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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Recently, prior to the commercialization of urban air mobility (UAM), the importance of R&D for air 

transportation-related industries in urban area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o create a UAM environment, research 

is being conducted on personal air vehicles (PAVs). They are key means of air transportation, but research on the 

physical factors influencing their passengers is relatively insufficient. In particular, because the PAV is expected 

to be used as a living space for the passengers,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physical elements generated in the 

PAV on the human body is essential to design an interior space that supports the in-vehicle activities of the 

passeng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constraint factors that affect the human body due 

to the air navigation characteristics of the PAV and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se constraint factors on the 

bodies of the passengers performing in-vehicle activ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when the PAV was 

operated at less than 4,000 ft, which is the operating standard, the constraint factors were noise, vibration, and 

motion sickness caused by low-frequency motion. These constraint factors affect in-vehicle activity; thus, the 

in-vehicle activities that can be performed in a PAV were derived using autonomous cars, airplanes, and PAV 

concept case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impact of the constraint factors and their levels on the human body, 

recommended constraint factor criteria to support in-vehicle activities were established. To reduce the level of 

impact of the constraint factors on the human body and to support in-vehicle activity, the seat's shape and built-in 

functions of the seat (vibration reduction function, temperature control, LED lighting, etc.) and external noise 

reduction using a directional speaker for each individual seat were recommended. Moreover, it was suggested that 

interior materials for noise and vibration reduction should be used in the design of the interior space.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traint factors affecting the in-vehicle PAV activity and 

the confirmation of the level of impact of the factors on the human body; in the future,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suitable PAV interior design.

Key words: PAV (Personal Air Vehicle), UAM (Urban Air Mobility), Noise Level,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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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에 앞서 도심 내 항공 교통수단 련 산업에 한 연구개발 요성이 격히 

증가하고 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환경을 조성하기 해서 핵심 항공 이동 수단 비행체인 개인용 항공기

(PAV) 기체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탑승자 의 연구가 상 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PAV는 탑승

자의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탑승자의 실내행 를 지원하는 실내공간 설계를 해서

는 PAV 기체에서 발생하는 물리  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PAV의 공  운항 특성으로 인해 인체에 향을 주는 제약 요소를 도출하고, 이러한 제약 요소가 

실내행 를 수행하는 탑승자 인체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항공 이동 수단 비행 기체 PAV

는 4,000ft 이하에서 운항해야 하는 기 에 따라, 운항고도에 따른 제약 요소는 소음, 진동, 주  운동에 의한 멀미

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약 요소가 실내행 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PAV에서 행할 수 있는 실내행 를 자율주

행 자동차, 비행기, PAV 컨셉 사례를 활용하여 도출하고 인체에 미치는 향과 수 을 고려하여 실내행  지원을 

한 제약 요소 권장기 을 설정하 다. 한 실내행  지원을 한 제약 요소의 인체 향 수 을 감소시키기 해

서는 시트의 형태  내장기능(진동 감 기능, 온도조 , LED조명 등), 개인 좌석별 지향성 스피커를 활용한 외부소

음 감소, 소음과 진동 감소를 한 내장재 등을 실내공간 설계에 반 해야 함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PAV 실내행

에 향을 주는 제약 요소를 도출하 고, 인체에 미치는 향 수 을 확인하 으며, 추후 PAV 실내 설계 시 기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개인용 비행체, 도심항공모빌리티, 소음 수 , 진동, 멀미 

1. 서론

4차 산업 명 시 가 도래함에 따라, 도로와 철도의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해 도심 하늘을 통해 차세  

모빌리티 도심 항공교통 시 가 본격화될 것이다. 도심

항공모빌리티(UAM)는 PAV 기체 제작, 운항  제, 

인 라 구축, 서비스, 유지-보수 등 도심 내 항공 교통

수단과 련 산업을 포 하는 개념이다. 도심항공모빌

리티 환경에서 핵심 항공 교통 수단인 개인용 항공기

(PAV, Personal Air Vehicle)는 2000년  개인 소유가 

가능한 소형의 비행체를 의미했지만, 재는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항공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비행 기체를 

의미한다(Mark, 2003). 국토교통부  계부처 합동은 

지난 2020년 6월에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K-UAM) 로

드맵 상용화 서비스 도입계획을 발표했으며, 2025년에 

PAV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UAM TEAM KOREA’를 

설립하여 2025년 도심 항공교통의 신을 맞아 드론 

택시(Drone Taxi)와 같은 PAV를 활용한 새로운 

교통 체계를 일부 노선에 상용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UAM 사업  PAV가 2025년에는 최첨단 

항공기 상용화 기 단계이므로 설계한 사람도 상

치 못한 상황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조종사가 필요한 PAV가 상용화될 것으로 

측되고(Sohn & Lee, 2009), 2035년에는 자율 비행 성

능을 갖춘 PAV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드론 택시를 비롯한 PAV는 새로운 항공기로 분류될 

수 있다. 지난 2020년 11월 도심 항공교통 실증행사

에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형 드론 EHANG 216

을 이용하여 여의도 상공 비행을 약 7분간 성공하

다. 이에 따라 머지않은 미래에 개인용 항공기가 상

용화될 것으로 측된다. 가까운 미래에는 여의도에

서 인천공항까지 20분 소요될 것이지만 존하는 국

내 PAV의 최  항속거리는 100km (S-A1) 혹은 

161km (Butterfly)이며 미래 기술의 발 과 외국 PAV 

기술 합작으로 최  321km (200miles) 이상의 항속거

리 성능을 갖출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라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국내 최  직선거리 317km(서울-부

산, 김포공항-김해공항기 )를 개인용 항공기를 통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321km의 항속거리

와 함께 항속시간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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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들은 개인용 항공기 내에서 소비할 시간이 늘

어나게 된다. 한, 기존 비행기의 기내 환경은 공동

의 공간이라는 이유로 탑승자 행동에 자율성이 제한

되었던 것과 달리, PAV 실내는 탑승자 행동에 상

으로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PAV는 기존 비행기와 달리 각 개인이 선호하는 실

내행 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

이다. 시간을 효율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탑승자와 

시공간의 자유로 인해 탑승자들의 실내경험이 요

시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PAV의 

실내공간이 탑승자들의 실내행 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AV가 유용한 이동 수단이 되기 해서는 탑승자 

심으로 실내공간이 설계되어야 한다. 승객의 편의 사

항, 승객 심의 실내공간 설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승객 심 서비스 경험 등이 PAV의 요한 차별화 

략이 될 수 있다. PAV는 2025년 양산을 거쳐 2030년 

19만 까지(약 271억 달러) 생산될 것으로 망된다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2017). 이에 따라 

화를 앞둔 PAV의 시장성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실

내공간 설계가 화와 차별화, 구매 결정 요소에 큰 

비 을 차지할 것이다.

재까지 PAV의 로토타입과 기 설계 단계에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탑승자 , 탑

승자 경험을 고려한 실내설계 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PAV 실내공간 설계 방향은 PAV 실내행 에 의

해 결정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실내행 와 물리  환

경의 계성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PAV의 비행 

특성으로 인하여 탑승자들은 도로  철도를 이용하는 

기존 이동 수단과는 다른 물리  환경에 노출된다. 공

(in Air)이라는 물리  환경에서 기인하는 제약 요소

들은 인체에 다양한 향을  수 있으며, 나아가 탑승

자의 실내행 에도 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일차 으로 PAV 운항 시 물

리  환경으로부터 야기될 환경  제약 요소를 악하

고, 이러한 제약 요소가 실내행 를 수행하는 탑승자 

인체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연

구는 사업용 조종사인 주 자와 자율주행 자동차, 다목

모빌리티(PBV)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문

가인 공동 자가 함께 실제 사례, 경험, 각종 련 이론 

 선행연구 등을 다각도로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2. 연구방법  범

본 연구의 상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외 

개발 단계에 있는 PAV 모델이다.  PAV 시장에는 

다양한 PAV 로토타입 모델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

와 더불어 개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PAV 제작사는 본격 인 PAV 비행테스트를 진행하

고, 항공기 운항 성능  제원을 공개했다. 하지만 실제 

2025년 이후 상용화 단계에서 활용될 실제 모델은 시

장에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본 연구는 로토타입 

 제작사로부터 발표된 제한된 성능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공 을 운항하는 PAV의 특성상 고도 상승, 기체 특

성과 같은 물리  환경 요소, 도심 항공 모빌리티 로드

맵, 항공안 법 최 비행고도 규제를 바탕으로 실내행

에 향을 주는 제약 요소들을 악하 다. 본 연구

에서 사람의 실내행 를 제한하는 제약요소로써 소음, 

진동, 주  운동에 의한 멀미를 주요 제약 요소로 도

출할 수 있었고 해당 3가지의 제약요소에 해서 문헌 

고찰을 포함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첫째, 재까지 PAV는 실제 모델로 출시되지 않았

고 국내외 PAV 운항성능에 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PAV의 역학  특성과 유사한 국

내 개발 수직이착륙기(TR-60)의 소음 측정 방식과 소

음 진동 분야의 음원 기  거리 감쇠 공식을 활용하

여 PAV 기체에서 발생될 소음의 수 을 확인하 다. 

둘째, 추력 생성 시 발생하는 엔진, 로펠러 등과 

같은 추력 생성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에 을 

맞추었고, 진동 측정 기 은 ISO 2631의 연구 가이

드라인을 활용하 다. 

셋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멀미와 직  연 된 이론

을 확인하 으며 멀미가 인체에 향을 주는 정도를 

악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내행 를 수행하는 탑승자 인

체에 미치는 향과 수 을 악하여 실내행 에 따른 

제약 요소별 기 을 설정하고, 향 수 을 감소시키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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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PAV 형상 선정에 한 논문에 따르면, 소비자의 요

구에 을 맞춰 기체 선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Jin, 2020). 재 PAV 기체 개발 경쟁이 

치열하며, PAV 시장은 다양한 서비스들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 발 을 불러올 수 있다. 한 선행연구에서

는 기체 개발에 한 고찰을 통해 PAV 제조사별 모델

의 주요 특징을 악하여 재의 PAV 기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Samjong KPMG Economic Researcher, 

2020).

포화 상태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한 해결책으로 

PAV가 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갖춘 

PAV 기체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PAV 상용화를 한 

핵심기술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한 한국항공우주연

구원에서 발표한 2019년 05월자 Aerospace Issue에서 

PAV를 기체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넘어, 시장성

의 특성을 반 하여 각 PAV의 기능  제공되는 서비

스를 구분하여 비즈니스 모델 합도를 분석하 다

(Yang, 2019). 같은 기 의 ‘도심용 공  모빌리티 개발 

황  과제’ 논문은 과거 PAV 연구를 정리하여 

UAM의 필요성을 분석하 다(Hwang, 2018).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PAV 기술시장 동향  산업환경 분석 보

고서’를 통해 최신 UAM 개발 동향을 확인하 고

(Yang, 2019),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참고해

야 할 요소를 확인하 을 뿐만 아니라, PAV에 한 인

구통계학  인식 수 과 설계 시 요구되는 감항성  

성능 인증 요구도에 련한 연구가 선행되었다(Yun & 

Hwang, 2020).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미래모빌리티 이동 수단

은 단순한 이동 수단의 개념을 넘어 탑승자들의 생활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다(Kwon, & Ju, 2018). PAV의 

실내공간이 생활공간으로 발 하려면 기체의 특징만 

강조하기보다는 PAV 서비스를 사용하는 탑승자의 실

내행   새로운 실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PAV 

실내 설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기내 탑승자 

활동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용 항공기 실내 공

간 설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PAV가 

실제 모델로 출시되지 않은 상황이며, PAV의 실제 측

정 성능에 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AV 성능에 한 측  공학  선행연

구들을 통해 탑승자의 실내행 를 제약하는 PAV의 여

러 제약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제약 요소가 인체

에 미치는 향의 수 을 악하고자 한다.

4. PAV 이동거리에 따른 실내행  도출

4.1. PAV 모델별 이동거리  시간

재 도심 항공교통(K-UAM) 로드맵에 따르면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0) 

상용화 단계에서 김포공항기  잠실  수도권 간의 

이동시간을 20분 이하로 운행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는 계획을 발표하 지만 앞으로 기술 발 을 통해 

PAV의 운항 속도와 최  이동 거리가 증가 할 수 있다. 

Deloitte Insight에 따르면, PAV의 항속거리 성능은 

321km 이상으로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측된다

(Deloitte Insights, 2018). 아래 Table 1과 같이, 존하

는 PAV 모델의 최  이동 가능 거리는 278km이다. 국

내 PAV 모델  자동차 S-A1 모델은 100km의 항

속거리를 운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시스템 

Butterfly는 기존 Butterfly의 제작사 Overair 발표 자료

에 따르면, 161km의 항속거리를 운항할 수 있다. 재 

PAV 기술 개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량 소재

의 개발과 더불어 배터리 기술의 발 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을 고려해볼 때, Deloitte Insight의 측과 같

이 321km의 항속거리는 충분히 실화 될 수 있을 것

으로 상된다. Table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PAV 평균 

최 속도 286km/h 로 비행을 하여 321km를 비행하면 

Manufacturer (Model) Speed Range

Lilium JET (Lilium, 2018) 280km/h 250km

Vahana (Airbus, 2016) 220km/h 50km

Nexus 6HX (Bell.Helicopter, 2019) 288km/h 241km

S-A1 (Hyundai, 2020) 290km/h 100km

Butterfly (Hanwha System, 2020) 320km/h 161km

Joby s4 (Joby Aviation, 2020) 322km/h 278km

Eve (Embraer X, 2020) 241km/h 96km

VA-X4 (Vertical Aerospace, 2020) 325km/h 185km

Table 1. PAV Performance by manufacturer an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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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 탑승자는 실내에서 어도 1시간 6분가량의 이동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1시간 6분의 시간은 도심항공

교통 로드맵에서 발표된 20분 이하의 이동시간과 달리, 

PAV 실내에서의 소비 시간이 다소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4.2. 실내행  도출

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

주행 자동차 컨셉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실내공간 설계 

발  방향과 같이(Kwon, & Ju, 2020), PAV 실내에서도 

탑승자의 다양한 행 를 지원하는 실내공간 설계가 

요해질 수 있다. 아래 Table 2의 실내행 들은 국내외 

PAV 제조업체(Hyundai, Hanwha, Lilium, Joby Aviation, 

Airbus, Bell Helicopter, Vertical Aerospace 등)  국내

외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개 자료를 통해 제

작되었고, 주요항공사(Korean Air, Asiana Airlines, Qatar 

Airways, Emirates)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자료

들을 활용하 다. 기존 럭셔리 항공, 비즈니스 좌석, 일

등석에서는 좌석을 침 로 만들어서 휴식을 취하고, 식

음료 섭취, 독서  상시청 등과 같이 다양한 실내행

를 행할 수 있으며, 이동시간에 따른 다양한 행 를 

지원하는 실내공간이 설계되어있다. 이처럼, 미래 모빌

리티 환경에서도 사용자 경험을 요시하는 변화가 

측되므로 PAV 실내공간에서 탑승자들의 실내행 를 

지원할 수 있는 실내설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각 

이동 수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내행 는 Table 2와 

같다. 

자율주행 자동차, 비행기에서 행해질 수 있는 실내

행 들과 유사하게, PAV에서도 시청각 엔터테인먼트 

사용, 수면, 면 교제, 휠체어 탑승, 하늘 아래 주변 

 등 다양한 실내행 가 이루어질 수 있다.

5. PAV 물리  환경 련 제약요소

5.1. PAV 운항환경이 실내행 에 향을 주는 제약 

요소 도출

PAV는 하늘을 나는 새로운 종류의 항공기이다. 평

소 사람들은 차량, 기차 혹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지면 

 혹은 아래를 이용하며 도심을 이동한다. PAV는 공

을 운항하기 때문에 기존 지상 교통수단과 확연히 

다른 환경에서 운항하게 된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올라

갈 때 기압 하, 산소분압 감소, 온도 감소, 공기 도 

감소 등 물리  변화와 함께, 일반 인 환경과는 사뭇 

다른 환경에 탑승자가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이 인체에 다양한 향을  수 있다. 고도 1,000ft 

상승 시 건조공기 감률 기  1,000ft당 3°C 감소, 습윤

공기 감률 기  1,000ft당 1.1~2.8°C 감소하게 된다. 통

상 기온은 1,000ft당 2°C 감소한다. 한 1,000ft당 기압

은 1 inchHg (33.9hPa) 감소한다. 고도 상승에 따른 기

압 감소로 인해 공기 도는 감소한다. 기압 변화로 인

한 산소 분압 하에 따라 10,000ft 이상에서는 산소

증, 부비강, 이 통증(기압 차 80~90mmHg)이 야기될 

수 있다(Roy DeHart, 1996). 산소분압 감소로 인한 

성 고산병 증상은 고도 2500m (8,202ft) 이상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두통, 쇠약감, 불면증, 식욕부진, 

기증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Seo et al., 

2004).

기에 지를 활용한 로펠러 추진 장치 활용이 

상되는 PAV 기체에 장착된 충돌방지등(Beacon Light, 

Strobe Light), 회 하는 로펠러를 통해 비추는 햇빛 

등과 같은 빠른 주기로 멸을 반복하는 멸 기증

(Flicker Vertigo)이 발생하여 메스꺼움, 어지러움, 두

통, 공황 상태, 발작, 인지 부족 상이 발생할 수 있다

(Claren E. Rash et al., 2007). 한 자 가 발생하여 

발열, 신경 발달 장애, 발암 가능성의 향이 있다

Transportation In-vehicle activity

Autonomous 
car

use of audiovisual entertainment, calling, 
sleeping, drinking of beverage, meal, listening 
to music, reading, using the internet, playing 
game, working, face to face meeting, plant care, 
clothing care, passenger care, playing music 

instrument, wheelchair boarding 

First class and 
business class 

in airplane

use of audiovisual entertainment, sleeping, 
drinking of beverage, meal, snack, reading, duty 
free shopping, use of personal display, face to 
face meeting, working, using of laptop computer 

PAV

use of audiovisual entertainment, calling, sleeping, 
resting, drinking of beverage, meal, snack, 

sightseeing, listening to music, reading, face to 
face meeting, passenger care, wheelchair boarding

Table 2. In-vehicle activities in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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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2019). 제약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고도 증가에 

따른 기압 하, 산소분압 감소, 산소증, 온도감소, 공

기 도 감소 요소들과, PAV 기체 특성에 따른 소음, 

진동, 멀미, 멸 기증, 자 가 있다.

2020년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K-UAM] 로드맵 별첨 

‘UAM 실  측도’에 따르면 도시·환경 특성 부분에

서 기존 항공기 비 낮은 고도 300m (1,000ft) ~ 600m 

(2,000ft)에서 비행을 망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0). NASA에서 발표한 

UAM Vision Concept and Operations와 NASA의 연구

논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1219m (4000ft)의 순항고도

를 망하고 있다(Silva et al., 2018; UAM Vision 

Concept of Operations). 한, 주요 과제 부분에서 국토

교통부 총  아래에 기 국내 로드맵 기  UAM 운용

은 재 헬리콥터 운용 고도(300m~600m)를 심으로 

비하고 있다.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International Standard Annex 2 `Rules 

of the air` Chapter 5 Minimum Level 규정  항공안

법 시행규칙 제199조(최 비행고도)에 따르면, 시계 비

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사람 는 건축물이 

집된 지역 상공에서 해당 항공기를 심으로 수평거리 

600m 반경 내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  장애물의 가장 

윗부분에서 300m (1,000ft) 이상의 고도로 운항해야 한

다. K-UAM 로드맵 망과 ICAO  항공안 법, 서울 

도심 가장 높은 장애물(롯데월드타워 555.65m=1,823ft) 

상단으로부터 300m (1,000ft) 이상의 운항고도 규정과 

국내 개발 PAV 비행고도 2,000ft~3,000ft를 모두 종합

한 결과, 향후 도심 운항을 계획 인 PAV 운항고도는 

4,000ft 이하로 규정될 것으로 망된다. 4,000ft 이하에

서는 고도증가에 따른 기온감률  기압의 감소에 따

른 인체 향의 정도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PAV 실내공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제약 요소는 PAV 

기체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주  운동에 의한 멀

미 3가지로 구분되었다. 멸 기증(Flicker Vertigo) 

제약 요소는 탑승자가 을 감거나 멀리 보는 방법으

로 해결할 수 있고, 자 의 경우 국내외 연구가 인체 

향 수 에 한 일 된 결과를 해 활발히 연구 

이다. 본 연구의 제약 요소 범 를 선정한 과정  기

은 다음의 Fig. 1과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음과 진동에 한 선행 문헌 

연구 분석을 통해 인체에 향을 미치는 소음, 진동, 주

 운동에 의한 멀미의 향을 발견하고자 한다(Fig. 2).

Fig. 1. Process for derivation of constraints factors Fig. 2. Deduction of constraints affecting PAV in-vehicl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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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소음

기 PAV 기체는 최소 20만 달러 이상의 구매가격

으로 매될 것으로 상한다. 20만 달러는 자가용 자

동차 액과는 상 으로 높은 가격으로서 공공기업 

혹은 민간기업 주도의 항공택시 사업자의 주최로 

AIR-TAXI와 같은 공유형 서비스로 활용될 망이다

(Deloitte Insight, 2018; Mobility Foresights, 2018; 

Yang, 2019). 인구가 집된 도심 지역에서 운용된다는 

계획하에 PAV 운용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삶의 질에 향을  수 있다. 한, PAV 실내 

설계  실내행 에 향을 주는 제약 요소를 한 연

구 에서 PAV 탑승자에게도 소음은 실내 경험에 

제약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

과 Uber Elevate White Paper (Oct 2016)에서 발표된 

PAV 소음 측정치는 150m (500ft) 상공에서 운항 인 

PAV 소음을 측정하 다면, 본 연구는 실내 설계를 

한 소음발생원으로부터 근 한 실내에서 탑승자가 느

끼는 소음의 정도를 정확히 악하고자 한다. 한 

PAV 발생 소음 수 이 인체에 어느 정도의 향을 미

치는가에 해 문헌 연구를 통해 악하고, 추후 실내 

설계 시 소음감소를 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5.3. 진동

PAV에서 발생되어질 진동 수 은 재 연구 단계에

서 측하기 어렵다. 한, PAV 기체 제작단계에서 진

동 감장치를 장착함에 따라 승객이 체감하는 진동 

수 을 측하는 데에는 많은 변수의 작용 때문에 한

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 화기구 

ISO (Internatonal Organization for Standarization)에서 

발간한 ISO 2631 내용을 활용하여 진동에 의한 인체 

향 수 을 진동(1~80Hz)과 주  운동(0.63Hz 이

하)으로 분류하 다(ISO 2631-3, 1985).

5.4. 주  운동

인간 감각과 신경계와 연 된 멀미 유발 이론과 흔

들리는 환경 아래 승객의 불안정한 자세와 련된 멀

미 유발 이론과 함께 진동과 같은 범주 아래 ISO 2631 

내용을 통해 승객의 불편함 정도와 0.63 Hz 이하의 

주  운동으로 발생되는 멀미의 유발 정도를 확인하

다. 3가지 이론 모두 움직임과 련한 멀미 이론이라는 

공통 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PAV 실내설계 개발 

단계에서 움직임의 환경에서 유발되는 주  운동 

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ISO, 1985; ISO, 1997).

6. 실내행   인체에 한 소음의 향

6.1. 소음 수  측을 한 기체선정과 소음규제  

소음 측정 방법

국내 개발된 TR-60, 수직이착륙 비행체(틸트로터)의 

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수직이착륙 기술이 목될 PAV 

기체의 소음 특성을 측하고자 한다(Fig. 3). PAV 소

음 측정을 해 수직이착륙 비행체의 특성을 조사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수직이착륙과 고속비행이 가능한 

고속-수직 이착륙 스마트 무인기의 특성은 이륙단계에

서 헬리콥터와 같이 추력의 방향을 아래로 한다. 수평

비행 단계에서는 로터의 추력방향을 후면으로 분사하

여 수평비행을 한다. 따라서 수직 이착륙 비행체의 특

성에 한 이해를 통해 PAV도 수직 이착륙 범주에 해

당함과 동시에 동일한 소음 측정 기 을 사용할 것으

로 상된다.

수직이착륙 기술이 용될 PAV 한 직진 수평비행 

시 로터를 수평으로 변경하여 추력의 방향을 후면으로 

보내 수평비행 속도를 높이는 항공기로서 비행기와 헬

리콥터의 장 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며 헬리콥터에 비

해 속도와 고도 모두 2배의 성능으로 장거리 비행이 가

Fig. 3. Smart unmanned aerial vehicle TR-6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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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R&D, n.d.).

재까지 수직이착륙(틸트로터) 항공기가 상용화 단

계에 이르지 않아서 공식 으로 명시된 국내 소음규제 

조건은 부족한 상황이다. 재 소음 측정 범 로는 틸

트로터 항공기가 회 익항공기 범주에 포함되어 소음 

측정 방법은 회 익항공기의 소음 측정 방법과 유사하

다. 반면, 국제 수직이착륙기(틸트로터) 소음 기 에 따

르면 ICAO ANNEX 16 VOLUME 4에서 수직이착륙기

(틸트로터) 이륙 량에 따른 소음 기  규정은 Table 

3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Table 3의 틸트로터 항공기의 

ICAO 소음 기 은 Overflight 기 으로 지상으로부터 

150m (500ft) 상공, 추력은 90%를 이용한 조건 아래에

서 측정한 소음 기 이다(lee et al., 2007). Table 3의 

내용을 통해 최 이륙 량이 80,000kg 이상인 틸트로

터의 Take-off 경우 109 EPNdB 수 의 소음을 과하

면 안 된다. 질량 당 3 EPNdB의 비율로 이륙 량의 

로그와 함께 선형으로 소음이 감소하여 소음 기 은 

89 EPNdB 까지 감소한다. 그 이하 이륙 량의 틸트로

터의 소음 기 은 동일하게 89 EPNdB 과를 지하

고 있다.

한, 미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기 을 고려했을 때, ‘FAR PART 36 SECTION 

K4 NOISE LIMIT’ 법 기 에 맞게 PAV의 소음 기 이 

충족되어야 한다. Joby Aviation으로 인수되기 , Uber

의 PAV 회사인 Uber Elevate는 2016년 기  보고서, 

Uber Elevate White Paper (Uber Elevate, Oct 2016)에서 

PAV의 소음 수 을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500ft 고도에서 약 62dB의 소음이 발생한다. 이는 일상

인 화보다 조  더 큰 수 이다(Samjong KPMG 

Economic Researcher, 2020).

본 연구의 목 인 실내설계  실내행 , 인체에 

향을 미치는 제약 요소 악을 해서는 반드시 PAV 

자체 소음의 정도를 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에 

기재된 62dB은 고도 150m (500ft)에서 측정한 것이며, 

실내 승객과 소음원의 거리는 1m 남짓이다. 1m 기 으

로 계산한 향후 PAV의 소음은 105.5dB 수 이다. 소음 

계산 기 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거리 감쇠 공식(1)

을 활용하 다. 



 


log





(1)


  음원 거리감쇠식 용, 측지 에서 장비 소음도(dB(A))


  소음원으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지 에서 장비 소음도(dB(A))

 : 소음원과 측하는 지  사이의 거리(m)

   : 소음원과 기  측정지 까지의 거리(m)

6.2. PAV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향 

PAV에서 발생할 소음 105.5dB은 자동차 경  소음/ 

착암기(ROCK Drill)과 비슷한 수 의 소음이며 인체

에 작업량의 하를 비롯한 짧은 시간 노출 시 일시

인 난청의 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의 2015년 보

고서에서 권장하는 안 한 소음 수 은 최  소음에 

노출되는 8시간 동안을 기 으로 85dB 미만의 소음이

다(Neitzel & Fligor, 2015). 이러한 발표를 통해 PAV의 

탑승 시간 동안 노출되는 소음(105.5dB(A))의 강도를 

최 한 낮추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항공기 소음은 청력에 악 향을 미친다. 소음은 난

청과 청력 상실을 유발하며 이를 통해 건강에 직  악

향을 미친다. 사람이 90dB(A)이 넘는 소음을 장기간 

듣게 되면 청력 련 감각세포가  괴되어 소음

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Seo, 2004). 한 Table 4와 

같이, 소음으로 인해 수면 방해도 발생한다.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60dB 소음에서 수면 방해가 발

Take off weight

0 kg ~ 788 kg Decreasing linearly* 80,000 kg

Take-off
noise level

89
 log

[EPNdB]**
109

Overflight 
noise level

88
 log

[EPNdB]
108

Approach
noise level

90
 log

[EPNdB]
110

* Decreasing linearly with the logarithm of the tilt-rotor mass 
at a rate of 3 EPNdB per having of mass down to EPNdB 
after which the limit is constant.

** Effective perceived noise level
(ICAO Annex 16 vol.1 Aircraft Noise 3rd edition)

Table 3. ICAO noise certification regulation of Tilt-Rotor aircraft

Effect Level of sleep disturbance

Sleep 
disturbance

- 40 dB (A) Noise level : Sleep disturbance rate 5%
- 70 dB (A) Noise level : Sleep disturbance rate 30%
- 100 dB (A) Noise level : Almost everyone wakes up

(SEOUL National University Environmental Noise and Vibration 
Research Center,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Table 4. Level of sleep disturbance by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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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National noise information system).

선행연구에 따르면 White noise 85dB 수 의 소음에

서 30분 이상 노출될 경우, 인체는 소음 노출로부터 25

분 시 에 최 치의 부정 인 스트 스에 노출된다

(Estate Sokhadze et al., 1999).

6.3. PAV 소음으로 인한 화 방해 

Speech Interference Level (SIL)를 통해 PAV에서 발

생하는 소음 환경 아래에서 탑승자가 얼마만큼의 소리

로 화를 해야 하며, 탑승자 간 원활한 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필요거리를 알 수 있다. ANSI/ASA 

S12.65:2006 (R2011)에 따르면 SIL을 통해 특정 소음 

환경 아래에서 음압 벨을 500, 1000, 2000, 4000 옥타 

밴드로 측정하여 어느 정도의 목소리 크기로 화를 

해야 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Toronto 

Research Centre, 2015). 한, 이를 통해 화자와 청자 

간의 화에 효과 인 거리를 도출할 수 있다. 를 들

어 암소음 벨이 80dB(A)이라면 서로 면하는 화자

와 청자 간의 거리가 략 1ft 수  거리에 있어야 화자 

간의 화 내용이 명확하게 달이 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PAV 실내 환경에서 측

정되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면 화가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한 좌석 간의 배치가 실내설

계에서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좌석 간의 배치 

설계 시 심리  거리를 포함한 원활한 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정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가족, 친한 친

구와 편안한 화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 거리의 

개념인 개인  거리(1.5ft-4ft)  직장동료, 지인과의 

편안한 화가 가능한 사회  거리(4ft-12ft) 정도의 간

격 안에서 원활한 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좌

석 간격 배치와 소음이 발생하여야 한다(Hall, 1963).

7. 실내행   인체에 한 진동의 향

7.1. PAV 진동의 향 수  

PAV는 기계 인 힘을 이용하여 추력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추력 생성 시 발생하는 엔진, 

로펠러 등과 같은 추력 생성 장치로부터 진동이 필연

으로 발생한다. 진동으로 인해 안 감 하, 과민반

응, 건강 악화, 복부 통증, 두통, 집 력 하, 신체 활동 

하, 멀미 등 여러 방면으로 인체에 향을 미친다.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서는 인체에 향을 주는 진동을 측정하기 해 다양

한 연구를 진행했다. ISO 2631에서는 주기(period), 무

작 (random), 일시 인(transient) 진동에 노출된 인체

에 해 건강(health), 편안함(comfort), 인식(perception), 

그리고 멀미(motion sickness)와 같은 4가지 부분에 

한 진동의 향들을 평가하기 해서 진동을 측정하는 

방법과 평가하는 방법을 ISO 2631에서 규정하고 있다

(Ahn, 2014). 

다양한 진동의 종류 , 항공기  자동차, 기차와 

같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지되는 진동 종류  

Fig. 4. Speech Interference Level (Toronto Research Centre, 2015)

Fig. 5. 12 axes for the measurement of whole-body vibration

(ISO 2631,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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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진동은 PAV 기체에서 가장 먼  고려해야 할 직

인 진동이다. 신 진동(whole-body vibration)은 신

체와 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진동 요소를 하는 발, 

엉덩이, 등의 부 에 달되는 진동을 의미한다. 신 

진동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국 ISVR (Institute of Sound 

& Vibration Research)에서 고안된 12축 진동 측정 축 

좌표를 이용한다. 12축 진동 측정 축 좌표는 주로 자동

차, 항공기 등 운송체계의 인체 진동 측정에 보편 으

로 이용되고 있다(Cheung, 2010).

7.2. 진동에 의한 안락성  승차감 

PAV 실내설계 시 진동이 발 되는 실내에서의 실내 

안락도(comfort) 혹은 승차감(ride value)에 한 평가

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ISVR에서 고안된 12축 진

동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승객이 느끼는 체감을 수치

화하려면 각 요소의 측정치들이 연구되어야 한다. 12

축 진동 측정법의 요소들은 발의 병진 운동 x축( ,후), 

y축(좌,우), z축(상하)의 3축 가속도, 엉덩이의 병진 x, 

y, z-축으로 이루어진 3축과 회  3축의 세로축(roll), 

가로축(pitch), 수직축(yaw) 가속도, 그리고 등(Back) 

부분의 병진 x, y, z의 3축 가속도를 각각의 측정 축에 

따라 주 수 가 함수와 곱셈인자를 독립 으로 활용 

 계산하여 나타난 등가 감응 진동 신호의 실효 값과 

진동 피폭량(vibration dose value, VDV)을 요소 승차감 

지수(component ride value)라는 용어로 표 한다. 

각각의 측정 상의 축별 실효치 들의 제곱 합에 한 

제곱근을 실효값 체 승차감 지수(overall ride value in 

r.m.s), 그리고 각각 측정하는 축(axis)별 진동 피폭 값

의 네 제곱 합의 네 제곱근을 진동 피폭 체 승차감 

값(overall ride value in VDV)이라는 용어로 표 한다. 

실효치 값 체 진동 승차감 지수에 따라 6등 의 어휘

로 구분하여 아래 Table 5에 기재하 다(Cheung, 2010).

Table 5의 감지되는 진동에 의한 승차감의 값을 고려

하여 진동 감장치  실내 좌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동을 감지하는 인식의 정도는 탑승자 개

개인의 감각 인 능력과 주  환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진동을 감지하고 인지하는 사람  반가량은 주 수 

가 된 진동 신호의 피크값이 0.015  이상이 되면 

진동을 감지할 수 있다(Ahn, 2014). 그리고 부분의 

사람  25%는 0.01  정도의 진동량을 감지할 수 

있고, 75%의 사람들은 0.02  정도의 진동량이 될 

때 진동을 감지한다. 진동의 지속시간이 1  이내일 경

우 지속시간에 증가에 따라 인지성이 다소 증가하지만, 

1  이상의 진동에 해서는 지속시간이 진동 인지성

에 미치는 향은 거의 없다(Ahn, 2014).

7.3. 진동의 정량화 연구

진동에 의한 안락감  승차감뿐만 아니라 PAV 기체

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인체 건강에 향을 주는 정도를 

정량화하여 PAV에서 발생될 진동이 인체 건강에 어떤 

향을 미칠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로축, 세로축, 

수직축을 포함한 3축 방향 가속도에 가 치가 용된 

RMS (Root Mean Squares) 값을 사용하여 진동의 정량화 

값을 얻을 수 있다. 식(2)은 아래와 같다(Jung et al., 2015). 

  










 




(2)

     : 가 치가 용된 가속도 ()
       : 측정시간 의미

 식을 기 으로 1일 표  근로시간 8시간 동안 진

동에 노출되는 지속시간을 고려하 고, 측정한 각 방향

에 한 가 치가 용된 가속도로부터 를 구하기 

한 식은 다음 식(3)과 같다(Jung et al., 2015). 






















(3)

  
 : 기 시간 8시간

   : 각 좌표축에 한 가 치 (     ,    

Overall ride value :   in r.m.s Semantic scale

Less than 0.315 not uncomfortable

0.315 ~ 0.63 a little uncomfortable

0.5 ~ 1.0 fairy uncomfortable

0.8 ~ 1.6 uncomfortable

1.25 ~ 2.5 very uncomfortable

Greater than 2.0 extremely uncomfortable

(ISO 2631-1, 1997)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overall ride value and lexic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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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에 노출되는 시간의 정도에 따라 인체 건강에 

미치는 향은 ISO 2631 발표 자료 내 ‘Exposure 

Duration’ 도표를 통해 (ISO 2631-1) 방향 진동노출 

한계 값은 1.15이며 방향 진동노출 조치 수  

값을 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 동일한 도

표를 통해서 8시간 기  노출 진동량 0.5이하에

서는 건강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비한 수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ISO 2631).

8. 멀미

8.1. 멀미유발 원인 

PAV 기체는 공 을 운항하므로 가로축, 세로축, 수

직축 기 으로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러한 물리 인 움

직임에 의한 멀미가 발생하고, 추가로 PAV 기체의 

주  운동으로 인해 멀미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멀미

를 유발하는 원인과 련된 이론  인간의 감각과 신

경계와 연 된 개념인 감각갈등(sensory conflict) 이론, 

인간이 흔들리는 환경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능력의 한

계치와 련된 자세불안정성(postural instability) 이론

으로 설명할 수 있다(William B, 2020). 이러한 이론 

이외에도, ISO 2631은 주  운동이 멀미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발표하 다(ISO, 1997).

8.1.1. 감각갈등이론

인간은 신체에 다양한 감각기 을 갖추고 있다. 그

 시각, 청각, 후각, 체감각 기 을 포함한 운동감각과 

같은 여러감각이 신경계를 거쳐 종합됨으로써 지각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각, 청각, 체감각, 정

감각 등의 각 감각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험한 움직임

의 값과 상 으로 다르게 반응할 때 우리의 뇌는 인

지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인간은 멀미

를 느끼게 된다(Han & Kim, 2011). 

한 정감각 기 들은 움직이는 이동 수단의 이동

속로 인한 평형 감각기 의 자극, 머리 움직임의 방향 

변화로 발생하는 치 련 감각 정보를 뇌로 달한

다. 인간이 비행기, 차량, 선박에서는 정감각에 의한 

정보와 시각에 의한 정보가 서로 상이하여 두 감각 사

이의 상충하는 정보가 뇌로 달되어 멀미가 발생한다

(Reason, 1975 as cited in Jung et al., 2017).

8.1.2. 자세불안정성이론

자세불안정성이론은 인간 신체의 움직임에 한 기

본은 환경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스스로 자세를 안

정 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발 하

다. 움직임이 격렬한 놀이기구를 타거나 불규칙한 도로 

표면에 의해 흔들리는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 우

리 몸은 스스로 매 순간 자세의 안 성  균형 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세의 불안정성이 오

Impact Level Human Body Impact

Related 

In-vehicle 

Activity

Recommended Noise 

Level

Measures to reduce the level 

of human impact

Noise 

Outside of PAV Noise: 
62dB at 150m)

▼
Use of distance attenuation 
formula For measurement of 

In-PAV noise level 
(Ref chapter 6.1)

▼
Inside of PAV Noise : 

105.5dB (at 1m)*
99.5dB (at 2m)*

*90dB=Inside a noisy factory

100dB=Rock drill, Horn noise

(National noise information 

system)

⦁Decrease in work 
efficiency

Work and Use 
of tablet PC

⦁Recommended Noise : 
less than 85dB (Neitzel 
& Fligor, 2015)

⦁Reduction of external noise 
by individual seat and use 
of directional speakers 
(Silentium, 2020; Hyundai, 
2020; Panasonic, n.d.; Audi, 
2019; CITROËN, 2019)

⦁Interior Material for Noise 
– Seat, Privacy Dome, etc

 (BASF, n.d.; Covestro, n.d.)

⦁Temporary 
hearing loss with 
short exposure

Phone call, 
Video call, 
Listening to 

music

⦁Recommeneded Noise : 
less than 90dB for 
Noise-induced Hearing 
Loss (Seo, 2004)

⦁Sleep Disturbance 
(Ref, Table 4)

Sleep and 
Resting

⦁Recommended Noise : 
less than 60dB (National 
noise information system)

⦁Speech Interference 
  (Ref, Fig. 3)

Face to Face 
Meeting

⦁Recommended Noise : less 
than 65dB (Ref, Fig. 4)

⦁Required Distance Between 
Seats (Hall, 1963) :

 1)personal dis: 1.5–4 ft
 2)social dis: 4–12 ft

Table 6. Levels of human impact by constraint factors and recommende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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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지속하고 자신의 안정성  균형을 유지하려는 능

력의 한계로 자세를 제어할 수 없는 단계에서 멀미가 

발생할 수 있다(Han & Kim, 2011).

8.1.3. ISO 주  운동 원인에 의한 멀미 

ISO는 인체에 향을 주는 흔들림을 주  운동

(0.63Hz 이하)과 진동(1~80Hz)으로 나 어 정의하 다

(ISO, 1985). ISO 2631에서는 인간이 0.63Hz 이하 수

의 주  운동에 일정 시간 동안 노출되면 멀미 증상

을 느끼며, 0.15Hz 운동(주기 6.7 )에서 일정 시간 노

출되면 상 으로 가장 높은 멀미 증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ISO, 1985; ISO, 1997).

PAV 기체 내 실내행 의 제약 요소를 악하기 해

서 멀미에 의한 증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PAV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멀미의 표 인 증상은 어지러움, 불쾌감, 

타액 과분비, 두통, 구토, 메스꺼움, 트림, 발한 등이며, 

복수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었다(Adedamola A. Ogunniyi, 2019; Jeong, 2018). 따라

서, PAV 기체 개발  실내구조 설계 시 진동을 포함한 

주  운동의 수 이 0.15Hz 이하로 설계되어야 한다. 

 

9. 결론

PAV는 기존 도심 간 이동 수단과는 다른 새로운 이

동 수단의 형태로서 하늘이라는 3차원의 공간을 이용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운항환경 아래에서 실내행 를 

비롯하여 인체에 향을 주는 제약 요소들을 도출하고 

인체에 향을 주는 수 을 확인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비롯한 UAM 실  측도, Boeing

社, Uber社의 운항기 (ConOps)개념도, ICAO 최 고

도 규제, 항공안 법 시행규칙을 활용하여 PAV는 

4,000ft 이하에서 운항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bration

(1~80Hz)

Vibration Measurement Human Body Impact 

Related 

In-vehicle 

Activity

Recommended Vibration 

Level

Measures to reduce the level 

of human impact

Use of 12 axes for the 
measurement of whole-body 

vibration
▼

Daily exposure limit value 

1.15 (ISO 2631) and 
Relationship between 

overall ride value and 6 
grade lexical scale 

(Table 5.)

⦁Decreased Stability
⦁Decreased Physical 

Activity

Sleep and 
Resting,

Sightseeing,
Passenger Care

⦁Recommended 
Vibration (ISO 2631) : 

less than 0.5 (8hrs)

 
⦁Interior Material for Vibration
  (BASF, n.d.)

⦁Seat with built-in anti-vibration 
device

  (Bose, 2017)
 

⦁Abdominal Pain
⦁Headache
⦁Back Pain

Drinking 
Beverage, 

Having Meal,
Having Snack 

⦁Poor Concentration
Reading,

Work

Motion 

Sickness

(less than 

0.63Hz)

Motion Sickness Theory Human Body Impact

Related 

In-vehicle 

Activity

Recommended Low 

Frequency Motion Level

Measures to reduce the level 

of human impact

Low Frequency Motion 
Motion Sickness Theory

▼
seriously affects motion 

sickness in transportation

⦁Dizziness
⦁Headache

Reading, Work,
Use of 

audiovisual 
entertainment 

⦁Recommended Low 
Frequency Movement 
(ISO 2631) : less than 
0.15 Hz

⦁Reduce motion sickness by 
using seat reclining

 : Proper angle 

    + ∘

 (Bohrmann, 2019)

⦁Reduce motion sickness by 
adjusting position of screen 

 (Jaguar & Land rover, 2018)

⦁Reduce motion sickness by 
using cooling seat 

 (Jaguar & Land rover, 2018)

⦁LED seat light for motion 
sickness reduction

 (Hyundai, 2021)

⦁Saliva-Hypersecretion
⦁Vomit
⦁Nausea
⦁Burp

Having Meal, 
Having Snack

⦁Perspiration

Use of 
audiovisual 

entertainment,
Sleep and 
Resting,

sightseeing,
passenger care,

Table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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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4,000ft 이하의 고도 조건에서 탑승자 에

서 으로 고려해야 할 제약 요소를 도출하 고, 

이는 소음, 진동, 주  운동이다. 

셋째, PAV의 추진계통 소음과 동체 소음을 포함하

여 150m (500ft) 높이에서 62dB 수 의 소음 값이 발표

되었다(Uber Elevate White Paper, 2016). 해당 소음 값 

62dB에 소음 진동 음원 거리 감쇠 공식을 활용하여 

탑승자가 느끼는 소음의 수 은 착암기, 경  소리와 

비슷한 105.5dB로 계산되었다. PAV 실내설계 시 탑승

자가 헤드셋과 같은 추가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도, 

PAV 구조 자체에서 기체 소음을 차단해  수 있는 방

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소음 환경에서 

탑승자 간의 원활한 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해야 하며, 좌석 배치 시 SIL 그래 를 기반으로 

좌석 간 거리를 설계해야 한다.

넷째, ISO 2631의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PAV 운항 

시 발생하는 진동의 측정 방법과 평가 방법  진동에 

의한 탑승자의 승차감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3축 방향 가속도에 가 치를 용한 RMS 값을 사용하

여 인체에 향을 주는 진동의 수 을 정량화하 고, 

나아가 진동에 노출되는 시간의 정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향을 악할 수 있었다. PAV 탑승자가 느끼

는 실질 인 진동의 수 과 평균 탑승 시간을 고려하

여 인체가 수용할 수 있을 수 의 진동 값으로 감소시

키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PAV는 3차원의 공간을 운항하여 탑승자는 

3개의 축 가로축, 세로축, 수직축의 움직임에 의해 멀

미가 발생할 수 있다. 문헌 연구를 통해 PAV에 의해 

발생할 멀미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3가지의 멀미 원인 

감각갈등이론, 자세불안정성이론, ISO 주  운동원

인 멀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탑승자에게 새로운 생활공간이자 다양한 

실내행 를 지원할 수 있는 PAV 실내공간을 갖추기 

해 고려해야 할 제약 요소들을 운항환경 특성을 기

반으로 분석하 다. 한 PAV의 제약 요소가 인체에 

향을 미치는 수 을 과학  퍼런스 들의 분석과 

종합을 통해 연구하 다. 본 연구는 PAV 실내설계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라는 에서 의미를 지니며, 향후 

PAV 기체 실내설계 시 인간 심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가이드 라인으로써 활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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