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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TEAM KOREA 소식

UAM TEAM KOREA 소식
K-UAM, 2023년부터 한국형
그랜드챌린지(K-GC) 돌입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 28일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공동체인 ‘UAM 팀 코리아(Team
Korea)’ 본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실증사업 운용계획을 의결했다. UAM은 도심에 수직 이착륙장을
구축해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를 운항하는 교통체계다. 국내에선 2025년 인천국제공항·김포
국제공항과 서울 도심을 잇는 UAM 셔틀이 상용화될 계획이다.
UAM 팀 코리아는 상용화에 앞서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를 진행한다.
기체 안전성을 입증하고 UAM 운항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023년 진행되는 1단계 실증은
개활지(앞이 넓게 트인 땅) 전남 고흥군 국가 종합 비행성능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2024년엔 각각 준도심(상반기)와 도심(하반기)에서 실증 비행이 추진된다. 실증 참여기관과 구
체적인 실증 방법은 내년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이데일리, 박종화 / Dec 28, 2021
링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27526629283112

UAM Team Korea, 참여기관
37개 → 47개 기관으로 확대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2021년 12월 28일 황성규 2차관 주재로 ‘UAM Team
Korea 제3회 본 협의체’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운용계획 및 UAM Team Korea
참여기관 확대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신규 참여기관으로 10개 기관을 추가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이번 UAM Team Korea 신규 참여기관 신청에 19개 기관이 몰려 미래 도심항공교통에 대
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에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대상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기관들로 다음과
같다.
◆ 산업계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 LIG 넥스원 ▲ KT ▲ 현대건설 ◆ 학계 ▲ 극동대학교
◆ 공공기관 ▲ 한국도로공사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지자체 ▲ 경상북도 ▲ 울산시
▲ 충청북도가 각각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출처 국토매일, 김영도 / Dec 29, 2021

국토교통부, 미래모빌리티·
주택·지역균형 육성

링크 http://www.pmnews.co.kr/105349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 27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교
통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위해 ▲ 경제활력 제고 ▲ 포용적
회복 ▲ 미래혁신 ▲ 편안한 일상 등을 4대 업무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포
스트 코로나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를 육성하고, 스마트시티·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한다.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시제기 제작 등도 추진한다. 드론 비행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로 공모(9월)하고,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 비행
기준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출처 연합뉴스, 김동규 / Dec 27, 2021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70836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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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포공항 인근 ‘UAM
Vertiport’ 등 허브시설 조성

김포공항과 주변 일대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돼 2027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의 이착
륙장 등 최첨단 미래교통 거점지역으로 변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올해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서울
강서, 경기 안양 등 32곳을 선정했다고 2021년 12월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공항공사가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통해
시행되며 2027년까지 총 2조 9640억원(국비 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는 도시철도·간선급행버스(S-BRT)·UAM 이착륙장 등이 연계된 미래형 교통 허브시설
이 들어선다.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모빌리티 혁신사업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도 확충한다.
UAM 이착륙장은 기체 충전, 정비·주기장 역할을 하면서 UAM 상용화의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출처 뉴스윅스, 전현건 / Dec 12, 2021

부산시, 3S 통합 글로벌
UAM 생태계 구축 포럼 개최

링크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041

부산시는 오는 2021년 12월 13일 14시 부산시청에서 해양도시 부산형 UAM 산업육성을 위한
‘3S(Sky, Sea, Shore) 통합 글로벌 UAM 생태계 구축 포럼’을 개최 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K-UAM 정책방향 및 비전, 부산 UAM 항로 운용개
념 수립, UAM과 버티포트, UAM 교통관리 발전 방향 등이 소개되었다.
부산시는 신공항 건설 및 항만물류와 연계하여 하늘길(Sky), 바닷길(Sea), 해양도시(Shore)를
연결하는 전국 최초의 유·무인 통합 스마트 버티포트를 구축하고, 신항-북항(부산역)-이기대동백섬 해안로를 따라 UAM 항로 개발, 거점별 버티스탑 설치, 실증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이뉴스투데이, 박흥식 / Dec 12, 2021
링크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574

LX공사, 드론 박람회서
차세대 모빌리티 UAM 소개

LX공사가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에 참가해 국민들에게 UAM을 소개했다.
제2회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의 주최로
2021년 12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UAM 특별관이 운영되어 플랫폼 전시, 탑승 체험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
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국내 UAM 산업의 발전 상황과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X공사는 정부의 UAM 팀코리아에 합류하여 이번 행사에서 ‘드론 관제 시스템’과 ‘UAM 3차원
지도구축 사업’을 소개하였으며 UAM 생태계 전반에 걸친 기술 개발을 진행할 예정으로 UAM
안전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을 접목시켜 기상·소음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드론을
활용해 3차원 정밀 지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출처 농업경제신문, 김민지 / Dec 17, 2021
링크 https://cnews.thekpm.com/view.php?ud=2021121714043422260cf1bdc2da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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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UAM 소개

국내 UAM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군 통합플랫폼 eVTOL 개발방향
최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가 도시인

으로 전망[그림 2 Base Case 기준]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도시화

구의 증가와, 도로 교통혼잡, 환경 문제를 해결할 3차원 미래 교

는 운송수단의 친환경화 및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

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UAM 시장은 2030년 이후 본격적

다. 성장성 측면에서 UAM 기술은 미래 항공기 개발의 기반 역할

인 상용화 궤도에 올라 2050년에 약 9조 달러의 매력적인 시장

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분산 전기추진시스템, 항공용

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KAI는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사

모터, 자율비행 등의 핵심기술 고도화와 비행안전에 대한 고신뢰

업 등을 통해 UAM 기체 개발에 필요한 약 70%의 항공 기술을

도, 상용화 운용에 대한 저비용(경제성)을 요구하는 UAM 수요에

이미 보유하고 있어, UAM 특화 기술 추가 확보를 통한 성공적

맞는 차세대 항전 및 Fleet Management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

인 국산 플랫폼 개발로 국내 UAM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

으로 예상된다. 확장성 측면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진화적인 개

고자 한다.

발 (파생형 확대 등)로 민·군 항공기 개발기술의 활용 및 확대가

글 이동현 차장(한국항공우주산업)

기대되며, 향후 차세대 전기 혹은 하이브리드 상용 항공기 개발
시 기반기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심 지상 모빌리티
와연계된 Multi-Modality 구축으로 이종 교통수단 간 통합된 이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대두 - UAM 산업
과밀화된 메가시티(Mega City)의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한 방안으

민·군겸용 eVTOL 전략

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모빌리티 진화에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스타트업 중심으로 UAM 개발이 본격화되

따른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의 등장은 기존의 지상 모빌리티

고 있으며 전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에어 모빌리티 프로그

와 연계되는 Multi-Modal 개념으로의 확대가 전망되며 지상 모

램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신산업 진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빌리티와 유사한 플랫폼 주도 중심의 경쟁구도 형성이 예상되고

확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은 2021년 10월, 서

있다. UAM은 시장성, 성장성, 확장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으

울 ADEX 행사에서 독자 eVTOL 형상을 공개하고, 2021년 11월,

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성 측면으로,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

‘K-UAM Confex’ 행사에서 ‘탑재중량 600㎏급 민·군 겸용 통합플

리에서는 UAM 시장이 2050년에 약 9조 달러 규모를 달성할 것

랫폼 eVTOL 개발 방향’을 발표하여 미래 에어 모빌리티 시장 진
입을 공식화하였다. UAM 비행체는 비행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신뢰 플랫폼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공전문 업체의 수행
영역으로, 국내 유일의 형식 및 제작 증명을 보유한 KAI가 국산
UAM 개발에 최적화된 업체라고 할 수 있다[그림 3].
특히 KAI는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등 기존 사업 수행을 통해
UAM 비행체 개발에 필요한 기술 중 약 70%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기 확보한 비행체 개발 역량(설계/제작/인증)을 집약하여
eVTOL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정익 사업에서 비행제어, 공
기역학/형상설계, 항공전자 기술을, 회전익 사업에서 로터/트랜

[그림 1] KAI UAM : E2X 형상

스미션/객실 설계 및 자동비행조정 기술을, 무인기 사업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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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st Case

(단위 : 십억 달러)

Base Case

(단위 : 십억 달러)

Best Case
(단위 : 십억 달러)

[그림 2] eVTOL/Urban Air Mobility TAM Update: A Slow Take-Off, But Sky’s the Limit (2021.5, Morgan Stanley)

제/지상 통제, 통신/데이터링크 및 자율비행/충돌회피 기술 등을

포하고 있다. 전체 UAM 산업에서 서비스/인프라 시장 대비 비행

채택하여 비행안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승객편의 및 경제성을

체 개발 시장은 약 10% 내외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나

모두 고려한 최적화된 플랫폼을 개발하고, 민·군 겸용 유인기와

범 국가적으로 독자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해외 도입

화물수송용 제품 등을 상용화 할 예정이다[그림 4].

시 비행체 활용시의 한계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기

KAI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UAM 독자모델 비행체는 순수 국

술보안 및 핵심 기술에 대한 해당국의 승인없이는 수출 및 군사

산 플랫폼으로 미래 고객 요구도에 최적화되어 다양한 형상으

적 용도로의 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둘째로는 기술종속에

로 Sizing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양산 및 확장성을 위해 민·

따른 기술문제 독자해결 어려움 및 확장성/파생형 개발에 대한

군 겸용 공용 플랫폼을 채택하고, Vectored Trust 분산추진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신속한 기술/정비/군수지원

스템을 적용한 비행안전성 확보, Tri-cycle 랜딩기어 장착을 통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용성 및 가동율 저조가 예상된다.

한 지상운용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유인기의 경우,

이러한 UAM 비행체 해외 직도입으로 인한 한계를 탈피하고, 국

Panoramic Window로 승객들에게 넓은 시야각을 제공함으로써

가 기술경쟁력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KAI는 기존 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무인기의 경우, 후방도어 및 Boom

발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융복합하여 UAM 개발을 주도하고

Tail을 적용하여 야전 화물 탑재/하역이 용이하도록 설계할 예정

국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Open Innovation을 통한 산·학·연

이다. 또한, 성공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유·무인 비행체 전 분야에 대

하여, 1단계는 4~5인승 민·군 겸용, 2단계는 유·무인 겸용 화물

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및 부품의 해외 경쟁 기반

수송, 3단계는 10~12인승 민·군 겸용 등으로 관련 요소 기술의

을 마련함과 동시에 매출 증대를 통한 국내 산업 파급효과 창출

성숙도에 따라 최대 성능의 비행체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상용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신규 일

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자리를 생성할 예정이다.
향후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량생산 고강도/저비용 복합재 재

쉽지 않은 도전, 그러나 낯설지만은 않은 길

료/공정 및 고출력·고효율 추진계통 등 핵심부품 개발에 집중 투

UAM이라는 미래 신산업이 잉태하는 작금의 시대에 순수 독자

자하여 KAI가 개척한 중동, 남미, 동남아 등의 수출 시장을 기반

UAM 모델을 개발한다는 목표는 쉽지 않은 도전이나 기존 역량

으로, 국산 UAM 플랫폼 수출을 도모할 것이다. 이를 통해, KAI는

을 기반으로 충분히 미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 역시 내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 동력의 일원으로 자리 매김하고자 한다.

[그림 3] 좌 : EASA 감항안전 기준 / 우 : KC-100 TC/PC 증명서

[그림 4] KAI UAM E2X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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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중형 카고드론의 시작

탑재중량 200㎏급
카고 드론(KCD-200)
개발 현황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날개로 드론을 주목하고 있다.
기반 기술의 발달로 드론의 활용 범위는 취미, 군사적 목적
에 집중되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상업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LIG넥스원은 수송, 정찰, 공격 등 다양
한 용도의 드론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특히 산업통상자
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자동비행과 원격조정 비행이 가
능한 VTOL 방식의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급 카
고 드론 기술 개발』(이하 KCD-200)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수소연료전지라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한 중형급 수송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지자체 협
력하 실증기반 구축 및 ISO 표준화연계를 추진하는 사업이

드론 산업이 급속하게 팽창함에 따라 전 세계의 다양한 기
관에서 깊은 관심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에 따라 우리나라도 드론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육성을 장려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소경제 활성화, UAM실
용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LIG넥스원은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고중량 수송
드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새로운 시장 준비 현황
을 제시한다.
글 권철희(항공드론연구소장)

[그림 1] KCD-200 모형(4:1 Scale)

다. 이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정책의 비전과 부
합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UAM 분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더불어, UAM에 활용가능한 카고드론을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하는데 의의가 있겠다.
KCD-200은 1시간동안 50㎞ 반경에서 200㎏의 화물 수송
능력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의 성능은 다양한
현장에서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준다. 이
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일반적인 멀티콥터 형태보다 운용
효율측면에서 유리한 Lift-cruise 형태를 기반으로 성능과 운
용 편의성 등 화물 탑재방식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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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에 날개를 달다
KCD-200의 주요 임무는 항공 수송을 통해 육로로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재난지역 등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
이 목적이다. 드론을 활용한 물품배송 임무는 이미 익숙한 운
용 개념이지만, KCD-200은 ‘날개’와 ‘수소연료전지’라는 특

[그림 3] KCD-200 카고 적재 개념

징으로 기존의 수송드론과는 차별화된다.

물을 탑재하고 하역할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다.

개발 목표는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200㎏의 높은 탑재중

이를 위해 현재 KCD-200은 산·학·연의 다양한 참여기관을

량을 50㎞ 반경내의 지역에 운반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물

통해 운용상의 편의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

품배송 임무에 활용되는 멀티콥터 형태에 비해 월등한 수송

식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KCD-200의 가장 유력한 탑재 방식

능력으로, Lift-cruise 방식과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통

은 동체 전면 부를 개방한 뒤 탑재 화물을 동체 중앙으로 밀어

해 ‘친환경’, ‘탑재중량’, ‘임무반경’을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

넣는 방식이다. KCD-200은 Lift-cruise 방식을 사용하기에

로 기대한다.

동체 주변에 프로펠러들이 배치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도

KCD-200의 운용개념은 [그림 1]과 같다. 항공기 전용 탑재

서 지역, 고립 지역 및 재난 지역에서의 원활한 운용을 고려할

차량을 통해 이동하고 이륙 지역에서 화물을 적재하며, Lift-

때, 최대 200㎏의 화물을 프로펠러와 동체 사이의 좁은 틈에

prop을 동작하여 수직으로 이륙한다. 이륙고도에 도달하면 후

서 탑재하고 하역하는 것은 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떨어트

방의 Pusher-prop을 동작하고 Lift-prop은 중지하여 고정익

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과 같이 동체의 전면 부를 개방

항공기의 형태로 목표 지점까지 비행한다. 고정익 모드로 순

형으로 설계하여 안으로 밀어 넣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운용

항 시 소모 동력은 회전익 모드에서의 정지 비행의 1/4, 상승

자가 보다 넓은 영역을 확보 한 뒤, 지원 장비 등을 충분히 활

비행의 1/5 수준으로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이때 수소연

용하여 화물을 탑재 및 하역할 수 있어 운용 면에서 큰 이점이

료전지는 요구 동력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여 배터리를 충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한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KCD-200은 주 임무 구간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여 장기체공 및 장거리 수송이 가능하다.

화물 탑재, 운용과 성능을 모두 잡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위하여
KCD-200의 개발은 단순한 무인 비행체 개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200㎏의 탑재중량은 성인 2명 이상이 탑승 할 수 있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고산·고립지역, 재난지역에 수송

는 중량으로, 해당 중량에 대해 안정성이 검증된 항공기 플랫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KCD-200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은 실제 수송 업무를 수행할 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화

또한 장기체공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 기술개발로
장기체공 드론시스템 개발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탑재중량 200㎏급 카고드론 개발 기술은 중형드론 개발의 첫
단추로서 수소경제로의 가능성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
으며 최근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UAM과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므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수소경제 및 UAM실
용화 로드맵을 예의주시하며 진행될 필요가 있다.
위의 기회를 발판삼아 주요기술을 미리 확보하고 노하우를 축
적하여 수소경제 및 UAM라는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여 드론
산업의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림 2] KCD-200 운용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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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인비행체
교통관리시스템
비행체 실시간 승인·감시·모니터링
UAM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이 예상되는 도심 상공을 항공기가 안전하게 목
적지로 이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항공기처럼 관제·교통관리 서비스의 구축
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KT는 무인비행체 교통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인천·영월 등 지역에서 ‘21년 K-드론시스템 실증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같은 다양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비행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비행 등 비행체 운용시스템 사
업에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비행체의 교통현황 등 종합적인 정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현재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이해관계자들과 사업협력을 맺고 UAM 사업 모델 개발 및
UAM기반의 통신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 석은경 선임연구원(KT)

무인비행체 교통관리시스템
UAM 관제를 위한 무인비행체 교통관리시스템은 무인비행체가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돕고 효과적으로 항로
를 관리한다. 또한 UAM 비행체들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관제할 수 있어 다수의 비행체 안전 운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KT의 무인비행체 교통관리시스템은 크게 서버/클라이언트/외부연동시스템의 세가지 측면으로 기능을 나
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서버 기능으로 무인비행체 참여자 간의 통신 브리지 역할을 수행하며, 비행계획 및 실시간
비행 상황 모니터링 지원을 지원한다. 사용자의 인증관리 및 권한 기능에서부터, 상황도 충돌 정보관리, 비행 이
착륙승인, 비행종료관리등의 프로세스 및 동작을 모니터링 한다.
두 번째로 클라이언트 기능 개발을 통해 운용자가 규정과 요구사항을 지키면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혹은 기존 사용자 로그인관리기능 및 지오펜스관리, 실시간 충돌분석정보, 거리/고도분
석 기능, 위험도 관리분석등을 통해 안전한 비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관리 및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외부연동 기능을 통해 기상정보, NOTAM정보 및 감시정보서버, 시뮬레이터 등과 연동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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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여, 안
전한 운용과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림 1]은 비행체에 대한 비행계획관리 영역이
며, 먼저 비행에 관한 위험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비행
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후 비행에 대한 승인을 시작
으로 상황도관리, 그 외 비행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
을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비행체에 대한 관제가 가능
하다. 사용자에 따라서 1대 혹은 여러 대의 비행체를

[그림 1] UTM 비행 관제 화면 - 비행계획관리

동시에 관제 가능하며, 서비스 측면에서 원하는 기능
별로 UI를 구성하여 편리성 및 이용성 측면에서 효율
성을 추가하였다.
[그림 2]는 실시간 비행현황으로 기상등의 외부
환경요인이나, 위험분석등의 모니터링을 통한 관제가
가능하다. 분석현황에 대한 위험도를 알리는 경고나
메시지를 보내고, 긴급착륙이나 비행우회, 비행지연에
해결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 실시간 가능한 최적의

[그림 2] UTM 비행 관제 화면 - 실시간 비행현황

방안으로 사용자는 안전한 비행을 수행할 수 있고, 관제사(또는 관리자)는 안전한 비행관제를 보장 할 수 있다.

무인비행체 교통관리시스템 활용방안
KT의 무인비행체 교통관리시스템은 드론이나 무인비행체 등이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돕고, 효과적으로 항
로를 관리할 수 있는 무인비행체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비행에 필수적인 공역 할당, 비행 허가·감
시·모니터링 등이 주된 역할이며, 또한 동시에 많은 대수의 무인비행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다수의 비
행체 운용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주며,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앞으로 무인비행체 기반의 모빌리티형 시스템 운용 및 관제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특히 UAM 기반의 사
업에 핵심적인 기술로 활용될 것 이다.

맺음말
UAM에 대한 관심 고조와 더불어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안전 기술 및 보안에 대한 체계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비행 안전기술 측면으로 무인비행체 교통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고, 나
아가 다양한 실증사업을 통해 비행관제에 대한 필요한 기술들을 검증 및 추가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슈
화되는 안티드론등의 다양한 비행관제에 대한 보안기술들도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UAM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UAM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하여 서비스, 안전등이 보장
되는 기술과 정책이 필요하며, 이런 체계적인 UAM Goverence 구축을 통해 미래 도시교통 구축 체계가 효율적
인 도심항공교통에 기여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12

UAM 국내·외 최신동향

UAM 국내·외 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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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정책

EASA(유럽),
전기 및 하이브리드 항공기 규정 개정 발표

FAA(미국), 5G 서비스 항공기
시스템 간섭 문제 규제 정책 성명 발표

유럽 항공안전청(EASA)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추진 항공기 및

FAA는 새로운 5G C-band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출시 계획을

기타 비전형적인 항공기에 대한 개정안(NPA) NPA 2021-15-

2주 앞두고 항공기의 레이더 고도계 시스템과의 잠재적인 간섭

CAW(계속 감항성) 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이번에

문제에 관한 규제 정책 성명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개정안을 통하여 기존 규정(EU)No1321/2014으로는

FAA는 항공 및 무선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5G C-band와 기

적합성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적인 항공기의 방식과 다르거나

존 항공기의 시스템들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

피스톤이나 터빈엔진이 아닌 다른 동력장치를 갖는 항공기에

색하고 있다면서도 2021년 12월 23일 특별 감항 정보 게시판

대한 적합성 입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SAIB)에 새로 적용되는 레이더 고도계에 대한 테스트 및 위험

이와 더불어 비전형적인 항공기와 관련하여 기존에 식별한 규

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EU)No 1321/2014의

이번 규제 정책에 대한 성명 발표를 통하여 FAA는 해당 문제가

부록도 함께 수정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결 되기 전까지 5G C-band 간섭이 있는 지역은 항공 고시보

이번 제안으로 EASA 회원국들이 비전형적인 부적합 항공기를

(NOTAMs)를 통하여 제한 통지를 발행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승인하기 위해 감항성 면제 규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해당 대역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시스템에 대한

감항기준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

추가 정보도 함께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Urban Air Mobility / Dec 22, 2021

출처 Aviation Today, Woodrow Bellamy III / Dec 23, 2021

링크 https://www.urbanairmobilitynews.com/air-taxis/easa-publishes-

링크 https://www.aviationtoday.com/2021/12/23/faa-issues-new-radaraltimeter-5g-c-band-risk-assessment-request-aviation-industry/

proposed-amendments-to-electric-and-hybrid-aircraft-rules/

해외 - 정책

플로리다(미국), 미래항공교통 태스크 포스(TF) 계획 발표
플로리다주 최초의 미래항공교통(이하, AAM)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한
법안이 2021년 12월 21일 플로리다 주 하원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해당 태
스크포스는 현재 미래항공교통 산업, 특히 수직 이착륙(VTOL) 항공기에 대한 법
안(HB 1005)과 플로리다에 AAM을 전개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요구 사항의 식
별 및 미래항공교통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주법에 대한 필요한 개정을 권고
하고,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교통 계획에 미래항공교통의 잠재적 통합을 평가

Vol. 06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독일의 eVTOL 항공기 개발업체인 Lilium은
Tavistock Development Company 및 기반 시설 운영업체인 Ferrovial과 파트너십을 맺어 플로리다 주 전역에 14개의 버티포트를
개발하였으며, 첫 번째 허브는 미국 Olando에 위치하고 운용 서비스는 2025년에 시작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Aviation Today, Jessica Reed / Jan 05, 2022
링크 	https://www.aviationtoday.com/2022/01/05/advanced-air-mobility-task-force-proposed-flo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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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정책

EASA(유럽), ‘AW Drone’ 무인 항공 시스템을 위한 표준 개발
AW Drone 프로젝트는 유럽 집행위원회 Drone Strategy 2.0 표준 및 규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EASA)은 유인 항공기로 분
류되는 고위험 무인 항공 시스템(UAS) 인증을 기준을 수립 중에 있다.
EASA의 ‘AW Drone Programme’ 프로젝트 매니저는 “2035년까지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는 항공기를 이용한 화물기, 그 이후는 여객기가 비행이 가능할 것”이라
고 밝혔다. EASA에서 개발하고 있는 규정은 ICAO의 드론 규정 및 지침 개발에도 활
용되고 있으며, UAS 및 UTM 시스템의 인증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2022년에
게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ICAO는 이 지침을 통해 무인항공 시스템의 위험성 사
회적 우려를 포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Urban Air Mobility, Jenny Beechener / Dec 09, 2021
링크 	https://www.urbanairmobilitynews.com/emerging-regulations/how-new-standards-will-pave-the-way-to-autonomous-passenger-flights-aw-drones-programme/

해외 - 정책

해외 - 정책

호주, 선진 항공 산업을 통한
지역간 연결성 증대 협력 강화

아일랜드,
미래모빌리티(AAM) 테스트 베드 소개

호주와 빅토리아주는 지역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비상 대응 서비스를 제

미래항공교통(Advanced Aerial Mobility, 이하 AAM)을 위한 아일랜드의

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항공교통(Advanced

첫번째 테스트 베드는 Future Mobility Campus Ireland(이하 FMCI)라는

Aerial Mobility, 이하 AAM) 산업을 개발하기로 협력하였다. 이번 협력을

이름으로 Shannon의 특수캠퍼스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하여 eVTOL과 화물 드론은 상용화 시점은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

FMCI는 아일랜드 최초의 UAV 전용 테스트 및 AAM 허브 시설을 만드는

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호주 연방 정부와 빅토리아 주의 MOU(양해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에 구축되는 테스트 베드는 UAV 및 AAM의

각서)는 AAM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상호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

초기 감항성 테스트 및 인증 시험에 활용 될 예정이다.

기에는 도시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된 전기 에어택시, 비

이후에는 활용 서비스 및 지역 운영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계획으로 미래

상상황 시 사용되는 드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호주 연방 정부는 AAM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욱 성장 시킬 수 있는 잠재력과 함께 시스템 개발, 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약 3,570만 호주달러를 연방 기반시설, 교통, 지

스트 교육 및 인증을 위한 선도적인 지원 센터로 운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역 개발 및 통신부에 대하여 투자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CASA(민간항공안

있다.

전청), 호주 Air services, 빅토리아 주 간 상호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출처 Urban Air Mobility, Chris Stonor / Dec 16, 2021

출처 Urban Air Mobility, Chris Stonor / Dec 13, 2021
링크 	https://www.urbanairmobilitynews.com/securing-urban-airspace/australia-betterconnected-via-advanced-aviation-industry/

영상 	https://youtu.be/ND8Pj2K6SwA
링크 	https://www.urbanairmobilitynews.com/research/watch-video-irelands-first-testbed-for-future-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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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기업

Joby(미국), 프로토타입 2호기 항공기 FAA, USAF 승인 획득
미국의 Joby Aviation은 자사의 두 번째 프로토타입 항공기가 FAA 특별감항증명
과 미 공군 감항승인을 발급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하여 Joby Aviation의
관계자는 “2022년 비행시험 능력을 강화시키고, 2024년 상업 운영 시작을 향
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2022년 1월 말, 미
공군의 ‘Agility Prim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시험 비행을 진행 할 예정이며 지난
10년 동안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행 횟수는 2024년에 승객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Joby Aviation의 항공기는 작년에
NASA의 AAM 국가 캠페인에서 최초로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또 다른 이정표를 달성하였으며, 추가 비행 시나리오와 차량 파트너가 포
함되는 AAM 국가 캠페인의 첫 번째 테스트 세트는 2022년에 수행 될 예정이다.
출처 eAviation Today, Jessica Reed / Jan 06 2021
링크 https://www.aviationtoday.com/2022/01/06/joby-aviation-receives-faa-usaf-approval-second-prototype-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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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er(미국),
Maker 최초 호버링 비행 성공

SkyDrive(일본),
CES 2022에서 eVTOL SD-03 비행체 공개

Archer Aviation은 2021년 12월 16일 Maker 항공기의 첫 번

2022년 1월 7일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한 2022

째 호버링 비행 시험을 완료했다고 발표하였다.

CES 행사에서 일본의 SkyDrive 사는 SD-03 eVTOL 항공기 형

Archer는 FAA로부터 특별감항증명을 획득한 eVTOL 항공기

상을 최초 공개하였다. SD-03는 8개의 프로펠라를 가진 1인

를 만드는 제작사로 이번 시험을 진행한 Maker는 eVTOL 항공

승 전기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로 최대순항속도 50㎞/h, 이륙

기는 호버 비행 6개월 전인 2021년 6월에 공개되었으며, 시속

중량 400㎏, 비행시간은 최대 10분이다. 이번 공개행사에서

150마일로 60마일의 비행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yDrive사 최고운영책임자는 “미래 SkyDrive의 eVTOL이 건

이번 비행 시험을 통하여 Maker 실증기는 공중으로 수직 상승

물 옥상 이착륙장과 헬리콥터 이착륙장에서 집집마다 항공 여행

하여 제자리에서 호버링을 진행한 이후 안전하게 지상에 착륙

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시 교통수단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싶

하였다.

다.”라고 언급하여 eVTOL에 대한 투자와 개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시험을 통해 Archer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

한편, SkyDrive사는 현재 개발중인 SD-03의 후속 모델인

소가 통합되어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을 확인하였다.”고 밝히며

SD-05의 개발을 착수하여 오는 2025년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향후에는 호버 비행 영역 및 비행 전환 영역 확장을 위한 비행

세계 Expo에서 실제 비행을 목표로 개발 및 인증까지 완료하겠

테스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출처 	Aviation Today, Jessica Reed / Dec 20 2021

출처 eVTOL, eVTOL / Jan 07, 2022

링크 h
 ttps://www.aviationtoday.com/2021/12/20/archer-aviation-

링크 https://evtol.com/news/skydrive-unveils-compact-evtol-aircraft-

completes-first-hover-flight-with-maker-evtol/

las-ve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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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I(한국) - 아이리스(미국) - 드론 아메리카(미국), 수소연료전지 활용 협약 체결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DMI)이 아이리스 오토메이션(Iris Automation) 및 드론 아메
리카(Drone America)와 두산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기술을 통합하고 운영 자원을 공유하여 상업용 비가시권
(BVLOS) 무인항공기(UAS) 운영을 지원하는 항공기 플랫폼과 인프라를 테스트하고 평가
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은 2014년부터 연료전지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연료전지를 생산해 왔으며 최근에는
드론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소형화 된 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DMI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은 기존 리튬 배터리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와 무공해 특성으로
인하여 상업 및 공공 비행 모두에서 운영 거리가 확장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출처 eVTOL Insight, Jason Pritchard / Jan 10, 2022
링크 https://evtolinsights.com/2022/01/doosan-mobility-innovation-iris-automation-and-drone-america-to-advance-hydrogen-fuel-cell-technology-for-bvlos-uas-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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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영국),
CityAirbus eVTOL 항공기의 전기추진 시험 완료

EHang(중국) - MASC(일본),
VT-30 eVTOL 구매 및 협력 진행

Rolls-Royce는 Airbus와 공동 연구로 개발한 CityAirbus eVTOL 항공

EHang은 전기식 장거리 여객용 무인 비행체(AAV, Autonomous Air

기의 비행 시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CityAirbus

Vehicle)인 VT-30을 일본의 오카야마 쿠라시키 미즈시마 항공 및 우주 산

는 완전 전기식 Octo-Copter 형태로 최대 시속 75마일의 속도로 4명의

업 클러스터 연구 그룹(Okayama Kurashiki Mizushima Aero & Space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조용한 비행을 위한 음향 제어

Industry Cluster Study Group, 이하 MASC)에 1차 수주를 진행하였다고

설계와 8개의 프로펠러를 1000rpm 미만의 저속으로 회전하는 기술이

발표하였다. Ehang은 앞서 2021년 6월 EH216으로 후쿠시마와 오카야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에서 비행시험을 완료하여 일본의 섬지역 운송 수단으로 크게 부각될 것

비행 시험 프로그램 기간 동안 Rolls-Royce의 전기 추진 및 전력 분배 시

임을 입증한 바 있다. EHang과 일본의 MASC에서는 “EH216과 VT-30

스템으로 최대 100피트의 고도와 30노트의 속도로 105회 이상의 지상

의 운용 사례를 기반으로 일본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네트워크 개발을 할

및 비행 테스트를 완료하였다. 이번 협력 비행 시험을 통해 Rolls-Royce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MLIT)

와 Airbus는 eVTOL 항공기와 전기 동력 및 추진 등의 핵심기술에 대한

민간항공국은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섬지역 물자수송, 여행 및

요구 사항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난시 인명 구조 등을 위해 eVTOL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출처 eVTOL Insight, Jason Pritchard / Dec 24, 2021

출처 Urban Air Mobility / Dec 23, 2021

링크 	https://evtolinsights.com/2021/12/rolls-royce-shares-invaluable-learnings-as-

링크 	https://www.urbanairmobilitynews.com/air-taxis/ehang-wins-first-order-for-vt-

the-cityairbus-evtol-flight-test-programme-comes-to-an-end/

30-will-work-with-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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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s Flying Forward 2020,
1주년 결과물 발표

SMG 컨설팅,
AAM 실현지수 12월본 배포

2020년 12월에 시작된 Europe’s Flying Forward 2020 프로

SMG 컨설팅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AAM 실현지수 12월 발표

젝트의 1주년을 맞이하여 6가지 결과물을 발표하였다.

에 따르면 Joby Aviation사가 8.4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

이번에 발표된 6가지 연구결과는 규제 프레임워크, 지리 공간

며, Beta사와 Lilium이 7.8로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올해 초

디지털 인프라, Identity of Things Scheme, 상호 운용성 프레

3위에 있었던 EHang사는 10위로 내려간 상태이며, Archer사

임워크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을 기존의 EU 규정을 준수하면

도 많은 하락세를 겪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흥미로운 점은 24

서도 새롭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또한, 주

개의 제작사 중에서 13개가 미국 업체라는 점으로 미국이 UAM

요 내용으로 U-space 트래픽의 확장으로 공유 공역에서 비가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는 것

시권(BVLOS)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무인을 포함한 모든

을 눈 여겨 볼만하다. 특히, 올해에는 Joby Aviation, Lilium,

공역 사용자가 이를 준수해야 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Archer를 포함하여 Vertical Aerospace까지 미국 주식시장에

이 프로젝트는 600만 유로의 규모로 6개국에 걸쳐 12개의 파

상장되었으며, 특히 영국의 Vertical Aerospace는 주식시장 상

트너가 참여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모델 및 프레임워크(상호 운

장으로 점수가 6.2에서 7.2로 대폭 상향되었다. 또한, 이번에 발

용 가능 및 확장 가능)를 포함하는 지리 공간 UAM 생태계를 제

표된 12월 지수에는 새로운 업체로 빠른 상승세로 개발에 뛰어

공하는 것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들고 있는 Ascendance, Kittyhawk, Regent가 추가되었다.

출처 Urban Air Mobility / Dec 07, 2021

출처 Urban Air Mobility, Chris Stonor / Dec 17, 2021

링크 https://www.urbanairmobilitynews.com/research/europes-flying-

링크 https://www.urbanairmobilitynews.com/air-taxis/smg-consulting-

forward-2020-project-marks-first-anniversary-with-six-deliverables/

aam-reality-index-the-much-awaited-december-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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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UAM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착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공고한 ‘항
공용 모빌리티를 위한 연료전지 경량화 기술개발’ 과제를 수주했다고 2022년 1월
3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4년간 총 사업비 약 210억원 규모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까지 연료전지의 성능 향상과 시스템 경량화 등 항공용 수소연료전지 핵심 기
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위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
술 개발과 특허 실적 등 역량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기관들을 포함한

Vol. 06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과제 성공을 통해 UAM 전기추진 시스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중소형 항공기 전기추진 시스템까지 사업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스1, 구교운 / Jan 03, 2022

링크 	https://www.news1.kr/articles/?45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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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타이어 CVC 자회사,
美 UAM 스타트업 투자 진행

현대자동차,
메타버스 플랫폼 에 UAM 운항 서비스 오픈

넥센타이어의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자회사 ‘Next Century Ventures’

2021년 12월 14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다운타운에 현대자동차의

는 국내 타이어업계 최초로 미국 도심항공교통(UAM) 스타트업 ‘ANRA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서비스가 문을 열었다. 현대차가 개발한 UAM

Technologies’에 투자하며 미래 모빌리티 사업 발굴에 나선다고 2021년

인 ‘S-A1’을 타고 도심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12월 20일 밝혔다.

S-A1을 타기 위해 도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면 옥상에 착륙장이 마련

ANRA Technologies는 UAM 영역 중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시스

돼 있고 조금 기다리면 한두 블록 떨어진 UAM 터미널 'S-Hub’에 UAM

템(UTM)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UTM은 미래 모빌리티 수단인

항공기인 S-A1이 날아오는 형태이다. 또한, S-A1이 도착하면 체험인은

도심항공교통의 교통 관제탑 역할을 하는 UAM 분야의 필수 기술이다.

탑승을 하고 미국 뉴욕 맨해튼을 닮은 다운타운 전경을 내려다보며 신속

ANRA Technologies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NASA(미 항공 우주국)

하고 안정적으로 목적지 S-Hub에 도착하게 된다.

및 FAA(연방 항공국)과 UTM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U에서도

S-Hub의 전체 구조는 문어를 닮은 중심 공간을 두고 여러 출구로 연결

EASA(유럽항공 안전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NASA와 EASA에 모두

되는 형태로 모든 출구는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인 ‘S-Link'와 직접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UAM 영공 솔루션 업체다.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뉴스1, 권혜정 / Dec 20, 2021

출처 스트레이트뉴스, 유희석 / Dec 15, 2021

링크 	https://www.news1.kr/articles/?4528312

링크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71

국내 - 정책

항공기상청,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기상정보 제공 추진
항공기상청이 2021월 11월 30일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아 항공기상청장은 인터뷰를 통
해 “내년부터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도 착실
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항공산업이 발전하고 UAM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
하면서 항공기상청도 전에 없는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
지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ICAO 계획에 발맞추는 것으로, 궁극적으론 항공기별로 상황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항공기 경로상 천둥과 번개가 예상되면 이를 즉각 알려 우회로
를 찾게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일종의 ‘항공기용 날씨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K-UAM’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맞는 기상정보를
제공하고자 각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영 / Dec 12, 2021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0127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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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Dreamer 르포

K-UAM Dreamer

https://www.youtube.com/watch?v=qzEX9pY8iC4

쾀디(K-UAM D) 르포

INTERVIEW
Q.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UAM, 즉 도심항공교통이란 개념이 생겨난 지 얼
마 안 된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UAM은 Urban Air
Mobility라는 이름으로 우리말로 도심항공교통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고 이러한 한정된 에너지 때문에 나라 간의 분쟁
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중략)

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육상에는 기차, 버스, 택

Q.	언제쯤이면 그런 세상이 될까요?

시, 승용차, 오토바이 등이 있고 지하에는 지하철이

A.	2025년이면 드론택시를 일정 지역에서 시범적으

있고 바다에는 배가 있고 하늘에는 항공기가 있는

로 다니게 하려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열심히

데요. 이들 중에서 우리가 사는 도시의 하늘을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편하게 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이 도심
항공교통(UAM)입니다.(중략)

	이러한 시범 운용을 통해 UAM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또 부족한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택시가 다닐 수 있는 지

Q.	UAM 실증 행사에서 수직이착륙기가 비행하는
영상을 직접 보았는데요. 기존 헬리콥터보다 소

역을 여러 곳으로 확대하면 2030년경에는 본격적
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중략)

음이 아주 작게 느껴졌습니다. 소음이 어떻게 상
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직이착륙기와 기존의 헬리콥터 소음이 나는 방
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Q.	그럼 자동차나 비행기를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필
요할 텐데 eVTOL도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A.	(중략)면허증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헬리콥터 같은 경우엔 자동차의 엔진처럼 기름을

없듯이 eVTOL을 조종하려면 분명히 자격은 필요

태워서 움직이는 내연기관이지만 eVTOL 같은 경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

우는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음이

는 자율주행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어서 미래에는

작습니다. 자동차 엔진과 일반 모터를 전기 차를 생

eVTOL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닌 전반적인 교통을

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중략)

관리하는 사람의 기술자격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이착륙기라면 친환경 교통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A.	네, 맞습니다. 전기나 태양열 또는 수소 등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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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MON

TUE

01

WED

02

THU

03

설날 1.1

06

07

08

FRI

04

SAT

05

입춘

09

10

11

12

16

17

18

19

UAM 팀코리아
제8회 실무위원회 개최
일정 : 13:00 ~ 17:00(예정)
장소 : 온라인(추후공지)
내용 : UTK 합동 워크샵 등
참석기관 : UAM 팀코리아 참석(총 70여개 기관)

13

14

15

UAM 기술교류 국제
세미나 및 인증 워크샵

정월대보름 1.15

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가칭)

일정 : 02.14.(월) ~ 16.(수)(예정)
장소 :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추후공지)
내용 : UAM 등 관련 기술개발 등
참석기관 : 국내 유관 산학연 및 해외 단체/기관

20

21

27

28

우수

일정 : 02.17.(목)(예정)
장소 :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추후공지)
내용 : K-UAM GC 소개 및 현황 공유
참석기관 : 국내 유관 산학연 및 해외 단체/기관

22

23

24

25

ADW Hybrid
& EASA HLC
일정 : 03.29.(화) ~ 31.(목)
장소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온라인 병행)
내용 :	UAM becoming a
reality, High Level
Conference on 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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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21415133476800
LG유플러스-쿼터니언-항공대, 미래모빌리티(AAM) 관련 업무협약 체결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716



인천TP-인천시, ‘인천 개인용 비행체(PAV) 기업 협의회’ 개최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01

26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항공안전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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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