 획득전략 및 R&D사업화 방향 등을 수립

미래시나리오 기반 중점추진기술 도출을 위해 기술구성도(Tech

하였다.

Tree)의 기술군을 참고하여 그림 6과 같이 미래시나리오의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한 분야당 중점기술 2~5건 포함하여 연구과제
미래시나리오 도출

중점추진기술 발굴

(~‘20.12)

(‘21.1~’21.3)

① UAM 수요 예측

⑤ 부족기술 식별(기술조사)

③	W/G별 목표성능 및
비용 산출

운용타당성 확보후

운용타당성 부족시

② W/G별 미래시나리오 및
비용항목 설정

⑥	우선순위평가 및
획득전략 수립

급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규모로 유사한 중점추진기술을 모아 구
성하였고, 기술정의서로 표현 가능한 세부기술로 세분화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해당 기술별로 개발전략, 기간, 예산(안), 연구성과
등을 분석하였고, 거시적으로는 K-UAM 기술로드맵 비전체계
도를 마련하여 ① 승객·기체구조·인증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운
항·관리 기술개발 ② 저소음·친환경·운항정시성 등 수용성을 증

⑦	중점추진기술 구체화 및
기술로드맵 수립

대하는 친화기술 확보 ③ 고성능 배터리·야간운항 지원 등 경제
성을 향상하는 상용기술 마련 ④ 자율비행·교통관리자동화 등

④	운용수익성 분석 및
W/G간 결과 피드백

⑧	최종 기술로드맵
발표 및 확정

그림 5. K-UAM 기술로드맵의 미래시나리오 및 중점기술 발굴 절차도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기초기술·생태계 구축 ⑤ 타 산업으로 기
술전환·국제협력 강화 등 상호발전을 유도하는 기술교류 확대의
총 5개 주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그림 7과 같은 총괄 기술로드
맵과 하위 세부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표> K-UAM 미래시나리오 요구항목별 목표* 성능
부문

기체·부품
(핵심기술)

항행·교통
관리

맺음말

초기

성장기

성숙기

(2025년~)

(2030년~)

(2035년~)

자율비행 수준

On Board

Off Board

Autonomous

(조종사 운용)

(조종사 탑승)

(원격조정)

(자율비행)

본 지면에서 소개한 K-UAM 기술로드맵은 최초로 UAM의 실현

순항속도

150㎞/h

240㎞/h

300㎞/h

(항속거리)

(100㎞)

(200㎞)

(300㎞)

가능성을 바탕으로 수요 기반 운영수익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배터리 밀도
(팩 기준)/용량

300Wh/㎏,
130kWh

450Wh/㎏,
270kWh

680Wh/㎏,
500kWh

교통관리체계

PSU 주도

PSU 주도

PSU 완전 운용

(ATC 참여)

(ATC 제한적 개입)

(ATC 비상시 개입)

교통관리
자동화 수준

자동화
도입

자동화 주도 및
인적 감시

완전자동화
주도

비행회랑
운영방식

Fixed Corridor

항목

항공통신망

항법시스템

감시체계

이동통신,
항공음성통신

정밀위성항법

Mixed Corridor Mixed Corridor
(회랑 망)

(회랑 망)

이동통신(5G/6G), 이동통신(5G/6G),
저궤도위성통신, 저궤도위성통신,
C2
C2
정밀위성항법+
영상기반
상대항법

ADS-B 초기형 +
UATM 보고체계

복합상대항법

광역 UATM 보고체계

및 기술별 목표수준을 도출하는 미래시나리오 기반의 기술로드
맵을 수립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또한 全주기의 분야
별 많은 전문가 그룹(WG)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추진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각 R&D 전문기관은 ‘K-UAM 정
책로드맵 → K-UAM 기술로드맵 → K-UAM 핵심기술개발사업’
순으로 구체화되는 개발전략과 일관성·연계성을 바탕으로 국가
의 정책과 부합하고, 미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국내 신산
업·신기술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UAM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분야별 핵심기술들을 발굴하여 국가연구개발사
업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K-UAM 기술로드맵 수립에 참여해 주신 관계부처 담
당관, 분야별 WG 전문가 및 공동기획연구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리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
의 안건으로 공개된 K-UAM 기술로드맵 요약보고자료(’21.3, 기
획재정부)와 원문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전체 목표 성능은 K-UAM 기술로드맵 요약보고자료 참조(’2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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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구성도

Lv1

Lv2

Lv3

미래시나리오

핵심부문

요구항목

중점기술

기술로드맵

핵심부분(WG)

주요분야

중점기술

Lv4

Lv5

중점추진기술

요소기술

그림 6. 기술구성도-미래시나리오-기술로드맵 수준 비교 및 중점추진기술 연계도

그림 7. K-UAM 5대 핵심부문의 기술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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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미래 교통의 새로운 길을 연결하는 관문!

Vertiport
UAM이 새로운 미래교통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
이착륙장(Vertiport)이다. 이를 위해 버티포트를 규모와 제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위계를 설정하고 배치함으로
도심내 교통수단으로 최적의 UAM 서비스 및 운영모델을 위한 기반을 준비할 수 있다.
글 유금식 과장(한국공항공사)

UAM의 핵심 축, Vertiport

있다. 이 모델은 사전에 비행 항로를 지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도심항공교통(UAM)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은 사람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운항하는 형태로 기존의 버스, 지하

의 상상과 첨단기술이 만나서 2차원적인 교통체계를 3차원

철 등과 유사하다. UAM 서비스의 성숙기에는 다수의 이착륙

으로 확장시켜 이미 포화상태인 지상교통을 확장시키는 새

장에서 호출형(On-demand) 서비스로 동적인 항로로 이동하

로운 미래 항공교통을 제시한다.

는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다.3)

UAM이 교통체계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가 바로 Vertiport이다. Vertiport는 하늘을 이동하는

도심내 UAM 이착륙장 운영 모델

eVTOL 기체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는 물리적 인프라 뿐 아

위에서 언급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중심이 되는 UAM 이

1)

니라 충전, MRO 교통관리 등의 지원 과 타 교통수단과 연

착륙장은 규모와 성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결되는 중요한 노드로써 MaaS(Mobility as a Service) 실현

①	버티허브(VertiHub)는 가장 큰 UAM 이착륙장으로, 공항

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등 주변 교통의 대규모 환승이 가능하며, 충전과 정비 등의
지원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UAM 기체가 운항이

UAM 서비스 모델

종료된 후 주기할 수 있다.

UAM으로 미래교통 서비스를 운영할 시, 초기 공항셔틀(도

②	버티포트(VertiPort)는 버티허브보다는 규모가 작으나 기

심-공항) 기반의 서비스로 먼저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체 지원 인프라(충전, 정비 등)를 보유하며 탑승객 편의시

다.2) 이 모델은 도심-공항 간 접근서비스를 높이고 기존 항공

설도 마련할 수 있다.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심비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용이하다
는 장점이 있다. 이후 도심 내 주요 지점들을 연결을 할 수 있

③	버티스탑(VertiStop)은 주기장이 1~2개 정도인 소형 이착
륙장이다.

는 Air-Metro 형태의 서비스 모델이 운영될 것으로 예측하고

1) To take off, flying vehicles first need places to land(McKinsey Center for Future Mobility, 2020)
2) Getting mobility off the ground,(KPMG, 2019)
3) URBAN AIR MOBILITY (UAM) MARKET STUDY (NAS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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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Hub

※ 출처 : 한국공항공사

VertiPort

VertiStop

그림 1. UAM 규모별 이착륙장

도심내 효율적인 UAM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이착륙장 운영 모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UAM 수요를 창출하고 산업 활

델은 버티허브를 중심으로 Point-to-Point와 Hub&Spoke 개

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념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도심의 주요 교통
결절점 내 제한된 부지내에서 최적의 운항수요를 창출하려
면 가용된 부지와 버티포트 간 연결에 대하여 최대한의 효과
를 낼 수 있도록 버티포트의 제공 서비스를 세분화한 버티포
트 위계설정이 필요하다.

맺음말
UAM 산업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에 대한 연구는 많은 국가에
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버티포트는 물리적인 이착륙
장 뿐 아니라 효율적인 서비스 모델 운영을 위한 중요 거점이
기도 하다. 또한 공항 등과 연결하여 Seamless한 교통을 위한

즉 MRO, 야간주기, 충전, 정비 등의 지원시설은 Vertihub에
집중시키고, 도심 내에는 수요에 맞게 필수 시설만 갖춘 중
소형 Vertiport, Vertistop을 적절히 배치한다면, 부지확보 및

개념의 완성을 위하여도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
하여 한국공항공사는 Vertiport Conops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언급할 계획이다.

시설운영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토록 이착륙장을

※ 출처 : 한국공항공사

효율적 UAM 운항을 위한 버티 포트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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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기반 친환경
UAM용 추진체계 발전 방향
IATA1)를 중심으로 ‘50년까지 항공분야에서 탄소배출을
’05년 기준 50% 절감하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혁신적인 전기추진체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대부분 UAM 및 GA급 항공기 업체들은 배터리 추진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장거리 운항할 수 있는 수소기반 추진체계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무인기 및 UAM용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글 김원욱 상무(한화에어로스페이스)

친환경 추진체계 발전 방향

실질적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Hybrid-Electric 및 Fully-Electric

유럽은 ‘11년 Flightpath 2050을 발표하여 CO2 저감 목표를 제

추진체계 등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시하였으며 특히 Clean Sky 2 Joint Technology 프로그램을 통

항공기의 항공운항 거리 별 발전방향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단

해 항공기 기준 ’14년 CO2 배출량을 ‘25년까지 20%, ’30년까

거리 도심 내 운항하는 항공기는 단기간에 상용화하기 위해 배

지 30%를 저감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777-200 대비

터리 추진시스템을 적용 개발하는 추세이나 도심간 이동 등 장

50% 연료효율, 소음 및 NOx가 개선된 기술 개발 등 친환경을

거리용이나 승객수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목표로 항공우주기술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추진시스템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및 우리나라에서 수소경제로드맵을 수립하여 수소관련 논의가

항공기 운항거리와 승객수에 따른 친환경 항공기 추진체계 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전 방향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주로 도심내 이동이 가능한 승객

항공분야에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항공기 기술개발, 친환경

수 10인 이하 및 단거리용 소형항공기는 배터리 기반의 추진시스

연료, 항공기 운영 최적화, 항로/공항개선이 검토되고 있으며

템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항공기 운항의 경제성을 고려하면
승객수가 10~20인급 장거리 중형항공기는 수소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추진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인 Airbus는 ‘21년 6월 EU위원회에서 ’3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액화수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Universal Hydrogen은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50인
승 항공기를 수소기반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캡슐방식
탱크로 수소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ZeroAvia는 ’25년 20
인승 항공기를 수소기반으로 개조할 예정이다.

그림 1. 추진시스템 별 항공기 운용 가능 영역 및 기술발전 전망

1)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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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항공기 운항거리와 승객수에 따른 친환경 항공기 추진체계 발전 방향

수소기반 친환경 UAM용 추진체계 발전 방향

수소연료전지 추진체계는 배터리 추진체계보다 상대적으로 높

대부분 UAM 및 GA급 항공기 업체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성숙도

은 기술수준이 요구되어 일부 업체만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에

가 높고 난이도가 낮은 배터리 추진체계를 적용하여 개발하고 있

너지밀도에 장점이 많은 액체수소 기반의 추진체계는 현재 UAM

으나, 장거리 운항이라는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소분야

업체 중 Skai만 진행하고 있다.

추진체계 기술 확보에도 매진하고 있다.

수소 기반의 추진체계가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수소 인프라가 중

현재 UAM용 친환경 전기 추진시스템은 크게 Hybrid 방식, Pure

요하다. 2030년 이후부터 초기 UAM 상용화 대상 도시들을 시작

배터리 방식, 수소연료전지 방식 등 3가지가 있다. 이 중 탄소

으로 수소 공급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

Zero 및 저소음이 가능한 추진시스템은 Pure 배터리 방식과 수소

소 기반 추진체계 상용화를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료전지 방식 2가지이다.

수소기반의 친환경 항공용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

특히 수소연료전지 방식은 배터리의 낮은 에너지 밀도를 해결할

료전지 스택의 비출력을 높이며 연료전지 시스템의 중량절감을

수 있는 추진시스템으로 탄소 Zero이면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통한 시스템 고효율화가 꼭 필요하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분야에

유일한 솔류션이다.

서 가장 성숙된 것은 토요다사 제품인데 이 또한 항공기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적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UAM용 추진체계 개발 동향
한화시스템에서는 미국의 UAM 기체 업체인 Overair사와 협력하
여 25년 미국 항공기 인증을 목표로 기체를 개발하고 있고 현대
자동차도 UAM 기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체계는 초기 배
터리추진체계를 채택하고 수소연료전지추진체계로 장거리용 항
공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있다. 무인기용 15kW, 30kW 연료전
지 시스템과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Payload 200kg급 항공기 개
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85kW UAM용 수소연료전지 개발도 착수
그림 3. 글로벌 주요 UAM 프로젝트 및 수소기반 UAM 프로젝트 현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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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Aerospace, Va-X4 eVTOL의
개발 현황 발표

NASA-Joby, eVTOL 소음 연구를 위한
협업 진행

VA-X4는 최대 320㎞/h의 속도로 160㎞ 이상 비행할 수 있도

NASA는 모바일 음향 시설과 50개 이상의 압력 지상판 마이크를 사용

혹 설계된 5인승 eVTOL항공기 이다.

하여 Joby의 eVTOL 항공기의 소음을 다방향으로 측정할 예정이라고 밝

Vertical Aeorspace는 브로드스톤과 이수합병을 하였고, 동시

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사운드의 강도와 특성이 기존 항공기와 비교하

에 아메리칸 항공, 버진 애틀랜틱 및 항공기 레어 아볼론 등에

여 eVTOL항공기가 도시소음과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평가하는데 사용

서 1,000대에 달하는 사전주문을 받았다.

될 예정이다. eVTOL 소음 측정 연구는 NASA의 AAM 캠페인의 일환으

Vertical Aerospace는 2024년에 상용화 하겠다는 목표로 인증

로 연구가 진행중이며 ’22년 UAM의 본격 운용에 앞서 eVTOL 소음 분

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CAA와 함께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을

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NASA는 Joby와의 협업을 통해 항공기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설계조직 승인을 획득하려고 하고 있

안전 및 소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항공기 구성 표준화에

다. 현재 몇가지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구에 사용되는 Joby의

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고, 특정

eVTOL항공기의 특성은 프로펠러 기울기 및 회전속도, 블레이드 피치를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정사항을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조종할 수 있으며, 소음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 헬리

출처 	eVTOL, Elan Head / SEP 01, 2021

콥터에서 발생되는 소음과는 차별된 소음을 발생한다고 전해진다.

링크 https://evtol.com/q-and-a/tim-williams-vertical-aerospace-va-x4evtol-progress/

출처 eVTOL, eVTOL / SEP 01, 2021
링크 https://evtol.com/news/nasa-joby-partner-measure-evtol-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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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y, 상업용 에어택시 2024년 운영 현실화 발표
미국의 전기 항공기 개발업체인 Joby Aviation이 2024년까지 상업용 에
어택시의 운영을 약속한다고 발표하였다.
Joby Aviation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2022년부터 기체 제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미연방항공청(FAA)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2023년에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북미와 유럽의 일부 주차장과 건물의 옥상에 이착륙장 건설을 위해
SoftBank에서 투자한 Reef Technology 및 주변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

Vol. 02

여 해당 장소에 헬기장과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주요 투자자이자 파트너인 UBER는 ‘에어택시 이용 고객에게 Joby의 항공 서비스 및 지상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다양한 제휴를 통해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에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Bloomberg, Lizette Chapman / AUG 11, 2021
링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8-11/uber-backed-joby-goes-public-on-the-promise-of-air-taxis-by-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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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인승 개인용 eVTOL 항공기
개발사항 발표

SkyGrid-NASA,
미래항공교통 (AAM)을 위한 개발협력
SkyGrid는 지난주 NASA의 AAM National Campaign 참여 업체에 선
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SkyGrid는 Spark Cognition과 Boeing의 합작
벤처 기업으로 2018년부터 NAS의 무인항공기 교통관리 시스템(UTM,
UAS Traffic Management) 기술 개발과 보고서를 배포하고 있다.
SkyGrid는 기존의 UTM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ADS-B를 포함한 기존
의 기술을 활용한 공역관리 방안을 모색하는것과 달리 ‘AI 기술을 이용한
항공기의 충돌회피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AAM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하여 SkyGrid는 AerialOS
플랫폼 기반의 미래 공역 시스템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 캠페인(NC-1,

일본 Tetra는 New Atlas 보고서를 통해 개발중인 eVTOL 항공기에 대한

National Campaign-1)에 참여할 예정으로 2022년 전국 시험장에서 진

개발사항을 발표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Mk 5는 전기모터를 이용하는

행되는 비행 시연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행체로 수직 이착륙을 위한 전동 소형로터 32개와 순항을 위한 전동 대

출처 Commercial UAV News, Juan Plaza / AUG 02, 2021

형로터가 후면에 1개 장착되어 있으며, 고장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제어가

링크 	https://www.commercialuavnews.com/regulations/skygrid-and-nasa-collaborate-

가능하도록 32개의 모터에 동력을 재분배할 수 있는 비행제어기 3개가 갖

to-accelerate-deployment-of-advanced-air-mobility

춰져 있다. MK5는 단일 좌석으로 구성된 1인승(90㎏ 성인 기준) eVTOL
항공기로서 넓이 8.62m, 길이 6.15m, 높이 2.51m로 알루미늄 프레임의
구조에 아라미드 섬유가 혼합된 경량 탄소섬유 강화 폴리머 동체를 사용하
여 총중량 488㎏, 최대이륙중량은 576㎏에 불과하다.
또한, 13.5kWh 배터리 팩을 한번 충전하여 최대운용거리 약 160㎞, 최대
속도 약 169㎞/h로 비행이 가능하다. Tetra는 eVTOL 비행체인 Mk 5를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INTERESTING ENGINEERING, Brad Bergan / AUG 04, 2021
링크 https://interestingengineering.com/japan-tetra-personal-evtol

해외 - 기업

Eve-Fahari, 케냐 UAM 운용 모델 개발 협력(MOU) 체결
Embraer에서 기업 분할된 Eve UAM 솔루션은 케냐 항공의 자회사인 Fahari 항공
과 도심항공교통(UAM)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양해각서(MOU)에 서명하
였다.
Fahari 항공은 드론기술을 기초로 하여 항공분야의 첨단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
으며, 이번 Eve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케냐 전 지역에 혁신적인 도심항공교통(UAM)
솔루션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eVTOL 비행체 개발 업체
인 Eve는 Fahari 항공과 협력하여 UAM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관리 절차와 운영환경을 구축 할 예정이다.
Eve는 ‘이번 협약으로 케냐 국가와 지역 전체에 장기적인 도심항공교통 전략을 수
립에 기여할 것’ 이라고 전했다.
출처 eVTOL, eVTOL / AUG 11, 2021
링크 http://evtol.com/news/eve-partners-kenya-airways-urban-air-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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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기업

해외 - 기업

켄코아(한)-Skyports(영),
UAM 및 드론 관련 MOU 체결

MS, 플라이트시뮬레이터 UAM 추가 및
운항 영상 공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Microsoft 플라이트시뮬레이

(이하 켄코아)가 8월

터의 개발자에 따르면 2022

23일 도심항공 교통

년 말까지 헬리콥터(UAM,

수단(UAM) 인프라 및

eVTOL)를 추가할 것이라고

드론배송 글로벌 선

밝히며, 올해 11월 VoloCity

도기업인 스카이포츠

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항공기는 올해 7월에 미국

(Skyports)와 제주도 지역 에어 택시 인프라 개발 및 드론 배송

에서 처음으로 비행한 eVTOL 방식의 UAM으로서 18개의 로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를 가진 항공기로 알려져 있다.

출처 이데일리, 박정수/ AUG 23, 2021

출처 	Polygon, Charlie Hall / AUG 24, 2021

링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43686629150272

링크 https://www.polygon.com/22638473/microsoft-flight-simulatorhelicopters-volocopter-volocity-release-date-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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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기업

해외 - 정책

Archer-REEF, Miami버티포트
위치 선정을 위한 협력 체결

영국, ‘UAM 운용개념서(ConOps)’ 마련

플로리다의 eVTOL 개발업체인 Archer Aviation과 마이애미에 기

영국 CIVATA(Civic Air Transport Association)는 9월1일 기존에

반을 둔 약 4,800개의 주차장을 보유한 물류 허브 운영업체 REEF

초기버전으로 제정한 UAM 운용개념서(ConOps)에 대해 도심 영

Technology는 상호 협력하여 도시 이착륙시설 위치 선정에 대한

공에서의 고속 운영, 이착륙을 위한 Vertiport 설계, eVTOL 고유성

개발 계획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앞서 Archer는 지난달

능을 보완하여 최신 운용개념서를 개정하였다. 초기 버전에 대해

LA에서 라이브 생중계를 통하여 비행거리 약 100㎞의 거리를 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영국내 도심 환경에서 운영

속 약 240km/h로 를 주행가능한 Maker를 공개하였으며, REEF

시 예상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금번 개

사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구조물을 간단히 개조하여 이/착륙이

정된 운용개념서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영공 사용과 통

가능한 초기 Vertiport를 만드는 방식을 발표하였다. Archer는 이

합 운영가능 여부를 검증한 결과, 실제 도심내에서의 통합 운용이

번 협력 발표를 통하여 eVTOL을 통해 약 20㎞의 거리를 10분만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다음 단계에서는 UAM 운

에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초기에는 이용 요금이 마일

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서비스 제공자 및 항공교통관리자 등이 함

당 약 3.3$으로 출시할 계획이지만, 향후에는 제조 기술을 발전과

께 참여하여 UAM 산업 육성 및 기술의 사회적 이익 을 포함하여

공급망 개선에 따라 요금이 하락 될 것이라고 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운용개념서를 연구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출처 	Refresh Miami, Nancy Dahlberg / AUG 24, 2021

출처 Urban Air Mobility, UK AIR MOBILITY / SEP 01, 2021

링크 https://www.refreshmiami.com/getting-closer-to-air-taxi-reality-

링크 h
 ttp://www.urbanairmobilitynews.com/air-taxis/uk-urban-air-mobility-

archer-partners-with-reef-for-access-to-vertiport-locations/

group-reports-promising-conops-progress-next-step-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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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정책

영국, UAM 이해관계자를 위한
“UAM 안내서” 발행

시카고(미), 버티포트 eVTOL
시설 추가 계획 발표

강원도, 드론 및 UAM용
PM모터 개발·상용화 추진

영국 도심항공교통(UAM) 컨소시엄 그룹은 UAM

Vertiport Chicago(43IL)는 헬리콥터의 이착륙

강원도는 8월 24일 강원테크노파크, 아모텍

이해관계자를 위한 UAM 안내서인 “Let’s Fly

과 지상 서비스와 더불어 eVTOL의 이착륙 및 운

(대표 김병규)과 드론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을

Across the City”를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도심항

용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공교통(UAM)의 성공적인 출시와 성장을 위한 이

발표하였다. 시카고의 버티포트에는 8대의 헬리

“이번 업무협약으로 강원도형 미래 드론 산업

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목적으로 UAM에 대한 다

콥터를 주기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최대 17대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를 주기할 수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 모델 개발과 실증 지원에

출처 	Urban Air Mobility, UK AIR MOBILITY / SEP 03, 2021

여객터미널과 급유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AINonline, Mark Huber / SEP 01, 2021

출처 전자신문, 이인희 기자 / AUG 24, 2021

링크 	https://www.ainonline.com/aviation-news/general-

링크 https://www.etnews.com/20210824000080

링크 	https://www.urbanairmobilitynews.com/publicconsultation/uk-urban-air-mobility-consortiumpublishes-uam-guide-for-communities/

aviation/2021-09-01/vertiport-chicago-primed-evtol-future

국내 - 정책

국내 - 정책

국내 - 행사

경상북도, G-UAM연계 항공 산업
육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경희의료원, 응급환자용 UAM을
포함한 종합병원계획 마련

국민대, 제1회 드론(UAM)
디지털설계 경진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UAM 관련 산업을 조사·분석하

경희대의료원 컨소시엄은 하남시의 스마트 도

국민대학교가 오는 11월 25일(목)부터 26(금)

고 경북의 강점을 살린 UAM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계획을 기반으로 500병상의 상급종합병원

까지 이틀 동안 ‘제1회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G-UAM 연계 항공산업육성 연구용역’을 실

수준의 의료기관을 구비할 예정이다. 또한, 응

디지털설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했다.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는 도심항공교통

급환자 전용 동선(골든타임 준수)을 구축하고,

이번 경진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고, 경북형

중증도별 구역 분리 및 감염병 유증상 응급환

는 창의력과 문제해결역량을 가진 미래 도심항

도심항공교통 기반구축 및 경북 특화 UAM 서

자의 신속 대응 전담팀을 운영코자 한다. 특히,

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전문기술인력 발굴

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추가로 실

긴급환자를 위한 UAM(Urban Air Mobility)

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시할 계획이다.

이용한 항공이송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출처 교수신문, 하영 / AUG 25, 2021

담당 경북도청, 문태경 팀장

출처 파이낸셜뉴스, 홍석근/ July 27, 2021

054-880-4495

himangwing@korea.kr

링크 	https://www.fnnews.com/news/202107271731582408

링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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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인터뷰

K-UAM, 왜 지금인가?
前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원장
영상 바로가기 http://youtu.be/jsPloD_Fs-g

가능한 수단으로서 3차원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Q.	UAM시대가 열리게 되었을 때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
떤 변화들이 예측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해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UAM 분야는 앞으로 2040
년까지 약 730조 또 다른 연구 기관에서는 약 1700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UAM 항공기 제작 산업 외 관련 다양한 분야에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 버

Q.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의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희 항공안전기술원은 2014년도에 항공안전기술원

스, 택시, 철도, 개인 교통수단과 연계된 ‘Seamless(끊기
지 않는)’형태로 종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서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 기술 전문 인력 양성,
항공관련 인증, 시험, 연구 등을 수행하는 항공안전 전
문기관입니다.

Q.	UAM산업.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	UAM분야의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시작을 하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T, 소재/부품/장비 등의 강점

Q.	세계 속의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
는지 객관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선 항공운송산업은 인천공항이 공항 서비스 세계 13년

을 기반으로 도심 항공교통의 실현 및 발전을 위해서 국
가 역량을 결집 중에 있으므로 세계적으로 충분한 경쟁
력을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속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앞서가고 있
습니다. 반면에 항공기 제작 및 정비 산업은 대형 항공

Q.	왜 지금 K-UAM산업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정부 참여

제작사를 보유한 항공선진국들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

가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A.	UAM은 현재 어느 국가도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UAM을 상용화한

Q.	UAM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소한 국민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	‘UAM’은 ‘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심항공교통입니다.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

다면 우리가 UAM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
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면
서 다같이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항공의 종주국
으로 우뚝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육상 교통 체계의
2차원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한 지속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서 “UAM Team Korea”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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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M Summit 2021
장소 : 온라인(멜버른, 호주)
관련링크 :
http://aaus.org.au/aam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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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로 8.1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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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수소모빌리티+쇼

일정 : 09.07. ~ 10.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일정 : 09.08. ~ 11.
장소 : 킨텍스
전시품목 : 수소모빌리티,
충전인프라, 수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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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제 85회 학술발표회
일정 : 09.09. ~ 10.
장소 : JDC 제주혁신성장센터
(세미앙빌딩)

16
K-UAM Dreamer 모집
일정 : 09.16. ~ 30.
대상 : UAM에 관심 있는
청소년
접수 : 항공안전기술원
(leesk@kia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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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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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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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학회, 2021 자동차·무인 이동체 보안 워크샵 개최
http://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380
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분야 소프트웨어(SW) 개발 경진대회 개최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9764&kind



NASA, UAM을 위한 ‘바람 지도’ 내비게이션 개발 진행
http://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9/02/R5WURU47TJGSLCMCOZFT3WRLCE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항공안전 전문기관

www.kiast.or.kr
https://www.youtube.com/channel/UCsIX_JTFusobX36gzpCz8Ug
http://www.facebook.com/uamteam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