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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하늘·땅·바다에 등장한 차세대 모빌리티, MaaS의 한 축을 담당할 전망 

구글 산하 웨이모가 2019년 들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서비스 형태로 기동성을 

확보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대의 서막이 올랐음. 그러나 자율주행차가 곧 

MaaS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율주행차 외에도 최근 수년 사이 “비행자동차, 콩코드, 하이퍼

루프, 전동 선외기” 등 육상은 물론 하늘과 바다에서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차세대 모빌리

티 기업들이 연이어 등장해 상용화 경쟁을 펼치며 MaaS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음

◾ 육지·하늘·바다에서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차세대 모빌리티들이 연이어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새로운 탈 것”은 비행자동차임

▸ 아직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비행자동차는 일상적인 이동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새롭고 간편한 

하늘의 모빌리티로, 2030년대에는 도시와 도시 근교의 하늘을 메울 것으로 보임

▸ 비행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지상 주행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라이브

(drive) 모드”에서는 자동차로서 지상을 이동하고 “비행(flight) 모드”에서는 고정 날개와 회

전 날개를 갖춘 항공기로 변형하여 비행하는데,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제품이 판매될 예정

▸ 또 다른 형태는 회전 날개(로터)를 통해 수직이착륙(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VTOL)

이 가능하며, 이 로터를 전기 동력으로 구동하는 eVTOL임

▸ eVTOL은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기존 헬리콥터에 비해 연비 향상 및 유지보수 부담의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내연기관에 

비해 소음 또한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이런 장점 때문에 eVTOL은 ‘에어 택시’나 “하늘의 라이드 공유”를 기치로 내걸고 도시와 

도시 근교의 단거리 이동을 지향하는데, 자동차 라이드 공유에 비해 이동시간은 불과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으므로 머지않아 이용비용이 차량 공유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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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9~2020년 출시 예정인 주요 비행자동차(Flying Car)

◾ eVTOL은 이용자가 급증하고 시장이 단숨에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공업계와 

MaaS(Mobility as a Service) 업계, 투자자 등으로부터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음 

▸ 독일 포르쉐 산하 ‘포르쉐 컨설팅(Porsche Consulting)’의 예측에 따르면 eVTOL기를 이용

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는 2025년부터 서서히 시작될 것으로 보임

▸ 포르쉐 컨설팅은 eVTOL기의 수는 2035년에 약 2만 3,000대, 이를 이용한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체 시장 규모는 3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음(보수적 예측으로는 

3,000대-40억 달러, 낙관적 예측으로는 4만 3,000대-580억 달러로 전망)

▸ 이 미래의 거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현재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약 100여 개 

기업들이 eVTOL기나 이를 이용한 도시항공교통 분야에 물밀듯이 참여하고 있음

▸ 독일 컨설팅 기업 ‘롤란트 베르거(Roland Berger)’의 조사에 따르면 약 50여 개 기업이 

치열한 eVTOL기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항공업계는 물론 전기자동차에서 갈고닦은 

모터와 인버터, 2차 전지 등의 전동화 기술을 무기로 자동차 업계에서도 참가하는 양상이 

나타남

▸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도 커서 포르쉐 컨설팅에 따르면 이미 누계로 30억 달러가 eVTOL 

개발에 투자되어 있다고 하는데, 2016년에만 5억 달러가 투자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이후

에도 유사한 투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eVTOL 스타트업 중에서도 거액의 자금 조달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가령 미국의 Joby 

Aviation(조비 에이비에이션)과 독일의 Lilium(릴리움)은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며 

항공, 자동차 산업의 거인들과 경쟁에 나서고 있음

구분 Transition PAL-V Liberty Switchblade

모델

제조업체 Terrafugia PAL-V Samson Sky

출시 예정 시점 2019년 2020년 2019년

예상 가격 40~50만 달러 40만 달러 이상
시계비행(VFR) 모델 12만 달러

(키트 가격, 직접 조립 필요)

특징 접고 펴는 고정형 날개 회전날개를 이용하는 자이로콥터 지상 주행 시속 200km 이상

<자료> IITP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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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간 이동이 아닌 대륙 간 이동으로 눈을 돌리면,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가 퇴역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 미국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초음속 여객기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

▸ 스타트업들은 콩코드 시대보다 진화한 공기역학 기술과 재료 기술, 시뮬레이션 기술 등을 

구사하여 초음속기의 과제인 큰 소음과 높은 연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현만 

된다면 서울-샌프란시스코를 6시간 이내로 비행하는 것이 가능함

▸ 초음속기를 개발하는 대표적 스타트업은 ‘Aerion(애리언)’과 ‘Boom Technology(붐 테크놀

로지)’이며, 애리언은 첫 번째 제품인 비즈니스 제트기 ‘AS2’ 모델의 첫 비행을 2023년 6월

로 잡고 있고, 같은 해 10월에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을 할 예정임

▸ 이후 인증을 거쳐 2025년 상업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로 이동하는 비즈니스맨들은 아마 2030년대에는 초음속기로 이동하게 될 전망

▸ 애리언은 기체의 인증과 양산은 Lockheed Martin(록히드 마틴)과, 제트엔진은 GE의 항공기 

엔진 부문인 GE 에이비에이션(GE Aviation)과, 조종석 시스템은 Honeywell(하니웰)과 각

각 협력하고 있으며, GE 에이비에이션은 초음속기용 제트엔진의 기본 설계를 마쳤음

▸ AS2는 마하 1.4의 순항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나 최대 승객 수는 12명에 불과한데, 애리언은 

AS2를 실용화한 이후 마하 1.6, 마하 1.8, 마하 2.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고속화하는 동시에 

기체를 대형화하여 더 많은 승객을 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붐 테크놀로지는 일본항공(JAL)이 1,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대 분의 우선 구매권을 획득 

한 것이 알려져 주목을 받은 초음속기 스타트업임

▸ 붐 테크놀로지는 첫 번째 상용 모델인 Airliner(에어라이너)에서 단숨에 마하 2.2를 실현하고 

<자료> XTECH

[그림 1] eVTOL 시장 선점을 위한 항공업계와 자동차업계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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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클래스 사양의 좌석에 승객 

45~55명이 탈 수 있는 중형기를 이르

면 2025년 안에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이들 스타트업 외에 대형 항공기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도 NASA와 

함께 초음속 여객기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1년까지 첫 비행을 할 예정이어서, 2020년대에 들어서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초음속기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하늘에 콩코드가 있다면 땅에서도 새로운 초고속 모빌리티의 연구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캡슐형 탑승 파드(POD)를 음속 수준으로 이동시키는 ‘Hyperloop(하이퍼루프)’가 대표적

▸ 하이퍼루프가 최고 시속 1,200km의 속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공기 저항을 극한까지 줄인 

감압 터널(튜브) 내에서 마찰이 없는 부상식 탑승 파드로 이동시키기 때문

▸ 초전도가 아닌 영구 자석을 이용하여 상전도 기술로 실현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속철도에 비해 

빠르면서 도입 및 운영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런 아이디어는 오래되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2013년에 주장하며 주목을 끌게 되었고, 현재 

“Virgin Hyperloop One(버진 하이퍼루프 원)”과 “Hyperloop Transportation Technologies 

(하이퍼루프TT)” 같은 신생기업들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끌어들여 신생기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맹렬한 속도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앞서가고 있는 곳은 하이퍼루프 원으로 2014년 창업 이래, 이미 2억 4,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2021년 이후 가동 개시를 목표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017년에 본격적인 실증 시설인 ‘DevLoop(데브루프)’를 완성하였으며, 이후 각종 실증 시

험을 전개 중에 있음

▸ 미국 밖에서도 연구 개발 거점을 마련했는데, 2018년 8월에는 스페인 국영 인프라 기관인 

ADIF와 안달루시아 지방에 연구개발센터를 2020년까지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면적은 약 

19,000m2에 200~300명의 연구원을 둘 예정임

▸ 하이퍼루프 원은 모빌리티 용도뿐만 아니라 물류에 적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타당성 조사

를 시작했으며, 가령 미주리 주에서 캔자스시티와 콜롬비아, 세인트루이스의 3개 도시를 연결

<자료> 각사 웹사이트

[그림 2] 애리언의 AS2와 붐 테크놀로지의 에어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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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선을 상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시

행하였음

▸ 조사 결과 캔자스시티와 세인트루이스 

사이의 이동시간은 약 3시간 30분에서 

28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게다가 인프라 시설비용은 기존 

고속철도에 비해 4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음

▸ 하이퍼루프 원의 뒤를 쫓는 것이 하이퍼

루프TT인데, 총액 1억 달러 이상의 자

산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에서 독점 라이

선스를 받은 자기부상 기술을 무기로 세계 최초의 상용 서비스 개시를 노리고 있음

▸ 하이퍼루프TT는 항공우주 산업의 노하우를 하나로 묶기 위해 프랑스 Airbus(에어버스)의 본

사가 있고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툴루즈에 연구시설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풀 스케

일의 실증 시설을 설치하였음

▸ 한편, 일론 머스크의 SpaceX(스페이스X)는 하이퍼루프 관련 기술을 겨루는 ‘Hyperloop Pod 

Competition’을 개최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 대회에는 항공기 제조업체, 전자

기기 제조업체 등의 지원을 받은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음

◾ 새로운 모빌리티 혁명은 바다에서도 조용히 전개 중에 있으며, 그 기수는 2차 전지의 전력만으로 

추진력을 얻는 풀 전동의 ‘선외기(船外技)’임

▸ 선외기(Outboard)는 배 밖에 있는 기계라는 뜻으로, 보트의 추진을 위해 배 뒤쪽에 달게 

되는 동력기기를 말하며, 반대로 배 안에 설치하는 동력기기는 선내기라고 부름

▸ 풀 전동 선외기는 플레저 보트(Pleasure Boat)나 레크리에이션 보트라 불리는 소형 선박의 

항행에 사용되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지금까지의 선외기에 비해 연비 향상 및 유지 보수 

비용의 경감뿐만 아니라, 소형·경량화를 통한 수명 연장이 가능한 것이 특징

▸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정숙성이며, 현재의 선외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통의 

목소리로 대화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함

◾ 바다의 레저를 바꿀 지도 모를 이 선외기는 곧 현실화될 전망이며, 주역은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Pure Watercraft(퓨어 워터크래프트)’임

<자료> Curbed

[그림 3] 하이퍼루프 원의 시험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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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어 워터크래프트는 2011년에 창업되었으며, 창업자이자 CEO인 앤디 레벨레(Andy 

Rebele)는 MIT 대학원에 재직하던 시절 보스턴 대학의 조정팀 코치를 겸했던 때의 경험을 

토대로 선외기의 전동화 작업을 시작하였음

▸ 거의 매일 선외기를 단 보트에서 코칭을 하며 선외기의 소리가 너무 크고 자주 고장이 나는 

데 질린 경험이 있어, 선외기의 소음을 완화하고 기구의 부품을 줄이며, 잘 파손되지 않는 

전동화 기술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함

▸ 퓨어 워터크래프트는 전용 2차 전지 팩

과 전동 선외기 세트를 2019년 1월부

터 판매하고 있으며, 모터 출력은 20kW

에 최고 속도는 시속 30마일 정도이며, 

향후 모터 출력을 한층 더 높여 25kW

에 50마력 수준까지 향상시켜 기존 선

외기를 대체한다는 계획

▸ 보트와 선외기의 접속부에는 마치 API와 

같은 표준 사양이 있어, 가령 미국의 경

우 “American Boat & Yacht Council: 

ABYC)”가 규정하는 표준 사양을 준수하는 보트라면 어떤 기종이라도 퓨어 워터크래프트의 

선외기 설치가 가능

▸ 앤디 레벨레는 다양한 보트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아주 오래된 골동품 같은 

나무 보트에 전동 선외기를 장착하여 항행하는 시연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음

◾ 전동 선외기는 보트 전체의 무게를 낮춰 항해 효율을 높이고 보트의 중심을 보다 쉽게 잡을 

수 있게 하는 안전상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기존 내연 선외기의 대체 가능성이 높은 편

▸ 전동 선외기가 내연 선외기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무게인데, 전동 선외기의 

무게는 92파운드(약 41.7kg)로 기존 선외기에 비해 약 절반이기 때문

▸ 자동차의 경우 무게가 공기 저항과 관련이 있긴 해도 저속이 아니라면 무게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반면, 배는 무게에 민감해서 무거워질수록 물의 저항이 커져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전동 선외기는 확실한 이점이 있음

▸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자였던 직원이 개발했다고 하는 퓨어 워터크래프트의 배터리 팩은 용량

이 8.85kWh로 두 팩을 사용하면 시속 9마일의 속력으로 6시간 정도 구동이 가능함

▸ 배터리 팩의 무게는 118파운드(약 53.5kg)로 내연 선외기의 연료탱크 35파운드(약 15.8kg)

<자료> Maritime Propulsion

[그림 4] 퓨어 워터크래프트의 전동 선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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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무겁지만, 선외기와 합친 전체 무게는 약 210파운드(약 95.2kg)로 내연기관 선외기 

전체 무게인 약 245파운드(약 111kg)보다 약 15% 가량 가벼움

▸ 선외기가 보트 바깥쪽에 다는 것이다 보니 전체 무게가 무거우면 배 앞쪽이 들리게 되어 불안

함을 낳게 되지만, 전동 선외기기는 무게가 15% 가량 가벼워 중심 균형 잡기가 보다 용이함

◾ 전동 선외기는 전용 보트까지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들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

고, 또한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아주 크다는 것이 매력적임

▸ 퓨어 워터크래프트의 판매가격은 2차 전지 팩을 포함해 1만 4,500달러인데, 이는 동급의 

마력을 갖춘 기존 선외기 가격의 약 2배 정도임

▸ 그러나 회사 측에 따르면, 전동 선외기의 투입 전력 대비 출력 전력의 비율은 약 70%인 

반면, 기존 선외기는 투입 연료 에너지 중 90% 이상이 열과 난류 등으로 소비되어 실제 

배의 추진에 이용되는 것은 10% 미만임

▸ 게다가 기존 내연 선외기의 수명이 4,000시간 정도이고, 약 1,500시간마다 분해와 재조립을 

해야 하는 대폭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반면, 전동 선외기의 수명은 약 2만 시간에 유지보수

는 불필요하다고 함

▸ 이처럼 소음이 거의 없고, 효율적 메커니즘으로 부품이 적어 수명이 길고 유지보수가 용이하

며, 항해가 쉽고 안전성도 높기 때문에 기존 내연 선외기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앤디 레벨레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레크리에이션 보트와 플레저 보트는 약 8,000만 대이고, 

이 중 1,550만 대가 미국에 있는데, 퓨어 워터크래프트는 전세계에서 약 1,400만 대, 미국에

서 약 250만 대의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선외기의 연간 출하량은 경기에 따라 변동 폭이 크지만, 대략 미국에서 26만 대, 전세계

에서 130만 대 정도이며, 이 중 표준 사양을 따르고 있는 약 25%의 제품에 퓨어 워터크래프

트의 제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처럼 육·해·공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탈 것들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와 편의성으로 

이동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입체적인 MaaS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음

▸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사업부문인 웨이모가 1월 5일 세계 최초로 상용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GM도 2019년 처음으로 자율주행차의 판매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는 등, MaaS 서비스의 

초반 주도권을 놓고 IT와 자동차 업계 큰 손들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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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가 새로운 모빌리티의 대표주자이고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MaaS가 될 것임은 

분명하나, 자율주행차량 서비스가 곧 MaaS는 아니며, 속도와 편의성은 물론 도시와 환경 

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율주행차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들이 많음

▸ 자율주행차는 장기적으로 차량 소유를 라이드 공유로 전환시켜, 결과적으로 환경 문제와 교통 

체증 문제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시속 수십~100km 내외의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모빌리티임

▸ 반면, 앞서 살펴본 eVTOL, 콩코드, 하이퍼루프 등은 시속 수백~1,20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해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동 선외기는 지금까지 

없었던 수상 모빌리티를 새롭게 창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들은 어쩌면 자율주행차보다 우리 

삶에 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차세대 모빌리티들인데, 가령 전기 항

공기 모빌리티 서비스는 통근 거리를 

지금보다 수십 배까지 늘릴 수 있어 실

리콘밸리 등지에서 발생한 주거비 폭

등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일일생활권이란 말의 지역적 범

위도 극적으로 확대되어 서울-LA 간 

당일출장도 가능해질 수 있고, 해양 교

통과 레저 문화도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을 것임

▸ 미래의 모빌리티는 어느 한두 가지 차세대 교통수단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육해공을 

망라한 다양한 모빌리티들 간의 연계를 통해 입체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

주행차를 넘어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연구와 상용화에 관심과 투자를 쏟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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