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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의 필요성
교통연구원은 2021년도 교통물류부문의 발전전망을 발표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단기수시과제 시리즈를 구성하였다. 본 보고서는 교통기술 혁신
을 전망함으로써 선제적인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한국판 뉴딜의 교통부문 핵심으로 기술혁신전
망과 함께 국가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 자율주행차 기술전망
글로벌 및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자율주행차의 비중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전
체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전망과 더불어 자
율주행차 관련 지원 정책 및 연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내 자율주행차 수준(자동화 수준)
별 시장증감이 두드러짐’과 ‘2021년 이후의 자율주행 상용화 및 고도화에 따른 스마트 도로
시스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도심항공교통 기술전망
도심항공교통(UAM)은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 기체인 분산추진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항공
기(eVTOL)의 개발과 함께 도시내 새로운 모빌리티서비스로서 검토되고 있다. 기존의 대도
시 권역 내 육상교통수단의 혼잡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빠른 모빌리티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체 개발 및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형성해 왔으며, 다양한
추진방식의 eVTOL 기체를 개발하고 시연함으로써 통합모빌리티의 일부로 연계되어야 한
다. 정부에서도 도시 내에서의 충분한 인프라 확보를 통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제도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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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정책 제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 등이 교통기술 분
야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둘 다 차량의 기술과 함께 충분한 인프라 확보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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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q 전망을 통한 국가 정책수립지원

◦ 그간 연구원은 부서별로 국토교통부의 해당 실국과 협의하여 국토부의 신년 업무계
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여 옴

◦ 교통연구원은 국가정책 지원의 씽크탱크로서 국책연구기관의 책무는 선제적인 정책
연동형 전망을 통해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q 2021년 교통기술혁신 전망을 국가정책과 연동하여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2020년 하반기 상황에 맞춰 2021년도 교통기술 분야의 혁신 전망을 한국판 뉴딜 국
가정책과 연계하여 전망함으로써 선제적인 정책지원 기능 강화 필요

◦ 특히,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한국판 뉴딜의 교통
부문 핵심으로서 전망과 연계된 국가정책 제안 필요

2. 연구의 목적
◦ 2021 교통기술혁신 전망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국토교통부를 비롯
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연구의 목적

◦ 특히, 미래교통기술의 핵심인 자율차와 UAM의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기
술혁신에 기여

◦ 자율차 분야에서는 시장전망을 중심으로, UAM 분야에서는 업계와 정부 동향을 중심
으로 연구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통기술 혁신전망을 함으로써 연구의 목적 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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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율주행차 기술전망

1. 자율주행차 시장 전망
q 전체 차량(일반차+자율주행차) 글로벌 시장 전망

◦ 블룸버그 NEF1)가 ‘2019 전기차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해당 내용은 2040년
까지 앞으로 약 20년간의 전기차 동향과 자동차 시장 전망을 담고 있는 장기 예측 포함

◦ 해당 보고서는 비단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모든 차종에 따른 시장 판매 전망치 제시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2030년 9,390만 대의 차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
◦ 이는 2020년 전세계 차량 판매 대수 기준으로 매년 0.77 %의 성장률 예상

q 자율주행차(레벨 1~레벨 5) 글로벌 시장 전망

◦ 자율주행차의 판매 시장 전망은 일본에서 발행된 야노 경제 연구소의 보고서2) 참고
- 해당 보고서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와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계 시장 조사 결과와 2030년까지 전 세계 신차의 ADAS와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수를 예측한 결과 명시
- SAE(미국 자동차 기술 협회)의 자동화 레벨 0~5까지의 6단계 분류를 기준으로 자율주행
차 구분하고, 레벨 1(운전 지원 기능), 레벨 2(부분적 자동화), 레벨 3(조건부 자동
화), 레벨 4(고도 자율주행), 레벨 5(완전자율주행) 자율주행차의 시장 전망 예측

◦ 2018년 자동차 판매 실적과 2020, 2023, 2025, 2030 년 자동차 판매 예측치 제시3)
- 2018년 자율주행차 판매 실적은 2,385만 대
- 2020년 자율주행차 판매 예측은 4,463만 대
- 2023년 5,607만 대(예측), 2025년 6,967만 대(예측), 2030년 8,390만 대(예측)

1) Veronika Henze (2019), “Electric Vehicles Sales to Fall 18% in 2020 but Long-term Prospects
Remain Undimmed,” BloombergNEF report, may 19, 2020.
2) 야노경제연구소(2019), “2019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능성과 장래전망 ~ Tier1/자동차메이커의 개발동향~(일본어판)”, 2019. 3. 28.
3) 야노경제연구소(2019), “2019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능성과 장래전망 ~ Tier1/자동차메이커의 개발동향~(일본어판)”,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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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자율주행차는 매년 +7.33 %의 시장 성장률 예측
- 하지만, 자율주행차 시장 전망 결과를 보면 자율주행차 레벨 별로 시장 성장률이 매우 상이
- 레벨 1은 2020년 이후 매년 –3.31 %의 마이너스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레벨
2(low)는 2023년까지 매년 평균 +130.07%의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률을 보이나,
2023년 이후 평균 –3.51 %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반면, 레벨 2(high)~5은 2020년부터 매년 평균 +1,774.83 %의 높은 시장 성장률 예측

출처) Veronika Henze (2019), “Electric Vehicles Sales to Fall 18% in 2020 but Long-term Prospects Remain
Undimmed,” BloombergNEF report, may 19, 2020.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2-1> 연도에 따른 전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전망

q 전체 차량(일반차+자율주행차) 국내 시장 전망

◦ 산업기술리서치센터에서 2030 자동차산업 전망에 관한 보고서4)를 발간하였는데, 해
당 내용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역사와 향후 전망에 관한 내용 수록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존 자동차산업 선진국들의 성숙한 시장 환
경으로 말미암아 2020 이후부터는 매년 약 1~2%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로 인해 2030년에는 일반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전체차량 약 1,000만 대의
자동차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

4) 노형북‧정의준(2018), Korea Industry 2030 : 자동차산업, KDB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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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국내 차량 판매 동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2018년~2020년 상반기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 GM, 르노자동차)의 차량 판
매 실적과 2030 자동차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국내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해
당 보고서는 국내 자동차 시장 성장률을 1.5 %로 감안)을 참고하여 시장 전망 작성
- 그 결과, 2030 자동차산업 전망 보고서와 다르게, 2030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판매 대수가 952만 대로 산정
- 위와 같은 결과는 2019년에 발발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판매 실적이 2019
년에 비해서 약 17.75%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추정
q 자율주행차 국내 시장 예측

◦ 글로벌 전체 차량 시장 대비 국내 전체 차량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예측
- 전체 자율주행차는 매년 +4.11 %의 성장률을 예상하나, 레벨 1은 2021년 이후 매
년 –6.61%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레벨 2(low)는 2025년까지는 매
년 평균 107.05%의 성장률을, 이후에는 평균 –4.95%로 감속할 것으로 전망
- 반면, 레벨 2(high)~5는 매년 평균 +2.296.51%의 높은 성장률 전망

출처) 노형북‧정의준(2018), Korea Industry 2030 : 자동차산업, KDB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2-2>연도에 따른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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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장전망 시사점 1] 자율주행차 글로벌 성장에 따른 국내 시장 성장

◦ 코로나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에 소비 시장이 축소되었고 이 영향으로 국내
자동차 판매율이 약 18% 감소하여 약 675 만대 판매
- 국내 자동차 시장은 2019년 자동차 판매 시장 자료를 기준으로 1.5 % 성장률을
적용, 2030년의 국산 자동차 약 950만 대 판매량 전망
-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자율주행 차량 시장 규모가 5.3
% 증가하여 350만 대 판매하였고, 이후 꾸준한 성장세로 2030년에는 약 851 만대
판매 예측

q [시장전망 시사점 2] 국내 자율주행차 레벨(자동화 수준) 별 시장 증감

◦ 레벨 1은 2021년, 레벨 2(low)는 202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레벨
3~5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q [시장전망 시사점 3] 스마트 도로시스템 지원 정책 필요성

◦ 레벨 1~2는 주행 시 정적인 도로와 동적인 도로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하여 차량을
컨트롤 하는 주체가 인간 운전자

◦ 레벨 3 이상에서는 자율주행차의 ADAS가 갖는 다양한 도로 환경 모니터링 기능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스마트 도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도로시스템 지원
정책 필요

2. 자율주행차 지원 정책 및 연구
가.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인프라 동시 추진
q 유럽 추진사례

◦ 유럽의 C-ITS 추진 전략인 Cooperative, Connected and Automated Mobility
(CCAM)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기술 시장의 협업, 보안 및 데이터
보호, 법제도 기반 구축, 국제 협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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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uropean Commision, CCAM 페이지, https://ec.europa.eu/transport/themes/its/c-its_en (2021.01.21.접속)

<그림 2-3> 유럽 C-ITS 로드맵

◦ 본 전략은 법 개정을 통해 C-ITS 추진 전략을 세우고 플랫폼 운영을 통해 C-Road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로 진행

q 미국 추진사례

◦ 단계별로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제시
- AV 1.0과 2.0은 자율주행 자체만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AV 3.0부터는 육상 교통 통합 연계 개발 및 시장 정책 전략 제시

◦ 시기별 주요 제시 내용
- 2016~2017년도까지 AV 1.0과 AV 2.0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자율주행차 개발 및 정책 규정
- 2018년 1월까지 AV 3.0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제어권 전환 및 차량의 구동 환경을
생각하여 육상교통 통합 연계까지 확대
- 2020년 1월까지 AV 4.0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자율주행차의 시장 정책 수립

◦ 단계별 수행 주체
- AV 1.0과 2.0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미국 교통부(USDOT)의 NHTSA에서만 개
발, 정책 추진 등 진행

제2장 자율주행차 기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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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 3.0 이상부터는 미래 육상교통 통합 연계를 위하여 미국 교통부의 자동차국
(NHTSA), 화물국(FMCSA), FTA(대중교통국), FHWA(도로국)이 자율협력주행에 필
요한 도로, 인프라, 대중교통 등의 연계를 위하여 기술 개발, 정책 수립 및 상용화
준비 중
나. 기존 교통체계 효율성 중시한 사례
q 현 도시교통체계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자율주행 정책 (사례 1)

◦ 보스톤 시에서는 현 도시교통체계를 바탕으로 개인 소유의 자율주행차와 무인 택시
를 보급하는 2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교통체계 분석 진행

◦ 보스턴 시 교통체계에서는 대중교통 56%, 개인 교통 33%, 공유교통 11%의 분담율이
도출되었는데, 두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
- 첫 번째 시나리오인 개인 소유 자율주행차가 투입된다면, 자율주행차량 운행 거리
가 증가하여 기존 교통체계에 혼잡을 더한다는 결과 도출
- 두 번째 시나리오인 무인 택시가 투입된다면, 통행 속도 증가와 차량 감소라는 효
과 도출

◦ 결론은 ‘무인 택시를 보급하여 대중교통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q Waymo 서비스 상용화의 한계점 (사례 2)

◦ Waymo는 Phoenix metropolitan area (Chandler, Gibert, Tempe, Mesa)에서 Early
Rider Program이라는 시범사업 진행 중
-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Waymo의 서비스 상용화 여부는 미정
- (교통안전에 대한 불확실성) Tempe에서 실제로 Uber의 자율주행차량 사고 발생
- (기존 대중교통 분담률 저하 및 신규 통행 증가) Waymo의 자율주행차가 투입된다
면 기존의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저하될 것이며, 단일 승객이 주로 이용하는
Waymo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신규 통행 증가 불가피
- (서비스 실수요층의 지불 가능성 모호) 실제 Waymo 서비스가 투입되었을 때, 실이
용자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서비스 사용에 대한 지불가능한 수요
층 확보가 애매하다는 점이 서비스 진입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며, 이와 같은 모호
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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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 유형별 모빌리티 시나리오 개발
q 자율주행차 측면에서 본 3가지 도시 유형

◦ 자율주행차 지원정책 및 연구를 추진 시, 자율주행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도시의 유
형 고려 필요

◦ 이에, McKinsey5)에서 도시 유형별 미래 모빌리티 시나리오 발표
- 높은 밀도의 개발 중인 도시(Dense, Developing Cities): 델리, 이스탄불, 몸바이
등의 도시가 여기에 해당하며, 인구의 밀도가 매우 높고 기술 개발 중인 도시라
공업 가스 배출이 많음
- 높은 수입의 낮은 밀도인 도시(High-Income, Low-Density Cities) : 북유럽이 여
기에 해당하며 개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용자가 많음
- 높은 밀도의 개발된 도시(Dense, Developed Cities) : 런던, 상하이, 싱가포르가 여기
에 해당하며, 밀도도 높지만 개발된 도시라 환승 구조가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음

q 도시 유형 별로 적합한 모빌리티 시나리오

◦ 높은 밀도의 개발 중인 도시: Clean & Shared Model
- 친환경 전기차 및 대중교통과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로 전환하는 모델

◦ 높은 수입의 낮은 밀도인 도시: Private Autonomy Model
- AV에 대한 확대 활용 및 더 많은 공유서비스를 통한 모빌리티 확대 모델

◦ 높은 밀도의 개발된 도시(Dense, Developed Cities): Seamless & Mobility Model
- 대중 AV의 공유 차량 및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Connected
Vehicle) 모델

◦ 기존의 교통,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 인프라의 융복합 개발 및 정책 추진을 위해
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타겟 도시의 유형에 맞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수요층
의 확보 및 기술 안정성 확보 가능

5)E. Hannon et al.(2019), “An Integrated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Mobility Part 3: Setting the
Direction toward Seamless Mobility”, Mckinsey Center for Future Mobility, McKinsey&Company
(Ja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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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빌리티 서비스로서의 도심항공교통 동향
q 도심항공교통 항공기 제작 업계 동향

◦ UAV, Drone 등 소형 항공기체의 성공에 힘입어, 기존 항공기체의 단점을 보완할 것
으로 기대되는 분산전기동력수직이착륙항공기(eVTOL, electronic vertical take-off
and land aircraft)의 등장으로 소형항공운송에 대한 가능성 발견6)
- 미국의 <Augusta Westland> 프로젝트와 <Opener BlackFly> 프로젝트, 독일의
Volocopter 프로젝트 등을 필두로 중국의 이항(eHang) 등의 eVTOL 기체의 활용
가능성 검토
- 대형 상용기체제작사인 Airbus, Boeing 등도 별도의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Vahana, Aurora 등을 통한 eVTOL 기체를 선보임
- eVTOL로 분류되는 기체는 추진방식에 따라서 <Vectored Thrust>, <Lift and
Cruise>, <Multicopter> 및 기타 방식으로 구분
-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 R&D 사업을 통해
eVTOL 개념의 기체(OPPAV, optionally piloted PAV)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으며,
향후 활용성이 높은 기체개념으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 중7)

출처(좌) : Bloomberg, “Drone Taxis and Bags of Rice Take Flight in Downtown Seoul”, 2020.11.11.일자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11-11/drone-taxis-and-bags-of-rice-take-flight-in
-downtown-seoul (접속: 2020.12.10.)
출처(우) : evtol.news (KARI OPPAV), https://evtol.news/kari-pav/ (접속 : 2021.01.20.)

<그림 3-1> eVTOL 개발 기체 실증을 위한 노력

6) 이하 부연부분은 ‘eVTOL Timeline’ https://evtol.news, (2020.11.10.접속) 참고하여 작성함
7)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자율비행 개인형공기 인증 및 운용기술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기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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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ber Elevate Summit 2019 현장사진 (2019.06.)

<그림 3-2> 추진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eVTOL 항공기

q 도심항공교통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 동향

◦ 다양한 형태의 eVTOL 기체가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시장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고 있지 못했던 2010년대 초반 이후, 제작사와 컨설팅
사, 플랫폼업체, 인프라 및 개발전문업체 등의 협업을 통해 시장개척 도모
- 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내부 프로젝트 Uber Elevate(Uber AIR)의 2016년 백서
발간8)을 시작으로 매년 Uber Elevate Summit을 개최해 오면서 ’모빌리티 서비스
로서의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에 대한 관심 집중
- UAM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한편,
뉴욕 지역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한 항공운송서비스(UberCopter)를 기획함으로써,
향후 UAM 사업의 타 수단과의 연계를 실질적으로 검토
- 국내에서는 현대차그룹과 한화그룹에서 M&A 등을 통해 각각 eVTOL을 활용한 기
체 개념을 제시하고, 동시에 UAM의 활성화를 통한 자사 기체의 시장성 확장을 도
모하고 있으며, SK텔레콤 역시 자회사를 통한 모빌리티 시장으로의 진출을 선언하
고, 그 일환인 UAM 부문에서도 사업전략 모색 중

8) “Fast-Forwarding to a Future of On-Demand Urban Air Transportation”, Uber Elevate, 2016.10.27

Ⅳ.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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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ber Elevate Summit 2019 현장사진 (2019.06.)

<그림 3-3> UberCopter 서비스의 개념도

◦ 최근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수익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미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주도자도 플랫폼 사업자 중심에서
기체생산능력을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제공업체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 UAM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던 Uber Elevate가 기체생산업체인 Joby사에 인
수됨으로써, eVTOL을 활용한 서비스 선도는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체
를 개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가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
- 다양한 기체 개념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체를 활용하
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형성이 필요하기에,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의 협업 필요
- 단, 비용효율성 문제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실질적으로 모빌리티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 형성은 어렵고, 최근의 팬데믹 상황
으로 UAM 사업 선도자들의 지속가능성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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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빌리티 서비스로서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부 동향

◦ 미국 정부는 그동안 NASA와 FAA를 중심으로 기체 기술 및 저고도/고밀도 공역관리
등의 eVTOL과 같은 소형항공기체의 등장에 따른 관련 연구 지속
- 전략컨설팅 업체를 통한 시장성 조사를 실시하여 eVTOL을 활용한 UAM 시장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수행
- 2018년 하반기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서 실시된 공청회 등을 토대로
UAM에 관한 구체적 형태의 국가적 관심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국
가항공우주국 및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국 등 관련부서의 다양한 연구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시작

◦ NASA의 항공학적 연구본부(NARI, NASA Aeronautics Research Insitute)에서는
eVTOL 형태의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모빌리티와 관련하여 AAM(Advanced Air
Mobility)으로 명명하고, 이들 생태계를 지원하고자 워킹그룹 운영 중9)
- (비행체, Aircraft) 비행체 개발 및 기체, 추진, 생산, 비행 자동화, 통합 체계 구성
등을 논의하는 워킹그룹(WG)
- (공역, Airspace) 공역설계, 운항절차 개발, UAM 비행장 설계, CNS, 전통적인 항공
교통관리, UTM UAS 서비스 제공자, 운항서비스 제공자, Fleet 운영, UAM 운영테
스트 관계 논의를 진행하는 워킹그룹
- (커뮤니티 통합) 정부(연방, 지방), 개발자, Fixed Based Operators(FBOs), 지역사
회 기반 이해단체, 산업기반 단체, 자본투자자, UAM 테스트 관계자들의 논의를 진
행하는 워킹그룹
- (크로스 커팅) 앞선 3개 워킹그룹에서 모이는 전문적 의견을 모아 ConOps(운영개
념)와 국가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워킹그룹

9) 한국교통연구원(2020),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안전운항기술 개발(2차년도) (4세부) OPPAV
교통 서비스 체계 도입방안 연구-연차실적보고서(별권보고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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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AA NextGEN(2020), “Urban Air Mobility (UAM)-Concept of Operations v1.0”, pp.5

<그림 3-4> UAM, UTM, ATM 항행환경

◦ 미국 (FAA) 및 유럽 (EASA)은 기체 기술 기준에 관한 기준 마련 중이며 일부 기체에
대한 인증 준비 중
- 다른 분야보다 오래 걸리는 기체인증 (통상 5년 소요)이 핵심과제로 업계에 불확실
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체인증 가이드라인 제시 중
- 인프라 등 기준은 추후 마련 예정이고 기존 항공교통관리(ATM)와 무인기 교통관리
(UTM) 통합 같은 장기 이슈는 R&D 진행 중

◦ 우리 정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5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
맵10)‘을 발표하여, 현황 및 동향 분석을 통한 향후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6가지의 주
요과제를 설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후속작업 지원 중
- K-UAM 로드맵에 따르면, 2022~2024 UAM 비행실증, 2025년 상용화 시작, 2030
본격 상용화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30년 이후 노선 확대를 통한 호출형
서비스 도입 제시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다부처간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계, 학계, 중
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기술
위원회를 구성하여 UAM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협력 중

10) 관계부처 합동,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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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항공교통 발전 방향
q 기술발전기 초기시장 형성

◦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 기술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시장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 다수의 컨설팅 업체에서 내놓은 시장 전망에서 UAM 항공기를 활용하여 대도시권
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통행패턴에 대한 모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 시기에 관하여서는 2030년대로 전망
- 2021년 1월 시점에서 해당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체 및 안전운항
관련 기술의 성숙도가 매우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충분히 완충할 만한 여유는
부족한 상황

◦ 따라서 도심항공교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실증함과 동시에 여러형태의 사회적 합의
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성숙기’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기술개발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기술 활용 방안 논의 필요
- 현재 가능한 수준의 감항능력을 가진 기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추진 동력 유지 필요
- 특히 도심항공교통의 경우 기존의 항공교통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소음 및 안전 이슈 이외에도, 저고도 항행을 상정할 경우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문제 발생 가능

◦ 경제적 논리의 적용 이전에, 공공목적으로 도심항공교통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한 실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함
과 동시에, 공익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의의 확보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점 기반 교통체계’ 로서의 항공교통체계의 장점을 충분
히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안에 위치한 낙도지역 및 산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촌락으로의 소화물운송 또는 여객운송 등의 적용방안 단계적 검토 필요
- 육상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민에게 충분한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주요 방문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을 비약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운송수단 대비 다양한 운영효율성 기대

Ⅳ.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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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도시권 내 UAM 인프라 확장

◦ 현재 상정되고 있는 대도시 권역 내 UAM 활용 서비스는 ‘공항까지의 접근성 제공
(Airport Shuttle)’ 및 ‘대도시 권역 내 주요 관심지역(POI)으로의 빠른 이동’으로 요약
- 한국교통연구원(2020)11)에서는 “OPPAV 교통서비스체계 도입방안 연구”의 연구
보고서에서 대도시권내 UAM을 활용한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3개 단
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공항 등 주요 교통결절점으로 접근하는 단계부터, 도
시부 주요지역을 급행으로 연결하는 단계, 이후 대도시권 내 승하차 가능지점의
확대되는 단계로 나누어 UAM 서비스의 개념 제시
- 이외에도 대다수의 UAM 관련 시장조사를 수행한 기관에서는 대체로 공항셔틀 노
선의 도입, 에어택시 서비스의 운영 등을 대도시권 내에서의 UAM 서비스로서 상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AM에 활용되는 기체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뒷받침
하기 위한 도시 내 인프라의 공급방안에 대한 적절한 검토 요구 중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2020),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안전운항기술 개발(2차년도) - (4세부)
OPPAV 교통서비스 체계 도입방안 연구 – 연차실적보고서(별권보고서)”

<그림 3-5> OPPAV 활용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단계별 서비스 제공 개념

11) 한국교통연구원(2020),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안전운항기술 개발(2차년도) (4세부) OPPAV
교통 서비스 체계 도입방안 연구-연차실적보고서(별권보고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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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통상적 항공기 대비 eVTOL 의 장점으로 주목된 것은 기존 기체 대비 이착륙
(FATO, final apporach and take-off)에 필요한 공간 및 인프라시설이 간편하다는
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도심부 주요지점에 설치되기 매우 어려움
- 대도시권의 도로를 중심으로 한 기존 이동체계가 혼잡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
서 도심항공교통의 도입취지는 편리하고 빠른 이동성을 제공한다는 데에 있음
- 그러므로, 도심항공교통 서비스가 도시 내 주요 지점으로의 충분한 접근성을 제공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UAM 인프라 네트워크 확보
필요

◦ 시장성 및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한 UAM 인프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체와의 교통시설 기반 개발(TOD) 고려 필요
- 우리나라의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권역은 비교적 권역 내 모든 지역민들이 기존
의 육상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도로 및 대중교통체계에 접근하기 쉬운 상황
- 따라서, 단순한 연결성 제공에 그치지 않고, UAM 교통시설로의 유인요인이 형성
되어야 충분한 시장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해당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업무지구 개발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초기
시장에 이은 시장 성숙을 유도할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3. 도심항공교통 향후 과제
q 끊김 없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 무단절성(Seamlessness) 확보를 위한 수단간 연계방안 모색 필요
- ‘점 기반 교통체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이착륙이 가능한
교통체계로 개발되는 것이 가장 유리하나, 매우 큰 경제적 비용 및 제약사항을 가
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육상운송수단과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더욱 중요
- 따라서 무단절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이 도입되는 시점에서의 연결교통
수단과의 직접적인 연계 (최대한 대기 또는 이동 없이 다음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를 위한 인프라 및 시스템 확보 등의 추가적인 검토 필요

Ⅳ.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전망

17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2020),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안전운항기술 개발(2차년도) - (4세부)
OPPAV 교통서비스 체계 도입방안 연구 – 연차실적보고서(별권보고서)”

<그림 3-6> OPPAV 활용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단계별 인프라 확충 전략

◦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MaaS, Mobility as a Service) 핵심수단으로서 eVTOL의 활용
- MaaS의 핵심은 개별 수단별로 공급되었던 기존의 교통체계를 전환하여, 개별 통
행자의 통행단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체계로 다수단의 통합적인 제공이 목표
- UAM의 도입을 계기로, 통행비용에 대한 접근을 수단 중심이 아닌 모빌리티를 제
공받는 통행자가 제공받은 통행의 질을 중심으로 변환하여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
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시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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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령 등 제도 정비

◦ 현재 UAM이 교통체계로 편입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2020)으로 제시한 ‘K-UAM
로드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송사업관련 제도, 시설·운항·보안 기준, 도시계획·
개발, 산업생태계조성 및 활용촉진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UAM 특별법’ 제
정 추진 중
-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각 분야별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미래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여 제도 정비가 진행되어야 함
- 시험 및 실증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이 UAM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규제특례 등을 통한 여러 시도 지원 필요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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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 제언
q 2021년 교통기술혁신 전망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 지원

◦ 선제적인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2021년도를 위한 교통기술 분야의 혁신 전망을
한국판 뉴딜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전망

◦ 특히, 자율주행차와 UAM을 중심으로 교통기술혁신 전망과 국가정책 제안 제시
q 자율주행차 기술전망

◦ 전체 차량 대비 자율주행차량의 사장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자동화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

◦ 레벨1에서 레벨2는 202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레벨 3~5는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레벨3 이상에서도 스마트 도로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하여 이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
이 필요하며,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인프라 동시 추진 제안

q UAM 기술전망

◦ UAM은 서비스 업체 중심에서 제작업체 중심으로 관련 업계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으
며, 정부의 제도 정비가 중요

◦ 시장성과 편리성을 확보한 충분히 많은 UAM 인프라 보급을 위해서는 수단간 연계와
함께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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