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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development trend and status of a personal air vehicle, known as the novel concept of a

transportation that combines a personal car with a light general aviation aircraft, is summarized to

investigate its feasibility as a future transportation. In the paper, the development programs of a personal

air vehicle such as AGATE, PAVE, SATS and NGATS are first summarized, and then the design, technical

development and testing activities of Terrafugia's Transition and Moller International's M400 Skycar,

which will be commercialized in a short time, are reviewed. Based on the assessment of technical

issues with those vehicles, the key technologi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personal air vehicle are

suggested with two basic requirements of safety and mobility.

초  록

자동차와항공기가결합된신개념운송수단인미래형개인용항공기의개발현황을살펴보고, 이러한개인

용항공기의 개념을 분석하여향후 기술개발시필요한요구사항을정리하였다. 최근 들어미래형개인용항

공기의 차세대 운송수단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인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정부, 민간회사, 학계에서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의 개발 프로그

램인 AGATE, PAVE, SATS 및 NGATS 등을 먼저 알아보고, 현재 상용화가 진행 중인 Terrafugia사의

Transition과 Moller International사의 M400 Skycar의 개발 현황, 기체의 특징 및 응용 기술을 분석하였

다. 이를바탕으로추후미래형개인용항공기를개발시필요한핵심기술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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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Aviation Aircraft(경량항공기), Flying Car(하늘을나는 자동차),

Roadable Aircraft(도로주행이 가능한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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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 증대로 인한 자동

차 보유 대수의 급격한증가와경제규모의확대에따

른 교통 수요의 급신장은교통인프라의 확충 및정비

보다현격히빠른속도로이루어져, 도시규모및지역

분포를 불문하고 교통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

력에도 불구하고 교통 체증 심화로 인해 갈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간접비용 또한 증가되고 있다.

2006년도한국교통연구원의보도 자료에따르면 2004

년의 전국 교통혼잡비용이 GDP의 2.97%인 2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1]. 이에 따라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

이 요구되어지며, 이러한 차세대 교통수단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육상 교통과 항공 교통을 융

합하는 신개념의운송 수단 및체계마련이절실한실

정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개인용 항공기(Personal Air

Vehicle, PAV)는전문적인조종교육을받지않더라도

최소의교육만으로누구나손쉽고안전하게운용이가

능하고, 지상과 공중의 모든 교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항공기가결합된새로운운송수단이다[2].

PAV의 보급 및 확산은 이동시간의 단축과 거주공

간의 확대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이 혁신적으로 향상

될 수 있으며 늘어나는 자동차와 항공기의 수요를

PAV가 부담함으로써 교통체증과 포화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이로인해사회물류비용을절감할수있다.

도로가없는산간오지및원거리섬에대한접근의용

이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생

활의 변화는 기존의 문화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기본생활에서쇼핑, 오락및제반업무에이르

기까지언제어디서나원하는곳으로자유롭게이동이

가능한유비쿼터스형태로발전이이루어질것으로기

대된다. PAV 활용에따른이동공간의확장은인적, 문

화적교류활성화로다양한문화발전의원동력을제공

하게된다.

PAV 산업은 선진국의 과점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기존 항공 산업과는 달리 선진국의 본격적인 개발 경

쟁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로 시장 선점이 가능하며 궁

극적으로자동차를 대체할새로운산업이다. 전자, 통

신, 소프트웨어, 자동차, 운용 인프라 등을 포함한 다

분야융합산업으로전자, 통신, 자동차등한국의강점

분야를 PAV 산업에활용가능하다. 또한다양한기술

적파급효과로인해산업전반의동반성장을유도하

여 미래의 고임금 구조에 적합한 고부가 가치산업이

다. 향후자동차시장의상당부분을 PAV가차지할것

으로예상하고있으며 PAV 산업에서파생된정비, 정

보, 레저 등 대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일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개념을 가진 새로운 고부

가 가치산업인 PAV는 기술 개발의 한계와 인프라의

제한으로 현재 상용화된 PAV는 전무한 상태이다. 몇

몇 민간회사가 PAV의 가능성을 인지하여 현재 상용

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이를 출시할 예

정이다. 또한미국을중심으로정부, 민간회사, 학계에

서 PAV의개발및이와관련된인프라에대한다양한

연구가시도되고있다. 이에 2009년부터 1년간지식경

제부 지원으로 한국우주항공연구원에서 PAV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3]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이 선행연

구 보고서를요약정리하여, 현재진행되고있는 PAV

의 개발 현황과 기술 분석을 통해 미래의 교통수단으

로서 PAV의가능성을파악하고자한다.

2. PAV의 개요

2.1 PAV의 출현 배경

PAV 자체의기본개념은새로운것이아니다. 라이

트 형제가 동력 비행을처음으로 성공한 이래 항공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 가장 높은 관심을끌어왔

던 주제 중에 하나다. 요즘 들어, PAV에 대한 상상은

하나의 미래에 대한 열망으로써, 언젠가 항공이 사람

들의일상생활에매일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그

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할까?”

라고질문을던질수있다. 이러한질문은다음과같은

두가지측면에서 PAV에 대해 만연해 있는 회의론에

근거를둔것이다.즉, PAV 자체가비행체의관점에서

실현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운용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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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래 항공 교통과 공항의 변화 추이[4]

그림 2. 이동거리에 따른 운송 수단의 선택[3]

PAV가 일반 대중 운송 수단으로서 하나의 후보가 될

수있을것인지하는것이다. 이러한회의론은현재주

로 여러 항공 노선이 대도시 터미널 집중 방식

(Hub-Spoke System)과 비교적 적긴하지만 사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On-Demand System)으로 이루어진 항공 시장이 대

중 운송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하나의 합

리적인해결책으로발전하고있다고믿는사람들에게

는 다소 비관적이며 보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외의다른사람들은 PAV가현재 Hub-Spoke

System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며, 항공우주 공동체의 정부 규정과 보수주의는 PAV

시장에제약을가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시간을 절약하고 공간을 활

용하기위한방법으로서, 보다큰항공기, 보다빠른항

공기, 보다친환경적인항공기, 보다이용이간편한항

공기등에대한요구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최근국

제 사회에서의 최대 현안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슈

는 모든 산업의 초점을친환경으로 돌리고 있어서, 항

공기 산업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친환경적이고 연료

효율적인 항공기 개발에집중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자유 의지를 강조하는 현재는 보다 이용이 간편

한 PAV의출현을요구하고있어, 이분야에대한연구

도활발히진행중이다. 이에따라많은국가에서는각

각의 요구에 따라 초대형 여객기, 차세대 초음속 여객

기, 그린항공기, 개인용항공기등의형태로개발을서

두르고 있으며, 일부 분야는 이미 상용화를눈앞에두

고 있다. 특히, PAV의 수요는 향후 자동차 시장의 일

부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여 PAV

연구에 대한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림 1은 미국

의 항공 교통과 공항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데,

Boeing은향후항공교통이대형기와 Point-to-Point 개

념의 소형기로 나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PAV는 소형 항공기 시장에서 하나의 축을 형성할 것

으로예상된다.

NASA의 항공 분야 청사진은 현재 Hub-Spoke

System의 중앙 집중식 에어라인에 집중되어 있는 단

일 항공 시장을 확대하여 다양한 미래의 항공 교통에

의한 이동성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골자로 하고

있다. NASA의항공교통효율과환경기술분야에대

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Hub-Spoke System은 장

거리 여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다. 그러나현재의 Hub-Spoke System은이동거리 500

마일 미만의지방이나 변두리 지역 교통및 도심간여

행을잘해결해주지못하고있어서사람들은 100~500

마일거리의여행에자동차를사용하는빈도가 20배나

더 높다. 자동차는 100마일 이상 되는 여행 전체의

76%를담당하는 반면에에어라인은단지 19%를 담당

하며 비행 속도도 자동차 평균 속도밖에 안 되는 35

mph에불과하다(그림 2.참조). 이는미래에더효율적

인이동수단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PAV는 수요자 중심의(On-Demand) 항공 교통 체

계의 발전을 이끌어 이동성, 수송 용량, 교통 체증, 그

리고 삶의 질향상등의숙제를해결하는 돌파구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개인용 교통수단을

저해하고있는요소를제거하면경제적으로도현격하

게성장하고생산성도개선시킬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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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래형 PAV의 정의 및 특징[3]

그림 3. 차세대 교통 수단으로서의 PAV[3]

2.2 PAV의 정의 및 특징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 PAV는 경량급 일반 항공기

(Light General Aviation Aircraft)로서, 하늘을나는자

동차(Flying Car), 도로 주행이 가능한 비행기(Roada-

ble Aircraft)라고도 한다. PAV는 그림 3과같이 보다

쉽고편리한방법으로비행기처럼짧은시간에편리하

게목적지까지이동할수있는 “Door-to-Door” 개념의

지상 및 항공 교통과 IT 산업을 융합시킨신개념의 운

송수단이다.

소재, 전자, 자동차 산업, 항공 산업의 발달과 항공

기에 대한 운용 노하우의 축적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

인간의편리한 운송 수단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개

념이다. 그림 4는 다양한 PAV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데, 특히자동운행과같은보다쉽고편리한방법으로,

비행기처럼짧은 시간에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앞으로 자동차의영역을 빠르

게대체해나갈것이며, 가장매력적인개인용운송수

단으로서각광받을 것이다. 앞으로 PAV가 제한적인

공간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지상 운송의 한계점을

극복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2.3 PAV의 분류

PAV는 일반 항공기와 같이 활주로를 이용하여 이

착륙하는 단일모드(Single Mode)와 지상에서는 자동

차로, 상공에서는 항공기로 운용하는 복합모드(Dual

Mode)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착륙 방식에 따라

CTOL/STOL1) 방식과 SSTOL /VTOL2) 방식으로

PAV를분류할수있다.

1) CTOL: Conventional Take-Off and Landing

STOL: Short Take-Off and Landing

2) SSTOL: Super Short Take-Off and Landing

VTO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2.3.1 운용 기준에 따른 분류

단일모드는일반항공기와같이활주로에서만이착

륙하는형태로서현재의소형항공기와비슷한구조를

가짐으로써상공에서공력특성이좋은반면에지상의

도로를이용한운용이어렵고계류면적을많이차지한

다. 따라서 활주로 및 계류장등 부대시설이 필요하다.

반면에,복합모드는지상에서는자동차로, 상공에서는

항공기로 운용이 가능한 형태로 궁극적으로 PAV가

지향해야 할 운용 형태이다. 지상에서 PAV의날개를

접고펼수있어서, 기존의주차장혹은차고를이용함

으로주차에필요한부대시설이필요없다.

운용형태 설 명 개발모델 예

단일모드
항공기와 동일한 방법

으로 운용하는 PAV

복합모드

지상과 항공기의 두

가지 모드로 운용이

가능한 PAV

표 1. 운용 기준에 따른 PAV의 분류

2.3.2 이착륙 방식에 따른 분류

CTOL 또는 STOL은기존의고정식날개를가진일

반항공기와같이활주로를이용하여이착륙하는방식

으로 이러한 형태는 Terrafugia사의 Transition[5]이

대표적인 예로 VTOL PAV에 비해 가까운 미래에 상

용화될 가능성 높은방식이다. SSTOL 또는 VTOL 이

착륙방식은 추진 부분을 회전 또는 수직으로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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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 Criterion Target/Constraint

Noise Flyover Noise (dB) < 7.9

Travel Time Total Travel Time (hr) < 3.5

Safety
Accident Rate : Number of fatal accidents per

1,000,000 FH
< 5

Reliability MTBF : Mean Time Between Failure (hr) > 80

Maintainability MTTR : Mean Time To Repare (hr) > 50

Easy to Operation TTR : Training Time Requirements (hr) < 20

Mobility TTBT : Total Time Before Takeoff (hr) < 0.3

표 3. PAV Criteria[7]

으로써 활주로가매우짧거나 또는 활주로가 없는환

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형태로 산악 지형이나 섬 등

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CTOL PAV에 비해 VTOL

PAV의운용방식은 “Door-to-Door” 개념인 PAV의궁

극적인목적과매우유사하다.

이착륙 설 명 개발모델 예

CTOL/

STOL

현재의 고정익 항공기와

같이 활주로를 이용하여

이착륙

SSTOL/

VTOL

회전 날개를 이용하여

운행, 수직 또는 좁은

지역에서도 이착륙 가능

표 2. 이착륙 방식에 따른 PAV의 분류

2.4 PAV의 개발조건

PAV는일반항공기에비하여거주지역가까이에

서 운용되며, 전문 항공사에 의해 운항되는 것이 아니

라 운전면허를 지닌 개인이 직접 조종하는 비행체로

PAV는전천후운항능력, 자동화된공역관제, 저소음

/저진동에적합한추진기관, 정비성향상등이필수적

이다. 나아가더많은지역간의이동이가능할수있도

록 사용의편의성, 경제성, 안전성이 필요하다. NASA

는 CAFE(Comparative Aircraft Flight Efficiency)

Foundation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 5회 Centennial

Challenge 대회(2005년)에서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

PAV에대한정의를다음과같이발표하였다[6].

l NASA에 의해 정의된 PAV의 조건

－ 좌석수: 2~6

－ 순항 속도: 150~200 mph (322 km/h)

－ 항속 거리: 800 miles (1,300km)

－ 조용, 안전,편안, 신뢰할 수있어야 함

－ 자동차나 항공기에 필적하는 구매 경쟁력을

가져야 함

－ 자동차 면허자라면 누구나 비행 가능하여야 함

－ 거의 모든 악천후에서도비행이 가능하여야 함

－ 대체 연료 사용이 가능하고 높은 연료 효율을

가져야 함

－ “Door-to-Door” 여행이 가능하여야함

이러한 PAV의 정의에 따라 Li[7]는 VTOL PAV 개

념을 개발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PAV의 개발조건을

제시하였다. Li의기준에따르면자신의집에서 VTOL

PAV의 이착륙장까지 접근거리는 5 miles 이내이며,

CTOL의접근거리는최대 21 miles 이내여야한다.

3. PAV 개발 현황

국내에서는 PAV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수

행된바없다. 일부 PAV에대한조사수준의논문[8]이

작성되거나 개인용 항공기에 대한 조사 과제[9]가 수

행된 정도이다. 그러나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서 PAV

의 중요성과 수요증대 전망으로 그 가치를 인지하여

2009년에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항공우주연

구원에서선행연구[3]를수행한바있다.

국외적으로 20세기 초부터 개인이나 민간회사에서

PAV의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항공기와 운용 시스템

모두기술적인완성도가떨어지고, 특히 안전성, 친환

경성, 관제능력, 경제성등이확보하여야할문제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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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초기 다양한 PAV 기종:

(a) Autogiro Company of America AC-35, (b)
Waterman Arrowbile, (c) Convair Model 118,

(d) Talor Aerocar, (e) AVE Mizar, (f) Wagner Aerocar

아 있어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과를내놓지못하고 있

다. 다만몇민간회사에서상업용 PAV를개발중에있

으며 가까운 미래에 이를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미국을중심으로정부, 산업체, 학계등에서 PAV

와관련된 개념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PAV 기체뿐

아니라, 추진기관, 관제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진행되고있다. NASA에서는매년 PAV Centennial

Challenge를 개최하여 2백만불의 상금을지원하고 있

다. CAFE(Comparative Aircraft Flight Efficiency)[6]

를 공식적인 PAV 비행시험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보잉사의 연구개발 기관인 Phantom Works는 CAFE

의 PAV 비행시험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NASA는 단거리 여행에 효과적인 비행체로서

PAV가 차세대 항공 운송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을 것

으로전망하고있다.

PAV가차세대운송수단으로서그가능성을인지하

여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시기가 2000년 전후이다.

따라서 2000년 이전의 PAV와 관련된 개발 역사를 먼

저정리하고, 최근의국내외 PAV 개발프로그램과현

재 상용화가 진행 중인 모델을 중심으로 개발 현황을

기술하겠다.

3.1 PAV 개발 역사

1936년에 초도 비행한 Autogiro Company of

America사의 AC-35는 그림 5(a)와 같이 이륙을 위한

로터가 윗부분에, 순항을 위한 프로펠러가 전면에 배

치된형태이다. 2인승으로 90 hp Pobjoy Cascade엔진

이 장착되었으며, 지상에서는 40 km/h로 달릴 수 있

다. Autogiro Company of America는 1942년까지

AC-35를 테스트하였으나 실제로 상용으로 제작하지

는 않았다. 1937년에 Waldo Waterman의해 개발된

Arrowbile은자동차엔진을사용하여 180 km/h로비

행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는 최대 90 km/h로 운행할

수있었다. Arrowbile은비행체의꼬리날개가없는형

태로프로펠러가뒷면에위치해있다. Convair Model

116은 1946년에 최초로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Model 118로변경되었다. Model 116은상업용자동차

의 지붕위에 비행체날개와엔진을 단 형태로순항속

도가 201 km/h였다. 이후이프로그램또한취소되어

상용으로 제작되지 못하였다. 이와 비슷한 개념의 비

행체로는 1949년에최초로비행한 Talor Aerocar 시리

즈와 1973년에 비행한 AVE Mizar가 있다. Wagner

Aerocar는 4인승로터헬리콥터형식으로제작된모델

로 1965년에최초로비행하였으나 1971년에개발계획

이취소되었다.

3.2 국내외 PAV 개발 프로그램

NASA에서 초기 소형 항공기 분야에 투자를 시작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PAV 연구라고명명하지는 않

았다. 그당시의투자는 General Aviation(GA) 시장을

부흥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소형 항공기를 위한

NASA의 프로그램은 AGATE(Advanced General

Aviation Transport Experiments), SATS(Small

Aircraft Transportation System), NGATS(Nex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System) 등이있다. 이

러한 소형 항공기의 프로그램 이후, NASA는 기업체

및대학교와협력하여PAV 프로그램을착수하였다.

3.2.1 AGATE

NASA에서는 민간 산업체와 학계 등 70여개 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약 1억

불의예산으로AGATE 프로그램을추진한바있다. 본

프로그램의목적은개인용소형항공기의시장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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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NGATS (NextGen) 개념도

그림 6. SATS 주요 연구 내용 요약

를 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보다 안전하며, 조종하기

쉽고편리하며,탑승감이좋은 소형 항공기 개발에 필

요한핵심기술을개발하는것이다.

3.2.2 PAVE

NASA Langley 연구소 주도로 2030까지 5년 단위

의 PAV 장기 계획수립을목적으로 2001년부터 2004

까지 PAVE(Personal Air Vehicle Exploration) 사업을

수행하였다. Boeing,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등이 참여하였고, PAV에 대

한 개념을 정립하고 미래형 비행체에 대한 개념 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요구조건(Requirements), 형상개념

(Concepts) 및요구기술(Technologies) 등세영역으로

분류한 후 체계적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다양한 PAV

형상에대한개념연구를수행하였다.

3.2.3 SATS

NASA 주관으로 Public Private Partnership (130여

개 기관 컨소시엄),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등이 함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SATS 프로

그램을수행하였다. 본프로그램의목적은그림 6과같

이공역(Air Space)에서의자유비행(Free Flight)을위

한 인프라 구축으로서 두지점 사이의 수송(Point-to-

Point Transport)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서 5,000개

이상의 소규모 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다.

PAVE가 개인용 항공기 비행체 측면의 연구라면,

SATS는하늘의도로구축을위한연구개발이라할수

있다.

3.2.4 NGATS

미국에서는 2025년까지 미국의 항공 교통량이 2~3

배로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기존의항행시스템으로

는 처리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 새로운 항행

시스템 개발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2005년 3월

JPDO(Joint Planning and Development Office)의 산

하로 NextGen Institute를 설립하여 그림 7과 같이

NextGen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2025년까지미국공역내모든항공기를실시간

으로네트워크에연결하고, 기상, 교통혼잡, 항공기위

치 정보, 비행경로 등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항행 안

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늘어나는 항공

교통을처리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 이를활용함으로

써 PAV 운항에 필수적인 항공교통 기반 구축이 가능

하다.

3.2.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9년부터 1년간 지식경제부 지원으로 한국우주

항공연구원에서 PAV 개발을위한선행연구[3]를수행

하였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그림 8과 같이 PAV 개발

의 향후 20년간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핵심 기술 및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개발대상기술의분석및 개발타당성

을 연구하고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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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최근의 다양한 PAV 개념[3]

Passengers 2

Max speed 115 mph

Cruise speed 107 mph

Stall speed 51 mph

Maximum range in flight 489 miles

Maximum range on road 805 miles

Fuel consumption 5 gal per hour

Payload 460 lb

Maximum takeoff weight 1430 lb

Installed engine power 100 hp

Dimensions (L×W×H) 6×8.1×2 m

표 4. Specifications of Transition[5]

그림 8.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PAV 기술 로드맵[3]

3.3 최근의 PAV 개발 현황

최근들어차세대운송수단으로서 PAV의가능성에

주목하여 여러 개인이나 민간회사가 PAV와 관련된

다양한 형상과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그림 9와같이 자동차 형상에날개를 장/탈착하는 개

념, 모터사이클을 개조하여 상부에 로터를 부착한 개

념, 자동차 내부에서 Telescopic 날개를 적용한 개념,

동체 양쪽에 로터를 장착한 개념, 기존 소형기 항공기

에 Ducted Fan을 부착한 개념과같이 그 종류가매우

다양하다. 이중에서 Terrafugia사의 Transition[5]과

Moller International사의 Skycar[10]만이 실기 제작을

완료하고 관련 시험을 수행중이고, 대부분의 PAV는

단지 개념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 따라서

Transition과 Skycar를 여기서 소개하고, 다음장에서

이러한 PAV들에적용된다양한기술을분석한다.

3.3.1 Terrafugia사의 Transition

Terrafugia사의 Transition은복합모드 PAV의대표

적인기종이라할수있다. 2009년에비행테스트를마

쳤으며, 2011년에 첫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Transition은길이 6 m, 높이가 2 m이고, 도로주행 중

에는너비 2.3 m,날개를완전히폈을때는 8.1 m이다.

날개는 자동으로 접는 방식이며, 약 30초안에 주행모

드에서비행모드로바뀔수있다고한다.

표 4와같이 Transition은 한번주유로 489 miles까

지 비행할 수 있으며, 약 500 m 정도의 도로면 활주가

필요하다. 또한,엔진고장시대형낙하산을펼쳐안전

한착륙이가능하다. FAA는 Transition을스포츠경비

행기로 분류하여 이를 운용하기 위해 약 20시간의 비

행훈련만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기종은 주행과 비행

에서 모두 Rotax 912S 엔진을 사용하며, Dynon

Avionics EFIS-D100과 EMD-D120등의항법장치가설

치되어있다. 그림 10은Transition의지상및비행모드

를보여주는데, 이전의 Transition 모델에비해최근의

기종은전방의Canard가제거되었으며, 공기역학적인

면에서보다효율적으로디자인되었다. 

그림 11은 험비와 헬리콥터가 결합된 형태의 군용

장갑차로 최근 미국의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DARPA)의 지원을 받아 Terrafu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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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errafugia Transition의 군용모델[5]

Passengers 4

Max speed @25,000 ft 330 mph

Max speed @sea level 360 mph

Cruise speed @25,000 ft 305 mph

Rate of climb@sea level 4800 fpm

Maximum range 750 miles

Max net payload 750 lb

Fuel consumption 28 mpg

Operational ceiling 29,000 ft

Gross weight 2400 lb

Installed engine power 645 hp

Dimensions (L×W×H) 19.5'×8.5'×7.5'

Takeoff and landing area 35 ft diameter

Noise level at 500 ft 65 dba (goal)

Maximum L/D 12.5

표 5. Specifications of M400 Skycar[10]

(a) Transition의 주행모드

(b) Transition의 비행모드

그림 10. Terrafugia사의 Transition[5]

사에서 개발할 모델이다. 이 모델은 VTOL PAV 형태

로 파일럿이 없이 자동(Automatic Flight Control)으

로조종될수있으며, 2015년에 Prototype이출시될예

정이다.

3.3.2 Moller International사의 Skycar

M400 Skycar는 Moller International사에서 개발한

VTOL PAV로 1989년에 발표한 M200X를 개량한 4인

승개인용 항공기이다. M400 Skycar는 2003년에제한

적비행능력을보였으며(Hovering only), 2007년에현

재의 M400 모델을 위해 엔진을 변경하였다. Moller

International사에 의하면 2012년에 초도비행을 할 예

정이라고한다.

M400 Skycar는표 5와같이최고속도는 Sea level에

서 360 mph이고, 최대 750 miles까지 비행할 수 있다.

기체는 공기역학적면에서 효율적으로 디자인되었으

며 강화플라스틱 섬유로 제작되었다. 최대 양력비는

12.5이다. 그림 12와같이 4개의 Ducted Fan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은 두 개의 Wankel-type 로터리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이엔진의 특징은 구조가 간단하고엔

진크기에비해출력이크며가솔린, 디젤,천연가스등

다양한연료를사용할수있다. 또한배기량과연료소

비를 크게 줄여 친환경적이다. 안전장치로는 기체의

앞면과 뒤에 기체낙하산이 설치되어 있고, 기체의 상

태관리와안정성제어를위한이중의개별적인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M400은 8개의엔진을 가

지고있기때문에 1개이상의엔진결함이발생해도안

전하게 비행할수있다.

Moller International사는 M400 Skycar를한도생산

시약 50만불에, 대량생산시고급승용차가격인약 6

만~8만 불에 판매할 수 있으라 예상하고 있다. 현재

FAA 인증모델에 대해서는 이미 100대 이상의 예약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또한 Moller International사는 6

인승의M600 모델도개발중이다.

M400 Skycar는 PAV가궁극적으로지향할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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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oller International사의 M400 Skycar와

Wankel-type rotary engine[10]

그림 13. Terrafugia사의 Transition 조종장치[5]

인 모델이나, 오랜 개발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직Prototype에만머물고있다.

4. PAV 기술 분석

현재까지 발표된 수많은 PAV의 개념 형상 중에

Terrafugia사의 Transition[5]과 Moller International

사의 M400 Skycar[10]만이 PAV의 상용화에 가장 근

접하게개발되고있다. 따라서이두모델의개념과응

용된기술을분석하여추후 PAV 개발시필요한핵심

기술을정리하였다.

4.1 기존의 PAV 개념 분석

Terrafugia사의 Transition은복합모드 PAV의대표

적인 예로, 자동차와 비행기의 개념을 혼합하였는데,

지상에서 자동차용으로 사용할 때는 엔진 토출구로

Wheel을 구동하는데 사용하지만, 비행모드에서는

Wheel과의 연결을 끊고, 노출형 Propeller에 동력을

전달해야 한다. Propeller가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

지상 주행 시 안전에영향을 미칠수 있고, 이륙시 추

력을 생성하기 위한 Propeller는 높은 속도로 회전을

하므로이륙하는과정에서상당히높은소음이생성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또한 이 형상은 자동차의 Blunt

Body(단면적 기준으로 항력계수 약 0.3)에 날개를 부

착한 형태이므로순항 시매우 높은 항력에 노출된다.

따라서 항력을 줄이기 위한 공기역학적 설계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구조측면에서 보면 중량 절감을 위

한 신소재 적용이 필요한데, Transition은 Light Sport

Aircraft로 FAA 인증을받아야하므로설계기준도이

에상응을하도록해야한다. 연료는접이식날개특성

상 동체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추락에 대비하여 연료

탱크는 내추락성 개념을 도입해야 하고, 착륙 장치의

Wheel 간격이 좁아 Turnover와 Tail Strike를 고려한

후방동체설계를 해야 한다. 제작에서는 가능한 부품

수를최소화하여중량절감을실현하는개념을도입해

야한다.복합모드 PAV인 Transition의조종간은그림

13과같이주행및비행모드의조종장치를별도로부

착하였다. 이 경우 조종석의 공간이넓어지고 중량 또

한증가되어진다.

Skycar는 동체의 앞뒤와 양쪽에 Ducted Fan을 장

착한 형상인데, 전진 비행을 할 때, Ducted Fan로 인

해항력이많이발생할것으로예상이된다. 이개념의

핵심은 이착륙시 Ducted Fan의 자세를 어떻게 안정

적으로 유지하면서 양력을 생성하느냐가 관건이다.

구조물은강화플라스틱섬유를사용하여경량화관점

으로설계/제작을하였는데, 이때항공기의내추락성

개념도동시에접목을시켜야한다. 이를위해서는연

료 탱크에 대해서도 내추락성을 고려하여 선정을 해

야한다.

Terrafugia사의 Transition과달리수직이착륙하는

Skycar를 거주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Ducted

Fan에서생성되는소음을어느정도낮출수있느냐도

문제이다. 일반적으로수직이착륙하는항공기의가장

큰문제는이륙을하기위한충분한 Loading을블레이



74 이태형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9/1 (2011) pp. 64~76

드를 이용하여 생성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Loading

에의한소음이크게증가할수밖에없다. 이문제해결

을위해서는비행체가원하는수준의 Loading을생성

하면서도, 소음이 적은 블레이드 형상을 개발해야 한

다. Skycar의형상은 Duct를장착하였으므로, Duct 주

변에 Active Feed-Forward Noise Control 개념 혹은

첨단Control방식을도입해야해결이가능하다.

4.2 PAV의 관련기술 요구사항

지금까지 소개한 PAV의 개념에 적용된 기술을 관

련 분야별로 정리하고, 이러한 PAV 개념이 성공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설계에 고려할 사항, 그리고 미래

에 운용될 PAV를 위하여 향후 소요 핵심기술을 언급

하고자한다.

PAV 개념에 적용된 추진 계통은 현재 항공기용엔

진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엔진을 사용하여 로터,

Propeller, Ducted Fan 등으로 추력을 생성하고 있다.

이러한 추력 계통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PAV를 주거

지역혹은 도심 주변 활주로에서 사용하려면, 관련법

규에서제안하는소음기준보다적은소음을생성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배기가스 기준을 만

족해야 한다. 엔진 자체의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내부연소기관이아닌 Fuel-Cell, 배터리, 또는수소

전지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Propeller와 Ducted

Fan용블레이드는기존추력생성장치보다소음이적

으면서도고효율을생성할수있어야한다.

PAV의 구조물은 중량 절감을 위하여 경량화를 실

현되어야하는데, 이경우추락시승객의안전을보장

할수있는내추락성개념이반영되어야한다. 또한복

합모드로 운항할때적용되는안전 규정 및충돌과추

돌사고에대비한개념도동시에적용을해야한다.

공기역학분야에서는 단일 또는 복합모드 운항 시

필요한양력을생성하기위한양력면을충분히확보할

수없고, 동체의단면적이넓고 (특히,복합모드),각종

조종면이지역적으로집중되어있어한쪽조종면을지

난교란된유동이항력증가및유동박리로인한조종

면성능이떨어질수있다. PAV는기존항공기보다매

우짧은 활주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양력면 후방에 부

착된 조종면이 높은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추진 계통

에 과도한 Work Load를 주지 않고 운항에 필요한 양

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PAV의 Blunt 동체도 양력을

생성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고, 좁은 양력면에서

원하는 수준의 양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유동장 및

박리제어기술을적용한주익을개발해야한다.

PAV는 다양한 추진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기체

의 자세와 연계해서안정성을 확보할 수있는제어개

념을 도입하고, 조종사가잘못된 조종 입력값을넣었

을때이입력값을분석하여 Critical Failure가발생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종사가 원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비행이 가능한 비행 Envelope를

보호할 수 있는 제어 개념과 조종사의 오작동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한 조종간 및 Fail-Safe 제

어개념을적용해야한다.

PAV 조종사들은 기존 항공기보다 적은 시간의 훈

련을 받고, 자가용으로많이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이를 위해서는 다음과같은 점을설계/제작에

반영을 해야 한다. 조종사에 의한 Human Error를 최

소화하고 편리한 운항을 위해서는 PAV의 운용 상태

를 감지하고 최적의 비행경로 및 조종사가 원하는 비

행을할수있도록 Mission 관리시스템을보유해야한

다. PAV의각종 시스템의 상태를 수시로 감시하면서

비상시에는 자동착륙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포함하

고, 항공기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면

서 조종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Vision 시스템도 확

보되어야한다.

PAV를복합모드로 개발할경우에는 자동차용으로

사용할때의운전에사용하는 Steering Wheel, 가속페

달,브레이크페달, Cruise Control 등을항공기조종에

서도동시에사용할수있도록고려를해야한다. 예를

들어 가속페달은엔진의 출력을 높이고,브레이크페

달은출력을낮추고, 상하및좌우로자세를바꾸기위

해서는 Steering Wheel을사용하도록한다. 만일자동

차와 항공기 모드에별도의 조종 장치를 부착할 경우,

조종석의 공간이넓어져야 하고(전면 노출 면적 증가

에 의한 항력 및 중량 증가, 엔진크기와 연료 소모량

증가, 등등), 또한비상시에조종사들은당황하여부적

절한 조종 Input을줄가능성이매우 높다. 따라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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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선정한 핵심기술

공력/형상

l 유동 제어, 유도 항력 저감, 고양력 장치 기술
l 형상(동체 포함) 설계 기술 및 해석 기법
l 기체 소음원 측정 기술 및 소음 저감 기술
l 결빙 예측 및 영향성 해석 기술

구조
l 고성능/저비용 복합재 기술
l 내추락성 향상 기술 및 구조물 상태 감시 기술
l 형상 변경 구조 기술 및 MDO 기반 구조 설계 및 해석

추진
l 저소음/고추력 Fan
l 차세대 동력 기관(연료 전지, 이차 전지)
l 추진 기관 고장 진단 및 제어

로터
l 고성능 저소음 블레이드(능동 제어 포함) 설계 기술
l 경량화된 첨단 허브 시스템 기술
l 가변 회전수 로터 제어 기술

비행제어
l 제어기 설계 기술(비행 영역 보호, 충동 회피, 비상 착륙 유도 등)
l 비행 조종 시스템 기술(고장 진단 및 격리, HUMS, Adaptive Stick 등)
l S/W 기술(S/W 인증, Automatic Coding, 등)

항공전자 l 안전성 증대를 위한 전자 기술
l 저가/고신뢰성 전자 기기

관제

l 성능 기반(PBN) 비행을 위한 기술 및 장비 개발
l 고정밀, 고밀집 비행을 위한 지상 인프라 구축
l 조종사를 위한 첨단 센서 및 장비
l 정보 처리, 의사 결정을 위한 Network 및 관련 S/W

표 6. PAV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정리[3]

합모드 PAV의 조종간은 자동차 운전에 사용하는 조

종장치를가능한동일하게해야한다.

제어시스템은 현재 운항 중인 대형기 수준으로 안

전성을 보장하기 위해각종 조종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충분한

Redundancy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복잡성

과중량증가를피할수없다. 따라서기존의유압시스

템 방식보다는 저 중량이면서 신뢰성이 뛰어난 전기

모터혹은다른구동장치를활용하여야한다.

PAV를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일반인들이

항공기처럼 주기적인 점검을 하기 어렵고, 아마도 자

동차 수준의 점검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

다. 따라서 항공기의 구조물, 엔진과 추력 장치, 각종

항전 장비의 상태 그리고센서의 상태를 수시로 알려

주고, 언제쯤 정비 혹은 교체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운송체에 비상 시 자동착륙

장치가 있더라도, 비상착륙이 일반 노지에서 해야 할

경우혹은엔진 및 조종면의 손상으로 인해 추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조종사와 탑승객이 있는

Cabin은 항상 안정적인 Volume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물이 충격을흡수할 수 있도

록 설계를 해야 하며, 추락 시 발생하는 Post-Crash

Fire가 발생하지 않는 연료 탱크 및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좌석도충격으로부터승객을보호하도록제작이

되어야 한다. 조종사가 비상시에 비행 교범있는순서

에 의거하여 항공기를 조종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Flight Envelope를 다단계로 만들어 비상시에 대처하

도록 해야 한다. 만일 조종사가 대응이 어려울경우에

는낙하산혹은 다른 장치를 이용하여 PAV를 강제적

으로착륙시킬수있는장치를보유해야한다.

그외지금까지제안된 PAV에적용된기술, 조종사

를 위해 확보되어야 할 기술, 비행체 안전, 구매비 및

운용비저감을위해필요한관련기술, 그리고향후상

용화될 PAV에적용이필요한기술을표 6에분야별로

정리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상과 공중의 교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자동차와항공기가결합된미래의새로운운송수

단인 PAV의개념을알아보고, PAV의국내외개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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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유일하게 상용화

가 진행 중인 Terrafugia사의 Transition과 Moller

International사의 M400 Skycar의 개념, 기체형상 및

응용된 기술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나라가 PAV를개발시보유해야할핵심기술을제시

하였다.

이러한 핵심 기술의 기본조건은 PAV 운용에서의

안전성(Safety)과이동성(Mobility) 이다. 특히, 이동성

은 PAV가 운용되는 곳이 집근처이고 언제든지 운용

이 가능해야 한다는 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이로 인해

동력장치는소음및배기가스등을고려하여궁극적으

로 연소방식이 아닌 전기에너지 방식(연료전지 또는

Fuel Cell)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개발할 PAV의 개발기준으로승객은 2~6명이고,순항

속도는고속전철과경쟁을하기위해약 400 km/h 이

상을목표로제시해야할것이다.

PAV의개발은경제적, 사회적파급효과가크며, 소

요기술분야가광범위하고투자소요가막대할것으로

예상되므로국내의강점기술분야를고려하여개발대

상핵심기술을선정하여특화하고국제시장진입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할 필

요가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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