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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유럽, 2024년 상업용 'UAM'
운항 전망
참고ｌ‘EASA 1st study on acceptance of Urban Air Mobility in the European Union', Reddit, 2021. 6. 8. ; ‘Urban
Air Mobility ready for take off', NewsIn24, 2021. 6. 25.

개요
유럽에서 이르면 2024년, 인구 밀집 지역의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여객·화물 운송 수단인 '도
심항공교통(UAM)'의 상업용 운항이 가능할 전망
 유럽항공안전청은 수직 이착륙 기준과 기체 표준을 제시하고, 조종사 인증 관련 규정을 준비
 각 회원국에는 UAM 도입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운송 방안 마련과 UAM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 수 있도록 법·제도 등 정비를 촉구

주요 내용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이 오는 2024년이나 2025년 '도심
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의 상업용 운항을 허용할 것으로 관측
 UAM은 전기 추진 시스템을 통해 도심 등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수직으로 이착륙하면서 인간이나 화
물을 이동시키는 드론형 비행체(이미지 참조)
 2차원 공간 모빌리티의 한계를 극복, 3차원 공간을
활용하는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운송 수단
 활주로 필요없이 최소한의 수직 이착륙 공간만 확보
하면 운항 가능, 도로 정체를 피할 수 있고 원격지
접근성이 확대
 EASA는 일단 택배 등 소형 화물 운송에 UAM을 승인하고 여객 운송은 그 뒤에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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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이미 일부 스타트업들은 UAM 운항 승인을 신청
 EASA는 UAM이 오는 2030년까지 역내 9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42억 유로(글로벌 점유
율 31%) 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관측

EASA가 지난해 말부터 올 4월까지 역내 6개 주요 도시 4,000여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UAM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도입이 적합한 분야로는 긴급 의료 운송, 적합지 않은 분야는 관광과 비즈니스 여행
 UAM 도입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는 안전성 여부와 테러 및 범죄 이용 등 보안, 야생 조류
피해, 소음 및 시각 공해 등 거론
 UAM에는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비행 기술이 도입, 수요 극대화를 이룰 것으로 파악

EASA는 수직 이착륙 기준과 기체 표준을 제시하고 조종사 인증 관련 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도 신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각 기업체의 UAM 경쟁도 본격화
 EASA는 유럽민간항공장비기구(European Organization for Civil Aviation Equipment,
EUROCAE)를 통해 산업체 요구에 속도감 있게 대응토록 하면서, 각 회원국에 새로운 형태의
운송 방안 마련과 UAM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 수 있게 법·제도 등 정비를 촉구
 패트릭 카이(Patrick Ky) EASA 청장은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을 비롯해 주요국 항공 당국과 정책 조율에 힘쓰고 있다고 밝힌 뒤 도심 상공 운항에는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 충족이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
 미국은 백악관과 FAA 및 항공우주국(NASA), 산업표준화기구 및 유관 단체가 합동으로 UAM
인증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를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럽에 비해
UAM 인증 체계 구축이 뒤져 있다는 평가
 각 기업체의 UAM 경쟁도 본격화, 일본 도요타는 지난해 미국 스타트업 조비 애비에이션(Joby
Aviation)에 4억 달러를 투자해 수직 이착륙 및 전동화 기술을 확보, 미국 GM은 2021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1)에서 UAM 사업 공식화를 선언
 전문가들은 UAM 시장에 절대적인 강국이나 선두 기업이 없어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UAM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배경을 진단
 전 세계적으로 도심 교통 상황은 악화일로, 첨단 기술을 장착한 UAM은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차세대 운송 수단으로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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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일본 국토교통 기술 정책 추진
방안과 방향성
참고ｌ '分散型の新しい国の形や地球温暖化対策の強化等、今後の国土交通技術行政の方向性を提示', 国土交通省, 2021.
6. 9. ; '国土交通技術行政の基本政策懇談会 サードステージとりまとめ', 社会資本整備審議会・交通政策審議
会技術分科会技術部会, 2021. 6.

개요
일본 '국토교통기술행정 기본정책 간담회'가 국교성의 기술 정책 추진 방안(횡단적 과제)과 기술
정책 방향성(5대 주제)을 논의
 큰 틀은 '새로운 분산형 국가 형태'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구온난화 대책 강화'
 기술 정책 주제는 ①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② 도시·지역 관리 전략 ③ 물류·국제
게이트웨이 ④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⑤ 탄소중립
 물류·국제 게이트웨이 관련, 정책 방향(효율성과 대체성을 갖춘 공급사슬 구축, 물류 DX
추진, 국제 게이트웨이 강화)을 분석하고, 구체적 시책(화주와 스타트업 매칭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 대기장소·대기정보 가시화를 통한 유관 서비스 개발 등)을 제안

주요 내용
일본 '국토교통기술행정 기본정책 간담회11)'가 '새로운 분산형 국가 형태'와 2050년 탄소중립 실
현을 위한 '지구온난화 대책 강화'라는 큰 틀 아래 국교성의 기술 정책 추진 방안(횡단적 과제)
과 기술 정책 방향성(5대 주제)에 대해 논의
 (기술 정책 추진 방안, 횡단적 과제) '새로운 분산형 국가 형태'를 위한 국토교통 기술 정책
전개, 공통 기술의 진화·심화·전환, 사회자본정비 평가 시스템 구축

11) 국토교통성이 기술 정책 추진 가속화를 위해 2018년 6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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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정책 방향성, 5대 주제)
①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 모빌리티 안전성, 사회 수용성, 데이터 거버넌스12) 확보
② 도시·지역 관리 전략 : 스마트시티·스마트로컬 추진, 녹색 인프라 가치 창출
③ 물류·국제 게이트웨이 : 효율성·대체성 지닌 공급사슬 구축, 국제 게이트웨이 강화
④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 품질과 관리력을 감안한 사회자본 정비, 자연재해와 바이러스
등 외부 요인 및 정책 체계 재검토, 연계협력 강화, 효율성에만 근거하지 않는 사업평가
⑤ 탄소중립 : 도시·지역 정책 관점에서의 사회 구조전환, 요소기술과 연계협력 중시

기술 정책 방향성 5대 주제 중 특히 세 번째 물류·국제 게이트웨이와 관련해 현황과 과제, 정
책 방향, 시책 등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표> 물류·국제 게이트웨이의 현황과 과제, 정책 방향 및 시책
구분

주요 내용
o 택배 시스템은 노동력 부족, 취급량 급증으로 붕괴 우려

현황과 과제

o 물류 DX 형태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
o 해상과 육상 수송 규격이 상이, 원활한 물류흐름 저해
o 철도화물의 디지털화, 물리적 선로용량 확충 시급
o 효율성과 대체성을 갖춘 공급사슬 구축
- 철저한 물류 표준화· 공통화 추진
- 효율성· 대체성 있는 유연한 물류 시스템 구축
o 물류 DX 진행

정책 방향

- 차세대 물류 플랫폼 '서플라이웹(SupplyWeb)' 활용
- 10년 앞을 내다본 자동운항선, 자율주행트럭 등 단계적 추진
o 국제 게이트웨이 강화
- 국제 게이트웨이는 신산업 창출, 외국과의 교류 촉진에 기여
- 도시환경 형성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
- 육상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구조규격 검토
o 화주와 스타트업 매칭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

시책(제안)

o 대기장소· 대기정보 가시화를 통한 유관 서비스 개발
o 미래 교통 시스템을 감안한 구조규격 검토
o 수송기관을 종합 고려해 운전자 부족, CO2 감축 등 대응 진행

출처 : 社会資本整備審議会・交通政策審議会技術分科会技術部会, '国土交通技術行政の基本政策懇談会サードス
テージとりまとめ 概要'

12) Data Governance. 데이터의 가용성·유용성·통합성·보안성을 관리하는 정책과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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