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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TEAM KOREA 소식
UAM 팀코리아,
‘제3회 본협의체’ 개최

UAM 팀코리아 제3회 본 협의체가 2021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 제2차관(위원장) 주재로 온
라인 화상 회의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온라인으
로 개최되어 제2차관 및 미래드론교통담당관(국토교통부), 간사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
안전기술원) 등 UAM 팀코리아 34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심의 2건과 보고 3건 총 5건의 안건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의결된 심의안건 2건으로 ① 한국형 그랜드 챌린지 운영계획 ② UAM Team Korea 참여기
관 확대 계획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보고안건으로 ① 버티포트 실무분과 활동 성과 및 계
획 ② 21년도 UAM Team Korea 추진경과 ③ 22년도 UAM Team Korea 운영방안에 대한 논
의가 이어졌다. 또한, 마지막으로 심의 안건 2건에 대한 의결 및 기타 질문에 대한 질의 응답을
끝으로 제3회 본협의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담당 항공안전기술원, 김희주 선임연구원

국토교통부, ‘드론/UAM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확정

032-727-5829

nitmare@kiast.or.kr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국내시장 1조원 규모로 7대 강국 도약에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
안’ 확정으로 상용화 성공모델 20개 발굴을 전제로 2021년 12월 16∼18일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개최로 정부가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
를 통해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를 발굴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방
침이다.
이와 함께 드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드론자격·사업 관련 사항을 정리한 드론관리 총괄법(가
칭 ‘드론관리법’)을 내년 하반기 중 제정하고 신산업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UAM 추진기
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UAM)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현재 5천억원에서 2025년 1조원으로 늘어나고 드론 관
련 일자리도 현재 4,600명에서 9,2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케이에스피뉴스, 김성문 / Dec 16, 2021

고양시·항공대·건설기술연구원,
‘UAM 생태계 조성’ 협력 체결

링크 https://www.kspnews.com/810739

고양시가 2021년 11월 9일 한국항공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고양시 UAM산업 발전협
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서면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을 통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강웅
항공대학교총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 UAM관련 공동연구 및 사업협력 ▲ UAM
전문인재양성 및 항로개발 ▲ UAM인프라 구축 협력 ▲ UAM산업 동향 파악 및 상호 교류를 위
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3자 협력에 따라 시는 부지선정 및 주민수용, 항공대는
항로개발 및 전문인재양성, 건기연은 인프라설계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1년 12월에 대덕드론비행장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22년 하반기 드론앵커센터 준
공과 함께 UAM산업까지 뛰어들어 명실상부한 4차산업 선진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출처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 Nov 10, 2021
링크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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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AAM 파트너십
확대’ UAM 기준 수립

현대자동차그룹이 영국 ANRA 테크놀로지에 이어 2021년 11월 9일 항공 교통관리 솔루션 업
체인 스카이로드(Skyroads), 원스카이(OneSky), 알티튜드 엔젤(Altitude Angel) 등 도심항
공 관련 업체들을 AAM 컨소시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는 UAM 사업의 핵심인 에어택시 조
기 상용화와 도심항공 기준 확립에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2030년에는 인
접한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 항공 모빌리티 제품도 선보일 계획으로 현대차그룹이 도심에 국한된
UAM을 넘어 도시 간 하늘길을 연결하는 AAM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이유다.
이날 현대차 관계자는 “컨소시엄 회원들과 그룹은 컨소시엄 회원들과 협력해 교통관리 플랫폼과
AAM 네트워크의 작동을 시험하는 한편 그룹의 운항기준(ConOps)을 테스트하는데 집중할 것”
이라며 “분기별로 주요 학습 내용과 모범사례를 공유해 UAM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정찬수 / Nov 09, 2021

국토교통부, 김포·인천 공항에서
‘K-UAM 공항 실증’ 진행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109000123

국토교통부는 2021년 11월 11일 김포공항과 11월 16일 인천공항에서 각 각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K-UAM, 이하 UAM) 공항 실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25년 UAM 최초 상용서비스가 도입될 공항환경에 한국형 운용개념(ConOps)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자리였다. 특히, 국내·국제선 중심의 항공교통관리체계에 UAM 시연기체의
실시간 비행정보를 연계·모니터링하는 등 공항환경에서 기존 항공교통과 UAM이 조화롭게 공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 종합비행성능 시험장(전남 고흥)을 영상으로 연결해 국내 개발되는 UAM 기체의 시
험비행 현장을 중계하는 등 UAM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생태계 현황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 Nov 11, 2021
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186

항공안전기술원·건국대,
‘미래 UAM 인증 및 운항관리
국제컨퍼런스’ 개최

항공안전기술원은 건국대학교와 공동주관으로 2021년 12월 9일 온라인(2021 국토교통기술
대전 공식 유튜브)으로 ‘미래 도심항공교통 인증 및 운항관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 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하는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의 하나로 개최되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우리나라 도심항공에서 새로운 교통 수단인 UAM의 안전한 운항
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UAM 상용화에 필수적인 기체 인증 및 안전운항 체계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 UAM 선두 국가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국토교통
부를 비롯해 항공안전기술원, 건국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
우주산업, 한국공항공사, Volocopter, Eve Air Mobility, Whisper Aero 등에서 국내외 전문가
가 대거 참여해 인증과 안전 운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출처 정보통신신문, 김연균 / Dec 02, 2021
링크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29

https://www.youtube.com/watch?v=ajVYhZhxF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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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심항공교통 선도도시 실현전략’
도심항공교통은 저소음·친환경 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륙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차세대 교통체계로써, 일명 ‘하늘을
나는 차’로 불리며 도심 혼잡을 줄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울산은 미래 하늘길 선점을 목표로 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UAM) 육성에 적극 나선다. 또한, 세
계적인 완성차 제조역량과 수소산업 등을 바탕으로 도심
항공교통 사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고자 2021년 10월
22일 ‘도심항공교통 선도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추진전
략을 발표하였다.
글 김동훈(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장)

울산시 UAM 활성화 전략 수립
울산의 도심항공교통 활성화 전략 추진방향은 △도심 3차원 지도 제
작 △가상현실 사전 시뮬레이션 기반 실증노선 지정 △정부 드론택시
실증서비스 울산 추진 △태화강역 인근 중심 상용화 준비 △상용서비
스 울산 전역 확대 등이다.
가장 먼저, 도심항공교통 사업추진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데이터를 제
공하는 도심 3차원 지도 제작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3차원 가상현
실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증노선을 지정하고, 정부의 드론택시 실
증서비스가 울산에서 반드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준비작업도 추진한다. 울산 교통의 복합
허브인 태화강역 인근에 활주로 없이 이착륙이 가능한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Vertiport)’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1년 10월 22일 도심항공교통육성 등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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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 특화모델 실증을 위한 UAM 항로

상용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울산시 전역의 상용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방향에 따라
△디지털트윈 활용 실증기반 구축 △도심항공교통 산업생태계
조성 △정책실행력 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디지털트윈’은 가상 세계에 실제 환경과 똑같은 ‘쌍둥이’를 만
들어 시뮬레이션으로 확보한 정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실증기반을 구축해, 현실에서
실증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한다는 계
획이다. 구축 범위는 태화강역에서 국가정원, KTX울산역, 반구
대 암각화에 이르는 190㎞ 구간이며,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트윈 가상공간 속에 실제 지형을 똑같이 구현해 비행고도
와 소음 영향권, 바람길, 관제구역 등 환경영향과 안전요소를 분

먼저 오는 2025년까지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
니스트 등 기술개발 연구진과 함께 산학연 협력체계를 이뤄 비
행체 디자인 설계와 분석, 동력장치 개발 등 핵심기술 확보에 역
량을 집중한다.
또한,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해당 사업을 총괄 추진할
정책 지원 전담부서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 스마트도시기
획, 빅데이터인공지능, 디지털트윈, 스마트모빌리티 등 4개 담당
으로 구성해,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관리·분석, 3차원 공간정보
제작 등 도심항공교통 실현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 또한, 외부 전문가 자문그룹도 구성해서 각종 지원시책
개발과 정책동향도 공유할 계획이다.

울산의 UAM 시장 선점을 위한 도약

석한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태화강국가정원 사이버 관광 모델

울산의 풍부한 제조기반과 다양한 혁신기술을 융합해 도심항공

개발과 홍수피해 사전 예측을 통한 재난예방 등 다양한 특화서

교통 시장을 선점하고, 나아가 울산이 세계 최고 첨단 스마트도

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초기 상용화 시대가 열리는 국내 도심항공교통

UAM 생태계 조성
2022년 5월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해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UAM) 산업생태계의 최강자로 도약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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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중심에서 UAM 초연결사회 허브로 도약

‘충청북도 UAM 산업 육성 사업’
UAM이 초기 도심지내 운항(Inner-city)을
시작으로 성숙기에는 지역과 지역(Inter-city)을 잇는
RAM(Regional Air Mobility)으로 발전하게 된다.
충북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반경 200㎞ 내외로 모든 지역과 연결될 수 있어,
우리나라 UAM 광역노선 네트워크의 허브로 도약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
미래 충북의 UAM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자.
글 김상윤 주무관(충북경제자유구역청)

MRO-2차전지-자율주행 ‘하나로 뭉쳤다’
충청북도가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
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신성장 산업간 기술
의 융합에 있어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청주공항 에어
로폴리스 1, 2지구는 전국 유일의 회전익 MRO 전문산업단지로 거듭
나고 있다. 향후 UAM의 MRO사업의 거점으로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창지역은 국내 최대 2차
전지 배터리 생산거점으로서, 올해 2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산업
부에서 지정하여 미래 UAM용 배터리 생산과 파생산업(BaaS)이 성장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국토부 자율주행 테스트배드 선정과 항공위성항법센터, 제2철
도관제센터의 개소 등 향후 타교통수단과 연계한 UAM 자율비행 연구
관련 기관과 시설이 집적되고 있는 만큼 미래 UAM 핵심기술연구 수
행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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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충북이 앞장서다’
충청북도는 드론·UAM 등 미래항공모빌리티의 핵심기술을 선도
하기 위하여, 올해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를 개소하였다. 도비
약 35억원을 투입하는 본 사업을 통해 ① UAM 비행체 설계 및 축
소 시범기 제작, ② UAM 도심 충돌회피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
③ UAM 전기추진시스템 요소기술 개발, ④ UAM 이착륙시설 설
계 및 모형 제작, ⑤ AI기술을 활용한 UAM 버티포트 및 비상착륙
기술 개발 등 UAM 핵심기술에 대한 선행·실증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이를 통해 ‘K-UAM 핵심기술개발사업’과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UAM 혁신

충북형 UAM Concept 디자인 Mock-up(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기반 구축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UAM 특
화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산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UAM 육성

계한 ‘22년 스마트 드론 콜드체인 실증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제정, 민·군 UAM 전문가 포럼 운영 및 UAM 지원센터 구축

이를 통하여, 여객수송이라는 UAM 고유의 비전과 함께, Middle,

등 UAM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ast Mile 물류용과 공공목적의 UAM 활용 사업모델 등 조기에 상
용화가 가능한 사업모델에 전략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형 Vertiport & Business Model
충청북도는 UAM 산업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충북은 우수한 지리적 여건과 UAM 산업생태계적 측면에서 높

지속 추진중에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충북권과 더불어 경

은 성장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육성을 향한 강

기남부, 세종, 대전 등 배후도시에서의 청주국제공항 UAM 접근

력한 정책추진 의지도 갖추고 있어 기존 항공·반도체·바이오·이

성을 염두하여, 청주국제공항에 버티포트 구축을 우선 고려하고

차전지 산업과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실증노선과 유사한 도심과 공항을 직접

성장동력 확보가 기대된다. K-UAM과 충북형 UAM 사업의 성공

잇는 공항셔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보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UAM 팀코리아 참여 및 초청기

다. 충북의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주, 진천, 음성 등

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충청북도

에 구축되는 물류단지를 ‘Cargo UAM 스마트 물류체인’으로 구

UAM 사업은 K-UAM 거버넌스를 통해 경계없는 협력을 이어나

축하는 한편, 지역의 특화산업인 바이오산업과 UATM 기술을 연

갈 것이다.

도심형항공모빌리티(UAM) 산업발전 포럼 개최(충북경제자유구역청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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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심항공교통에서
미래를 꿈꾼다

UAM은 전기를 이용한 수직이착륙 기체로 저고도
를 비행하는 교통 서비스로, 글로벌 기업들은 차세
대 이동수단으로 UAM을 점찍고 기체개발을 서두
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UAM의 시장 규모
가 2040년 1조5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해왔던 자동차,
전자 등 기존 주력산업이 부침을 겪음에 따라 초
융합산업으로 다양한 산업에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UAM 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국내외
UAM산업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협의체, 연
구용역, R&D사업 등을 통해 차세대 UAM 성장동
력을 마련하고 있다.
글 박세진 과장(경상북도청 소재부품산업과)

도심항공교통 협업 네트워크 구축
경상북도는 지난 6월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
스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를 계기로
경북도 산업경제 여건에 부합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
된 도심항공교통 및 연관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
단, 도심항공교통을 경북도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에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문적인 지식을
조언해 줄 전문가 그룹이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정
책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협의체를 통해 경북 산업
의 강점을 기반으로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특화전략
및 정부 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경상북도형 도심항공교통(G-UAM)
추진계획 마련
경북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반 및 산업발전 가능
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 연
계 항공산업육성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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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결과와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통해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또한 기업지원사업으로 무인항공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

(G-UAM)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원사업을 통해 UAM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역량을 강

’22년에는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기반구축 종합계획수립 연

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정부의 K-UAM 정책에 발맞춰
경북을 도심항공교통 산업 집적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 기술개발사업 추진

UAM 산업 거점으로 도약
경상북도는 ’28년 완공예정인 대구경북 신공항을 마중물로
하여 도내 강점기술인 IoT,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기체, 부
품, 운항관리 등 UAM 핵심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

경상북도는 정부의 K-UAM 핵심기술개발사업에 발맞추어

며, 부품 및 운영체계 연구개발, 차세대 UAM 수송체계 실증

’22년부터 ’24년까지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핵심기술개발사

특구 조성,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업 지원, 국제협력을

업을 추진한다.

통한 UAM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추

본 사업은 도내에 기반을 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주요

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과 관련 협력업체가 필요로 하는 UAM 핵심기술을 개발

경상북도는 지역 UAM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성장동력 마

하여 UAM 사업 추진역량을 배양하고 아울러 도내 자동차기

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2030년

업의 생산기술역량 강화를 통해 UAM 산업으로의 진출 교두

경북이 국내 UAM 산업의 거점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보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UAM산업에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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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정책

해외 - 정책

미 하원,
미래항공교통(AAM) 촉진 법안 통과

CAA(영국), ‘미래항공교통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 결과 발표

미국 하원은 현대차 등의 회사에서 개발 중인 도심항공교통 항

영국 민간항공당국 CAA 혁신허브에서는 미래항공교통 규제 샌

공기를 포함하는 미래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지원

드박스 프로젝트의 1단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반 항공기 제작사협회인 GAMA의 커뮤

CAP2272로 명명된 해당 보고서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니케이션 담당자에 따르면,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

확장가능한 친환경 UAM 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할 필요

라 조치를 취하거나 자체 버전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며,

가 있는 주요 규제항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원법안이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나면 대통령이 서명하여

보고서에 따르면 히드로공항과 런던 시티공항 사이에 승객운송

법안으로 확정 할 수 있다.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UAM의 공역통합과 관련해서 고밀도

법안이 확정되면 법안에 명시된 대로 120일 이내에 기관 사이

UAM 운용 유지, 저고도 밀집공역 통합 및 eVTOL 항공기 고유

에 실무그룹이 구성되어 AAM 부문에서 연방정부가 수행해야

의 성능능력 수용과 같은 세 가지 항목이 식별되었다.

하는 역할을 검토하고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CAA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적 문제 및 격차를 안전하게 극

권고사항에는 항공기 인증 외에도 경제 및 인력 기회, 잠재적

복하기 위한 접근방법 제안에 집중된 운용개념서(ConOps)를

인 물리적 및 디지털 보안 위험 및 완화, 인프라 개발이 모두 포

곧 배포할 예정이다.

함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출처 Urban Air Mobility, Chris Stonor / Nov 15, 2021
링크 https://www.urbanairmobilitynews.com/market-analysis/uk-caa-

출처 eVTOL, Jen Nevans / Nov 08, 2021
링크 https://evtol.com/news/legislation-promote-advanced-air-mobility/

publishes-phase-1-results-of-future-air-mobility-regulatorysandbox-project/

해외 - 기업

MOC SIM(독일), eVTOL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UAM 항공기의 최종목표는 완전자율 비행이지만 현재 유인조종 수준에서 자율운
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UAM이 무인 자율운용이 가
능할 때까지 “UAM의 유인 조종을 위한 UAM을 조종할 수 있는 훈련된 조종사 양
성이 필요하고 비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eVTOL에 대한 고유한 훈련 요구 사항
에 대한 대비가 대두되고 있다.
일부 eVTOL 제작사는 시스템 점검 및 비행 테스트 준비를 위해서 조종사를 위한

Vol. 05

자체 시뮬레이터를 이미 구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작사는 아직 완전한 기
능을 갖춘 시뮬레이터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 독일의 시뮬레이션 전문업체인 MOC Simulation사에서는 2022년 상용
화를 목표로 6자유도를 갖는 4인승 eVTOL형상의 맞춤형 풀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다.
출처 Transport Up / Nov 16, 2021
링크 	https://transportup.com/headlines-breaking-news/vehicles-manufactures/next-gen-evtol-simulator-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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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y(미국), 2023년 FAA 형식증명 획득 추진
Joby Aviation은 기존 항공기에 적용되는 형식인증 기준인 Part 23급 규정에 맞도록
eVTOL 항공기를 설계하였고, 이에 따라서 2023년에 FAA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을 획득하는 최초의 개발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Joby Aviation의 CEO에 따르면, Joby
는 약 10여년 전부터 FAA와 협력을 시작하였으며, 항공기 인증 뿐 아니라 조종사 교
육 및 운용을 고려해서 Part 23급 형식인증 기준에 맞도록 eVTOL 항공기를 설계하였
다. 2018년 최초 형식증명을 신청한 Joby Aviation는 2020년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이 설정된 G-1을 확정하였고, 현재 인증계획서가 승인되어 테스트 및 분석을 수행
하기 전 단계인 적합성 입증방법(Means of Compliance)을 확정하는 단계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Joby는 항공기 인증과 함께 상용 서비스를 위한 Part 135 증
명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조종사 훈련을 위한 자체 비행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출처 eVTOL, Jen Nevans / Nov 17, 2021

링크 	https://evtol.com/features/joby-aviation-faa-evtol-certification/

해외 - 기업

해외 - 기업

Archer(미국),
Maker FAA 특별감항증명 획득

Lilium(독일),
스페인 비행시험 프로그램 추진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Archer는 Maker eVTOL 항공기에 대해 호버

2021년 7월 뮌헨 인근 Oberpfaffenhofen공항에서 업데이트된 Phoenix

링 테스트 비행에 앞서 미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특별감항증명(COA :

2 실증기에 대한 비행시험이 시작된 이후 약 25회의 비행을 수행한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및 항공기 제한 사항을 받았다고 밝혔다.

Lilium은 최근 스페인으로 이동하여 실증기에 대한 추가 테스트를 진행할

두 가지 항목은 비행시험에 착수하는데 필요한 특별감항증명을 획득을 위

것으로 알려졌다. Phoenix 2 기체는 지난 2020년 화재로 소실되었던 실

한 두 가지 항목으로써, Archer는 2024년 인증목표에 한걸음 더 근접하게

증기의 업데이트 버전으로써 5인승 2865파운드 수준의 무인항공기로서

되었다.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 Lilium의 eVTOL은 아직까지 호버링과 전진비행

이에 따라서 Archer는 첫 호버링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Maker 항공

사이의 천이비행은 실증되지 않았으며, 이는 공기역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를 캘리포니아 테스트 시설로 이동하였다. Archer의 CEO는 보도 자료를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해서 “Maker를 전용 비행테스트 시설로 이전함으로써 미래 비행을 향

Lilium의 CEO인 Wiegand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 두 곳에 대한 평가가

한 여정의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서 Maker 로드맵의 지상 단계에서

진행중이며, 2022년 초중반에 스페인 비행허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비행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려져 있다.

출처 eVTOL, eVTOL / Nov 12, 2021

출처 eVTOL, Elan Head / Nov 15, 2021

링크 	https://evtol.com/news/archer-maker-evtol-certificate-authorization/

링크 	https://evtol.com/news/lilium-moving-evtol-flight-test-program-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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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road(독일), Supernal 공역 관리 컨소시엄 참여
독일 항공교통관리 스타트업 기업인 Skyroads는 최근 현대차 그룹의 도심항공
교통 부문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Supernal의 공역운용 환경을 개발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공역관리 컨소시엄에 합류하였다. Skyroads는 공역관리 및 항공교통
관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업체로 2019년부
터 Manta Aircraft, Flynow Aviation, Deep Blue Aviation, Varon Vehicles를
비롯한 업계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으며 2021년 4월에 Canadian Advanced Air
Mobility Consortium(CAAM)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Skyroads의 CCO에 따르면, “자사의 개발은 상호 운용성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으
며, Skyroads의 시스템이 Supernal과 같은 OEM과 함께 복합형 도심항공교통 생태계에서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자
동차그룹은 2021년 6월 AAM 산업을 위한 UAM 분과 컨소시엄 시작으로 Supenal을 운영중이다.
출처 eVTOL, eVTOL / Nov 26, 2021

링크 https://evtol.com/news/skyroads-supernals-airspace-management-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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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ports(영국)·LAZ Parking(미국),
버티포트 구축 위한 협력 체결

Renault(프랑스),
새로운 에어택시 개념 모델 공개

영국에 기반을 둔 Skyports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차 회사 중

유럽 최대 자동차 제작사 중의 하나인 프랑스 Renault(이하 르

하나인 LAZ Parking과 상호협력하여 로스앤젤레스에서 미래

노)에서는 최근 Renault 4 차량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형상의

의 전기 에어 택시 상용화를 위한 버티포트(Vertiport) 개발 계

전기추진 에어택시인 AIR4 개념 형상을 공개하였다. AIR4는 전

약을 체결하였다. LAZ Parking의 회장 겸 CEO는 “Skyports와

체가 탄소섬유로 구성되며 각각 2개의 로터가 장착된 4개의 암

의 이번 협력은 기술 분야에서 LAZ Parking의 리더십을 인정

을 갖는 멀티콥터 형상으로써, 르노에 따르면 최대 700m 고도에

하는 동시에 기술 기반 주차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솔루션에

서 약 93㎞/h의 순항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22,000mAh 리

대한 당사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버티포트는

튬 폴리머 배터리로 구동된다.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eVTOL 도

eVTOL 항공기가 이륙, 착륙 및 재충전할 수 있는 전용 시설로

면만을 공개한 것에 비해서 이미 시연비행까지 공개한 AIR4를

서 Skyports사는 지난달 이탈리아 SEA Milan Airports와 협

통해서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르노의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보여

력을 맺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 런던, 말레이시아, 일본 등 다른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시장에서 버티포트를 개발하기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확

르노는 AIR4 항공기를 통해서 2022년부터 마이애미, 뉴욕 마카

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를 포함한 전세계에 걸쳐 시범비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eVTOL / Nov 22, 2021

출처 	Transport Up / Nov 28, 2021

링크 h
 ttps://evtol.com/news/skyports-laz-parking-vertiports

링크 https://transportup.com/headlines-breaking-news/vehiclesmanufactures/renault-unveils-its-air-taxi-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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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port(영국), 파리에 유럽 최초의 버티포트 개발 예정
버티포트 설계, 개발 및 운용사인 Skyports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맞춰 상업용 AAM
(Advanced Air Mobility)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유럽 최초의 테스트 버티포
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Re.Invent Air Mobility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유럽 최초로 진행되어 프랑
스 민간항공국인 DGAC와 유럽연합항공 안전청 EASA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Vertiport는
파리의 Cergy-Pontoise Airfield에서 Skyports에 의해 설계, 건설 및 운영될 예정으로, 핵
심 기술을 통합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스트용
버티포트에는 생체 인식 ID 관리, 충전 장비, 상황인식 기능 및 기상 관측소를 포함한 일련의
기술이 장착되며, Volocopter, Vertical Aerospace, Airbus, Pipistrel, EHang 등과 같은
주요 eVTOL 항공기 제작사 2024년 올림픽을 앞두고 향후 3년 동안 테스트 비행 및 시연을 수행 할 예정이다.
출처 Transport Up / Nov 30, 2021

링크 h
 ttps://transportup.com/headlines-breaking-news/vehicles-manufactures/skyports-to-develop-vertiport-in-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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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미국)·Nautilus(호주),
호주 UAM 구축을 위한 협력 체결

EHang(중국),
2022년 eVTOL CAAC 형식증명 획득 추진

Eve Urban Air Mobility Solutions과Northern Australia의 최대 헬

중국 eVTOL 개발업체인 EHang은 현재 중국 감항당국(Civil Aviation

리콥터 운영업체인 Nautilus Aviation은 지난주 호주에서 UAM 생태계

Administration of China, 이하 CAAC)와 협력하여 EH216 형식증명

개발을 위한 협력을 발표하였다. 이 협력의 일환으로 Nautilus는 Eve의

(Type Certification)에 대한 표준을 공식화했으며, 현재 적합성 입증 방법

eVTOL 항공기를 최대 10대 주문 계약했으며, 2026년까지 그레이트 배

(Means of Compliance)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hang사

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에서 비행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 최고 전략책임자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CAAC와 수 차례 논의한 끝에

Nautilus Aviation CEO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는 배기가스가 없고

형식증명 작업이 검증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CAAC는 현

조용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 투어를 제공하여 고

재 EH216 형식증명을 위한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 초안에 대

객에게 최고의 비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여 의견 수렴을 2021년 12월 2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항공기

또한, Eve CEO는 “우리는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탄소 중립적 미래에 대

가 향후 수 개월 내에 인증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수 년이 걸리는 서방의

한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

인증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했다.

한편 미연방항공청(FAA)의 최초 eVTOL 항공기의 인증 예상시기는 빠른

출처 Urban Air Mobility / Dec 06, 2021

시기는 2023년으로 알려져 있다.

링크 	https://www.urbanairmobilitynews.com/air-taxis/eve-nautilus-collaborate-todevelop-uam-operations-in-australia-up-to-10-evtols-ordered/

출처 eVTOL / Dec 03, 2021
링크 	https://evtol.com/news/ehang-type-certification-approval-next-few-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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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k Aero(미국), CoMotion LA에
자율 비행 eVTOL 전시

Volocopter(독일),
Voloport 설계를 위한 핸드북 배포

2021년 11월 16~18일 Wisk Aero는 자사의 eVTOL 항공기

독일의 Volocopter는 전기추진 수직이착륙(eVTOL) 항공기 운

인 Cora를 CoMotion LA에 전시하였다. 최고 마케팅 책임자

용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위한 Voloport 핸드북을 배포하였다.

는 기조 연설을 통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eVTOL

Volocopter에 따르면 이 핸드북은 독자들에게 설계, 건설, 자재

에어택시를 전시하고 광범위한 대중참여 노력을 시작하게 되

사용, 인프라 적응성 및 시설 운용을 통해서 UAM 인프라를 구

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Wisk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축하는 Volocopter 파트너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

일상적인 비행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미 지난

혔다. 이번에 공유되는 정보는 Volocopter가 eVTOL 항공기 설

2010년부터 5세대 eVTOL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설계 및 개발

계자로서 당국, 항공운용자, 기관, 협력사 및 내부 전문 지식과

하여 1,5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 수 많은 직접적인 협력에 기반하여 발간되었다. Voloport

Wisk는 지금까지 영상자료를 통해서만 항공기를 공개하였으

솔루션은 단순하고 기능적으로 독립된 도심형 상용 버티포트

나 이번 CoMotion LA 컨퍼런스 행사를 통해서 현재 프로토타

의 개념으로 이를 통해서 eVTOL 인프라의 개발을 가속화하여

입에 대한 개발 상황을 홍보하고 6세대 항공기에서 기대할 수

UAM의 대중적 수용성을 촉진하고 거대 도시에서 생태계를 확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제시하였다.

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Transport Up / Nov 18, 2021

출처 Urban Air Mobility / Dec 09, 2021

링크 https://transportup.com/headlines-breaking-news/events/wisk-

링크 https://www.urbanairmobilitynews.com/vertiports/volocopter-

displays-autonomous-evtol-aircraft-at-comotion-la/

publishes-its-design-handbook-for-its-voloport-vertiport-concept/

국내 - 협력

인천광역시, ‘UAM 5개 국제 도시 협의체’ 구축 추진
2021년 11월 16일 영종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K-UAM 컨팩
스’ 1일차 마지막 세션에서 인천시 항공과장은 인천·LA·파리·두바이·싱가
포르 5개 도시의 글로벌 헙업을 제안하였다. 이날 인천시 항공과장은 “현
재 기술 발전속도를 감안했을 때 안정적으로 도심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
는 도시 간 협업 체계 구축이 필수다. 글로벌 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R&D)
과 협의체를 통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UAM 표준화를 묻는 청중석 질의 응답으로 세계 각

Vol. 05

국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상용화 전 어느 정도 표준 제도의 틀을 잡아야 한
다는 지적에 대하여 인천시 항공과장은 “인증 체계가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 다른 도시와의 협업도 중요하다.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
는 과정에서 글로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해 오늘 K-UAM 콘펙스를 갖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경인방송, 김혜경 / Nov 16, 2021

링크 	http://www.ifm.kr/news/32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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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기업

국내 - 기업

한화시스템·Overair(미국),
eVTOL UAM 항공기 개발 가속

클로버스튜디오,
‘UAM/UTM 통합관제’ CES 혁신상 수상

한화시스템이 투자한 미국 도심항공교통(UAM) 오버에어가 본사를 확장

㈜클로버스튜디오(대표 최태인)는 2021년에 이어 2022년도 CES 혁신

했다. 2021년 11월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버에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

상(Innovation Award)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클로버스튜디오는 도심

아 오렌지카운티 내 산타아나로 본사를 확장, 이전했다. 본사는 산티아나

형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을 위한 무인비행체 통합관제플

존 웨인 공항 근처에 두 개의 건물에 위치했다.

랫폼(GCP) 분야에서 ‘DROW’라는 3D 맵 기반의 혁신적인 관제 소프트

8732㎡ 규모의 건물 I은 △회사 사무실 △가게 실험실 △클린룸 공간으로

웨어 기술(도심형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 UATM)을 통해 CES 2022 혁

사용된다. 1만126㎡에 달하는 건물 II는 회사의 항공기 통합과 시험 시설

신상을 수상하였다. 클로버스튜디오는 이번 영월 드론 배송 실증 사업을

을 유치한다. 오버에어의 본사 확장 이전은 전기 수직 이착륙장치(eVTOL)

위해, 드론 제공업체, 3D 지도업체, 이동통신업체 등의 기술을 하나로 연

과 첨단 항공 모빌리티 회사가 2025년까지 미국 연방항공청(FAA)을 인증

결, 융합함으로써 완전 자율 주행에 필요한 UTM 관제기술를 완성시킨

받기 위한 조치다.

것으로 알려졌다. 클로버스튜디오의 UATM기반 통합관제플랫폼(제품명:

본사 이전으로 오버에어가 개발하는 5인승 eVTOL 버터플라이(Butterfly)

DROW)은 다양한 통신프로토콜을 지원함으로써 현존하는 모든 드론에

개발이 빨라진다. 오버에어는 버터플라이는 상업화와 대규모 생산을 준비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체 기

중으로 향후 5년 내 1,000명의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다.

술로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출처 더구루, 길소연 / Nov 11, 2021

출처 한경닷컴게임톡, 박명기 / Nov 15, 2021

링크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7457

링크 	https://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93

국내 - 기업

카카오모빌리티·Volocopter(독일), 한국형 UAM 업무 협약 체결
카카오모빌리티는 볼로콥터와 현재 진행 중인 공동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UAM 서
비스 모델 고도화 및 상용화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 지상교통 인프라 환경 분석을 통한 ‘국내 UAM 서비스 시장 수요 및 규모
추정’ ▲ 실제 이동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UAM 가망 경로 및 버티포트(UAM 수직 이착
륙 시설) 위치 선정’ ▲ 한국 내 비즈니스 및 서비스 모델에 대한 사례 연구 ▲ UAM 기체 및 서
비스 운영에 대한 ‘안전 및 인증 관련 평가 기준’ 등 서비스 상용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을
공동 연구해 왔다.
양사는 11이달 말까지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연구 결과를 분석한 후 한국 시
장에 최적화된 UAM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상용화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뉴시스, 오동현 / Nov 23, 2021

링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3_00016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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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Dreamer

미래 UAM 세상 내가 주인공

쾀디(KUAM D)
UAM Team Korea, 청소년 ‘K-UAM Dreamer’
미래 도심항공교통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主役)인 청
소년 ‘K-UAM Dreamer(쾀디)’ 6명이 선정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정책 실
현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UAM Team Korea의 간
사 기관 항공안전기술원 UAM안전지원센터는 중ㆍ고
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K-UAM Dreamer’를 모
집해 최종 6명을 선발했다.
올해 선정된 K-UAM Dreamer 1기는 ▲김도현(16) ▲
최정인(18) ▲윤진우(18) ▲김유빈(18) ▲김현빈(15)

또한, K-UAM Dreamer 윤진우 학생은 2021년 12월

▲신동진(17) 학생 등이다.

16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드론 박람

K-UAM Dreamer는 항공분야에 관심이 있는 16세부

회를 찾아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박유준 사

터 18세 중ㆍ고등학교 청소년들로 UAM 기체 개발을

무관과 만남을 갖고 ‘K-UAM Dreamer 라이브 방송’을

위해 독일 유학을 꿈꾸는 CEO 지망생이 있는가 하면

통해 UAM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습득하는 자리를 가

중학생으로 1급 드론조종면허를 취득한 미래 꿈나무

졌다.

들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K-UAM Dreamer 1기생들은 활동 기간을 통해
습득한 지식들을 기고문 형태로 작성하면 항공안전기

이들은 2021년 11월 11일과 16일 국토교통부가 주최

술원이 발행하는 매거진에 게재하며 활동 종료 후에는

한 K-UAM 실증행사에 직접 참여해 깊은 관심을 보이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활동증명서가 발급된다.

며 미래 UAM 시대를 맞아 자신의 진로 선택을 설계하
거나 직접 참여 개발사 직원들을 만나 폭풍 질문을 쏟
아내기도 했다.
11월 16일 실증행사에는 K-UAM Dreamer와 일부 학
부모들이 참석해 항공안전기술원 UAM안전지원센

QR코드를 인식해
유튜브 영상 바로 보기

터 전승목 센터장이 K-UAM 로드맵을 중심으로 미래
UAM 시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질문과 답변을 통해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궁금증 등을 해소했다.

https://youtu.be/9psn2FZQK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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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January 2022
SUN

02

MON

03

TUE

04

WED

05

소한

THU

06

FRI

07

CES2022
소비자 가전 전시회

12.1

SAT

01
08

일정 : 2022.01.05.(수)
~ 08.(토)
장소 : 미국, 라스베가스
내용 : NV & Digital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12.15

23

24

EASA High Level
Conference

ADW 2021
암스테르담 드론 위크

일정 : 2022.01.18.(화) ~ 19.(수)
장소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내용 : UAM becoming a reality

일정 : 2022.01.18.(화) ~ 20.(목)
장소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온라인 병행)
내용 : Urban Air Mobility and
make real-life connections

25

26

대한

27

9th Annual Electric
VTOL Symposium
장소 : 2022.01.25.(화)~ 27.(목)
장소 : 미국, 캘리포니아(San Jose)
내용 : eVTOL 최신동향 및
기술성과 교류

30

31

국제 세미나(Industry Day) UAM 팀코리아
워크샵 개최
일정 : 2022.02월(예정)
내용 : K-UAM GC 소개 및
해외 GC 사례 공유 등



일정 : 2022.02월(예정)
장소 : 추후 공지 예정

현대차·인천국제공항공사·현대건설·KT·대한항공, UAM사업 협력 체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16592
롯데지주·롯데렌탈·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광역시·항공우주산학융합원·모비우스
에너지·민트에어·스카이웍스 에어로노틱스 등 협력 체계 구축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6058100003?input=1195m

 경남TP, ‘2021 UAM(K-PAV) 국제 컨퍼런스’ 개최
http://robotzine.co.kr/entry/258175

신정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항공안전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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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