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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ecutive Summary 

 

미 연방항공청(FAA) NextGen Office는 도시 지역 및 주변 지역에서 활성화가 예상되는 비행  

운영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 항공 이동을 위한 운영 개념(UAM)(ConOps 1.0)을 

제작했습니다. UAM은 AAM(Advanced Air Mobility), 미국 항공우주국(NASA), FAA 및 업계 

이니셔티브의 일부로서, 혁신적인 새로운 항공기를 사용하여 이전에는 항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서비스가 부족했던 근거리간, 지역간, 도시간에 사람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항공 운송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AAM은 도시와 시골 환경 내에서 그리고 도시와 시골 환경 

사이에서 광범위한 승객, 화물 및 기타 운영을 지원하는 반면, UAM은 전통적인 항공 교통 

운영 관리에서 도시 환경 내에서 미래의 승객 또는 화물 운송 항공 운송 서비스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UAM 운영을 위해 예상되는 미래 상태에는 자율주행 레벨의 증가와 

주요 대도시 지역과 주변 교외 지역의 운영환경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자 세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숙된 운영은 크롤 워크 런(단계적) 방식을 통해 

규모에 맞게 달성될 것입니다. 

 

1. 초기 UAM  운영은 현재 규정 및 운영 환경 내에서 비행하도록 인증된 

새로운 유형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2. 더 빠른 템포의 UAM  운용은 협력적 분리 방법론을 사용하는 UAM 

회랑(Corridors)과 규제 개선을 통해 지원됩니다. 

3. 새로운 운영 규칙과 인프라는 고도로 자동화된 교통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원격 조종 및 자율 주행 차량이 증가된 운영 템포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문서는 항공 교통 관리(ATM) 및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교통 관리(UTM)의 맥락에서 

UAM 운영 환경을 정의합니다. 이 문서는 초기 UAM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ATM 비전을 

제시합니다. UAM ConOps 1.0은 UAM 운영과 관련된 요소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를 제외하고 특정 솔루션, 세부 운영 절차 또는 구현 방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UAM ConOps 구현은 점증적인 접근 방식이며 NASA, 업계 및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와의 

참여를 포함합니다. 이 버전은 산업계, NASA, FAA의 결합된 생각을 담아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더 확립된 설명이 되기 전에 테스트, 검증 및 검증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개념의 향후 버전은 이러한 초기 생각에서 발생하는 분석, 시도, 개념 성숙 및 

협업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개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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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록 Version History 

 

날짜 개정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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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1 범위 

 

UAM(Urban Air Mobility)은 도시 지역과 그 주변에서 고도로 자동화되고 협력적인 

승객 또는 화물 운송 항공 운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UAM은 미국 항공 

우주국(NASA), 연방 항공국(FAA) 및 업계에서 개발 중인 AAM(Advanced Air Mobility) 

개념의 하위 집합입니다. AAM이 지역, 지역, 지역 내 및 도시 환경 간에 사람과 화물을 

이동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동안 UAM은 도시 및 교외 환경에 중점을 둡니다. 이 운용 

개념(ConOps)은 UAM 운용을 NAS(National Airspace System)에 도입하고 통합하는 

것을 지원하는 초기 기본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문서의 목표는 과제, 기술, 잠재력 및 NAS에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의 예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FAA, NASA, 업계 및 기타 이해 관계자 토론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참조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시 목적(즉, 운영 시나리오)을 

제외하고 이 문서에는 솔루션, 특정 구현 방법 또는 자세한 운영 절차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개념이 검증되고 이해 관계자 참여가 계속되며 추가 운영 

시나리오가 개발됨에 따라 더욱 성숙되고 업데이트됩니다. 

 

초기 UAM ConOps로서, 이 문서는 UAM 작업을 소개하는 점증적 단계를 나타내며, 

이러한 작업을 다른 작업(예: 기존 NAS 운영, UAS(Unmanned Aircraft System) 트래픽 

관리(UTM) 작업)과 관련하여 방향을 지정하고 식별합니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동화 및 규제 변경 사항, 증가하는 운영 밀도를 지원하기 위한 협업 환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각 항목은 ConOps에서 살펴봅니다. 

 

이 ConOps의 경우 지속적인 업계의 기대에 따라 UAM 운영에는 UAM 항공기에 

PIC(Pilot in Command, 조종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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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서의 구성 

 

이 ConOps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섹션 1 – 소개 – ConOps의 범위와 배경을 제공합니다. 

섹션 2 – 중요한 원칙 및 가정 

섹션 3 – UAM의 진화 – UAM ConOps에 설명된 작업이 UAM 작업의 더 큰 발전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합니다. 

섹션 4 – UAM 작업 – UAM ConOps 범위 내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섹션 5 – 개념적 아키텍처 – UAM ConOps에 설명된 UAM 작업을 지원하는 주요 

행위자, 기능 및 데이터 흐름을 설명합니다. 

섹션 6 – UAM 사용 사례 – UAM 작업(섹션 4) 및 개념적 아키텍처(섹션 5)의 

오케스트레이션을 보여주는 단일 스레드 작업을 설명합니다. 

섹션 7 – UAM 구현 – UAM ConOps 범위 내에서 UAM 작업 구현에 대한 진화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부록 A – 용어집  

부록 B – 약어 

부록 C – 참조 

부록 D – 헬리콥터 노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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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배경 

매년 지상 교통량이 증가하여 통근 시간이 길어지고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국인들은 연간 88억 시간을 도로 교통에서 보내는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까지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1-1은 미국인들이 통근하는 데 보낸 시간의 일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줍니다. 

 

Figure 1-1: 미국 자동차 출퇴근 교통 혼잡 증가 추세 

도시 중심 항공 운송의 개념은 기존 헬리콥터 운송 형태의 제한된 가용성으로 수십 년 

동안 존재했지만 높은 운영 비용, 고객 서비스 비용, 소음 및 공해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의 반응으로 인해 폭넓게 접근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이 개념은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 에너지 저장 및 용량의 상당한 개선은 비용을 절감하고 

소음을 줄이며 더 큰 안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Texas A&M Transportation Institute. (2019). 2019 Urban Mobility Report. 

https://static.tti.tamu.edu/tti.tamu.edu/documents/mobility-report-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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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변화의 동력 

 

UAM 개념이 운영 실행 가능성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의 비즈니스 및 

운영 요구를 이해하고 NAS(National Airspace System)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FAA는 NASA와 협력하고, 이러한 항공기의 요구되는 운영 및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업무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상에서의 교통량 및 통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 교통 수단에 대한 수요와 

시장이 증가할 것입니다. 경제적 확장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UAM 운영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UAM 작업의 일부 또는 

전체에 현재 ATM(항공 교통 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업에 현재 ATM 시스템 및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UAM 운영의 

증가는 곧 ATM 인프라 및 ATC(항공 교통 관제) 리소스에 어려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유인 항공기 운영에 대한 현재 패러다임을 넘어 운영자 간의 공유 상황 인식 및 협업을 

촉진하는 솔루션으로 확장하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FAA가 UAM 개념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UAM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UAM 개념의 도입은 지상혼잡으로 인해 상당한 이동 지연이 발생하는 도시 지역 

내에서 새로운 종류의 작업이 대체 복합 운송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여러 업계 리더와 기타 이해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대중에게 개인 운송 또는 화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목표로 이 새로운 개념과 

기술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개인 운송 서비스는 요청 시 계획되거나 주요 도시 

지역 내 복합 운송 링크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탐지 및 회피(DAA) 및 기타 운영 기능의 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클라우드 네트워크 및 모바일 장치는 이제 주문형 서비스를 위한 차량 관리 및 고객 

상호 작용을 지원합니다. 대중의 항공기 무결성 및 공유경제 모델의 자동화에 대한 

수용성 증가는 UAM 운영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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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항공기의 진화  

 

산업 비전은 새로운 항공기 설계와 시스템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항공기 설계 중 일부는 다양한 장소간(예: 대도시 통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수직 이착륙(VTOL) 

기능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항공기 혁신, 예를 들면 분산 전기 추진(DEP)의 발전과 

전기 VTOL(eVTOL)의 개발,은 기존의 항공기보다 더 다양한 위치와 빈도로 UAM이 사용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업계 제조사와 운영자들에 의하면, 초기 운용은 VTOL 항공기에 PIC를 탑제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향후 원격 PICs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으로 진화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와 산업체에서 경량 프레임의 대량 생산 등을 통해 항공기 제작 비용은 낮아질 수 

있고, 자동화된 운용은 조종사 및 관련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이 단거리 항공 운송을 대중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일일 운항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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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영 환경의 관점 

NAS 운영 환경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역, 운영 유형, 규정 및 절차입니다. 표 1은 

UAM, UTM 및 ATM 환경의 상위 수준 비교를 보여줍니다. UAM 작업은 이 

ConOps(UAM ConOps 1.0)에 의해 정의된 UAM 환경의 컨텍스트 내에서 발생합니다. 

UAM 항공기는 UAM 회랑 내 UAM 비행장("aerodromes") 사이에서 작동합니다. UAM 

회랑은 항공기가 UAM 특정 규칙, 절차 및 성능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정의된 차원의 

성능 기반 공역입니다. UTM ConOps 2.0은 UTM 작업이 지상 400피트(AGL) 이하에서 

발생하는 UTM 환경을 정의합니다. ATM 환경은 다른 모든 공역의 작업을 포함합니다.. 

 

Table 1: 운영 환경 관점 

 

환경 공역 기준 

UAM UAM 회랑(Corridor) UAM ConOps 1.0 

UTM 400피트 AGL 이하에서 

작동하는 UAS (UAS 

operating at or below 

400)ft AGL 

UTM ConOps 2.02
 

ATM 모든 공역 (All airspace) UAM 외부에서 운영되는 UAM 

항공기를 포함한 기타 모든 유인 및 

무인 항공기 운영에 대한 현행 규정 

environment  

 

 

 

 

 

 

2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2020). Integ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into the National 

Airspace System, Concept of Operations v2.0. Washington, DC: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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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다양한 환경과 각 환경의 작업 유형을 보여줍니다. UAM 회랑은 UAM 운영을 

지원하는 비행장과 함께 표시됩니다. 다음은 UAM 항공기, 고정익 항공기, 헬리콥터 및 

UTM 항공기에 대한 UAM 회랑 내부 및 외부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 UAM 회랑 내부: 

o 모든 항공기는 UAM 특정 규칙, 절차 및 성능 요구 사항에 따라 작동합니다. 

o 고정익 항공기와 UTM 항공기가 UAM 회랑에서 교차됩니다. 

o 헬리콥터 및 UAM 항공기는 UAM 회랑 내부 또는 교차되며 운용됩니다. 

o 작업은 공역 등급(airspace class)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UAM 회랑 외부에서 작업은 작업 유형, 공역 등급 및 고도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ATM 및 UTM 규칙을 준수합니다. 

 

 

Figure 1-2: UAM, UTM, and ATM Operat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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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원칙 및 가정 

UAM 운영 환경의 개발을 가이드하고 개념을 발전시킬 때 다음 원칙과 가정이 

사용됩니다. 

 

• UAM은 NAS에 통합된 규제, 운영 및 기술 환경 내에서 작동합니다. 

 

• 규제 환경의 발전은 항상 NAS의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 UAM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기술)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합니다. 

• FAA는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운영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감독을 유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 운영자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위운영환경을 최적화하지 않고 자체 운영을 

최적화할 수 없습니다. Operators cannot optimize their own operations at the 

expense of sub-optimizing the environment as a whole. 

 

• FAA는 UAM 운영에 관한 정보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 영공 관리는 필요에 따라 구조화되고 가능한 유연합니다. 

• 협력 교통 관리는 커뮤니티에서 개발하고 FAA가 승인한 CBR(커뮤니티 기반 

규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 FAA는 공역 구조의 용량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개별 항공기 운영 성능 요구 

사항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 UAM 서비스 제공업체(PSU)는 운영자가 UAM 운영 중에 정보를 수신/교환하는 

데 활용됩니다. 

 

• PSU는 UAS 서비스 공급업체(USS) 네트워크를 통해 UTM 비행 정보를 얻을 수 

있고 USS 네트워크는 PSU 네트워크를 통해 UAM 비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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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운영자는 공유 의도를 준수합니다. 운영자는 PSU를 통해 주변지역의 

운영의도를 인지합니다. UAM operators maintain conformance to shared intent; 

operators, via PSUs, are aware of intent of other operations in the vicinity. 

 

• UAM 운영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FAA DCB(수요 용량 균형 

조정)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AA Demand Capacity Balancing (DCB) 

intervention may be required to support operations as the number of UAM 

operations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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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AM 운영의 진화 

UAM 운영의 진화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지표를 특징으로 합니다. 

 

1. 운영 템포: UAM 운영의 밀도, 빈도 및 복잡성을 나타냅니다. Tempo는 적은 수의 복잡도가 

낮은 작업에서 고밀도 및 높은 비율의 복잡한 작업으로 진화합니다. 

2. UAM 구조(공역 및 절차): UAM 환경을 지원하는 인프라 및 서비스의 복잡성 수준. 구조는 

현재 헬리콥터 라우팅에서 UAM별 회랑 및 관련 성능 요구 사항 및 운영 복잡성을 

줄이는 절차로 진화합니다. 

3. UAM 주도 규제 변경: 기존 규제는 UAM 운영의 구조 및 성능에 대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규제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4. UAM CBR: CBR은 UAM 기반 규정을 보완하여 UAM 운영자 및 PSU의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CBR은 FAA 지침을 기반으로 업계에서 개발했으며 FAA 당국이 다루는 요소(예: NAS 

안전, DCB, 공평한 공역 접근, 보안)를 다루기 위해 FAA 승인이 필요합니다. 

5. 항공기 자동화 수준: UAM 항공기 활성화 시스템과의 PIC 교전 수준. 다음 범주는 항공기 

자동화의 진화를 설명합니다. 

• HWTL(Human-with-the-Loop) 

o 인간은 항상 자동화(시스템)를 직접 제어합니다. 

• Human-on-the-Loop(HOTL) 

o 인간이 자동화(시스템)를 감독 제어합니다. 

o 인간은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거나 원할 때 완전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 HOVTL(Human-over-the-Loop) 

o 인간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정보를 얻거나 참여합니다. 

o 인간은 수동적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동화를 

통해 정보를 받습니다. 

o 인간은 조정할 수 없는 예외 또는 규칙 집합 에스컬레이션의 일부로 

자동화에 참여합니다. 

6. 조종사(PIC)의 위치: 조종사의 물리적 위치. UAM 운용은 UAM 항공기에 탑승한 조종사에서 

원격 UAM 조종사로 진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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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UAM ConOps와 이러한 주요 지표의 관계는 그림 3-1에 나와 있으며 아래 하위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Figure 3-1: UAM 운영 환경의 진화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다음 UAM 운영 진화 단계가 설명됩니다. 

 

• 초기 UAM 운영 

• ConOps 1.0 운영 

• 성숙한 상태의 운영 

 

3.1 초기 UAM 운영 

초기 UAM 작업은 현재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인증된 UAM 항공기 및 재래식 

헬리콥터에 의해 수행됩니다. 초기 UAM 작업의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템포: 낮음. 

 

UAM 구조(공역 및 절차): 기존 헬리콥터 인프라의 구현(예: 경로, 헬리콥터 착륙장, 

규칙 및 규정, ATC 서비스). UAM 고유 구조 또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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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기반 규제 변경: 초기 UAM 운영은 현재 규칙, 규정 및 현지 계약에 따라 
수행됩니다. 

UAM CBR: CBR이 없고 LOA(Letter of Agreement)와 같은 기존 계약만 있습니다. 

항공기 자동화 수준: 현재의 유인 헬리콥터 기술과 일치합니다. 

 

PIC의 위치: 온보드. 

 

현재 헬리콥터 운영(부록 D - 헬리콥터 경로 작업 참조)은 기존 규칙, 절차 및 경로에 

의해 지원됩니다. 추가 작업이 시작되면 현재 ATM 시스템의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작업의 추가 수요와 위치를 수용하기 위해 추가 절차, LOA, 경로 및 기타 절차 변경을 

도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비용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증가하는 운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UAM 운영에 대한 

수요는 결국 현재 규정 및 ATC 서비스의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3.2 ConOps 1.0 운영 

운영이 증가함에 따라 UAM 운영은 CBR, UAM 구조 및 자동화에 의해 강화된 관리 

규정의 변경을 통해 진화해야 합니다. 정보가 풍부한 협업적 데이터 공유 환경으로의 

진화에는 새로운 기술과 기능이 필요합니다. UAM 운영자, FAA 및 기타 이해 관계자는 

식별된 운영 정보에 주문형 액세스 권한이 있는 FAA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ConOps는 증가된 운영 템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환경에서 지원되는 운영을 

나타냅니다. 이 ConOps와 일치하는 UAM 작업의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템포: 운영 템포가 낮습니다. 그러나 운영 템포는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및 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지점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UAM 구조(공역 및 절차): UAM 항공기의 작동은 UAM 성능 요구 사항에 따라 특정 

비행장의 정의된 UAM 회랑 내에서 발생합니다. 최소한의 UAM 회랑 구조 또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UAM 회랑 내 작전에는 ATC 전술 분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술적 분리는 UAM 운영자, PIC 및 PSU에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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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주도 규제 변경: UAM 회랑 내에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ATM 규제 및 
새로운 UAM 규제에 대한 변경. 

 

UAM CBR: CBR은 지정된 경우 업계 표준 또는 FAA 지침을 충족하도록 업계에서 

정의합니다. CBR은 FAA 승인이 필요합니다. 

 
항공기 자동화 수준: PIC는 UAM 관련 기능으로 항공기를 능동적으로 
제어합니다. 

조종사(PIC)의 위치: 온보드. 

 

운영이 증가함에 따라 UAM 운영은 CBR, UAM 구조 및 자동화에 의해 강화된 관리 

규정의 변경을 통해 진화해야 합니다. 정보가 풍부한 협업적 데이터 공유 환경으로의 

진화에는 새로운 기술과 기능이 필요합니다. UAM 운영자, FAA 및 기타 이해 관계자는 

식별된 운영 정보에 요청 액세스 권한이 있는 FAA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ConOps는 증가된 운영 템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환경에서 지원하는 운영을 

나타냅니다. 이 ConOps와 일치하는 UAM 작업의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템포: 운영 템포가 낮습니다. 그러나 운영 템포는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및 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지점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UAM 구조(공역 및 절차): UAM 항공기의 작동은 UAM 성능 요구 사항에 따라 특정 

비행장의 정의된 UAM 회랑 내에서 발생합니다. 최소한의 UAM 회랑 구조 또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UAM 회랑 내 작전에는 ATC 전술 분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술적 분리는 UAM 운영자, PIC 및 PSU에 할당됩니다. 

 

UAM 주도 규제 변경: UAM 회랑 내에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ATM 규제 및 새로운 

UAM 규제에 대한 변경. 

 

UAM CBR: CBR은 지정된 경우 업계 표준 또는 FAA 지침을 충족하도록 업계에서 

정의합니다. CBR은 FAA 승인이 필요합니다. 

 

항공기 자동화 수준: PIC는 UAM 관련 기능으로 항공기를 능동적으로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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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의 위치: 온보드. 

 

이러한 추가 작업의 밀도가 UAM 환경의 현재 제약 조건까지 전체 작업을 증가시키면 

DCB(DCB(DynamicCRSBlacking) : 기지국간 간섭 억제 기술)가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운영자의 비즈니스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려면 UAM 비행 규칙 및 절차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UAM 고유의 

구조, 신규 또는 수정된 절차, 규제 프레임워크 및 CBR(Community-Based Rules)은 

증가된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개발될 것입니다. UAM 고유의 구조인 UAM 

Corridor는 정의된 치수가 있는 성능 기반 공역 구조입니다. UAM 회랑은 영공 

사용자에게 알려지고 액세스 및 작업을 규정하는 일련의 규칙에 의해 관리됩니다. 지원 

인프라 및 지원 서비스가 UAM 회랑 내에서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항공기도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운영자는 UAM 회랑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UAM 회랑의 수가 적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UAM 회랑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UAM 회랑 내 운영은 또한 업계 표준 또는 FAA 지침을 기반으로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FAA의 규제 권한이 유지되도록 FAA에서 승인한 

CBR의 지원을 받습니다(예: NAS 안전, 동등한 액세스를 위한 DCB, 보안). CBR의 공동 

개발을 통해 이해 관계자는 개별 비행에 대한 ATC의 전술적 통제 및 접근 관리의 

필요성을 앞서서 상호 작용의 규범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협력적으로 개발되고 투명한 

표준 CBR은 UAM 운영을 위한 규제 기반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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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숙한 상태의 운영 

UAM 운영 템포가 증가함에 따라 UAM 운영은 구조, 규정 및 자동화 수준과 같은 주요 

지표에 따라 발전할 것입니다. 성숙 상태 UAM 작업의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템포: 운영 템포가 크게 증가합니다. 더 높은 운영 템포 요구 사항은 다른 지표의 

성숙도를 촉진합니다. 

 

UAM 구조(공역 및 절차): UAM 작업은 비행장에서 UAM 회랑 내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UAM 회랑은 증가하는 비행장 사이의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UAM Corridors의 내부 구조는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UAM 참여에 

필요한 성능 매개변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UAM 기반 규제 변경: UAM 회랑 내에서 작업을 활성화하려면 추가 UAM 기반 
규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UAM CBR: CBR의 복잡성과 FAA 설정 지침 또는 CBR 승인에 대한 참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자동화 수준: 자동화 개선은 HOVTL 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IC의 위치: 원격. 

 

ConOps 1.0 작업의 템포가 추가로 증가하려면 UAM 환경과 항공기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UAM 운영은 데이터 공유, DCB, UAM 구조 및 

항공기 자동화의 발전을 통해 UAM 성숙한 상태 운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성숙한 주 

운영에는 UAM 주도 규제 변경과 함께 추가 CBR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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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AM 운영 개념 

이 섹션에서는 UAM 운영 개념(UAM ConOps 1.0)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역할과 

책임, UAM 회랑, 제약 정보 및 권고, 운영 가정에 대한 주요 정의 및 설명을 제공합니다. 

 

4.1 개요 

UAM 작업은 비행장에서 하나 이상의 UAM 회랑을 통해 다른 비행장으로 사람이나 

물품을 운송합니다. UAM 회랑 구조, UAM 절차, 정보 공유 및 UAM 성능 기준은 

전술적 ATC 분리 서비스 없이 운영 템포를 증가시키고 ATM 및 UTM 운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USS에서 UTM을 지원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UAM 운영은 PSU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PSU에서 지원되어 UAM 운영자, PSU, USS 간의 정보 교환, 분석 

및 중재를 통해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개별 UAM 운영자(FAA 및 공익 이해 관계자(예: 

법 집행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UAM 회랑 내에서 작동하는 모든 항공기는 UAM 환경의 성능 및 참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UAM 회랑의 성능 및 참여 요구 사항은 전적으로 UAM 회랑 내에서 

작업과 UAM 회랑을 가로지르는 작업(예: 일반 항공)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UAM 

회랑 내에서 ATC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전략적 갈등 및 전술적 분리가 발생합니다. 

UAM 커뮤니티는 CBR을 운영 표준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FAA는 CBR 지침에 기여할 수 

있으며 FAA 당국이 다루는 요소(예: NAS 안전, DCB, 공역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안)를 

다루기 위해 CBR을 승인합니다. UAM 회랑 밖에서 운항하는 UAM 항공기는 해당 

공역에 적용되는 운영 규칙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개념은 규제 프레임워크 진화의 초기 단계, 운영 요구에 상응하는 운영 규칙 및 성능 

요구 사항 개발, UAM 운영자 및 FAA 책임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및 정보 

아키텍처를 나타냅니다. UAM은 운영자가 운영 조정, 실행 및 관리를 책임지고 CBR을 

따르는 UTM과 유사한 공통 공유 기술 환경을 활용합니다. 이 네트워크 정보 교환은 

이해 관계자가 UAM 운영을 계획, 관리, 실행 및 감독할 수 있는 초석입니다. 공익 및 

기타 이해 관계자는 UAM 공유 운영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4.2 정의 

UAM 비행장 – UAM 비행 작업이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위치. 이 ConOps에서 "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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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과 "비행장"은 동의어입니다. "UAM 비행장"은 문맥이 현재 NAS 작업에 없는 

UAM 작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나타낼 때 명시적으로 사용됩니다. 

 

UAM 항공기 – UAM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항공기. 

 

UAM Corridor – 전술 ATC 분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에서 또는 교차로에서 

작동하기 위한 성능 요구 사항이 있는 3차원 경로 세그먼트를 정의하는 공역 볼륨. 

 

UAM 운영 – UAM 회랑을 사용하여 한 비행장에서 다른 비행장으로 사람이나 물품을 

운송합니다. 

 

UAM 운영 의도("비행 의도") – UAM 작업 식별, 의도된 UAM 회랑(들), 비행장 및 UAM 

작업의 주요 운영 이벤트 시간(예: 출발, 도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작업 

특정 정보 . 

 

UAM 운영자 – UAM 작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엔터티. 작업을 실행하는 

조직을 나타냅니다. 

 

UTM 운영자 – UTM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여 저고도 UAS 작업을 수행하는 운영자. 

 

 



30 | 

Page 

 

4.3 역할과 책임 (Roles and Responsibilities) 

이 섹션에서는 UAM 작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합니다. 

 

4.3.1 FAA 

 

FAA는 UAM에 대한 규제, ATC 및 NAS 데이터 교환 역할을 수행합니다. 

 

4.3.1.1 FAA – 규제 

 

FAA는 모든 영공의 항공기 운영에 대한 연방 기관이며 NAS의 민간 운영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기관입니다. FAA는 공역 사용자가 특정 운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역의 공유 사용이 안전하고 공평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환경을 유지합니다. FAA는 UAM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발하거나 수정합니다. FAA는 또한 CBR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FAA 권한이 

유지되도록 CBR을 승인합니다(예: NAS 안전, 공역에 대한 평등한 접근 및 보안). FAA는 

UAM 회랑 정의를 정의, 유지 및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고 UAM 회랑의 성능 

요구 사항을 관리합니다. 

 

4.3.1.2 FAA – 항공 교통 관제 

 

ATC의 주요 목적은 NAS 내에서 작동하는 항공기와 관련된 충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UAM 작전의 경우 UAM 회랑 내 전술적 분리는 FAA에서 제공하는 전술적 ATC 

서비스 없이 UAM 커뮤니티에 할당됩니다. ATC는 작업량 허용 기준으로 다른 항공기에 

UAM 운영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TC는 ATC 서비스를 받는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UAM 운영 데이터에 대한 주문형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ATC는 필요에 따라 참여 행위자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 사항에 따라 자동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UAM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ATC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 설계(예: 시간, 인근 공항의 흐름 방향)를 기반으로 UAM Corridor 가용성(예: 

개방 또는 폐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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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부하 허용 기준으로 다른 항공기에 UAM 운영에 관한 조언 제공 

3. 필요에 따라 UAM 비정상 작업에 응답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ATC는 UAM 운영의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3.1.3 FAA – NAS 데이터 교환 

 

FAA NAS 데이터 소스는 FAA 산업 교환 프로토콜을 통해 UAM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UAM 커뮤니티와 FAA 운영 체제 간의 승인된 데이터 흐름이 

가능합니다. FAA와 UAM 이해 관계자 간의 이 인터페이스는 외부 엔터티가 FAA 

시스템 및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는 게이트웨이입니다. FAA-산업 

데이터 교환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FAA 데이터 소스에는 비행 데이터, 제한 사항, 

차트화된 경로, 활성 특수 활동 영공(SAA)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3.2 UAM 운영자 

 

UAM 사업자는 개별 고객 또는 복합운송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정기 서비스 또는 

주문형 서비스로 운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UAM 운영자는 규정 준수 및 UAM 운영 

실행의 모든 측면을 책임집니다. 이 문서에서 '운영자'라는 용어의 사용은 UAM 환경 

내에서 협력 관리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기로 선택한 영공 사용자를 나타냅니다. 

 

UAM 운영자는 비행 위치( 예: 비행장 위치), 경로(예: 특정 UAM 회랑) 및 원하는 비행 

시간. 

 

UAM 운영자는 UAM 회랑 내에서 또는 교차로를 운영하기 위해 PSU에 비행 의도 및 

운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UAM Operational Intent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기본 

기능을 제공합니다. 

 

1. 다른 운영자에게 UAM 회랑 내 인근 작업을 알려 안전 및 인식 공유 

 

2. 전략적 갈등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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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된 작업 영역에 대해 알려진 공역 제약 및 제한을 식별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4. 공간적, 시간적으로 관련된 주의보, 날씨 및 추가 데이터의 배포 가능 

 

5. 협력 분리 관리 서비스 지원(예: 적합성 모니터링, 자문 서비스) 

 

 

UAM 운영자는 비명목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체 착륙 지점 및 

작전을 위한 UAM 회랑과 접하는 공역 등급에 대한 이해가 포함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UAM 운영자는 PSU에 알립니다. 

 

4.3.3 조종사(PIC) 

 

PIC는 UAM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으로서 비행 중 운영 및 안전을 궁극적으로 

책임집니다. 

 

4.3.4 UAM(PSU) 서비스 제공업체 

 

PSU는 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AM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UAM 운영자를 지원하는 엔터티입니다. PSU는: 

 

1. 연합 UAM 행위자(PSU에서 PSU 네트워크를 통해 PSU로의 통신 브리지)를 

제공하여 UAM 운영자가 UAM 운영에 대한 규정 및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UAM 운영자는 UAM 운영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UAM 회랑에서 계획된 UAM 작업에 대해 PSU 

네트워크에서 수집한 정보를 UAM 운영자에게 제공합니다. 

 

3. UAM 운영자의 운영 의도가 완전하고 현재 권고 및 제한 사항과 일치하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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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운영자, CBR, UAM 회랑 용량, 공역 제한, UAM 비행장 자원 가용성 및 

불리한 환경을 고려하여 이미 수립된 비행 의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충돌이 

없는지 분석 및 확인합니다.  

 

4. 확인된 비행 의도를 PSU 네트워크에 제공 

 

5. 의도한 작업 영역에 대한 알림(예: 제약, 제한)을 배포합니다. 

 

6. FAA 운영 데이터 및 주의보, 날씨 및 추가 데이터를 배포합니다. 

 

7. 협력 분리 관리 서비스 지원(예: 적합성 모니터링, 자문 서비스) 

 

8. UAM Corridor 사용 상태 결정 

 

a. UAM Corridor 사용 상태(예: 활성, 비활성)는 UAM Corridor에서 하나 

이상의 UAM 작업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9. 분석, 규제 및 UAM 운영자 책임을 위해 과거 데이터베이스에 운영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이러한 주요 기능을 통해 PSU는 비행별로 FAA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UAM 운영에 

대한 협력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PSU 서비스는 작전 계획, 비행 의도 공유, 전략 및 전술적 갈등 해소, 영공 관리 기능, 

비명목 작전 지원을 지원합니다. PSU는 운영을 최적화하거나 UAM 운영을 지원하는 

추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부가 가치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PSU는 PSU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PSU와 정보를 교환하여 UAM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예: 비행 의도 정보 교환, UAM 회랑 상태 알림, 정보 쿼리). 또한 PSU는 

필요에 따라 UAM 운영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영공 예약을 수집, 통합 및 유지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 및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4.3.5 PSU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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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 네트워크는 가입자 정보, FAA 데이터, SDSP 데이터 및 USS 데이터를 다른 

엔티티(예: PSU, FAA, USS, 공익 이해 관계자)와 공유하여 UAM 운영을 지원하는 공통 

운영 그림을 제공하는 연결된 PSU의 모음입니다. 여러 PSU가 동일한 지리적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PSU 네트워크는 NAS의 안전한 작동과 보안 및 

식별을 포함한 기타 정보 공유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FAA 및 기타 기관에 대한 

데이터 가용성을 용이하게 합니다. 

 

4.3.6 추가 데이터 서비스 제공업체 

 

UAM 운영자 및 PSU는 SDSP(추가 데이터 서비스 공급자)를 사용하여 지형, 장애물, 

비행장 가용성 및 특수 날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원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SDSP는 PSU 네트워크를 통해 또는 UAM 운영자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4.3.7 UAM 비행장 

 

UAM 비행장은 UAM 출발 및 도착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비행장입니다. UAM 비행장은 UAM 운영자 계획 및 PSU 전략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UAM 운영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자원 가용성 정보(예: 개방/폐쇄, 패드 

가용성)를 제공합니다. UAM 비행장 가용성은 PSU 네트워크를 통해 또는 SDSP를 통해 

UAM 운영자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UAM 비행장 정보는 UAM 운영자와 PSU가 

전략적 갈등 해소 및 DCB를 포함한 UAM 운영 계획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UAM 

비행장은 전략적 갈등 해소 또는 DCB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3.8 UAS 서비스 공급업체 

 

USS는 UTM(UAS Traffic Management) 시스템에서 UAS 작업을 지원하는 

엔터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 2.0의 UTM 개념을 참조하십시오. 

 

UAM 운영 관점에서 USS는 다음과 같이 PSU와 상호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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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SU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여 UAM 회랑을 건너도록 UTM 작업 활성화 

 

2. 필요에 따라 UAM 오프 명목 작업 지원 

 

3. 필요에 따라 UTM off-nominal 작업 지원 

 

 

4.3.9 다른 NAS 영공 사용자 

 

기타 NAS 영공 사용자는 NAS 내에서 UAM이 아닌 항공기 작업입니다. 다른 NAS 영공 

사용자는 활성 UAM 회랑에서 작동하거나 이를 교차하거나 활성 UAM 회랑을 피하기 

위한 관련 성능 및 참여 요구 사항을 알고 충족할 책임이 있습니다. UAM Corridor 정의 

및 가용성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4.3.10 공익 이해관계자 

 

공익 이해 관계자는 UAM 운영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관리 프로세스(예: FAA, 

CBR)에 의해 선언된 엔터티입니다. 이 액세스는 알 권리, 정부 규제, 정부가 보장하는 

안전 및 보안, 공공 안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익 이해 관계자의 예로는 지역 법 집행 기관과 미국 연방 기관이 있습니다. 

 

4.4 UAM 회랑 

UAM 회랑은 전술적 ATC 분리 서비스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UAM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UAM 회랑은 UAM 운영자 능력(예: 항공기 성능), UAM 회랑 구조 및 UAM 

절차와 관련된 증가하는 운영 템포를 지원합니다. UAM 회랑은 UAM 성능 및 참여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UAM 작업과 ATM 및 UTM 작업을 분리하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그림 3-1은 UAM 회랑의 작동 모습을 보여줍니다. 

 

UAM 회랑 내 작업에는 운영 성능(예: 항공기 성능 범위, 항법, DAA) 및 참여(예: 비행 



36 | 

Page 

 

의도 공유, UAM 회랑 내 충돌)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UAM 회랑의 성능 및 참여 

요건은 UAM 회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 사항은 전적으로 UAM 회랑 

내에서의 작업과 UAM 회랑을 가로지르는 작업(예: 일반 항공)에 대해 다를 수 

있습니다. UAM 회랑 성능 및 참여 요구 사항은 UAM 항공기가 작업을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는 대부분의 UAM 비정상 작업에 대한 조정을 지원합니다. UAM 회랑 

성능 및 참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운영자는 UAM 회랑에서 운영하거나 UAM 

회랑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UAM Corridor 정의는 이해 관계자가 계획 및 운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C는 

ATC가 담당하는 공역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일환으로 UAM 회랑을 인식합니다. 다른 

NAS 사용자는 비행 계획 또는 ATC 비행 계획 승인 또는 권고와 관련된 공역 숙지를 

통해 UAM 회랑을 알게 됩니다. UAM 회랑 설계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ATM 및 UTM 운영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2. 공익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예: 지역 환경 및 소음, 안전, 보안) 

 

3. 이해관계자 효용(예: 고객의 요구) 

 

UAM 회랑 가용성(예: 개방, 폐쇄)은 ATC 운영 설계(예: 인근 공항 흐름 방향 변경)에 

따릅니다. UAM 회랑 가용성은 PSU 네트워크를 통해 PSU 및 UAM 운영자에게 

전달됩니다. ATC에서 설정한 UAM 회랑 가용성 외에도 PSU는 UAM 회랑 내 

어딘가에서 하나 이상의 UAM 작업이 발생하는지 식별하는 UAM 회랑 상태를 

결정합니다. UAM 회랑 사용 정보는 FAA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가 상황 인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UAM 회랑은 지점 간 UAM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알려진 두 비행장 위치를 

연결합니다. UAM 운영이 발전함에 따라 UAM 회랑은 분할되고 연결되어 비행장 간에 

사용 가능한 라우팅의 더 복잡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1은 소수의 지점간 UAM 회랑을 보여줍니다. 



37 | 

Page 

 

Figure 4-1: 다중 UAM 회랑 

 

4.4.1 UAM 회랑 수요 용량 밸런싱 

 

DCB는 UAM 회랑 또는 비행장이 집합적인 UAM 운영 의도 수요를 지원할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DCB 비즈니스 규칙은 FAA 승인 CBR의 일부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과도한 

수요는 UAM 회랑 용량 때문이 아니라 비행장의 혼잡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CB의 적용은 접근, 형평성, 안전 및 보안을 포함한 FAA 권한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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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UAM 회랑 진화 

 

UAM 운영 템포를 늘리면 회랑의 현재 용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시점에서 추가 구조(예: "트랙"), 성능 수준 향상(예: 다양한 방법으로 분리간격 완화) 

또는 확장된 UAM Corridor 토폴로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용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 4-2는 미래의 UAM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트랙"의 개념적 내부 

구조를 보여줍니다. "트랙"은 동일한 UAM 회랑 내에서 증가된 작동 템포를 지원하는 

증가된 성능 요구 사항과 함께 추가 내부 구조를 나타냅니다. 

 

4.5 UAM 분리 

Figure 4-2: UAM Corridor with “T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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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회랑 내 운용의 분리는 다양한 전략 및 전술적 방법을 통해 보장됩니다. 주요 

방법은 공동 비행 의도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충돌 해소입니다. 전술적 

분리는 PIC 및 항공기 능력을 포함하여 UAM 운영자에게 할당되며 PSU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UAM 회랑 내에서 운용할 때 FAA 규정 및 CBR에는 전략적 갈등 및 전술적 분리 

방식이 포함됩니다. 전략적 갈등 해소 규칙은 PSU에 의해 실행됩니다. UAM 

운영자는 다른 항공기, 날씨, 지형 및 위험 요소와 관련된 운영을 포함하여 안전한 

작업 수행과 불안전한 조건 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UAM 분리는 비행 의도 

공유, 인식 공유, 비행 의도의 전략적 충돌 및 절차 규칙 설정을 통해 달성됩니다 

 

UAM 비행 계획 중에 발생하는 UAM 회랑 내 전략적 충돌 외에도 전술적 분리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기내 조정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UAM 항공기의 기능(예: 

DAA) 및 가능한 PSU 서비스(예: UAM 회랑에서 활성 작업의 비행 데이터)에 의해 

지원되는 PIC는 UAM 회랑 내에서 다른 작업과의 분리를 유지합니다. 전술적 

조치로 인해 UAM 항공기가 공유된 UAM 운용 의도 범위를 벗어나 작동하는 경우, 

비명목 이벤트에 대한 알림과 UAM 운용 의도에 대한 업데이트(해당되는 경우)는 

PSU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됩니다. 

 

UAM 운영을 관장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자율 비행을 포함할 수 있는 증가하는 

성능 및 자동화 수준을 설명하도록 진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UAM 작업을 

포함하는 영공에서 항공기 간 분리에 대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6 UAM 회랑의 날씨 및 장애물 

PSU 또는 SDSP는 UAM 작업과 관련된 날씨, 지형 및 장애물 제거 데이터를 

제공하여 UAM 운영자를 지원합니다. 이 데이터는 UAM 운용의 전략적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행 계획 단계에서 획득하고 적절하게 업데이트된 기내에서 

업데이트됩니다. UAM 운영자는 비행 전과 비행 내내 날씨와 바람을 

모니터링합니다. 항공기 성능이 예측 또는 현재 날씨로 인해 UAM 회랑 내에서 

필요한 분리를 유지하기에 부적절할 경우 UAM 운영자는 분리가 유지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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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전략적 및 전술적 조치(예: 이륙하지 말고 UAM에서 나가십시오. 적절한 

영공 규칙에 따라 회랑 및 운영)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4.7 제약정보 및 권고 

UAM 운영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 조건 또는 비행 위험을 식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안전한 비행을 보장하기 위해 비행 전과 비행 중에 

수집되고 평가됩니다. PSU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 및 권고를 

제공하여 이 UAM 운영자 책임을 지원합니다. 

 

• UAM 회랑 내 및 횡단 작업을 포함한 기타 항공 교통 

• 날씨와 바람 

• 저고도 비행과 관련된 기타 위험(예: 기중기 또는 전선과 같은 장애물, 

NOTAM(공군에 대한 통지), 조류 활동, 지역 제한) 

 

• 특별 활동 영공 상태 

• UAM 회랑 가용성 

4.8 UAM 운영 가정 

UAM 운영에는 다음 가정이 적용됩니다. 

 

• UAM 항공기 식별 및 위치 정보는 UAM 운영자와 PSU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용을 위해 ADS-B 송출 또는 회랑의 트랜스폰더를 통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능(예: UAM 적용 가능한 원격 ID)은 식별 

및 위치 정보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ATC와의 양방향 음성 통신은 정상 운영 중에는 UAM 회랑 내에서 수행되지 

않습니다. 

 

• UAM 운영자는 UAM 통행로에서 작업에 대한 ATC 허가 또는 ATC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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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ATC 참여는 ATC 운영 설계를 기반으로 UAM 회랑 가용성을 설정하고, 

어떤 UAM 회랑이 활성 운영을 하는지 인식하기 위해 UAM 회랑 상태를 

수신하고, 필요에 따라 UAM 비정상 이벤트에 응답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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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념적 아키텍처 Notional Architecture 

UAM 협력 관리 환경 내에서 FAA는 영공 및 교통 운영에 대한 규제 및 운영 권한을 

유지합니다. UAM 운영은 상호 운용 가능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연합 행위자 집합에 의해 조직, 조정 및 관리됩니다. 그림 5-1은 UAM 행위자와 

컨텍스트 관계 및 정보 흐름의 개념적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이 아키텍처는 FAA의 

UTM 운영 개념에 설명된 UTM 아키텍처 내에서 설정된 패턴을 기반으로 합니다. 

 

집합체로 작동하는 개별 PSU로 구성된 PSU 네트워크는 UAM 개념 아키텍처의 중심에 

있으며 UAM 운영자, USS, SDSP, FAA 및 공익 이해 관계자와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PSU는 SDSP로부터 UAM 운영 관리를 지원하는 추가 데이터를 수신하고 관련 UAM 운영 

데이터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PSU는 PSU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고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PSU에 연결된 다른 UAM 이해 관계자(예: UAM 운영자, ATC, 법 집행 기관)가 PSU 

네트워크에서 공유하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PSU와 USS는 UAM 및 UTM 운영에 대한 운영 정보를 교환합니다. 개념적으로 USS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확장되어 PSU가 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합된 서비스 제공업체는 UAM 및 UTM 환경 모두에서 운영을 지원합니다. 아키텍처는 

UAM 중심 아키텍처 보기를 유지하면서 정보 교환을 위해 USS에 대한 PSU 네트워크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그림 5-1의 수직 점선은 UAM의 일부로 상호 작용하는 인프라, 서비스 및 엔터티에 대한 

FAA와 업계 책임 간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FAA-산업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은 NAS 

데이터 교환이 UAM 운영 데이터를 요청 시 요청하고 UAM 운영자, PIC, UAM 항공기 및 

공익 이해 관계자에게 배포하기 위해 PSU 네트워크에 FAA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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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Notional UAM Architecture 

5.1 지원 서비스 

PSU 및 SDSP에서 제공하는 UAM 서비스는 모듈식이며 개별적이므로 새로운 서비스의 

설계 및 구현에서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듈식 접근 방식을 통해 FAA는 UAM 

운영에 대한 맞춤형 감독을 제공할 수 있으며 PSU 및 SDSP는 비즈니스 모델 및 가입자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집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UTM과 유사하게 UAM 서비스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1. FAA 규정으로 인해 또는 FAA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기 위해 UAM 운영자가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FAA의 자격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FAA 규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충족하기 위해 UAM 운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수용 가능한 규정 준수 수단을 충족해야 하며 

FAA의 개별 자격 및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UAM 운영자에게 부가 가치 지원을 제공하지만 FAA 규정 준수에는 사용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업계 표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FAA의 

자격이나 승인을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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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AM 사용 사례 및 시나리오 

이 섹션에서는 UAM 개념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높은 수준의 사용 사례와 

시나리오를 소개합니다. 사용 사례는 특정 작업의 관련 부분을 단계별로 실행하는 

시나리오를 개발합니다. 사용 사례는 섹션 4 및 5의 운영 및 아키텍처 정보를 

보여줍니다. 

 

사용 사례(표 2 참조)는 특정 정상 및 비정상 운용 중 UAM 운용 및 상호 작용의 하위 

집합을 보여줍니다. 정상 UAM 운용은 설정된 성능, 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실행되는 단일 UAM 작업입니다. 비정상 운용은 정상 작동에서 벗어납니다. 

 

표 2: 사용 사례 설명 

 

사용 사례 제목 설명 

정상 UAM 사용 사례 • UAM 회랑 내 운영, 전략적 갈등, 운영자 간의 
정보 교환 및 정보 요구를 포함하여 상위 
수준에서 UAM 운영을 탐색합니다. 

비정상 UAM 사용 사례 • 적합성 모니터링 및 작업이 공유된 계획된 
비행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탐색합니다. 

• 비상 상황 탐색 

 

6.1 정상 UAM 운용 사례 

6.1.1 단일 UAM 회랑을 통한 명목상의 UAM 작업 

 

이 사용 사례는 두 비행장 간 주문형 서비스의 단일 UAM 운영을 다룹니다. 이 사용 

사례 설명은 섹션 4.8에 설명된 UAM 운영 개념을 준수하고 공역 등급과 무관한 특정 

작업입니다. UAM 작업은 계획, 출발, 항로 중, 도착 및 사후 작업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UAM 운영자의 작업은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6.1.1.1 계획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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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의 계획은 비행장 A와 비행장 B 사이의 비행에 대한 개별 고객의 요청을 받는 

UAM 운영자로부터 시작됩니다. 

 

UAM 운영자는 가입한 PSU와 관련 SDSP 서비스(예: 환경, 상황 인식, 전략적 운영 수요, 

UAM 비행장 가용성, 추가 데이터)에서 현재 상태를 얻습니다. 

 

현재 조건이 운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후 UAM 운영자는 원하는 UAM 운영 의도 

정보(예: 식별 정보, 비행장 위치, UAM 회랑을 통한 비행 경로, 원하는 운영 시간)를 

가입한 PSU에 제출합니다. 

 

PSU 네트워크를 통한 PSU: 

 

1. 전략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작업에 대해 원하는 UAM 운영 의도를 

평가합니다. 

2. 알려진 영공 제약(예: FAA 발신 제약, 지역 제약)에 대해 UAM 운영 의도를 

평가합니다. 

3. UAM 회랑 및 UAM 비행장 자원의 가용성 식별 

4. 불리한 작동 환경 조건 식별 

 

충돌하는 작업, 영공 제한(예: TFR) 또는 비행장 자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UAM 

운영자가 원하는 UAM 운영 의도는 전략적으로 충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확인됩니다. PSU는 UAM 운영자에게 알리고 UAM 운영 의도를 PSU 네트워크에 

제공합니다. 

 

UAM 운영자는 비정상 이벤트로 인해 가능한 조치를 고려합니다. 대체 착륙 위치가 

평가됩니다. 운용을 위한 UAM 회랑과 접하는 공역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공역 등급 및 

ATC 시설이 식별됩니다. 이는 비상 운용이 필요한 경우 PIC를 준비합니다. 

 

UAM 운영자와 PSU 간의 대부분의 계획 작업 및 정보 교환은 자동화되며 초기 고객 

요청에서 확인된 UAM 운영 의도까지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1.1.2 기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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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의 모든 단계(예: 출발, 경로 중, 도착)에서 UAM 항공기 식별 및 위치 정보는 UAM 

운영자 및 가입한 PSU에 제공됩니다. PIC 및 UAM 운영자는 비정상 상태를 식별하기 

위해 항공기 성능을 모니터링합니다. PSU는 확인된 UAM 운영 의도에 대한 운영 

적합성을 모니터링합니다. 

 

6.1.1.2.1 출발 단계 

 

PIC는 출발 준수 창 내에서 비행장 A를 출발하여 UAM 회랑에 들어갑니다. 

 

6.1.1.2.2 경로 단계 

 

PIC는 확인된 UAM 운영 의도에 따라 UAM 회랑을 따라 탐색합니다. PIC는 UAM 

항공기(예: DAA) 또는 PSU 서비스(예: UAM 회랑에서 활성 작업의 비행 데이터)의 

지원을 받아 UAM 회랑 내에서 다른 항공기와 전술적 분리를 유지합니다. UAM 

회랑에서의 조우에 대한 전술적 분리 책임은 UAM PIC 및 다른 NAS 영공 사용자가 

공유합니다. UAM 항공기는 항로 부분을 완료합니다 

 

UAM Operational Intent에 따라 비행을 시작하고 도착 시간의 준수 창 내에 도착 

공항에 접근합니다. 

 

6.1.1.2.3 도착 단계 

 

UAM 항공기가 도착 비행장에 접근함에 따라 PIC, UAM 운영자, PSU 및 UAM 비행장은 

UAM 운영 의도에 따라 착륙장이 여전히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PIC는 할당된 

비행장으로 이동하여 항공기를 착륙시킵니다. 

 

6.1.1.3 사후 작업 단계 

 

UAM 운영자는 PSU에 임무 완료 표시를 제공합니다. PSU 아카이브에는 UAM 운영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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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비정상 UAM 운용 사례 

이 섹션에는 두 가지 특정 비명목 사용 사례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은 UAM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비정상 상황을 설명합니다. 

 

6.2.1 UAM 운용이 공유된 UAM 운용 의도에 부합하지 않음 

 

이 시나리오는 성능 문제, 강풍 및 탐색 성능 저하로 인해 UAM 작업이 확인된 UAM 

운영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탐색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UAM 항공기는 UAM 

회랑 내에서 원래 계획된 비행장까지 안전하게 계속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 

이벤트가 결정되기 전에 UAM 운용은 정상 운용 사례에 정의된 단계 및 단계와 

일치합니다(섹션 6.1 참조). 

 

도중 단계에서 UAM 작업은 PIC, UAM 운영자 또는 PSU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확인된 

UAM 운영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UAM 운영자의 PSU는 영향을 

받는 가입자에게 알리고 다른 PSU가 영향을 받는 다른 UAM 작업에 알릴 수 있도록 

PSU 네트워크를 통해 비정상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배포합니다. UAM 운영자와 PSU는 

CBR 및 UAM 회랑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UAM 운영 의도를 확인하여 

비공칭 상황을 해결하고 UAM 회랑의 비행장까지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UAM 운용 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UAM 항공기는 UAM 회랑을 빠져 나와 진입한 

공역 등급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운영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UAM 운영자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계속 분리(예: DAA 기능, 우선권 규칙)를 유지합니다. PSU는 PSU 

네트워크를 통해 비행과 관련된 운영 데이터를 계속 배포합니다. 

 

비정상 이벤트가 UAM 회랑에 남아 있고 도착 비행장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착 단계는 명목 사용 사례에 설명된 단계와 일치합니다. 

 

사후 작업 단계에서 UAM 운영자는 PSU에 임무 완료 표시를 제공하고, PSU는 필요한 

UAM 운영 데이터를 보관하며, UAM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비명목 이벤트에 대한 보고 

프로세스에 정보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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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UAM 운영 비상 사태 

 

이 시나리오는 강제 착륙을 초래하는 실패로 인해 UAM 항공기가 UAM 운영 의도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탐구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UAM 항공기는 UAM 회랑에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나리오의 설명은 ATC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공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명목 이벤트를 결정하기 전에 UAM 작업은 명목 사용 사례(섹션 6.1 참조)에 정의된 

단계 및 단계와 일치합니다. 항로 단계에서 UAM 항공기는 PIC에 의해 식별된 비행 중 

비상 상황을 경험하고 UAM 회랑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 사태 동안 

NAS의 유인 작업과 마찬가지로 PIC의 책임 순서는 1) 비행(항공기 비행), 2) 

탐색(의도한 경로 유지), 3) 통신(ATC에 비상 상황을 통지)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PIC는 안전한 착륙을 위해 항공기 비행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UAM 운영자는 

비상 상황을 감지하고 PSU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 배포에 대해 PSU에 알립니다. 

UAM 항공기가 UAM 회랑을 빠져나와 B등급 공역으로 진입하기 전에 PIC는 ATC 식별 

수단으로 ADS-B 출력과 응답기를 켜고 ATC와 접촉합니다. ATC는 비상 UAM 운용이 

ATC 서비스를 받는 다른 항공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조언이나 ATC 지침을 제공합니다. 

 

PIC는 안전하고 적절한 착륙 위치를 식별합니다. 착륙 장소는 비행장이 아닙니다. 

 

사후 작업 단계에서 UAM 운영자는 PSU에 임무 완료 표시를 제공하고, PSU는 필요한 

UAM 운영 데이터를 보관하며, UAM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비명목 이벤트에 대한 보고 

프로세스에 정보를 제출합니다. ATC는 또한 필요에 따라 보고 프로세스에 정보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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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AM 구현 

UAM ConOps 1.0 구현은 NASA, 업계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UAM 운영을 

현재의 헬리콥터 운영에서 섹션 4에 설명된 운영으로 변환하는 일련의 FAA 노력입니다. 

UAM 구현은 또한 추가 변환을 위한 단계를 설정합니다. 섹션 3.3에 설명된 성숙한 

상태 작업. 구현은 현재 NAS 운영의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UAM 항공기의 진입 및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통합할 것입니다. 

 

UAM 구현은 낮은 복잡성, 낮은 작업 템포 작업으로 시작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더 높은 작업 템포 및 UAM 공역 구조의 도입 환경으로 

구축하는 진화적 개발 접근 방식입니다. 개념은 분석, 시뮬레이션, 시연 및 커뮤니티 

참여의 결과를 통해 발전할 것입니다. 개념이 발전하는 동안 FAA는 원칙과 가정이 

필요에 따라 구현될 것이라는 이해와 함께 성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원칙과 가정을 

설정하도록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킬 것입니다. 이해 관계자는 계획된 협력 환경의 

자동화된 특성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 정보 공유, 운영 프로토콜 및 장비 성능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CBR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입니다. 이 개념은 인구 밀도가 높은 환경과 더 

많이 활용되는 영공에서 점점 더 복잡한 작업을 포괄하도록 성숙할 것입니다. 

 

UAM 구현에 대한 이러한 진화적 접근 방식은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기술 요구 

사항과 서비스가 가장 덜 엄격해야 하는 덜 복잡한 운영을 처음에 해결함으로써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전면적인 규제 및 운영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은 현재 기능을 

사용하여 환경에 구현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UAM 운용은 지상 기반과 공중 

모두에서 새로운 기술과 자동화에 적응할 것이며 자동화된 정보 교환이 가능한 협업 

시스템을 통해 ATM 환경과의 상호 작용의 고급 형태를 점점 더 허용할 것입니다. UAM 

운영은 또한 UAM 수요, 비즈니스 모델,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의 범위를 지원하고, 다른 

운영(예: 유인 항공기, UTM)과 공존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며 

기존 ATM 시스템에 최소한의 중단을 부과합니다. 공평하고 공평한 영공 접근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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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참조 

미국 연방 항공국. (2020). 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국가 영공 시스템에 통합, 운용 개념 

v2.0. 워싱턴 DC: 연방항공청 

 

텍사스 A&M 교통 연구소. (2019). 2019년 도시 이동성 보고서. 

https://static.tti.tamu.edu/tti.tamu.edu/documents/mobility-report-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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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 약어 

 

Acronym Definition 

AAM Advanced Air Mobility 

ADS-B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 Broadcast 

AGL Above Ground Level 

ANG FAA Organization – NextGen Program Office 

ANSP Air Navigation Service Provider 

ATC Air Traffic Control 

ATIS 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ATM Air Traffic Management 

CBR Community Business Rule 

ConOps Concept of Operations 

DAA Detect and Avoid 

DCB Demand Capacity Balancing 

DEP Distributed Electric Propulsion 

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HOTL Human-on-the-Loop 

HOVTL Human-over-the-Loop 

HWTL Human-within-the-Loop 

LOA Letter of Agreement 

NAS National Airspa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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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nym Definition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OTAM Notice to Airmen 

PIC Pilot in Command 

PSU Provider of Services for UAM 

RID Remote Identification (ID) 

SAA Special Activity Airspace 

SDSP Supplemental Data Service Provider 

SWIM System Wide Information Management 

TFR Temporary Flight Restriction 

UAM Urban Air Mobility 

UAS Unmanned Aircraft System 

USS UAS Service Supplier 

UTM UAS Traffic Management 

V2V Vehicle-to-Vehicle 

VTO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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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 용어 

 

Term Definition 

Air Traffic Management 

(ATM) 

The dynamic, integrated management of air traffic 

and airspace including air traffic services, airspace 

management and air traffic flow management — 

safely, economically and efficiently — through the 

provision of facilities and seamless services in 

collaboration with all parties and involving airborne 

and ground-based functions. (Source: ICAO Doc 4444 

PANS-ATM) 

Community Business 

Rules (CBR) 

Collaborative set of UAM operational business rules 

developed by the stakeholder community. Rules may 

be set by the UAM community to meet industry 

standards or FAA guidelines when specified. CBRs 

will require FAA approval. 
Conflict A point in time in which the predicted separation 

of two or more aircraft is less than the defined 

separation minima. Constraint An impact to the capacity of a resource. 

Constraints can be natural (e.g., weather), 

circumstantial (e.g., runway construction), or 

intentional (e.g., TFR). Cooperative Separation Separation based on shared flight intent and data 

exchanges between operators, stakeholders, and 

service providers and supported by the appropriate 

rules, regulations, and policies for the planned 

operations. Air Navigation Service Providers (ANSP) 

do not provide tactical ATC separation services for 

UAM operations. 

Demand Capacity 

Balancing (DCB) 

Flight intent adjustments during the planning phase 

to ensure that predicted demand does not exceed 

the capacity of a resource (e.g., UAM Corridor, 

aerodrome). Human-on-the-Loop (HOTL) Human supervisory control of the automation 

(systems) where the human actively monitors the 

systems and can take full control when required or 

desired Human-over-the-

Loop (HOVTL) 

Human informed, or engaged, by the automation 

(system) to take actions. Human passively monitors 

the systems and is informed by automation if, and 

what, action is required. 

Human is engaged by the automation either for 

exceptions that are not reconcilable or as part of 

rule set esc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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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Definition 

Human-within-the-

Loop (HWTL) 

Human is always in direct control of the 

automation (systems). 

Operational Tempo The density, frequency, and complexity of operations. 

Providers of Services for 

UAM (PSU) 

An entity that assists UAM operators with meeting 

UAM operational requirements to enable safe and 

efficient use of UAM Corridors and aerodromes. This 

service provider shares operational data with 

stakeholders and confirms flight intent. PSU Network A collection of PSUs with access to each PSU’s data 

for use and sharing with their subscribers. 

Strategic Deconfliction Deconfliction of UAM Operational Intent via 

advanced planning and information exchange. 

Tactical Separation UAM operator responsibility for tactical 

conflict and collision avoidance. 

UAM aerodrome A location from which UAM flights arrive and depart. 

UAM aircraft An aircraft that can execute UAM operations. 

UAM Corridor An airspace volume defining a three-dimensional 

route segment with performance requirements to 

operate within or cross where tactical ATC 

separation services are not provided. 
UAM operation The transport of people or goods from one 

aerodrome to another using UAM Corridors. 

UAM Operational Intent Operation specific inform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UAM operation identification, the 

intended UAM Corridor(s), aerodromes, and key 

operational event times (e.g., departure, arrival) of 

the UAM operation. 
UAM operator The person or entity responsible for the overall 

management of an UAM operation; represents the 

organization that is executing the operation. 

UAS Traffic 

Management (UTM) 

The manner in which the FAA will support 

operations for UAS operating in low altitude 

ai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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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Definition 

UTM operator Operators conducting low altitude UAS operations 

utilizing UTM-specif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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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 헬리콥터 노선 운영 

현재 헬리콥터 루트 운영은 헬리콥터 PIC와 ATC 간의 상호 작용을 단순화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차트화된 공역 구조인 헬리콥터 루트를 사용하는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 경로 운영은 초기 UAM 운영과 유사한 상위 수준 운영 패턴 및 우려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록은 오늘날 발생하는 명목 작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며 섹션 

4 및 6.1에 설명된 작업과 비교 지점을 제공합니다. 비교는 표 D-1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D-1: 헬리콥터 노선 운영과 UAM 운영 비교 

운영 속성 헬리콥터 노선 운영 ConOps 1.0 UAM 

작업 

유사여부 

영공 구조의 사용 공역 등급 규정에 따른 헬리콥터 작업용 UAM 회랑 성능 및 

참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UAM 작업용 

유사 

 

공역 구조 내 전술 ATC 분리 No No 유사 

ATC는 다른 트래픽을 공역 

구조에서 분리합니다. 

예, 영공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예, 영공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유사 

ATC와의 양방향 통신 예, 영공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요, UAM 회랑의 

명목 작업용 

유사 

ATC 주파수 모니터링 예, 영공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하지 않음 다름 

UAM 회랑과 비행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UAM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UAM 

운영자를 지원하는 

엔터티입니다. 이 서비스 

제공자는 운영 데이터를 

이해 관계자와 공유하고 

비행 의도를 확인합니다. 

PSU 네트워크 가입자와 사용하고 

공유하기 위해 각 PSU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PSU 모음입니다. 

전략적 갈등 

해소 

고급 계획 및 정보 교환을 통한 

UAM 운영 의도의 충돌. 

전술적 분리 전술적 충돌 및 충돌 

회피에 대한 UAM 

운영자 책임. 

UAM 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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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항공편이 도착 및 

출발하는 위치입니다. 

UAM 항공기 UAM 운용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UAM 회랑 

전술적 ATC 분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에서 운용을 

수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한 

성능 요구 사항이 있는 3차원 

경로 세그먼트를 정의하는 

공역 용적. 

UAM 작업 No UAM 회랑을 

사용하여 한 

비행장에서 

다른 

비행장으로 

사람이나 

물품을 

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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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운영 의도 UAM 작업 식별, 의도된 UAM 

회랑, 비행장 및 UAM 작업의 주요 

작업 이벤트 시간(예: 출발, 

도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작업 특정 정보. 

UAM 연산자 UAM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작업을 

실행하는 

조직을 

나타냅니

다. 

UAS 트래픽 

관리(UTM) 

FAA가 저고도 공역에서 운용하는 UAS 

운용을 지원하는 방식. 

No 용어 정의 

 

Nominal Helicopter Route 작업은 다음 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Operation Independent: 개별 헬리콥터 운영의 "배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활동 

 

2. Operation Dependent: 특정 헬리콥터 경로 작업의 실행 컨텍스트 내에서 

발생하는 활동 

 

헬리콥터 노선에서 운항하는 헬리콥터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 절차가 적용됩니다. 

 

1. 수정된 규정(예: 계약서(LOA)을 통해)은 ATC와의 양방향 음성 통신을 

간소화합니다. 

 

2. ATC 참여에는 헬리콥터 경로 가용성 설정, 클래스 B 영공을 횡단하는 헬리콥터 

경로에 대한 ATC 허가 제공, 작업량이 허용될 때 적절한 조언 제공이 포함됩니다. 

 

운영 독립 활동 

 

운영 독립 활동에는 FAA, ATC 및 헬기장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FAA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 지역 시설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헬리콥터 경로를 정의하고 만듭니다. 

 

2. 기존 FAA 정보 배포 시스템(예: SWIM, NOTAM, TFR) 및 지원 프로세스 유지 

관리를 포함하여 PIC에 NAS 운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ATC는 헬리콥터 경로의 가용성을 결정합니다. 가용성은 헬리콥터가 해당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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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헬기장은 헬기장 가용성과 패드 활용 일정을 유지합니다. 이는 운영 시간 및 활용도를 

기반으로 헬기 착륙장 가용성을 고려하는 계획 활동을 지원합니다. 

 

작업 종속 활동 

 

Operation Dependent 활동의 맥락에서 헬리콥터 경로 작업은 계획, 출발, 경로 중, 

도착 및 사후 작업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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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단계 

 

헬리콥터 운영은 주문형 서비스일 수 있으므로 이 작업은 PIC가 개별 고객으로부터 

G급 공역의 헬리콥터 착륙장 A와 B급 공역의 헬리콥터 착륙장 B 간 비행 요청을 

수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계획된 궤적에는 클래스 G 공역에서 시작하여 클래스 B 

공역의 일부를 통해 헬리콥터 착륙장 B 부근까지 진행하는 헬리콥터 경로를 사용하는 

옵션이 포함됩니다. 이 작업에서 다른 공역 클래스는 횡단하지 않습니다. 

 

PIC는 ATIS(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또는 ATC로부터 현재 상태를 

얻습니다. PIC는 출발지 및 목적지 헬기장, 통과할 공역 등급(및 관련 요구 사항) 및 

가용성에 따라 특정 헬리콥터 경로를 포함하여 원하는 비행 의도를 결정합니다. 

 

PIC는 다음을 완료합니다. 

 

1. 비명목 이벤트 및 대체 착륙 위치에 대한 계획 

2. 운용 중 통과하는 각 영공 등급과 관련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식별합니다. 

3. FAA 정보 배포 시스템에서 모든 관련 정보(예: NOTAM, TFR, ATIS)를 얻습니다. 

 

출발 단계 

 

PIC는 G급 영공의 헬기 착륙장 A에서 이륙합니다. 

 

경로 단계 

 

PIC는 헬리콥터 경로의 제안된 사용을 언급하면서 클래스 B 공역을 탐색합니다. PIC는 

해당 ATC 시설에서 적절한 주파수로 B등급 공역에 진입하기 위해 ATC 허가를 

요청합니다. ATC는 영공을 검토하고 클래스 B의 의도된 비행 경로를 따라 의도된 

작업을 기록하고 요청에 따라 ATC 허가를 부여하고 착륙이 보장될 때 ATC에 알리기 

위한 추가 지침을 발행하고 비행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합니다. PIC는 

헬리콥터 항로에 진입하고 항로를 따라 항행하며 B등급 공역에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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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가 클래스 B의 헬리콥터 경로를 따라 탐색할 때: 

 

1. ATC는 가능한 경우 헬리콥터 경로에서 다른 NAS 사용자를 분리하지만 개별 

헬리콥터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2. PIC는 헬리콥터 경로 내에서 다른 헬리콥터로부터 분리(예: 보기 및 회피)에 대한 

책임을 다른 헬리콥터와 공유합니다. 

3. PIC는 헬리콥터가 개방된 헬리콥터 경로에 남아 있는 한 일반적으로 클래스 B의 

통신이 필요한 상황(예: 코스 변경)에 대해 ATC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4. PIC는 계속해서 B를 헬기 착륙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5.  

도착 단계 

 

헬리콥터가 B등급 공항에 위치한 도착 헬기 착륙장에 접근함에 따라 PIC는 비행 

의도에 따라 착륙장이 여전히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PIC는 적절한 빈도로 ATC에 

연락하여 헬리콥터 B에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ATC는 헬리콥터 착륙장 운영을 

검토하고 착륙 허가를 발급합니다. PIC는 헬리콥터를 착륙시킵니다. 

 

운영 후 단계 

 

PIC는 ATC에 착륙 보장을 통보합니다. ATC는 PIC를 확인하고 비행 모니터링을 

중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