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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이 표준은 격리되지 않은 공역에서 통상적으로 운용되는 최대이륙중량 150kg 이

하, 충돌에너지가 66J (49 ft-lb)을 초과하는 수직이착륙 방식의 소형 회전익 무인

기(이하 'UAV'라 한다.)의 감항인증을 위한 최소의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Part 3을 기준으로 NATO와 유럽의 회전익 

무인기 감항인증기준,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Part 1의 17장(무장분야)기준

과 국내 무인항공기 사고원인 분석결과 등을 종합 연구하여 소형 회전익 무인기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였다.

이 표준에서 충돌에너지의 하한치는 연구를 통하여 UAV가 보호 장구가 없는 사람

에게 충돌할 경우 치명적인 부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을 산정하

였으며, 보수적인 평가를 통해 66J로 설정하였다. 

충돌 에너지 66 J 이하의 UAV의 경우에는 일부 요구조건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

나, 특정 감항 요구조건은 사안별로 반드시 감항당국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 표

준의 '부록 차'는 이에 대한 적용 지침을 제공하며 소형 고정익 무인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2. 서 론

이 등급의 UAV는 다양한 형태와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종이 구

조적으로 단순함을 고려 다음 관점에서 표준을 개발하였다. 

- 감항성을 인증하는데 필요한 최소 입증자료를 요구한다.

-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제반 설계 요소를 다룬다.

- 설계방법을 제한하지 않도록 비규범 방식으로 융통성을 부여한다. (방법의 서술

보다는 핵심에 집중)

- 적용대상 UAV가 소형 경량인 특성을 고려 과도하거나 과소한 기준이 되지 않도

록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감항 요구조건을 제시한다.

- 감항기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전술급 이하의 국내 군용 무인기의 사고원인 

분석을 통해 요구조건을 설정 하였다(해당항목에 ‘*’ 표시). 

 

이 표준은 CS, FAR와 같은 전통적인 감항 법규와 규정으로는 즉, 전통적인 규정

만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과, 현용 민간 및 군용 유인 항공기에 적

용되는 규정으로부터 파생이 불가한 것이 고려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감항 규범

의 요구조건들과 높은 수준으로 형식 설계의 감항성 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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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정성적 기준을 합성하는 복합적인 접근 방법이 수립되었다. (즉, 공정 증거 

또는 설계 기준을 통해)

이 복합적 접근방법을 수립할 때, 군용항공기의 필수 감항 요구조건을 최상위 출

발점으로 설정하였다. 최대이륙중량 150 Kg 이하이면서 격리공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UAV의 형식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설정한 최소 필수 요구조건을 충족시

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기준이 제정되었다.

UAV 운용에 있어서 핵심 논점으로 인지되고 있는 “탐지 및 회피”는 되고 있다. 

“탐지하고 회피한다. (sense and avoid)”라는 요구조건의 배경 및 정의는 본질적

으로 운용상의 사안이므로 이 표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요구조

건이 정의되었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 장착되는 장비는 UAV에 장착되

는 장비로 고려해야 한다. 

3. 형식인증 입증자료

신청자는 해당 UAS가 전체 수명주기 동안 감항성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입

증하는 자료를 감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UAV 형식 설계가 필수 감항 요구조건을 포함하여 어떻게 감항성을 충족

하는지를 신뢰성 있게 입증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증 자료는 다음 종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감항당

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분석을 통한 직접적인 증거 

• 시연을 통한 직접적인 증거 (장비 시험, 대표적 시제기의 지상 및 비행 운영, 운영 경험)

• 직접적인 정량적 안전 증거

• 직접적인 정성적 안전 증거

• 재난 위험 관리를 통한 직접적인 증거

• 설계 검토 과정을 통해 나타난 직접적인 증거 

• 설계 특징 및 시스템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적 설명서

• 적절한 설계임에 대한 직접적인 정성적 증거 (즉, 설계 기준 및 관례) 

• 수명 주기 동안 UAV 의 안전문제 관리가 적절히 처리되었음에 대한 입증자료 

(예; ARP 4754의 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개발입증 수준이 배분됨을 입증하는 자료)

• 감항당국에 기 제출한 이 표준의 필수 감항 요구조건을 충족함을 설득력 있게 입

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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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기준 및 감항 관리 절차에 대한 세세한 검토는 세부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큼 

중요하며, 이러한 설계의 결과가 감항당국에 무인기 감항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

는 수준의 신용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준의 배경은 근본적으로 일반적이면서 품질적으로 고수준의 필

수 감항요구사항을 준수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설계 기준, 안전 

관리 계획, 기술적 정성변수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정량적 논리와 

다른 추가적인 입증자료들에 대한 고려는 감항당국이 UAV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

할 때 다양한 형상의 그리고 다양한 설계 방안에 대해 세부 감항 규정의 적용을 

절충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4. 원천 문서

이 기준을 제정할 때 다음의 규정과 기준을 원천 문서로 사용하였다.

•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Part 1.

•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Part 3.

• STANAG 4702 (회전익 UAV의 감항 요구조건)

• CS-LURS (회전익 UAV에 대한 인증 규격)

• CS-27 EASA Certification Specifications and Acceptable Means of Compliance 

for Small Rotorcraft

• CS-VLR EASA Certification Specifications and Acceptable Means of Compliance 

for Very Light Rotorcraft

• RA-1600 - Remotely Piloted Air Systems 

• DTaQ-14-4051-Q(UAV 사고사례에 대한 품질개선 보고서)

• DTaQ-20-6559-R(UAV 사고사례를 통한 감항인증기준 연구)

5. 한정 인증 (Restricted Certification)

인구밀도가 높거나 희박한 지역이 포함된 비 격리공역 중 희박한 지역에서 비행하

는 UAV는 이 표준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감항당국으로부터 감항인증

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의 일부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은 한정 형식인증의 틀 안에서 특

정 UAV 설계와 예상되는 운용 제한사항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 협상할 수 있다.

미 충족 사항과 운용 제한사항은 감항당국에 의해 동의되어야 하며, 인증 자료집

(Certificate Data Sheet 또는 동등한 자료) 에 의해 추적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 4 -

6. 요구조건 (Requirements)

다음의 각 감항인증 요구조건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가. 첫 번째 부분인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은 감항인증을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최소 필수요구사항을 나타낸다.

나. 두 번째 부분인 표준(Detailed Arguments)은 첫 번째 부분의 기준별 세부 표준을 

제시한다.

다. 세 번째 부분인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은 두 번째 부분의 표준에 

부합함을 실증하기 위해 감항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증 자료를 제시한다.

라. 표준 세부 내용의 말미의 “(*)” 표시는 무인항공기 사고 분석 결과 감항인증시 

중요하게 관리해야하는 표준항목을 의미한다. 

기준에 제시한 감항 필수 요구조건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3장

에서 명시한 형태의 포괄적인 입증자료로서 실증하여야 한다.

‘반드시’라고 명시된 요구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표준은 필수 감항 요구조건 입증 수

단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요구사항에 부

합하는 것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자는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이 보장됨

을 합리적으로 실증함을 설득력 있는 대체 입증자료를 감항당국에 제시할 수 있다. 

신청자는 감항당국이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을 준수함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라고 명시된 표준(Detailed Arguments)을 충족하거나 

또는 해당 표준에서 의도하는 안전수준과 필적할 만한 대체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

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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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항인증기준(Airworthiness Standards)

ER.1 시스템 건전성

ER. 1 시스템 건전성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시스템 건전성은 해당 UAV의 운영수명주기 동안 예상되는 모든 비행 및 지상운용 

조건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함은 반드시 평가나 분석으

로 입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는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0 신청자는 아래 제시된 요소를 기준으로 신청대상 UAV의 예상되는 일련의 운

용조건을 포함하는 설계상의 운용영역을 반드시 식별하여야 한다.

 - 대표적인 설계상의 임무

 - 비행운용조건

 - 지상운용조건

 - 운용모드 (자동, 수동, 정속비행, 등고도비행 등) 

 - 이륙/발사/주기장조건 

 - 착륙/회수조건 

 - 발사가 장소와 탑재장비(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등), 지휘통제와 회수가 

수행되는 장소(예; 지상, 연안/해상, 공중)

 - 동시 운용되는 비행체 수

 - 운반조건(UAV의 이동 및 보관을 위한 환경 정의. 예; 가방, 보관용기, 트럭 등 

필요 사항)

 - 운용 환경 조건

    • 자연적 기후 (고도, 온도, 압력, 습도, 바람, 강수율, 낙뢰, 결빙, 염무, 균류, 

우박, 조류충돌, 모래 및 먼지 등) 

    • 전자기 환경영향 (모든 세부계통 및 장비 간의 전자기 환경 및 외부 환경에 

의해 야기되는 전자기 효과, 근접하여 운영되고 있는 하나 이상의 타 UAV와의 

전자기 간섭

    • 조명 조건(예, 주간, 야간, 여명, 황혼, 혼합 환경 등) 

 - 모든 가능한 무게 형상 식별(반드시 최소 및 최대 비행 중량, 공허중량 무게중심, 

최전방 및 최후방 무게중심은 식별하여야 함) 

신청자는 식별된 모든 조건에 대하여 감항당국의 다음 조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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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1 신청자는 UAV 구조, 엔진, 로터블레이드, 보호대가 있는 로터블레이드, 덕트 

팬, 프로펠러 등 수직양력장치의 설계에 사용된 설계기준, 표준 및 관례를 반

드시 식별하여야 한다.

UL.1.1 주 수직양력장치의 속도와 피치 한계

 (a) 주 수직양력장치 속도 한계

주 수직양력장치 속도의 범위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1) 동력조건의 경우 : 정상적인 비행 중 발생하는 수직양력장치의 속도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충분한 여유를 제공하며, 사용되는 동조 장치 및 조속기의 특

성에 일치하여야 한다. 

  (2) 무동력 조건의 경우 : 오토로테이션 기능이 적용된 경우 인증을 받고자하는 

대기속도 및 중량의 범위 전반에 걸쳐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적절한 오토로

테이션 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b) 주 수직양력장치의 정상적인 고 피치 한계(동력 조건)

(e)에 따라 검증된 주 로터 저속경고 장치를 갖춘 소형 헬리콥터형 UAV

를 제외한 UAV는 승인된 엔진의 최대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은 동력상태

에서 어떠한 지속적인 비행조건에서도 최소로 승인된 주 수직양력장치의 

속도보다 상당한 속도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아래 사항을 충족하

여야 한다.

  (1) 주 수직양력장치(로터 등) 고 피치 멈춤의 적절한 설정

  (2) 불안전한 주 수직양력장치 속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

   (c) 주 수직양력장치의 정상적인 저 피치한계(무동력 조건)

오토로테이션 능력이 적용된 경우 무동력 조건에서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1) 주 수직양력장치의 정상적인 저 피치한계는 가장 가혹한 중량 및 대기속도의 

조합 하에서 어떠한 오토로테이션 조건에서도 충분한 주 수직양력장치 속도 

제공해야 한다. 

  (2) 수직양력장치의 과속은 UL.2.4를 준수하여 비행조종시스템에 의해 보호되어

야 한다.

   (d) 비상 고 피치

주 수직양력장치의 고 피치 멈춤이 (b)(1)을 충족하게 설정된 경우 멈춤 기

능이 정상모드에서 피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된 경우에는 비상용으로 추가

적인 피치를 높일 수 있다.

   (e) 헬리콥터형 UAV에서 주 로터 저속 경고

단발엔진 및 일부 엔진 고장 시 작동 중인 엔진의 출력을 자동적으로 올려

주는 검증된 장치가 없는 다발엔진 UAV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는 

주 로터 저속 경고 기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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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경고 기능은 동력 비행 및 오토로테이션 적용에 따른 무동력 비행을 

포함한 모든 비행조건에서 주 로터 속도가 안전한 비행을 위협할 수 있는 

수치에 접근 시 UAV 통제소의 운용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2) 이 경고 기능은 모든 조건하에서 반드시 확실하고 명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다른 경고와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운용자

가 인지를 위해 집중해서 확인해야 하는 시각장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

락할 수 없다.

   (3) 만약 경고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장치는 저속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반

드시 자동으로 비활성화 및 초기화되어야 한다, 만약 이 장치에 음향청각 

경고가 있는 경우 저속상태가 수정되기 전에 운용자가 청각경고를 수동으

로 소거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어져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0 : 설계상의 운용영역 기술서

ME1 : 충분한 신뢰 수준을 얻기 위해 사용될 설계 기준에 관한 기술서가 감항당

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 8 -

ER.1.1 구조 및 재료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구조 건전성은 완전하게 확보되어야 하며 추진시스템을 포함하여 반드시 UAV 운

용 영역에 정의된 여유 값이 확보되어야 하며 해당 UAV의 운용수명동안 유지되어

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 2. 신청자는 설계 하중을 설정하기 위한 최대 운용영역을 초과하는 양(+)의 여

유값을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여유값에는 다음

과 관련한 모든 가능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운영자 사용법(예, 인력 조종 조건시 운영자 요구로 인해 초과될 수 있는 

하중), 물성치 편차 및 설계 방법상의 근사 값. 

      인증당국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 승인하지 않는 한 다음의 여유값이 

고려되어야 한다.

UL.2.1 설계 최대속도([VD] 및 최대운용속도[Vc max] 사이 양의 여유값(최대운

용속도는 최대설계속도의 0.9배 이하이어야 함)

 (a) 비행영역보호는 비행제어계통에서 다음과 같이 구현 되어야 한다.

  (1) 각 비행영역 보호기능의 특징은 반드시 비행 단계와 조종형태에 맞추어 부

드럽게 작동하여야 한다.

  (2) 보호 비행 변수의 제한치는 반드시 다음과 호환되어야 한다.

   (i) UAV 구조 제한치,

   (ii) UAV 로터의 회전속도 제한치,

   (iii) UAV 조종에 요구되는 안전 및 제어,

   (iv) 재난 및 위험을 유발하는 고장조건에 대한 여유 값,

   (v) 블레이드 실속 제한치,

   (vi) 엔진 및 변속기 토크 제한치.

  (3) 해당 없음.

  (4) 회전익 UAV는 매개변수 제한치의 적정 범위 안에서 의도적인 동적기동에 

대해 반응해야 한다.

  (5) 댐핑 및 오버슈트와 같은 동적특성은 해당 기동 및 제한 매개변수에 적합하

여야 한다.

 (b) 비행영역보호 기능이 동시에 작동될 경우, 반드시 보호기능의 결합으로 역효

과가 발생하거나 우선순위 기능에 제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c) 신청자는 비행제어계통에 의해 유지되는 비행영역 보호의 제어계통 내의 경

계와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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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2.2 제한하중(구조물의 유해한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는 하중)은 최대운용

하중에 1.0 이상의 제한하중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UL.2.3 최대운용하중으로서의 극한하중(구조물이 파괴되지 않아야 하는 하중) 결

정시 결함 시 위험하거나 심각한 고장조건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물의 경

우는 1.5배, 나머지 구조물의 경우는 1.25배 이상의 극한하중 계수를 적용

한다.

안전계수가 1.5 미만일 때 신청자는 감항당국이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

출하여야 한다.

UL.2.4 다음의 경우 UL.2.3의 안전계수에 우선적으로 특별계수를 추가하여 적용 

한다. 

 - 주물 : 2.0 이상

 - 피팅 : 1.15 이상

 - 볼트나 핀으로 고정된 회전부의 베어링 : 2.0 이상 

 - 볼이나 롤러 베어링 힌지를 제외한 조종면 힌지-베어링 : 45 이상

 - 푸시-풀 조종계통 접합부위 : 2.2 이상

 - 복합재 구조물에서 고온 다습한 조건에 대한 A 또는 B 허용치가 통계적으로 정

의되지 않는 경우는(UL.9.2 및 UL.9.3에 따라) 다음의 특별 계수가 사용되어야 

한다. 적절하게 수립된 제작 및 품질통제 절차가 사용되었다는 가정 하에 최대 

운영온도에서 습도가 통제된 상태로 시편시험이 수행된 경우 1.2 이상, 또는 습

도 및 온도에 대한 특별 허용치 없이 시편시험이 수행된 경우는 1.5 이상 

 - 반복적인 운용 중 잠재적인 성능저하를 고려하여 자주 조립 및 분해되는 부분의 

접합부위의 경우 1.5 이상(*). 이 계수는 필요한 조립/분해 운용 횟수를 재현한 시

험 결과 구조건전성에 아무런 성능 저하가 없음이 시범된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 특정 상황에서 감항당국은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어떤 불확실성을 보장하기 위

해 1 이상의 더 정당한 특별계수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2. ME1 내의 설계 기준에 포함되는 설계 하중 여유값에 대한 근거 설명

ER.1.1.1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결함에 의해 구조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는 UA의 모든 부품은 유해한 변형이나 결

함 없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당한 질량을 갖는 모든 

품목 및 이를 고정시키는 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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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Detailed Arguments)

UL.3 신청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유해하거나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반드시 

주요 구조부위(PSE)를 식별하여야 한다. (예, 공력, 관성 및 추진력을 받는 

UA의 주 구조물, 조종면 및 조종계통 구조적 요소, 조종면 힌지, 착륙 및 회

수 단계에서 사용되는 계통의 구조요소)

UL.4 UL.3에 식별되어 있는 각각의 주요 구조부위(PSE) 및 모든 탑재장비에 대해 

구조물은 반드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 UL.5 와 UL.6에 따라 식별된 최대 운영하중에 UL.2 의 제한하중 안전계수를 곱

하여 얻어진 제한하중에서 유해한 변형이 없음.

 - UL.5 와 UL.6에서 식별된 최대 운영하중에 UL.2 의 극한하중 안전계수를 곱하

여 얻은 극한하중에서 파손이 발생하지 않음.

 - 조종계통 제한하중이 해당 조종계통 및 조종면에 가해졌을 때 간섭, 재밍, 과도

한 마찰 및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함. 추가적으로 조종계통 정지점은 반드시 이

러한 하중을 견뎌야 함.

 - 주요 구조부위(PSE)의 경우 구조물은 반드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 UL.5 와 UL.6에서 식별된 최대운영하중에 UL.2 의 극한하중 안전계수를 곱하여 

얻은 극한하중에서 파손이 발생하지 않음.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3 주요 구조부위(PSE) 기술서

ME4 보수적인 분석과 시험의 강건한 조합에 의한 구조적 증명

ER.1.1.1.1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중량, 무게중심 및 UAV의 운용영역과 수명 범위에 규정한 초과 여유율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하중의 조합을 반드시 고려하

여야 한다. 이 하중에는 공중 및 지상 조건에서 돌풍, 기동, 여압, 작동면, 조종 및 

추진계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중을 포함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5 비행하중

 (a) 비행 하중계수는 UAV의 종축에 대해 수직으로 작용하고, 무게중심에서의 관성 

하중계수와 크기는 같고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반드시 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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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하위절의 비행하중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은 반드시 다음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1) 설계 최소중량과 설계 최대중량 사이의 각 중량

  (2) UAV 비행 매뉴얼의 운용제한 내에서의 적재하중의 현실적인 분포

UL.5.1 제한 기동 하중계수

 UAV는 반드시 다음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a) -1.0 ~ +3.5의 범위 내 제한 기동 하중계수; 혹은 UL.0의 사용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하고 감항당국에 의해 동의된 하중 

 (b) 다음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모든 양의 제한 기동 하중계수 및 -0.5 이상의 

모든 음의 제한 기동 하중계수

  (1) 초과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해석과 비행시험으로 증명 그리고

  (2) 선정된 값이 설계 최대하중과 설계 최소하중 사이의 각 하중조건에 대해 적

절함.

UL.5.2 합성 제한 기동하중

제한 기동하중계수의 적용으로 인한 하중은 각각의 수직양력장치 허브의 중심 및 

보조 양력면에 작용하고, 수직양력장치와 보조 양력면 사이의 하중분포와 같은 방

향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오토로테이션 기능이 있는 경우 이 기능이 수직양력

장치의 최대 설계 끝단 속도비로 가동된다면 동력조건(Power-on) 비행 및 무동력

조건(Power-off) 비행을 포함한 각각의 치명 기동조건을 대표해야 한다. 

수직양력장치 끝단 속도비는 수직양력장치 평면에 있는 UAV 비행 속도 성분과 수

직양력장치 날개의 회전하는 끝단 속도의 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μ=
Vcosα
ΩR

V = 비행경로 상 대기속도 (m/s)

α = 비 페더링 축의 대칭면에서의 투영과 비행경로에 수직한 선 사이의 각도(단위

는 라디안이며 축이 후방을 가리킬 때 양수임);

Ω = 수직양력장치의 각속도 (rad/s);

R = 수직양력장치의 반경 (m). 

UL.5.3 요잉 조건

 (a) UAV는 (b), (c)에 명시된 기동에서 발생하는 하중에 대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관성력을 생성하는 주요질량을 합리적이거나 보수적인 방법으로 고려하여 

항공기에 작용하는 무게중심에 대한 불균형 공력 모멘트 

  (2) 주 수직양력장치의 최대 속도



- 12 -

 (b) 전진속도 0에서부터 초과금지속도까지에서 요잉과 가속이 없는 비행에서 (a)

에서 요구하는 하중 발생

  (1) 방향 조종장치를 조종 스토퍼나 비행제어계통에 의해 제한되는 최대 변위까지 급

속 조작

  (2) (1)항의 결과로 도달하는 측면 슬립각도 혹은 90° 중 더 작은 값

  (3) 방향조종창치를 급속으로 중립위치로 복귀

 (c) 전진속도가 초과금지속도의 60%에서 최대 연속출력에서 최대속도범위에서 

요잉과 가속이 없는 비행에서 (a)에서 요구하는 하중 발생

  (1) 방향조종장치를 조종 스토퍼나 비행제어계통에 의해 제한되는 최대 변위까지 

급속 조작

  (2) VNE 혹은 VH보다 적은 속도에서 측면 슬립각도나 15° 중 더 작은 값에 도달 

  (3) (b)(2) 및 (c)(2)의 측면 슬립 각도를 속도에 따라 변화; 또는

  (4) 방향조종창치를 급속으로 중립위치로 복귀

UL.5.4 돌풍 하중

UAV는 반드시 제자리비행을 포함한 각 모든 임계속도에서 수직 돌풍으로 발생하

는 하중을 견디게 설계되어야 한다.

돌풍 값은 우선적으로 설계 운용고도 수준과 순항속도(UL.0에 정의되어 있는 설계

상의 운용영역과 일관되는)를 고려한 해당 UAV의 사용 목적에 대한 합리적인 분

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다음의 값을 

사용한다. 

- 9.1m/s(30ft/s)의 수직 돌풍으로 인한 하중

필요한 경우는 UL.0에 따른 설계상의 운용영역을 감안한 잠정적인 제한사항이 설

정되어 운용교범에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UL.5.5 엔진 토크

(a) 터빈엔진의 경우, 제한 토크는 다음 값의 최대치보다 작으면 안 된다.

 (1) 최대 지속출력에 대한 평균토크에 1.25를 곱한 값

 (2) 부록 바에서 요구되는 토크

 (3) 오작동 또는 구조파손(압축기 끼임과 같은)에 따른 갑작스런 엔진정지에 의해 

부과된 토크

(b) 왕복엔진의 경우, 제한토크가 최대 연속동력의 평균토크에 다음을 곱한 값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1) 실린더가 5개 이상인 엔진에 대해서는 1.33, 그리고

 (2) 2, 3, 4기통 엔진의 경우 각각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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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5.6 비대칭 하중

 (a) 수평 꼬리면과 그 지지구조는 반드시 규정된 비행 조건과 결합하여 요잉 및 

수직양력장치의 후류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

야 한다.

 (b) (a)의 설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한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대칭 비행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최대하중의 100%가 대칭면의 한 면에만 

작용하고 다른 면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2) 대칭 비행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최대하중의 50%가 대칭면의 각 면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C) 수평 꼬리면이 수직 꼬리면에 의해 지지되는 미익 방식의 경우, 수직 꼬리면

과 지지구조의 설계는 반드시 각각의 규정된 비행조건에서 개별적으로 고려

하여 결합된 수직 및 수평하중을 고려하여 해야 한다. 반드시 각각의 표면에

서 최대 설계하중을 구할 수 있도록 비행조건을 선정해야 한다. 보다 합리적

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 절에 서술된 비대칭 수평꼬리날개면의 

하중분포를 가정한다.

UL.5.7 낙하산 회수 (낙하산 착륙이 정상인 경우) - 최악의 중량 및 비행영역에서

의 운용조건으로부터 낙하산 전개 및 후속적인 공력 및 관성하중에 따른 

회수단계 동안의 하중이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UL.5.8 낙하산 회수 (낙하산 회수가 비상상태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 최악의 중량 

및 비행 영역에서의 운용 조건으로부터 낙하산 전개 및 후속적인 공력 및 

관성하중에 따른 하중을 반드시 극한조건에서 결정해야 한다.

UL.5.9 상기 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행 중 기타의 특정 하중 조건

UL.5.10 조종계통 하중

  UL.5.10.1 조종계통 하중

  지지구조물을 포함한 각 조종계통은 반드시 다음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1) 조종계통은 반드시 UL.5.10.2에서 도출된 제한 조종력에 기인하는 하중을 

견뎌야 한다.

  (2) 하위절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력-구동 액추에이터 조종 혹은 동력 부

스트 조종을 사용하는 경우, 체계는 반드시 모든 단일 동력 부스트 혹은 액

추에이터 체계파손을 포함한 정상적으로 동력이 공급되는 동력장치에서 발

생하는 힘에 기인하는 하중을 견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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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만약 계통설계 혹은 정상 운용하중 내에서 계통의 일부가 UL.5.10.2로부터 

유도된 제한력에 반응할 수 없다면, 그 체계의 부분은 반드시 정상운용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서 최소 

설계하중은 피로, 재밍, 지상돌풍, 제어 관성 및 마찰하중의 고려를 포함한 

운용에 대해 견고한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4) 재밍, 지상돌풍, 제어 관성, 혹은 마찰로 인해 운용하중이 초과될 경우, 체계

는 반드시 항복 없이 UL.5.10.2에 따라 유도된 제한 제어력을 견뎌야 한다.

 UL.5.10.2 제한 조종력 및 토크

  (a) 조종면에 비행하중이 작용하는 조건에서 작동면의 공기하중과 이로 인한 변형

은 비행 중 UL6.2(b)에서 발생한 범위 내에서 작동장치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비행하중 조건에서 작동 가능한 조종면에 가해지는 공력과 상응하는 변위는 

(b)에서 도출된 범위 내에서 구동시스템으로부터 비행 중 발생하는 모든 힘

을 초과하면 안 된다.

  (b) 조종계통은 반드시 구동 장치에서 발생되는 최대 하중 및 토크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UL.5.10.3 2차 비행제어

  2차 비행제어는 반드시 구동장치가 2차 비행제어 계통에 작용할 최대의 힘을 고

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UL.5.10.4 지면 간극 : 회전력 상쇄(anti-toque) 장치 보호대

  (a) 회전력 상쇄 장치는 반드시 정상착륙 중에는 착륙면과 접촉해선 안 된다.

  (b) 만약 보호 장치가 상기 (a)에 적합함을 보이도록 요구된다면

   (1) 반드시 보호 장치에 대한 적절한 설계하중을 설정해야 한다.

   (2) 보호 장치 및 이의 지지구조는 반드시 이러한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해야 한다.

UL.6 지상하중

신청자는 지상에서 주요구조부위(PSE)가 관성력과 외력이 평형을 이루는 모든 최

대 운용하중을 반드시 식별하여야 한다. 

UL.6.1 발사/발사장치(적용되는 경우)

  (a) 발사시스템 및 UA 주요 구조부위(PSE)에 대하여 최대 및 최소 이륙중량에

서 해당 발사시스템/작동자에 의해 가해지는 최대 지속하중계수에 해당하는 

종축 하중을 반드시 결정해야 함.

 (b) 발사 하중 결정에 사용된 가정이 충분히 보수적임 또는 발사기에 의해 부과

되는 가속 및 가속도 변화율이 해당 UAV가 발사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제

어됨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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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6.2 최대 설계중량의 충격 

  (a) UL.0에 따른 규정된 운용조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착륙단계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충격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최악의 하중 조합이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b)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명시된 착륙조건에 대해, 회전익 UAV는 

반드시 부록 나에 따라 입증된 제한 관성 하중계수 이상의 제한 하중계수에  

대해 설계되어야 한다. 

UL.6.3 위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특정 지상 하중 조건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5 비행 중 설계 하중에 대한 가정사항 및 분석결과

ME6 지상에서의 설계 하중에 대한 가정 및 분석결과

ER.1.1.1.2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시스템에 해당되는 경우, 지상 또는 수상에 비상착륙으로 인한 하중 및 가능한 고

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해당 없음 (N/A)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해당 없음 (N/A)

ER.1.1.1.3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이러한 하중에 대한 구조적인 반응에서의 동적 영향성이 다루어져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7 구조 동하중 응답

비행 및 지상하중에 대한 동적반응이 감항당국과 합의된 바에 따라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항공기 기체는 우선적으로 비행시험 및 지상시험 기간 중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비행 및 지상 작동 중 동적인 반응이 적합한 것으로 입증되면 우선적

으로 가장 치명적인 동적하중 조건을 이용해 동적 반응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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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7 시험 및 해석의 조합

ME8 가정, 시험 및 분석 결과의 조합.

ER.1.1.2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UAV는 반드시 공탄성 불안정성 및 과도한 진동이 없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8 플러터와 진동

UL.8.1 플러터

UAV의 각각의 공기역학적 표면에서는 반드시 각각의 적정 속도와 출력상태에서 

플러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UL.8.2 진동

UAV의 각 부분은 반드시 적절한 속도와 동력상태에서 시스템작동에 영향을 주는 

과도한 진동이 없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8 가정, 시험 및 분석 결과의 조합.

ER.1.1.3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UAV의 제작에 적용되는 제작공정과 재료는 반드시 알려져야 하며 재현 가능한 구

조특성을 가져야 한다. 운용환경과 관련된 재료성능의 모든 변화는 반드시 설명되

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9 신청자는 반드시 구조적 부품이 재료변형 혹은 하중집중에 따른 강도 아래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재료의 허용치를 식별해

야 한다.

UL.9.1 허용 가능한 재료 결정을 위한 원천자료는 반드시 감항당국에 신고되고 동

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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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9.2 허용 가능한 재료 선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어떤 조립체 내에서 부과된 하중이 결국에는 단일의 구조물을 통해 분배되고 이 

구조물의 결함이 포함된 구성품의 구조 건정성 상실을 초래할 경우, 최소보증구

조설계특성값(‘A’ 값 : 모수값 99% 이상에서 95%의 신뢰도 이상을 가지는 값)

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 개별 요소 고장이 자신의 부하를 다른 부하를 담당하는 부위에 안전하게 분배 시

킬 수 있는 여유 구조물인 경우, 90%의 확률 값(‘B’ 기준)에 기반하여 설계할 

수 있다.

 - 신청자가 특히 복합재료 제작공정에서 A 및 B 값에 대한 만족할 만한 통계학적 

판단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 A/B 값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

여유 계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MMPDS-03, CMH-17과 같은 재질 특성 지침서를 사용할 수 있다.

UL.9.3 온도와 습도가 재료 강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예, 복합재), 허용값

은 반드시 최악의 운용조건(UL2.3 참조)을 고려하여야 한다.

UL.10 신청자는 UA 제작에 사용된 소재 및 제조공정과 시제품 간의 소재성능 편

차를 관리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반드시 식별하여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9 적용된 소재 및 허용치 기술서. 

     (적합성 검증방법은 ME1의 설계기준 기술서에 포함될 수 있음)

ME10 AS/EN-9100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서. 

ER.1.1.4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반복하중, 환경저하, 우발적인 개별 손상원인의 영향이 반드시 구조 건정성을 허용

할 수 있는 잔류강도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선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감항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침은 반드시 반포되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11 피로

UL.11.1 구조물은 정상적인 운용중 피로한계치를 초과하는 다양한 응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응력집중 지점을 반드시 피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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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11.2 주요 구조부위(PSE)가 적절한 안전-수명을 달성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

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UL.11.2.1 알루미늄 및 철 합금은 스트레스 집중을 피하기 위한 훌륭한 설계 관

례와 함께 파괴인장강도의 1/2 미만의 스트레스 수준을 사용할 경우 

구조 품목이 적합한 안전-수명을 갖는다.

  UL.11.2.2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ANC-18를 참고문서로 사용해야 한다.

  UL.11.2.3 복합재의 경우, 손상허용(UL.13.1.1 또는 UL.13.1.2)을 위해 균열성

장 방지기준에 적합한 변형률 사용은 국부적인 면외 응력(모서리, 층

간 박리, 충진재 부족이 주요원인임.) 발생을 방지하는 올바른 설계 

예방법과 함께 해당 구조물이 적절한 안전수명을 갖는다는 충분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UL.12 필요한 경우 풍화, 부식, 마모로부터 구조물의 보호와 적절한 환기 및 배수

장치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UL.13 신청자는 반드시 운용조건과 관련 있는 손상의 모든 합리적이고 우발적인 

개별 원인을 식별해야 하며 각 손상에 대한 보호설계 특징을 결정해야 한다.

UL.13.1 복합재 주요구조요소에 대한 손상 영향

  복합재 주요 구조부위(PSE)의 경우, 제작 및 운영 중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충돌

손상에 관련된 박리 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결함이 해당 구조강도를 극한하

중 능력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음과 성장하지 않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다음 대안이 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허용될 수 있다.

  UL.13.1.1 복합재 주요구조요소에 대해, UL.2.3의 안전계수를 곱한 6.0 이상의 

특별계수가 사용되어야 한다. 손상 치명설계 특징에 대한 강도와 손

상허용을 시연하기 위해, 감항당국은 하위 구성품 및 구성품 수준, 

세부사항에 대해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UL.13.1.2 복합재 주요구조요소 부품은 다음의 손상을 초과하게 설계할 수 없다.

허용 변형률:

하중 손상허용 변형률( με)

샌드위치 구조 스킨

완전 적층판(두께 ≤2mm)

완전 적층판

(두께 ≥2mm)

인장 5000 5000

압축 2600 3000

전단 52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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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치명설계 특징에 대한 강도와 손상허용을 시연하기 위해, 감항당국은 하위 

구성품 및 구성품 수준, 세부사항에 대해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허용 변형률은 복합재료의 허용오차를 선택할 때 충격 후 거의 눈에 보이지 않

는 손상강도까지의 강도감소를 고려하는 설득력 있는 논거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 위 표의 손상허용 변형률 값은 온습(Hot wet) 물성치의 열화가 상온건조(Room 

temperature dry) 물성치의 50% 미만일 때에만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

지 않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안전계수로 6.0을 적용한다.

- 위 변형률 값은 신청자가 보호층, 허용할 수 있는 충격부위, 재료 물성의 고려를 포

함하여 복합재 구조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없는 설계상의 운용영역 내 특정 손상에 

대한 다른 증거(e.g. 분석적 증거; 전형적인 복합재료에 대한 분석; 시편시험; 복합

재 검사를 반복되는 동반한 착륙 시연시험)를 입증할 경우 증가할 수 있다.

UL.13.2 조류 충돌

  UAV의 조류충돌 보호는 반드시 의도된 UAV 크기, 용도, 기술적 제약조건에 따

라 반드시 감항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UL.14 설계 형상은 주요구조부위(PSE) 및 필요한 조종계통 검사, 조정, 정비 및 

수리를 위한 접근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UL.15 신청자는 반드시 지속적 감항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 지침을 공표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11 구조설계 기준(ME1 참조) 및 스트레스 해석 결과.

ME12 환경적 성능저하에 대한 보호 기준 기술서.

ME13 우발적 및 간헐적 손상 원인에 대한 보호기준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하는 

해석 및 시험 결과 기술서

ME14 접근성에 대한 기술서

ME15 감항성 유지를 위한 지침 세트가 운용교범 내에 제공되어 있음.

ER.1.2 추진체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추진계통(엔진, 적절한 경우 수직양력장치)의 완전성은 반드시 정의된 초과마진을 

적용한 추진계통의 운용 범위 내에서 실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추진계통의 운용수

명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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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Detailed Arguments)

UL.16 엔진 (Engine)

UL.16.1 감항당국의 동의하에 스파크 및 압축 점화방식 엔진 장착 시 반드시 부록 

다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감항당국의 동의하에 전기 엔진 장착 시 반드시 부록 라의 요구사항을 준

수해야 한다.

감항당국의 동의하에 터빈 엔진 장착 시 반드시 부록 마의 요구사항을 준

수해야 한다.

 UL.16.2 추진장치는 정비, 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UL.16.3 화재 위험은 반드시 UL. 30.3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화재 위험이 위험요소평가체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 감지장치를 UAV에 우선적으로 내장하여 경고사항을 UCS/UCB에 전달 운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UL.16.4 엔진 냉각

 (a) UA 운용 환경에서 반드시 엔진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냉각될 수 있도록 설

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필요시 엔진주변부를 포함한다.

 (b) 엔진 또는 구동시스템의 냉각 팬 블레이드 보호(*).

  (1) 엔진 또는 수직양력장치 구동계통에 냉각 팬이 장착된 경우, 냉각 팬 고장 시 

반드시 UAV 보호수단과 안전하게 착륙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음사항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i) 팬 블레이드는 고장 시 제한된 공간 내에 있어야 한다.

   (ii) 고장 시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토록 각 팬의 위치를 정해야한다.

   (iii) 각 팬 블레이드는 다음조건에 의해 제한되는 작동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의 

1.5배인 극한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A) 엔진에 의해 직접 구동되는 팬의 경우 

     (1) 통제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엔진 종극 r.p.m. 

     (2) 과속 제한 장치 하에서 엔진 종극 r.p.m.

    (B) 수직양력장치 구동시스템에 의해 구동되는 팬의 경우, 과도상태를 포함하여 

운용 시 예상되는 최대 수직양력장치 구동시스템 회전속도.

    (1) UL.11.1에 따른 피로 평가가 수행되지 않는 한 냉각 팬 블레이드가 공진 

조건에서 UAV의 운용 한계 내에서 운용되지 않음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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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16.5 엔진 진동

  (a) 반드시 엔진 또는 UAV의 일부부위에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b) 수직양력장치 및 수직양력장치 구동시스템을 엔진에 연결 시 반드시 엔진의 주

요 회전 부품에 과도한 진동이나 진동 응력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UL.RE.13)

  (c) 수직양력장치 구동시스템에 과도한 진동을 받는 부품이 없어야 한다.

UL.17 출력 및 무 출력 상태의 수직양력장치

  장착된 출력 및 무 출력 수직양력장치는 반드시 부록 바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UL.17.1 설계

UL.17.1.1 동력식 수직양력장치 또는 OEI기능이 구현된 다발 엔진을 사용하는 수

직양력장치에 오토로테이션 기능이 구현된 경우

각 수직양력 구동계통은 반드시 각 엔진을 주․보조 양력장치로부터 자

동으로 분리하는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UL.17.1.2 오토로테이션 능력이 구현된 경우 엔진을 주 양력계통 및 보조 양력계

통에서 분리한 후 오토로테이션 제어에 필요한 각 수직 양력장치가 주 

양력계통에 의해 계속 구동되도록 하기 위해 구동시스템을 반드시 배치

해야 한다.

UL.17.1.3 수직양력장치 구동시스템에 토크제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장치가 운용 

중일 때 반드시 출력전달 상태의 UAV를 지속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위

치를 정해야 한다. 수직양력장치 구동시스템에 토크제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장치가 운용 중일 때 반드시 UAV를 계속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UL.17.1.4 수직양력장치 구동시스템은 엔진으로부터 수직양력장치 허브, 덕트 팬 

구동 허브 또는 보호대가 있는 수직양력장치 허브로 출력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기어 박스, 샤프트, 유니버

셜 조인트, 커플링, 수직양력장치 브레이크 조립체, 클러치, 샤프트용 

지지 베어링, 보조 보기류 패드 또는 구동, 수직양력장치의 일부이거나 

부착된 또는 장착된 냉각 팬, 팬 또는 보호대가 있는 수직양력장치 구

동시스템이 포함된다.

UL.17.1.5 오토자이로 시스템의 경우, 오토로테이션 모드에서 반드시 양력발생에 

필요한 각 수직양력장치 사용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적절하게 계속 운

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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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17.1.6 오토자이로 시스템의 경우, 전방 쪽으로 추력이 손실될 때 오토로테이

션 제어에 필요한 각 수직양력장치가 항공기의 전진 운동에 의해 반드

시 계속 구동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UL.17.1.7 수직양력장치 / 팬 브레이크

  엔진과 독립적으로 구동시스템의 회전을 제어하는 수단이 있는 경우 해당 수단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반드시 식별하고 그 수단에 대한 제어가 반드시 부주의한 운

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제한 및 제어는 반드시 설계 운

영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UL.17.1.8 수직양력장치 / 팬 브레이크 제어

 (a) 비행 중에 수직양력장치 / 팬 브레이크를 부주의로 작동하는 것이 반드시 불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b) 이륙 전에 수직양력장치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경우 반드시 승무

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16 필요한 입증자료 전체와 함께 엔진 제작사의 충족 확인서, 안전평가보고서, 

필요시 화재 확산에 대한 분석결과 또는 시험 결과와 함께 화재탐지 및 경

고시스템 설명서 및 화재발생시 처리절차 설명서 

ME17 필요한 입증자료 전체와 함께 프로펠러 제작사의 충족 확인서.

ER.1.2.1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추진계통은 명시된 한계 내에서 환경 영향 및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비행

조건에서 요구되는 추력 또는 출력을 반드시 발생시켜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18 추진계통 적합성

UL.18.1 프로펠러 설계 및 제작 시 압력 배출 및 배수을 도입할 경우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 각 프로펠러, 팬 또는 로터 블레이드

   (1) 블레이드의 내부압력을 배출하는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블레이드는 반드시 배수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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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블레이드는 반드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b) (a)(1) 및 (2)항은 운용 중 예상되는 최대 압력차에 견딜 수 있는 밀 폐식 

로터 블레이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UL.18.2 중량 평형

  (a) 수직양력장치와 블레이드는 다음사항을 위하여 반드시 중량평형이 맞어야 한다.

   (1) 과도한 진동방지

   (2) 최대 전진속도까지의 모든 속도범위에서 플러터 방지

  (b) 균형추 설치시의 구조건전성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UL.18.3 수직양력장치 블레이드 간극

   운용조건에서 수직양력장치 블레이드와 다른 구조물 사이의 간극이 블레이드가 

구조물의 어떤 부분에 부딪치지 않도록 반드시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UL.18.4 지상공진 방지수단

  (a) 지상공진을 방지하는 수단의 신뢰성은 반드시 해석 및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운용 실적 또는, 시험을 통해 단일 수단의 오작동 또는 고장이 지상공

진을 유발하지 않음을 실적으로 입증해야한다.

  (b) (a)에 의해 요구된 시험동안에는 운용 중 예상되는 진동범위, 지상진동 방지 

수단의 완충작용 범위를 수립하고 조사해야 한다.

  (c) 운용 중, 지상공진 방지수단의 감쇄작용이 가능한 변화범위는 수립되어야 하

고 (a)에서 요구된 시험 과정을 통해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

UL.18.5 엔진 및 수직양력장치 장착시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야 한다(UL.RE.1, UL.EE.1, UL.TE.1, UL.P.1 참조).

UL.18.6 UL.0으로 식별된 UAV 설계상의 운용영역 요구사항과 UL.16, UL.17, 

UL.18.1, UL.18.2 및 UL.18.4에 따라 검증된 엔진과 동력 및 무동력 상

태에서 수직양력장치 한계 간의 성능 적합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비행시연은 우선적으로 더 가혹하고 힘든 운영조건에서 수행해야 한다.

UL.18.7 UL.0에서 식별된 UAV 설계상의 운용영역 요구사항과 UL.16, UL.17, 

UL.18.1, UL.18.2 및 UL.18.4에 따라 검증된 엔진과 동력 및 무동력 상

태에서 수직양력장치 한계 간의 환경 적합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UAV 동력장치의 냉각장치는 엔진 제조사가 가용한 전체 운용조건

에서 설정한 온도제한범위 내에서 반드시 추진계통 구성품 및 엔진내의 

유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비행시연은 우선적으로 더 가혹하고 힘든 

운영조건에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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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18.8 공기흡입구

 UL.18.8.1 공기흡입구(왕복엔진 장착의 경우)

 - 공기흡입 계통은 UL.0.에서 정의된 운용조건에서 엔진이 필요로하는 공기를 반

드시 공급하여야 한다.

 - 만일 UL.0.에서 정의된 운용조건이 결빙조건에서 운용이 포함할 경우, 공기흡입 

계통은 반드시 방빙과 제빙수단을 가져야 한다.

 UL.18.8.2 공기 흡입구 (터빈 엔진 장착 시)

 - 터빈엔진 장착 시 반드시 엔진이 허용하는 최대 뒤틀림한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배유장치, 환기구나 가연성 유체를 사용하는 구성품으로부터 위험할 수준의 연

료가 넘치거나 누설되어 엔진 흡입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수

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공기흡입 덕트는 이륙, 착륙 및 지상주행 시 우선적으로 위험량 이상의 외부물

질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UL.18.9 배기시스템 (해당되는 경우)은 반드시 UAV에 화재위험을 주지 않으면서 

배기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해야 한다.

UL.18.10 왕복 및 터빈 엔진을 장착한 경우, UAV의 전기계통은 반드시 엔진 점화

와 엔진 전자 제어 장치의 운용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18 감항당국에 의해 동의된 요구사항 적합성, 분석, 지상 및 비행 시험 입증자

료에 대한 기술서

ER.1.2.2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추진계통의 제작에 사용되는 제조공정 및 재료는 반드시 알려져 있고 재현 가능한 

구조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운영환경과 관련된 자재성능의 모든 변경사항을 반드

시 고려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이 필수 요구사항은 UL.16 및 UL.17을 준수하여 충족되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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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1.2.3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반복하중, 환경, 운영열화 및 후속 부품고장의 영향으로 추진 시스템의 무결성이 

반드시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 감항

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침을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이 필수 요구사항은 UL.16 및 UL.17을 준수하여 충족되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해당 없음

ER.1.2.4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추진계통과 UAV 간의 안전하고 정확한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모든 지침, 정보 및 

요구사항을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이 필수 요구사항은 UL.16 및 UL.17을 준수하여 충족되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해당 없음

ER.1.2.5 연료계통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인증된 UAV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료소요량이 반드시 안전하게 엔진으 

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전기엔진에서는 전력을 연료로 간주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19 스파크점화 및 압축점화방식 엔진용 연료계통

 UL.19.1 연료계통은 운용범위 전체에서 엔진이 필요로 하는 조건에서 필요한 양

의 연료유량을 반드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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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19.2 각 연료탱크의 사용불가 연료량은 반드시 시험으로 설정하여야하며, 의

도한 운항 및 기동 중 엔진 연료고갈의 첫 신호가 발생할 때의 연료량

보다 반드시 적어서는 안 된다.

 UL.19.3 연료탱크는 진동에 의한 마모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하며, UAV 장착 

상태에서 가해지는 관성하중을 반드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UL.19.4 연료탱크 및 관련 지지 구조물은 우선적으로 연료가 가득 찬 연료탱크로 

최대 극한 가속 중에 발생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UL.19.5 탱크 구역에서 연료증기 축적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반드시 최소화되어야 

한다.(예 : 각 탱크의 환기 등)

 UL.19.6 연료탱크에 있는 모든 구성품의 노출부 표면 최대온도는 탱크 내 연료 또는 

연료 증기의 예상되는 가장 낮은 자기발화 온도보다 반드시 안전여유를 가

진 상태로 낮아야 한다. 탱크 내부의 모든 구성품의 전체 운용조건 및 고

장 또는 오작동 작동에서도 이 요구사항의 충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UL.19.7 엔진 최대 허용수준의 오염물질 및 수분에 관련된 엔진 제작자 규격을 

충족하는 연료가 엔진에 공급됨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있어

야 한다.(예 : 수분 및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한 배출장치, 세

척 및 교환을 위해 접근 가능한 연료여과기 또는 필터)

 UL.19.8 연료관은 반드시 적절하게 지지되고 진동과 마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UL.19.9 엔진주변과 같은 고온부에 위치한 연료라인은 반드시 내화성이거나 내화

이 있는 보호덮개로 보호해야 한다.

 UL.19.10 안전 분석결과(예 : 엔진 화재위험, 차단 밸브 고장영향, 온도센서 고장 

영향 등을 고려한)에 따라, 운용자가 원격으로 조작 할 수 있는 연료차

단 밸브 적용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19 연료계통 기술서 및 시험 결과

표준(Detailed Arguments)

UL.20 전력 하부계통 : 배터리 팩, 관련 전력관리용 전자회로 및 배터리 충전기



- 27 -

 UL.20.1 전기엔진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배터리는 반드시 운용범위 전체에서 엔진

과 전기 장비에 필요한 전압과 전류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축전기 스위치는 이중으로 설계해야한다.(*)

 UL.20.2 전력하부계통 용 전압감지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UL.20.3 배터리는 UAV 장착 상태에서 가해지는 관성하중을 반드시 견딜 수 있어

야 한다.

 UL.20.4 모든 배터리의 장착 규정, 환경 및 용도는 배터리 제조업체가 설정 한 모

든 성능, 운용 및 안전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UL.20.5 배터리의 과열 / 폭발 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있어

야 한다. (예 : 냉각, 온도 감지기, 능동형 배터리 관리 시스템).

 UL.20.6 전기엔진 적용 시 최악의 환경조건에서 배터리 잔여용량 부족 지시 시현

의 기준이 되는 최소전압 임계값을 우선적으로 정해야 한다. UAV 운용

자가 UAV회수절차에 즉시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배터리 부족 경고가 

UCS/UCB에 제공되어야 한다. 비행교범에 반드시 배터리 부족 경고 발

생 시 처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UL.20.6.1 배터리의 충전잔량은 반드시 UCS/UCB에 시각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UL.20.7 전기엔진 적용 시 경우 배터리 충전기는 반드시 UAV의 일부로 간주

해야 한다. 충전기에는 반드시 고장 및 충전 상태 표시기가 있어야 

한다.

 UL.20.8 배터리 보관, 작동, 취급, 정비, 안전제한사항 및 배터리 상태에 관한 정

보는 반드시 해당 매뉴얼에 제공되어야 한다.

 UL.20.9 가능하면 UL.0에 따라 반드시 해수에서 사용시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20 배터리 설명서 및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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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1.3 시스템 및 장비(Systems and equipment)

ER.1.3.1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UAV는 반드시 의도한 운용조건에서 위험사례가 있었던 설계상 특징이나 세부 내

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21 신청자는 설계기준이 표준 항공 절차나 정통한 공학법칙에 기반한 설계기

준에서 파생하였음을 우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예시) 

- 전기 계통은 과부하 방지장치(퓨즈나 회로 차단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전기적 접지(bonding)가 우선적으로 보증되어야 한다. 

- 전선은 반드시 예상되는 전기부하를 수용할 수 있는 굵기(게이지)가 되어야 한다. 

- 필요한 곳에는 능동적인 습기배출 기능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예, 정압측정 장치)

- 가연성 유증기가 축적될 수 있는 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배출 및 환기장치가 제공

되어야 한다.

- 전기 계통은 기계적인 손상 및 유체, 증기 또는 열원에 의한 손상이 최소화 되도

록 장착되어야 한다. 

UL.22 신청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명 전반에 걸쳐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 사건

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 시 예방 및 시정도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UL.23 감항당국에 충분한 수준의 신뢰제공을 위해 UL.0에 따른 전체 설계상의 운용영

역에 대한 분석을 위해 형식인증 전에 반드시 비행시험 결과를 축적하여야 한다.

 - 비행시험 수행 계획을 반드시 감항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비행시험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기술 현안은 반드시 보고 및 분석되고, 필요

시 시정조치되어야 한다.(*) 

 - 발생현황 및 현항별 조치사항은 감항당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에 반드시 제공

되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21 설계 기준 (ME1 참조)

ME22 안전 추적시스템에 대한 기술서

ME23 비행시험 결과 누적현황 증빙자료 및 문제점 추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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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1.3.2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형식인증에서 요구되거나 운용규칙(예, 운용항공교통(OAT)에 따른) 과 일반 항공

교통(GAT)에 의한 해당 체계․장비․장치와 함께 UAV는 반드시 해당 체계, 장비 또

는 장치의 운용 환경을 감안하여 운용영역 전체 및 정의된 여유치(Margin)를 포함

한 모든 예측가능 한 운용조건하에서 의도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형식인증 또

는 운용 규칙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기타의 체계, 장비, 장치는 정상적 기능 여부

에 상관없이 반드시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타 

체계, 장비, 장치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또한 체계, 장비 및 장

치는 반드시 특별한 기술이나 힘을 요구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24 장비

 

UL.24.1 모든 장비는 필요 시 결빙조건을 포함하여 UL.0의 설계상의 운용영역 내

에서 적합하게 기능해야 한다. 

UL.24.2 장비규격서 및 설계 및 성능 입증서(DDP)

- 장착된 모든 장비에 대해 UAV 제작자는 해당 UAV 상위 수준 요구사항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기술규격서를 입증해야 한다. 

- 모든 장비는 반드시 적용규격에 대한 충족을 입증하는 해당 제작자에 의해 승인

되고 발급된 설계 및 성능 입증서(DDP)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를 갖고 있어야 한

다(해외도입 주요기능 구성품도 DDP를 확보해야 한다)(*).

UL.24.3 모든 인증된 장비의 장착기능, 환경과 사용 목적이 반드시 모든 성능, 작동 

및 안전한계치를 충족해야 한다. (장비가 자신의 규격을 충족함을 의미)

UL.24.4 UA 항적을 통제하고 항법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각 측정장비에서 요구

되는 최소 정확도가 반드시 UAV 제작사에 의해 확립되어야 하며, UA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UL.24.5 각 측정 장비는 필요에 따라 반드시 보정되어야 한다.(예, 대기속도 센서) 

UL.24.6 특정 장비의 고장이 기능상실 또는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참사수준의 영

향을 줄 수 있는 잘못된 데이터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감항당국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결함 탐지/분리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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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24.7 적어도 필수적인 기능에 대한 자체진단시험(BIT) 실행 기능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예시)

UAV

컴퓨터 체크썸/데이터링크 상태

GPS 수신기
전원공급, 자체검사 또는 배경 

BIT로부터 수신기 고장 지시

마더보드 전압미달/온도

링크가 가용할 경우 UA 결함 및 상태정보가 운영자에게 시현하기 위해 반드시 

UCS/UCB에 전송되어야 한다.

UCS/UCB

컴퓨터 체크썸/데이터 링크 상태

마더보드 전압미달/온도

UL.25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주는 UAV의 각 세부계통(예, UAV, UCB/UCS, 데이

터링크 등)은 UL.0에 식별되어 있는 모든 운용조건 하에서 반드시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각 세부계통의 모든 기능을 식별하여야 한다. 

- 각 세부계통의 운용 환경을 식별해 놓아야 한다. 

- 세부계통 수준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모든 환경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예, 진동, 습도, EMC/HIRF 등)

- 장착된 장비의 기타 세부계통이나 품목의 작동이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주는 세

부계통의 작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험계획은 반드시 감항당국에 제공되어야 한다. 

UL.26 명령 및 통제 데이터링크 세부계통

 UAV는 UAV 조종을 위하여 반드시 다음의 기능을 갖는 명령 및 통제 데이터링크 

(예; 무선 주파수 링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UAV 운용자의 명령을 UCS/UCB로부터 UAV에 전송(상향링크)

- UAV로부터 UAV 상태 데이터를 UCS/UCB로 전송(하향링크). 

  UAV 상태 데이터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항법정보, UAV 운용자의 명령에 대한 

반응과 UL.32에 따른 장비작동인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UL.26.1 명령 및 통제 데이터링크는 다른 UCS/UCB 및 UAV 장비와 전자기적으로 

적합성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EMI 및 EMV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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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26.2 데이터링크 성능

- 전 운영 고도범위에 대한 최대유효범위가 결정되어 운영자의 운영교범 내에 제공

되어 있어야 한다. 

- 지연시간이 설정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조건의 함수로서 운용교범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연시간은 어떠한 비행제어계통 운용모드(해당되는 경우, 수동 직

접조종 모드 조건 포함)에서 불안전한 조건을 초래하면 안 된다.

- 동일한 UCS/UCB 내의 한 데이터링크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UA 명령 및 통제의 

전환 수행이 불안전한 조건을 절대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 UCS/UCB 시현 기에 제공되어야 하는 최소 정보는 UL.32에 나와 있다. 

- 잠재적인 데이터링크의 완전 두절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연결 능력에 악영향을 

알리는 경고신호가 운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예, 안테나를 가리

는 자세로 접근, 데이터링크 최대 송달거리에 접근 등)

 
 UL.26.3 데이터링크 두절의 경우 반드시 일정 시간이내에 감항당국과 합의된 비행형

태로 자동복구절차가 명령 및 통제 데이터링크 재설정을 시도하여야 한다.

  재획득에 실패할 경우

- 운용자에게 반드시 경고되어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경고가 음향, 시각 또는 둘 다

인지 여부를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 이 경고는 인지하여 중지 시킬 때 까지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소리가 나거나 시현

되어야 한다. 

- 반드시 두절 시 계획을 수립하여 감항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데이터링크 두

절 시 계획은 반드시 운용자의 운용교범에 명시하여야 한다. 

UL.27 UCS/UCB

UL.27.1 UCS/UCB는 비상 및 회수절차를 포함하여 UL.0 내의 설계상의 운용영역

상의 모든 조건 하에서 설계된 모든 임무를 안전하게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이 정확하게 기능함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UL.27.2 UCS/UCB는 반드시 UL.32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시현할 수 있어

야 한다.

UL.27.3 UCS/UCB의 인간-장치간의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UL.0 내의 설계상의 운용

영역상의 모든 조건 하에서 설계된 모든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보 배열, 모든 외부 조명환경 조건에서 정보 가독성, 음

성 신호(적용되는 경우) 및 알림신호는 반드시 특별하게 고려하여 제공해야 

한다. 반드시 조작 시 간섭 및 오 조작 위험을 반드시 최소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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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27.4 감항당국의 동의한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항공교통관제소(ATC)와의 양방

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계통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될 경우)

UL.27.5 자동조종 및 운영자 명령을 포함하여 UCS/UCB와 UA 간의 주고받는 비

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감항당국이 동의한 데이터 기록장치가 우선

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UL.32에 따른 동일한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기

록되어야 한다(*). 

UL.27.6 UCS/UCB 전기계통(장착된 경우)은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내부 및 외부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 

- 전기 감전이 방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정전기, 낙뢰 및 EME 위험에 대해 보호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UL.27.7 UCS/UCB 전원공급 장치는 반드시 정상 및 고장 조건에서 작동 시 불안전

한 상태를 야기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UCS 최소 전

력요구사항을 반드시 UAV 운용 교범에 명시 하여야 한다. 

UL.28 탑재장비 

UL.28.1 탑재장비는 올바르게 기능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UAV의 

비행안전 및 조종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UL.28.2 탑재장비는 반드시 타 구성품과 전자기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

UL.28.3 탑재장비(레이저를 포함하여)에 의해 야기되는 운용요원, 지상요원 또는 제3

자에 대한 모든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반드시 평가되고 최소화되어야 한다.

UL.29 통합 

운영에 필요한 UA, UCB/UCS, 데이터링크, 발사/회수 장비(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시스템이 모두 함께 작동될 때 반드시 적합하게 기능을 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24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에서 세부계통으로 그리고 장비 규격서로 상세 요구사

항 개발 증거 + DDPs 집합문건 

ME25 기능 및 환경시험 결과

ME26 기능 시험 + EMI/EMC 시험 결과

ME27 기술 설명서 + 기능시험 + 휴먼-머신 인터페이스 평가

ME28 탑재장비 정상 기능 및 고장이 기타 UA 세부계통에 미치는 영향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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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29 감항당국이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우선적으로 ME23에

서 주어진 증거가 충분하여야 함. 

ER.1.3.3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통제소, 데이터링크 등 개별적으로 고려되며 서로 연관되어 있는 통제소를 포함한 

UAV, 장비 및 수반되는 장치는 반드시 발생확률이 극단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단일고장이 참사수준의 고장상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고장조건 확률과 UAV, 운용요원, 지상요원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간에는 역함수 관계가 있어야 한다. UAV의 크기와 광범위한 형상 (군용 특수 시스

템 및 운영을 포함한)에 대한 허용 값이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헬리콥터, 소

형이거나 단발엔진 비행기 및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운용하는 비행체 4) 상의 

일부 부품이나 계통이 본 단일고장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4: 무인기 감항인증 목적은 기본적으로 지상에 있는 사람 보호이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30 UAV(UA, UCS/UCB, 데이터링크 그리고 UAV 운용에 필요한 기타 모든 장

비를 포함한)는 최소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체계안전에 대한 평가 

수행 후 결과를 감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감항당국에 의해 동의된 위험평가체계(HRS) 정의('부록 사' 참조) 

- 기능위험요소분석(FHA)(SAE ARP 4761 “민간 항공 시스템 및 장비에 관한 안전

평가 과정 수행지침 및 방법” 또는 유사한 민간 또는 군용 표준 참조)

- 고장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FMECA)(SAE ARP 4761 “민간 항공 시스템 및 장비

에 관한 안전평가 과정 수행 지침 및 방법” 또는 유사한 민간 및 군용 항공 표준서) 

- 참사수준 또는 위험 수준의 심각도를 갖는 고장조건에 대해 고장계보 분석

(FTA)(SAE ARP 4761 “민간 항공 시스템 및 장비에 관한 안전평가 과정 수행 지

침 및 방법” 또는 유사한 민간 및 군용 항공 표준서)

- 안전분석은 반드시 다음 사항에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UL.30.1 발생가능성이 높은 모든 위험요소와 사고사항은 반드시 식별해야 하며, 

해당 사고가 일어나는 순서를 반드시 특정 짓고 수반되는 위험요소를 반

드시 확인해야 한다.

UL.30.2 참사 수준의 사건(추진체, 항법, 데이터링크, UCS/UCB 등을 포함한 모든 UAV 

및 세부계통의 기여 요인을 포함)에 대한 비행시간 당 누적 확률은 반드시 감

항당국이 동의한 위험평가체계의 누적안전 요구사항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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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30.3 식별된 모든 안전요소는 반드시 기술적 제약사항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수

준으로 경감되어야 하며, 각 고장 조건은 반드시 감항당국이 동의한 ‘부

록 사’의 위험평가체계 기준에 따라 수락되어야 한다. 

UL.31 소프트웨어 개발보증수준 

UAV에 통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우선적으로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안전 

신뢰수준으로 의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UL.31.1 소프트웨어 안전 계획은 안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소프트웨

어 개발 보증 증빙자료와 하드웨어 설계 범위 내에서의 안전사용 분석자

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UL.31.2 감항당국에 의해 동의된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보증절차는 소프트웨어 수

준을 위한 프로세스 목표와 산출물에 대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RTCA DO-178 / ED-12 또는 AOP-52도 적용 가능)”에

서 정한 접근 방법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만일 동등한 표준을 적용할 

경우 이 표준을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감항계획은 우선

적으로 감항당국에 제출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UL.31.3 소프트웨어 개발보증수준(DAL)은 우선적으로 안전 분석에서 추론한 개발

보증수준과 함께 결정된 잠재적 고장조건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여도에 기

반을 두어야 한다. 이 DAL 할당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고장조건 최소 소프트웨어 DAL

참사 수준 B

위험 수준 C

중대 수준 D

경미 수준 D

적합한 아키텍처 선택(중복여유, 파티셔닝, 모니터링, 구별성, 독립성 등)

은, 만약 SAE ARP-4754 기준에 적합한 상기 DAL에 대한 어떠한 등급

하향에 대해 감항당국이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인정될 수 있다. 

 UL.31.4 프로그램가능 논리장치(PLD)를 사용하는 신규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보증수준 과정은 특정의 특수조건 사용에 대해 반드시 감항당국이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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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31.5 기존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반드시 감항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자

는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한 프로세스 목표와 ‘무기체계 소프트웨

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또는 감항당국이 동의한 표준에서 정의한 절차

목표간의 상호비교 참조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는 반드시 기

존 소프트웨어 신뢰성이 동등 수준임과 UL.30.3과 상당수준임을 제시해

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30 안전평가보고서

ME31 감항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는 최소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아키텍처 및 DAL 할당

- 소프트웨어 인증계획

- 소프트웨어 형상지침 

- 소프트웨어 성과종합서

ER.1.3.4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안전한 비행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불안전한 조건에 관한 정보는 명확하고 일관성

이 있으며 명확하게 해당 운용자나 정비요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신호 

및 경고방송을 포함한 시스템, 장비 및 조작기는 반드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32 UAV 설계기능의 복잡성에 따라 신청자는 발생할 수 있는 고장상태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여 UL.0 내의 설계상의 운용영역 상에서 안전한 운용을 위해 

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다음에 관한 최소정보를 반드시 식별하고 감

항당국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UAV(예; 위험지역 경고, 기본 조립 지시계)

        - UCS/UCB(예; 경고, 알림, 비행 데이터, 항법 데이터, 추진장치 데이터, 

기타 세부계통 데이터)

        - UAV 운용에 필요한 장비(예; 안테나 장치 또는 배터리 충전기)

UL.32.1 우선적으로 UCS/UCB에 UAV의 안전 운용에 적절한 갱신율로 시현되어야 

하는 최소 비행 및 항법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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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대기속도 

- 대지속도 

- 압력고도 및 관련된 설정고도

- 기수 

- 궤적

- 계획된 지상궤적 및 실제 UAV 비행경로 편차와 함께 운용자에 의해 축적이 조정

될 수 있는 지도 상의 소형 UAV 위치(UL.44.3 참조)

- 거리, 방위각 및 고도의 가시선(LOS) 데이터링크 송신/수신기에 상대적인 소형 

UAV 위치

- 반자동 비행조종모드(예, 고도고정, 기수고정, 속도고정)가 작동될 경우 UAV로 

전송된 비행 및 항법명령 인자는 반드시 시현되어야 한다.

- 최소 및 최대속도 제한치(UL.2.1 참조) 및 해당되는 속도경고 

- UAV 자세

- 수직속도

- 항법계통 상태

- 가속도계 (g 제한초과를 피할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 수동 직접 조종 상태에서 제한

치 초과를 피하기 위함) 

UL.32.2 안전한 운용에 적합한 갱신 율로 UCS/UCB 내에 우선적으로 시현되어야 

하는 최소 추진계통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왕복 및 터빈엔진의 경우 각 연료탱크에 남아 있는 사용가능 연료량 및 연료 소

모율에 대한 정보가 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전기식 엔진의 경우 남아 있는 배터리 충전 수준에 관한 정보가 운용자에게 우선

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규정된 최소 및 최대 제한 치에 접근, 도달 또는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의 및 경

고 알림과 함께 엔진 RPM, 엔진 실린더 헤드(내연엔진의 경우) 또는 배기가스 

(터빈엔진의 경우) 또는 케이스(전기식 엔진의 경우) 온도 등과 같은 엔진 건전성 

상태를 지시할 수 있는 수단

UL.32.3 최소한 업링크 및 다운링크의 강도 및 건전성(프레임/비트 에러율), 데이

터 링크 관련 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안전한 운용에 적절하고 안정

적인 갱신율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 UCS/UCB는 UAV 및 감시되는 모든 세부계통의 상태를 자동 진단 및 감시 능력

이 포함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다음의 색상으로 해당되는 경고지시를 UAV 운용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적색. 경고 정보 (즉각적인 교정조치를 요하는 위험을 나타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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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 주의 정보 (향후 교정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

- 녹색. 안전한 운용 정보 

UL.33 UL.0의 요구조건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정상기능조건 또는 고장 

조건 모두 포함)에서도 대처 능력이 있는 평균수준의 훈련된 UAV운용자가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명확하고, 일관적이고 모호하지 않게 UCS/UCB에 

시현되어야 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일반적으로 훈련된 평균 수준의 운용자

의 검사, 시뮬레이션 및 비행시험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32 운용자에게 시현되는 최소 정보에 대한 설명서

ME33 “최소 운용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효과도에 대한 입증

ME34 정비요원에게 제공될 최소 정보에 대한 기술서

ER.1.3.5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협으로부터 UAV, 운용요원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

화하기 위해 UAV 내․외부 기기의 심각한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호방안을 포함한 

설계 예방조치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35 외부 위협 

UL.35.1 UL.0의 따른 설계상의 운용영역에서 정의한 강우․우박․번개․혹한기․혹서기․
모래․먼지․HIRF 등 모든 기상조건에서의 반드시 UAV의 특성을 정하고 입

증해야한다. 

UL.35.2 안전에 위험수준 또는 참사수준의 영향을 주어 기능 상실이나 오판을 초

래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UAV 장비(중복 여유 장비 포함)은 

반드시 해당 환경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UL.25 참조). RCTA DO-160 

또는 MIL-STD-810이 UAV 장비 환경시험에 대한 기준 문서로 우선적으

로 사용되어야 한다. 

UL.35.3 동일한 UCS/UCB에 의해 둘 이상의 UAV를 동시에 운용, 또는 두 UCS/UCB 

간 한 대의 UAV 통제권 이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사고발생

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 예방책 및 운용 제한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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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35.4 두 대 이상의 UA를 근접하여 동시 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 식

별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설계 예방책 및 운용 제한치가 작성되어야 한다. 

UL.35.5 최소 외부조명 계통을 식별하고 감항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UL.36 내부 위협 

UL.36.1 반드시 장비의 부정확한 장착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 기능이 있어

야 한다.(예, 잘못된 위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장착)

UL.36.2 야전에서 운용자가 구조물 조립 시(해당하는 경우)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위험이 적합한 경감 해법(예, 적합한 접합부 설계특성, UA에 표시된 경고

사항, 비행전 점검 등)에 의해 최소화되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UL.36.3 UAV가 기능 및 구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장

비 파손이나 고장의 후속 영향성을 제한 및 고립시키기 위한 설계 기능을 

우선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UL.36.4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UL.30의 안전 분석에 추가하여 감항당국

이 장착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다루기 위한 위험구역분석

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다. 

UL.36.5 UA 운용자를 시스템 내의 한 요소로써 고려하여 모든 운영환경조건(UL.0

에 따른) 하에서 UAV가 정상적인 기능 성능으로 모든 비행제어계통의 작

동모드로 운용 시 사람의 과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모든 위

험요인을 반드시 식별하여 감항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감해야 

한다. (*)

UL.36.6 사람의 과실에 수반되는 위험을 포함하여 고장 상태에서 저하된 성능의 

UAV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위험을 반드시 식별하여 감항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감해야 한다.(*) 

UL.36.7 EMRADHAZ : 시스템 설계는 전자기 방사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반드시 

사람과 해당 시 연료와 무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MIL-STD-464를 기준으

로 사용할 수 있다. 

  UL.36.7.1 사람은 반드시 승인된 현행 표준서(예, 미국 DoDD 6055.11 또는 

EU-ICNIRP)에 규정되어 있는 허용 가능한 노출 한계를 초과하는 전

자기 에너지 장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 39 -

  UL.36.7.2 데이터링크 안테나로부터의 최소 안전거리가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 수치가 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필수 정보는 반드시 비

행교범에 명시되어야 함 : 최소 안전거리는 우선적으로 안테나 장치

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35 합리적으로 발생 가능한 외부 위협, 도출된 위험요소, 설계 완화, 최종적인 

운용 제한 완화 내용에 대한 설명서

ME36 타당한 내부 위협, 유도된 위협, 설계상의 위협 경감 방안, 최종적인 운용 

제한 경감 내용에 대한 설명서, 인간 과실 분석, 구역위험분석(감항당국 요

구시), EMRADHAZ 시험 및/또는 분석 보고서

ER.1.4 UAV 유지감항

ER.1.4.1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UAV 형식 인증된 감항기준이 UAV의 운영수명 전반에 걸쳐 유지되도록 반드시 감

항성 유지를 위한 지침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37 UAV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지침이 식별되고 제공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반드

시 해당 UAV의 감항성 유지에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검사, 교체(예를 들면, 수명제한 부품), 조정, 윤활이 요구되는 UAV 구조물, 

엔진, 프로펠러 및 기타 세부계통의 감항성 유지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반드시 

다음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UL.37.1 UAV 정비 계획 및 지침뿐만 아니라 비계획 정비를 위한 지침(시스템 및 

세부계통 완전분해정비 및 재생 일정계획 포함).

UL.37.2 UAV 수리 및 교체 지침

UL.37.3 UAV 고장탐구 정보

UL.37.4 UAV 구조물 검사 주기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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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37.5 UAV 보급 정보

UL.37.6 UAV 조립 및 분해 지침 (마이크로 UAV와 같이 적용되는 경우)

UL.37.7 운용전, 조립이 요구되는 UAV의 경우 반드시 비행 전 및 비행 후 구조건전

성 점검(및 모든 지시된 도구 요구사항)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37 감항성 유지 지침이 제공되는 데이터량에 적합한 교범이나 교범류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교범이나 교범 류의 양식은 반드시 감항당국의 동의를 받

아야 하나 법령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UA 상에 적절한 표식이 필

요할 수도 있다.

ER.1.4.2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감항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부품 및 장비의 검사, 조정, 윤활, 제거 또는 교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38 감항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부품 및 장비의 필요한 검사, 조정, 윤활, 제거 

또는 교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38 감항성 유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공된 수단에 대한 기술서

ER.1.4.3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감항성 유지 지침은 반드시 제공되는 데이터양에 적합한 양식이어야 한다(예, 종이 

또는 전자식). 이 지침에는 반드시 정비 및 수리 지침, 보급 정보, 고장탐구 및 검

사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37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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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37에 따를 것

ER.1.4.4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감항성 유지 절차에는 필수 교환주기와 검사주기 및 관련 검사절차와 같은 감항성 

제한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39 교범 작성 시 필수교환 주기, 검사 주기 및 관련된 검사절차가 서술된 특별 장절

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감항 제한사항”이란 명칭으로 별도로 

구분해야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39 해당 교범 및 교범류 내에 ME37에 따른 “감항 제한사항” 부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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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2 시스템 운영에서의 감항 측면

ER.2.1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시스템 운영 기간 동안 지상에서의 만족스런 안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 조

항들이 다루어졌음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ER.2.1.1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승인된 UAV 운용의 형태들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며, 환경 제한사항 및 성능을 포

함하여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제한사항 및 정보들이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구조, 엔진, 기어박스, 수직양력장치 관련 구성품 그리고 UL.0의 설계상의 운용영역

에서 식별된 한계치 내에서의 일반 UAV 세부계통 건전성은 이전에 입증이 되었다. 

따라서, UAV 비행 특성들로부터 기인한 측면들만이 이 부분에서 다뤄질 것이다.

<주기>

다음 항목에서의 성능은 질량과 균형, 환경적 요소, 바람 등을 고려하여 UL.0의 설

계상의 운용영역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의 최소값으로 우선적으로 정의할 수있다.

 
UL.40 운용의 형태 

UL.40.1. UAV 설계 특성들을 감안하여 UAV 운용 승인이 될 공역 등급이 식별되

어야 한다.

UL.40.2. UAV에 해당하는 정지 또는 움직이는 모든 플랫폼들이, 발사, 명령 및 통

제 그리고 귀환을 포함하여 반드시 안전 및 감항성 수준이 유지됨을 보

장하도록 UAV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UL.41 최소 운용 속도에서의 성능 

 (a) 제자리비행 시 상승한계는 반드시 인증이 요청된 중량, 고도 및 온도 범위 전

반에 걸쳐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1) 이륙 시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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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면효과 발생범위 내의 UAV에서 정상이륙절차와 고도일치

 (b) 상기 (a) 항에 따라 결정된 제자리비행 상승한계는 반드시 표준대기조건․최대 

중량에서 최소 915m(3000 ft)가 되어야 한다.

UL.42 이륙/발사

UL.42.1 이륙(Take off)

  (a) 이륙은 이륙 동력 및 회전수에서 가장 불리한 무게중심의 상태에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한다

   (1) 이륙과 착륙 인증이 요구되는 표준해면고도에서 최대고도까지의 고도 영역

에서, UAV 운용자의 특별한 기술 또는 특별히 양호한 조건이 요구되지 않

아야 한다

   (2) 단일 또는 모든 엔진 고장이 반드시 재난적 또는 위험적 수준 고장조건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b) 상기 (a)항은 반드시 인증이 신청된 고도, 온도, 무게의 범위를 만족시켜야한다.

UL.42.2 재래식 이륙이나 수동 또는 사출기를 이용해 UAV 발사 시 인원, 제3자, 

장비 및 재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지역에서는 반드시 이륙 안전추

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람, 항법 정확도, 통신 지연 등이 이륙 안전추

적 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UL.42.3 최대이륙중량의 UAV를 수동발진 시 모든 발진조건에서 안전한 이륙 절차

와 설정방법을 반드시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UL.42.4 자동 이륙 시스템이 제공되는 경우,

 - UAV에는 반드시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자동 이륙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자동 이·착륙 모드가 시작되면 모든 프로세스가 완전히 자동적이어야 하고 

UAV 운용요원은 UAV 통제소에서 명령 및 조종 데이터링크를 통해 이륙을 

감시한다. UL.42.5에 따라 요구된 수동 중지를 제외하고 어떤 수동 "조종 

입력"의 수행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b) 자동기능은 UAV 공중 제어법칙 알고리즘 내에 존재하며 전체적인 중복여유 

또는 비행제어계통의 안전 등급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항법 및 비행

경로 추적 입력을 활용한다. 데이터링크를 통해 외부 센서가 사용될 경우 

데이터링크 두절 시에도 반드시 항공기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비행하는 것

이 보장되어야 한다.

  (c) 자동시스템은 정상작동 중에 예상되는 형상 또는 추력변화 및 다른 외란의 

결과로써 불안전한 지속 진동 또는 부적절한 자세 변화나 제어 행위를 야기

시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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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42.5 수동 중지 기능

UAV 이륙 계통에는 반드시 다음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자동 이륙 계통은 반드시 수동 중지 명령 기능이 있어야한다. 이 기능은 반드

시 UAV 운용요원이 다음의 경우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다.

  (1) "이륙포기점" 에 이르기까지 UAV의 이륙 및 착륙 또는 제자리 비행의 중단.

  (2) "착륙 포기점" 이전에 복행과 같이 안전하게 수행되어야 할 착륙단계 동안 

복행 또는 제자리 비행의 시작.

  (3) 이륙 중단 및 제자리비행으로 복귀 착수

 (b) UAS 비행 교범에 반드시 구체적인 복행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

UL.43 상승 (Climb)

UL.43.1 정상 상승률(Steady rate of climb)은 반드시 최대 연속 출력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a) 인증이 요구되는 속도에서

  (b) 해면고도로부터 인증 신청된 고도까지

  (c) 인증 신청된 중량 및 온도에서

UL.44 항법 정확도 (Navigation accuracy)

UL.44.1 항법 정확도는 감항당국에 의해 반드시 동의되어야 하며, 모든 UAV 운용 

모드에서 설정된 지상 경로점, 고도 및 속도의 최대 오차에 대해 비행시

험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 비행 중에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고도오차가 발생될 

경우 지상통제소에 "경고 표시"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UL.44.2 가능한 최악의 항법정확도에 관한 정보가 비행교범을 통해 UAV 운용자에

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UL.44.3 비행조종계통을 자동 또는 반자동 모드로 선택하였을 때 기 계획된 비행

경로에서 과도한 편차(사업관리기관에 의해 동의된)가 발생 할 경우 경로

편차 경고가 반드시 시현되고 조치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ER.2.1.5 참조).

UL.45 활공 (Glide)

UL.45.1 활공 성능

다음 조건의 오토로테이션 시 최소 강하률에서 속도와 최대 활공각에서의 속도는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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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최대 중량

  (b) 신청자가 정한 수직양력장치의 속도

UL.45.2 최적의 활공 거리를 달성하기 위한 활공 성능과 지침들이 비행교범을 통

해 운용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UL.46 착륙(Landing)

UL.46.1 착륙 절차가 신뢰성이 있고, 반복 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안전 운영이 될 

수 있음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a) UAV는 다음의 조건에서 과도한 수식 가속이 없고, 튀어 오름, 전복, 지상 

회전, 돌고래 운동(porpoise)의 경향 없어야 하며, UAV 운용자의 뛰어난 기

술이나 주의력 요구 없이 착륙 할 수 있어야 한다.

   (1) 해당 UAV 형식에 적합하고 신청자가 선정한 접근 및 활공 속도

   (2) 한 개 엔진 미작동 

UL.46.2 UAV의 재래식 착륙, 낙하산 또는 실속착륙으로 인원, 제3자에, 장비 및 

재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착륙 안전추적이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한다. 바람, 항법 정확도, 통신 지연 등이 착륙 안전추적 결정

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해당될 경우). 

UL.46.3 고도-속도 영역 제한

  (a) (3)항에 해당하는 출력 고장 조건에 따라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없는 고도와 

전진속도(호버 포함)의 조합이 있을 경우, 다음의 범위 전체에 걸쳐 해당 조

건에 대해 반드시 제한적인 고도-속도 영역(모든 관련 정보 포함)을 설정해

야 한다.

   (1) 최대 중량(해수면에서)에서 a항에 포함된 각 고도에 대해 신청자가 선택한 

낮은 무게까지.

   (2) 해발 고도에서의 중량은 최대중량 또는 지면효과를 벗어나서 제자리비행이 

가능한 가장 무거운 중량보다 작을 수 없다

  (b) 적용가능 한 동력 고장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단발 엔진 헬리콥터형 UAV의 경우, 완전한 오토로테이션(해당될경우)

   (2) 복수엔진 헬리콥터의 경우, 한 엔진 부작동(나머지 엔진들의 지속적인 작동

을 할 수 있는 엔진 분리기능 있는 경우) 하며, 나머지 엔진들이 인증 신청

된 최대 출력 상태에 있는 조건(해당될 경우)

   (3) 기타 회전익 UAV의 경우, 해당 형식에 상응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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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46.4 낙하산 회수

  - 반드시 최저 낙하산 전개고도를 선정하고 이정보를 운용자에게 제공해야한다.

  - 낙하산을 이용한 정상 착륙시 반드시 과도한 수직 방향 가속, 튕겨 오르는

(bounce) 경향, 전복(nose over), 이상 선회(ground loop)나 지상을 스치며 

날아가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 반드시 착륙 정확도를 결정해야한다. 

 

UL.46.5 자동 착륙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경우는 다음과 같다.

 - UAV에는 다음의 요구조건에서 반드시 자동 착륙계통을 포함해야 한다.

  (a) 자동 착륙 모드가 활성화되면 과정이 완전 자동화되고 UAV 운용자가 명령 및 

제어 데이터링크를 통해 UAV 통제소의 착륙을 모니터링 하지만, UL. 42.5에 

따라 수동 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수동 “조종입력”의 수행도 필

요로 하지 않는다.

  (b) 자동기능은 UAV 공중 제어법칙 알고리즘 내에 존재하며 전체적인 중복여유 또

는 비행제어계통의 안전 등급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항법 및 비행경로 

추적 입력을 활용한다. 데이터링크를 통해 외부 센서가 사용될 경우 데이터링

크 두절 시에도 반드시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c) 자동시스템은 정상작동 중에 예상되는 형상 또는 추력변화 및 다른 외란의 결

과로써 불안전한 지속 진동 또는 부적절한 자세 변화나 제어 행위를 야기시키

지 않아야한다.

UL.46.6 자동 착륙

  (1) 일단 자동착륙모드가 작동되면, 접근, 제자리비행, 착륙은 완전히 자동이며, 

회전익 UAV의 비행경로, 속도, 엔진 설정, 정지비행, 접지 지점 및 구동은 자

동 착륙 시스템에 의해 제어된다. 

  (2) 접근 중 발생하는 수렴창(convergence window)의 기 정의된 한계치로부터

의 고장이나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착륙 포기 지점” 전에 자동복행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UL.46.7 수동 중지 기능

UAV 착륙 계통에는 반드시 다음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자동 착륙 계통에는 반드시 수동 중지 명령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기능은 UAV 

운용자가 다음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 안전한 복행을 위해 착륙단계에서 착륙 거부 지점에 도달하기 전 복행 또는 

제자리비행을 착수

  (2) 착륙 거부 지점 후 제자리비행 및/또는 복행으로 복귀 착수

 (b) UAS 비행 교범에 반드시 구체적인 복행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

UL.46.8 비행 교범은 반드시 착륙 절차와 성능이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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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40 UA 비행이 승인되는 공역 등급과 운용되는 지상 이외의 플랫폼에 대한 규정

ME41 비행 시험 및 분석 보고서(UL41)

ME42 비행 시험 및 분석 보고서(UL42)

ME43 비행 시험 및 분석 보고서(UL43) 

ME44 비행시험 보고서 (UL44)

ME45 비행시험 및 분석 보고서 (UL45)

ME46 비행시험 및 분석 보고서 (UL46)

ER.2.1.2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UAV는 예상되는 모든 운용 조건들과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회수 시스템 작동까

지 안전하게 조종이 가능하여야 한다. DUO의 긴장, 비행 조작대 환경, 업무부하 

및 기타 인체 공학적 고려사항들 그리고 비행 단계와 그 기간들에 대한 고려가 반

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47 조종성 및 기동성

UL.47.1 비행제어계통(UAV의 고도, 속도 및 궤도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센서, 구동

기, 컴퓨터 및 기타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은 우선적으로 아래의 운용 모

드로 UAV를 조종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자동 모드 : 비행제어계통에 의해 UAV 고도, 속도 및 비행경로가 완전히 통제되

어야 한다. 필요한 비행계획을 탑재하거나 변경하는 것 외에 UCS

로 부터의 어떤 입력도 필요하지 않다.

 - 반자동 모드 : UAV 운용자가 고도, 방향 및 속도와 같은 외부 루프 파라미터를 

명령하면 비행제어계통이 명령받은 외부 루프 파라미터를 달성하

기 위해 UAV 조종면을 구동한다. 

 - 수동직접조종 모드 : UAV 운용자가 직접 UAV 조종면을 조작하는 명령을 한다. 

이 모드는 이착륙과 같은 일부 비행 단계와 감항당국이 인

정한 비상조건에만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예, 감항당국

이 동의한 이륙 및 착륙 또는 비상 상태).

UL.47.2 UCS/UCB 내에는 UAV 운용자가 비행제어계통의 현재 작동모드를 반드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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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47.3 조종성 및 기동성

 a) UAV는 다음을 포함한 모든 비행 단계 동안 UL.0에 따른 가장 위험한 운용 조건

들 하에서 모든 비행제어계통 작동 모드들과 수동직접조종 모드로 반드시 안전

하게 조종 및 기동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 정속비행 시

  (2) 다음을 포함하는 형식에 적합한 모든 기동 시

   (i) 이륙

   (ii) 상승

   (iii) 수평비행

   (iv) 선회비행 

   (v) 활공

   (vi) 착륙(동력 및 무동력) 그리고

   (vii) 오토로테이션 접근 중 취소하고 동력 비행으로 복귀

 b) Cyclic 조종 여유는 반드시 아래조건의 VNE에서 롤과 피치(roll and Pitch) 조

종에 충분해야 한다.

  (1) 임계(critical) 무게;

  (2) 임계(critical) 무게 중심;

  (3) 임계(critical) 수직양력장치 RPM 그리고

  (4) 무동력 및 동력

 c) 신청자에 의해 결정되고, 승인된 전 방향 풍속한계는 반드시 UAV가 지면 위 또

는 그 부근에서 측풍 이륙, 측면 비행 및 후방 비행과 같은 어떠한 기동의 유형

에서도 반드시 조종력을 상실하지 않고 운용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1) 표준 해수면 조건에서부터 UAV가 가능한 최대 이/착륙 고도 또는 신청자가 

결정하고 규제기관이 승인한 밀도고도 중에 작은 고도까지

   (i) 임계(critical) 무게;

   (ii) 임계(critical) 무게 중심; 그리고

   (iii) 임계(critical) RPM.

 d) UAV는 최대하중과 최대 연속출력조건에서 결함발생으로 엔진이 완전히 고장난 

이후의 속도와 고도 범위 내에서 반드시 조종이 가능해야 한다. 동력 상실 후 

어떤 상황에서도 시정조치를 위한 시간지연은 다음보다 적어야 한다.

  (1) 순항조건 : 1초(또는 규제자에 의해 승인된 시간)

  (2) 그 외 다른 조건 : 1초(또는 규제자에 의해 승인된 시간)

e) UL.49에 따라 무동력 VNE가 설정된 UAV의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반드시 임계 

중량, 임계 무게 중심, 임계 RPM 상태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1) UAV는 동력 상태의 VNE에서 마지막 작동 엔진이 작동하지 않은 뒤 무동력 

VNE로 반드시 안전하게 감속해야 합니다.

  (2) 1.1무동력 VNE의 속도에서 Cyclic 조종 여유는 반드시 무동력 상태에서 롤과 

피치(roll and Pitch) 조종에 충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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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47.4 UL.5.4에 따른 돌풍과 조우할 경우 반드시 UAV의 비행역학적 반응 특성

을 묘사해야 하며 잠정적인 제한치(UL.0에 따른 설계상의 운용영역을 감

안한)를 확정하여 운용 교범에 명시되어야 한다. 

UL.48 트림(해당될 경우)

비행제어계통은 트림 사용 시 반드시 UAV의 최대 조종능력이 유지되고 동적 특성 

및 안전 여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UL.49 VNE

(a) VNE는 반드시 다음의 값을 갖도록 설정해야 한다. 

 (1) 74 km/h(40 knot)(CAS) 이상

 (2) 다음 중 적은 속도 이하

  (i) UL.2.3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전진속도의 0.9배

  (ii) UL.8의 규정에 따라 입증된 최대 속도의 0.9배

  (iii) 전진블레이드 팁 마하수 효과를 일으키는 최고 속도의 0.9배

(b) 만약 UAV가 영향요소에 따라 관련 제한치를 자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VNE는 고도, RPM, 온도와 중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c) 오토로테이션 기능이 적용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 시 안정화된 추진장치 정

지 상태의 VNE는 (a)에 준하여 설정된 VNE 속도보다 적게 설정할 수 있다.

 (1) 무동력 VNE는 동력 상태의 VNE와 다음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속도의 

중간 값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i) 인증이 요구되는 속도

    (ii) 해수면으로부터 인증이 요구되는 고도까지

    (iii) 인증이 요구되는 중량과 온도

UL.50 안정성 (추가적인 지침은 부록 아 참조)

UL.50.1 UAV은 운영 중 통상적으로 마주치는 모든 조건에서 인증 신청된 중량과 

무게중심의 모든 조합으로, 비행제어계통에 의한 증강 및 수동직접조종상

태(manual direct piloting conditions)를 포함한 모든 운용 모드들에서 

종축, 방향축 및 횡축 안정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UL.50.2 서로 다른 비행 조건들과 비행제어계통의 비행 모드 전환 간 모든 축의 

전환 반응은 의도된 비행경로에 대한 최소의 초과량으로 반드시 유연하

고 수렴적인 감쇠 특성을 보여야 한다.

UL.50.3 안정성 해석은 계산이나 모델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에 추가하여 반드시 

관련 비행시험 결과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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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50.4 안정성은 수동직접조종 상태(해당될 경우)에서 데이터링크 지연을 고려

하여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UL.50.5 DUO의 유도 진동(PIO) 경향성은 특히, 수동직접조종 상태의 비행 특성

들에(해당될 경우) 대해 반드시 안전해야 한다. 

UL.51 조종 과실 가능성이 최소화되어 있음을 시범하기 위한 DUO의 업무 부하 

및 수동직접조종(해당될 경우)을 포함한 비행제어계통의 모든 운용 모드들

과 모든 비행 단계들의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비상 상황 및 가능한 회피 기동 상황들에서의 업무부하도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47 비행시험보고서

ME48 비행시험보고서

ME49 비행시험보고서, 모델 기반의 분석 결과가 충분한 것으로 감항당국에 의해 

간주될 수도 있음.

ME50 모델 분석 및 비행시험

ME51 업무부하 평가를 포함한 비행시험 보고서

ER.2.1.3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가능한 모든 운용 상태 하에서 뛰어난 조종기술, 경각심, 긴장 또는 업무부하를 요하지 

않고 어떤 비행 단계에서 다른 비행단계로 반드시 유연한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52 가능한 모든 운용 조건 하(복수 엔진 UAV가 어떤 엔진의 갑작스런 고장 시 

통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조건들을 포함하여)에서 어떤 비행 단계나 상태

에서 다른(선회 및 미끄러짐(slips) 포함) 단계나 상태로 UAV의 운용 제한

을 초과하는 위험없이 유연한 전환이 반드시 가능하여야 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정상 비행 조건에서 회복단계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발

사 단계와 정상 비행 조건으로부터의 전환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52 비행시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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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2.1.4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UAV는 DUO가 수행해야 하는 요구사항들이 비행 단계와 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너무 과도하지 않는 조종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ER 2.1.2 적용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해당 없음

ER.2.1.5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정상운용, 고장 및 비상상황들에 대한 절차가 반드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53 비상 회수 능력 

UL.53.1 UAV는 다음으로 구성되는 비상 회수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정상 비행을 즉시 종료하기 위한 비행 종료 시스템, 절차 또는 기능

 - 제3자에 대한 위험 최소화를 위해 주요한 고장으로 인한 결과를 경감하기 위하여 

위험상황별로 UAV 운용자의 명령이나 기 설정된 조작과정의 수행을 통한 비상회

수 절차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상기 두 가지 선택사양들의 모든 조합 

UL.53.2 비상회수능력은 가장 부정적인 환경 조건의 조합에서 전 비행영역에 걸쳐 

반드시 의도한바 대로 기능이 수행되야 한다. 

UL.53.3 비상회수능력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UL.54 충돌회피기동

비행 중 충돌위험 최소화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충돌회피 기동방법이 우선적으

로 UAV의 기동성에 따라 조사되고 식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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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55 엔진정지 절차

추력 상실을 유발하는 엔진 고장의 경우, 반드시 다음사항을 적용하여 적절한 절

차를 정립하여 비행교범에 수록해야 한다(*).

UL.55.1 UAV는 강제착륙 지역에 도달할 때 까지 반드시 충분한 조종 및 기동성을 

보유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UL.55.2 비상전력은 그 신뢰성과 지속시간이 상기 UL.55.1절을 충족하도록 반드

시 설계되어야 한다. (국제표준대기(ISA)에서의) 해면고도에 대해 인증된 

최대고도로부터 활공 및 강제착륙 지역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지속시간

에는 UAV 승무원이 해당 고장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조치를 취하

는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다.

UL.55.2 비상전력은 그 신뢰성과 지속시간이 반드시 UL.55.1절을 충족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최대인증고도에서 국제표준대기조건에서의 해수면고도까

지 활공을 수행하는 것과 불시착 지역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UAV

운용자가 결함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해야 한다. 

UL.55.3 엔진 정지절차는 반드시 UL.53에 명시된 비상회수회복능력 보유여부를 

고려하여 분석한다.

UL.56 비행교범은 반드시 다음의 상황에서 

     - 정상 운용

     - 고장조건, 비상조건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선정한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사전에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 비상회수능력(비행교범에 회

수할 영역의 크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받아들일 수 있는 충돌 회피 기동방법

UAV 운용자가 운용절차, 운용한계, 성능정보 모두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운용 절차 

     - 운용 제한사항

     - 성능 정보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53 기술적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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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54 비행시험보고서

ME55 기술적 설명서

ME56 비행교범

ER.2.1.6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정상 비행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또는 기타의 방지수단들이 형

식에 맞도록 반드시 제공되어 있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57 UAV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UL.57.1 자동이나 반자동 운용모드에서 UAV는 모든 불안전한 조건을 피하기 위해 

비행영역 내에 유지되도록 비행제어계통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UL.58 참조).

UL.57.2 수동직접조종모드(해당되는 경우)에서, 운용자는 모든 불안전한 조건에 

접근할 때 충분한 여유를 갖고 경고를 제공받아야 한다. 

UL.58 비행영역 보호(해당되는 경우)

UL.58.1 비행영역 보호는 다음과 같이 비행제어계통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 영역보호기능들의 특성은 비행 단계 및 기동 형태에 대해 반드시 유연하며 적합

하여야 한다.

 - 보호되는 비행요소들의 제한 값들은 반드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UAV 구조 제한치

 - 수직양력장치 구성품의 회전속도 제한 (예, 로터블레이드, 팬 블레이드 등)

 - UAV에 요구되는 안전한 조종 기동 

 - 참사수준의 고장조건을 고려한 안전율 적용

 - 수직양력장치 구성품의 실속제한

 - 엔진 및 변속기 토크제한

 - UAV는 반드시 의도적인 다이나믹한 기동 시 제한치 범위 내에서 반응하여야 

한다. 

 - 작동 감쇠나 초과작동 과도반응과 같은 동적 특성은 반드시 기동성과 관련 제한 

변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 비행제어계통의 특성은 반드시 비행영역보호 제한값과 다른 내부 비행제어 제한

값의 조합으로 인해 지령된 출력 내에서 잔류진동을 유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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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58.2 다수의 비행영역 보호 제한 기능이 동시 작동 시, 반드시 부정적인 연동 

또는 우선순위와 다르게 작동해서는 안 된다.

 UL.58.3 신청자는 비행제어계통에 의해 유지되는 비행영역보호 제어계통 내에서

의 경계선들과 우선순위를 반드시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57 UA 비행영역 보호 설계특성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

ME58 UA 비행영역 보호 설계특성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

       - 모델 시뮬레이션 분석

       - 비행시험 보고서

ER.2.1.7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UAV와 그 시스템들의 특성은 마주칠 수 있는 비행영역 한계점들로부터 반드시 안

전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59 모든 운용모드에서 접할 수 있는 비행영역의 한계점으로부터의 무사귀한은 

반드시 시뮬레이션으로 입증해야하며, 비행시험을 통해 우선적으로 입증해야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59 비행시험보고서

ER.2.2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운용 제한사항들과 기타 정보들은 반드시 운용자들에게 

가용하여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비행의 안전한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불안전한 조건들에 관련된 정보가 UL.32 및 

UL.33 조항에 따라 UCS/UCB 내에 시현되어 있어야 한다. 

UL.60 UAV 운용자에게 제공된 비행교범은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모든 운용제한사

항들과 기타 정보들을 반드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정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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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60 비행교범

ER.2.3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시스템 운용은 불리한 내부 및 외부조건들(환경 조건 포함)로부터 발생되는 위험

들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ER.2.3.1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특히, 최소한 악 기상, 낙뢰, 조류충돌, HIRF, 오존 등 뿐만 아니라 체계 운용 중 

발생이 예상되는 현상들에 노출되는 경우가 반드시 고려되어 있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35 및 UL.36를 따른다.

특히 환경시험은 UL.35.2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조류충돌은 UL.13을 고려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해당 없음

ER.2.3.2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적용되는 경우, UCS/UCB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화재, 연기, 독성 가스를 포함하

여 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의 적합한 보호기능들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27 및 UL.30을 따른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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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2.3.3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UCS/UCB는 반드시 상황판단 제공 및 예상되는 모든 상황과 비상 시 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운용자가 비행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UCS/UCB 환경은 운용자가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해서는 반드시 안

되며, 조작장치 설계 시 조작장치를 작동할 때 반드시 간섭과 오작동을 피할 수 있

도록 되어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27, UL.32, UL.33을 따른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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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3 조직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조직은 설계, 제작 또는 정비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ER.3.1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설계(비행시험 수행조직 포함), 생산(제조) 또는 정비활동에 관련되는 조직들은 반

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R.3.1.1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조직은 반드시 직무범위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이 수단은 시설, 인

력, 장비, 공구와 자재, 과업기록, 책임 및 절차, 관련자료 접근권한관리와 기록관

리 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조직은 업무 범위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사항에 국한

되지는 않는다. 

 - 시설, 인력, 장비 공구 및 소재, 책임 및 절차에 관한 문서, 관련 데이터 접근

성 및 기록유지. 

ER.3.1.2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조직은 반드시 이 표준의 필수 감항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관리시스템을 이행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이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62 신청자는 반드시 감사가 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이행, 문서화, 운용 및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반드시 안전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고려

해야 하며, 요구사항 결정으로부터, 개발단계, 생산, 운용 등 폐기까지의 모

든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는 안전과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확실히 고려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 속에 우선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반드시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와 준비사

항을 상세히 기술하고, 프로젝트의 안전 주요일정을 정의하는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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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UAV 전 수명주기 동안 안전

이 달성되고 유지됨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사업의 안전요구사항과 

일반 관리과정 간의 연계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감항당국은 재량에 따라 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감사할 수 있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62 본 요구사항 충족에 대한 최소한의 증빙자료로 안전관리 계획이며, 이는 안전

관리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신뢰 달성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 문서이다.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지침은 부록 '자'에 나와 있다.

ER.3.1.3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조직은 반드시 이 표준의 감항필수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충족을 보장하기 위해 필

요 시 관련된 타 관련 조직과의 업무분장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64 조직은 본 감항필수요구사항의 지속적인 충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시 관

련된 타 관련 조직과의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64 안전관리계획 (부록 '자' 참조)

ER.3.1.4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조직은 시스템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형식 설계의 유지 감항”) 목표에 기

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ER.3.1.2절에 따른 관리시스템과 ER.3.1.3절에 따른 업무분

장에 사용되어야 하는 발생보고 및 조치 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65 조직은 시스템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형식설계의 유지 감항”) 목표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ER.3.1.2절에 따른 관리시스템과 ER.3.1.3절에 따른 

업무분장에 사용되어야 하는 발생보고 및 조치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65 안전관리계획 (부록 '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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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3.2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정비교육 조직의 경우 ER.3.1.3 절 및 ER.3.1.4 절에 따른 조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표준(Detailed Arguments)

해당없음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해당없음

ER.3.3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UAV 이관(UAV 통제권 변경) (적용이 필요할 경우)

표준(Detailed Arguments)

UL.66 두 개의 UCS/UCB 간 UAV 이관이 설계되어 있는 UAV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UL.66.1 모든 UAV 운용자에게 통제 중인 UCS/UCB가 반드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UL.66.2 UAV 통제이관 과정 중 반드시 조종이 유지되어야 한다. 

UL.66.3 UAV 통제이관 과정 중 이전되어야 하는 명령 및 통제(조종) 기능은 반드시 

감항당국의 동의 및 해당 UAV 비행교범 내에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UL.66.4 두 개의 UCS/UCB 간 통제이관으로 인한 불안전한 상황 유발이 반드시 발생

되어서는 안된다.

UL.66.5 통제 중인 UCS/UCB는 반드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UL.67 하나의 UCS/UCB가 복수의 UAV를 명령 및 통제(조종)하도록 설계되어 있

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UL.67.1 각 UA의 안전한 운용과 비상상황에 충분한 최소한의 UAV 운용자가 반드

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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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67.2 UAV 데이터는 반드시 오인식과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UCS/UCB에 시현되어야 한다. 

UL.67.3 UA 운용자가 명령과 통제(조종)권을 갖고 있는 각각의 UAV에 대해 반드시 

오인식과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UAV조종이 가능하여야 한다.

UL.67.4 모든 계기지시와 경고는 반드시 각 UAV 운용자에게 오인식과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용하여야 한다.

UL.68 UCS가 UAV 조종을 위해 한 개 이상의 워크스테이션을 갖는 경우는 다음

과 같아야 한다. 

UL.68.1 모든 운용자에게 반드시 통제 중인 워크스테이션이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UL.68.2 UAV 통제이관 중에 반드시 확실한 조종이 유지되어야 한다. 

UL.68.3 UAV 통제이관 중에 이전되어야 하는 명령 및 통제(조종) 기능은 반드시 

감항당국에 의해 동의되고 해당 비행교범 내에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UL.68.4 동일한 UAV UCS 내에서의 UAV의 통제 이관이 반드시 불안전한 상황을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UL.68.5 통제 중인 워크스테이션은 반드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UL.69 UCS/UCB가 복수의 UAV를 감시하도록 설계된 경우, 반드시 해당 UAV 운용자

가 지휘 및 통제(조종)하고 있는 UAV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ME66 기술적 설명서 + 비행시험보고서

ME67 기술적 설명서 + 비행시험보고서

ME68 기술적 설명서 + 비행시험보고서

ME69 기술적 설명서 + 비행시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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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4 무장 및 장착물 통합

장착물이란 UAV로부터 비행 중 분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분리목적이 아니더

라도 UAV의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되는 장착대 및 투하장비 모두를 의미한다. 장

착물은 폭탄, 연료 및 분무탱크(영구적으로 부착 또는 분리될 수 있는), 자동전파

발신 부표, 살포기, 표적, 기만체, 외부 장착대, 통신 중계 장비를 포함한다.

ER.4.1 기총/로켓 통합 및 인터페이스 (Gun/rocket integration and interface)

ER.4.1.1 기총/로켓에서 유발된 환경 (Gun/rocket induced environments)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기총(소형총기 류 포함)/로켓 작동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이 총구발사와 과도압력, 

반동, 가청진동, 냉각, 배출, 인간공학요소 및 UAV 하중 등 UAV의 제한사항 안에 

있음을 검증해야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70 기총(소형총기 류 포함)/로켓 발사로 인한 과도압력, 진동/음향 및 무장 공

급/배출에 대해 설정된 UAV 제한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불발관리 및 기총 

재밍으로 인해 안전비행, 참사 수준의 사고 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범, 시뮬레이션, 검사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개발시험

평가/운용시험평가(DT&E/OT&E) 기간 중 최초 장착 시험, 품질검증 시험, 물리적 

체결 점검, 정적 지상발사시험, 체계통합시험(SIL), 안전 분석, 안전 분리 인증 시

험으로 검증되고, UAV 장착은 확인/검증(Val/Ver) 시험으로 검증한다.

ER.4.1.2 가스 및 화염 위험요소 (Gas and plume hazards)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기총(소총 포함)/로켓에서 발생하는 가스 및 화염이 UAV, 탑승 및 지상요원에 대

해 안전비행 위험요소를 생성시키지 않음을 검증해야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71 기총(소형총기 류 포함)/로켓 작동 중 화염으로부터의 가스 및 입자들이 엔

진 정지, 실속, 또는 손상을 유발하지 않으며, UAV로부터 발사된 탄환이 

안전거리를 벗어날 때까지 신관/뇌관이 작동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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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범, 시뮬레이션, 검사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개발시험

평가/운용시험평가 (DT&E/OT&E) 기간 중 최초 장착 시험, 품질검증 시험, 물리적 

체결 점검, 정적 지상발사시험, 체계통합시험(SIL), 안전분석, 안전분리 인증 시험 

및 실발사 시험으로 검증되고, UAV 장착은 확인/검증(Val/Ver) 시험으로 검증된다.

ER.4.1.2.1 센서 위험요소 (Sensor hazards)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무장 발사 시 가스 및 화염이 주요 센서 또는 조사 무기체계 (예. 레이저, 레이더, 

등)의 차폐로 인해 불안전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음을 검증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72 폭발영향, 파편 및 무장 발사율에 대한 센서, 표적획득 및 조사반응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센서 및 조사 무기체계 성능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범, 시뮬레이션, 검사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개발시험

평가/운용시험평가 (DT&E/OT&E) 기간 중 최초 장착 시험, 품질검증 시험, 물리적 

체결 점검, 정적 지상발사시험, 체계통합시험(SIL), 안전분석, 안전분리 인증시험 

및 실 발사시험으로 검증된다.

ER.4.2 장착물 통합 (Stores integration)

ER.4.2.1 장착물 간격 (Store clearance)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장착물/UAV 인터페이스가 지상 및 비행 운용기간동안 불안전한 조건을 만들지 않

으며 정비요원에게 불안전한 환경을 생성하지 않음을 검증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73 장착물과 주변장비(임무대체장비(AME), 장착대 및 발사대 등)에 장착물의 

장착, UAV의 무장 정비, 비행 중 진동 및 장착물 투하 시 UAV, AME, 기타 

장착물과 접촉이 없도록 충분한 간격을 보유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범, 시뮬레이션, 검사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장착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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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V간의 인터페이스가 STANAG 3899, MIL-HDBK-1763, MIL-STD-1289 및 

MIL-STD-8591에 따라 검증해야한다. 안전분리 인증을 받으며 UAV 장착은 확인/

검증(Val/Ver) 시험으로 검증하고, 장착물 장착교범에 의한 시범으로 장착/탈착 절

차를 검증해야 한다.

ER.4.2.2 안전 분리 (Safe separation)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UAV/장착물 발사 또는 분리탈거(jettison) 시 비행영역 전체에 걸쳐 장착물이 UAV

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됨을 검증해야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74 장착물이 위험한 공력하중 및 모멘트, 엔진손상, 프로펠러 손상, 장착물과UAV

간의 충돌, UAV의 외표면 손상 또는 중요한 조종기능에 손상이나 간섭을 유발

하지 않고 UAV/장착물 운용 비행영역 전반에서 분리탈거 될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범, 시뮬레이션, 검사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안전분리

는 전산유체역학(CFD) 모델, 풍동시험, 안전분리 비행시험 및 MIL-STD-1289의 요

구사항 및 MIL-HDBK-244와 MIL-HDBK-1763에서 적용한 지침에 따라 검증한다. 

ER.4.2.3 장착물, 장착대 그리고 투하장비 구조 건전성 

         (Store, suspension and release equipment structural integrity)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장착물 또는 장착대 및 투하장비 그리고 UAV가 UAV/장착물 운용 비행영역 선도

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75 장착물이 위험한 공력하중 및 모멘트, 엔진손상, 프로펠러 손상, 장착물과UAV의 

충돌, UAV 기체의 임의 표면 또는 중요한 조종기능에 손상이나 간섭을 야기하

지 않고 UAV/장착물 운용 비행영역 전반에서 강제로 분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범, 시뮬레이션, 검사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장착물 

및 장착대/투하 장비의 구조적 건전성이 유한요소모델(FEM), 전산유체역학(CFD) 

모델, 풍동시험, 장착운반 비행시험, 사출/강제투하 시험 및 MIL-STD-8591의 요

구사항에 따라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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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4.2.4 전기적 인터페이스 (Electrical interfaces)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요구된 장착물 전체 형상들에 대해서, 전기적 인터페이스가 불안전한 장착물 작동

이나 UAV와의 상호작용을 야기하지 않음을 검증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76 UAV의 전기적/논리적 인터페이스들이 정의되어 있으며 장착물의 우발적인 

분리/발사/강제투하 및 폭발을 방지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범, 시뮬레이션, 검사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UAV 

전기적/논리적 인터페이스들이 체계통합시험(SIL), EMI/EMC 시험, 전자기 방사 

무장위험요소(HERO) 시험, 비행시험 및 MIL-HDBK-244의 요구사항에 따라 검

증한다. 

ER.4.2.5 장착물에서 유발된 환경 (Store induced environments)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인가된 사용영역에서 장착물에 의해 유도되는 환경이 UAV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

과 UAV에 의해 유도되는 환경이 장착물을 장착하고 비행, 발사, 분리, 사출하는 동

안 장착물에 영향을 주는 것이 UAV 안전비행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77 장착물 운반, 강제투하 또는 발사가 위험한 공력 하중이나 모멘트, 엔진 손

상, 장착물과 UAV과의 충돌, UAV의 표면 손상, UAV 환경제어계통(ECS)에 

과부하, 중요한 조종기능들에 손상 또는 간섭을 야기하여 안전비행(SOF) 문

제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범, 시뮬레이션, 검사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UAV 및 

장착물 적합성이 전산유체역학 (CFD) 모델, 풍동시험, 장착운반 비행시험, 사출/강

제투하 시험 및 MIL-HDBK-1763, MIL-STD-8591 및 MIL-STD-1289의 요구사항

에 따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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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4.2.6 장착물 운용 안전 (Safe store operations)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장착물 운용이 모든 안전측면에서 UAV 조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

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78 장착물 운반, 강제투하 또는 발사가 위험한 공력하중이나 모멘트, 엔진손

상, 장착물과 UAV 간의 충돌, UAV 표면 손상, UAV 환경제어계통(ECS) 과

부하, 중요한 조종기능들의 손상 또는 간섭을 야기하여 안전비행(SOF) 문

제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범, 시뮬레이션, 검사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물리적 

체결 및 기능, 장착/설치 절차, 공탄성 지상진동시험, 풍동시험, 고정형 장착물/장

착 장비에 대한 UAV의 영향, UAV에 대한 장착물/장착 장비의 영향, 환경 진동 시

험, 항공소음 시험, 전자기 무장위험요소(HERO) 시험, EMC/EMI, 탄도표, 극한 온

도 및 열 시험, 체계통합시험(SIL) 및 개발시험․운영시험으로 검증한다. 

ER.4.2.7 장착물 형상 (Store configurations)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UAV에 대한 모든 무장 장착물 형상들이 비행교범에 수록되어 있음을 검증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79 비행교범이 운용계획수립을 위한 모든 장착물 형상, 가용한 안전 다발투하 

모드, 안전 투하영역 및 비행 제한사항, 적합한 장착/탈거(분리)절차, 해당

되는 장착물 점검표, 교정 운용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범, 시뮬레이션, 검사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모든 장

착물 형상들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시험 및 운영시험 기간 중 수행되는 안전분리 

인증, 적합한 장착/탈거(분리)절차 보증을 위한 정비들에 의한 기술교범 확인/검증

(예, 비행교범, 정비교범), 지상 시험으로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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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4.2.8 고장난 장착물 (Malfunctioning stores)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UAV를 보호하기 위해 고장난 장착물을 차단하거나 필요시 투하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80 UAV 시스템이 고장 난 장착물을 제어․통제․작동 중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범, 시뮬레이션, 검사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체계통합

시험(SIL)/항전시험을 포함하여 무장 관리계통 통제 및 장착물을 적절하게 조정하

고 필요시 고장 난 장착물을 강제 투하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개발시험 및 

운영시험으로 검증한다.

ER.4.2.9 링크 두절 (Lost link)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무장 운용 중 링크두절 상황이 고려되고, 위험요소의 최소화 또는 완화여부를 검증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81 링크의 명령 및 통제붕괴 또는 예기치 않은 누설이 발생될 경우 무장계통

이 설정된 상태 및 모드로 전환되어야 한다.(ER.1.3.2의 인증표준 참고)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범, 시뮬레이션, 검사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분석(예, 

고장결함계보 분석, 시스템안전 분석), 체계통합시험(SIL)/항전시험, 지상 및 비행 

시범/시험으로 검증된다.

ER.4.3 레이저 통합 (Laser integration)

ER.4.3.1 운용요원 레이저 노출 (Crew exposure)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운용 및 정비 요원의 안전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노출허용 한계 값을 초과하

는 레이저 방사(직접 또는 반사)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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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Detailed Arguments)

UL.82 레이저 계통 및 지원 장비가 가장 낮은 위험 등급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운

용 및 정비 요원의 위험수위의 방사에 대한 접근성을 최소화 한다. 운영 및 

정비요원을 위한 레이저 훈련절차가 정의되어 있으며, 레이저 운용절차가 

운용교범에 정의되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범, 시뮬레이션, 검사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레이저 방사에 

대한 운용 및 정비요원의 최소 노출 분석(예, 레이저 안전 분석), 레이저 특성 시험, 레

이저 통제 시스템 (전원 공급, 착륙감지(WOW)) 점검/시범, 접근성 점검, 배선 검증, 지

상시험장비 점검, 장착 절차 점검, 안전장비 식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검사로 검증한다. 

ER.4.3.2 레이저 유발 환경 (Induced environment)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레이저 작동으로부터 유발된 환경이 UAV의 가청진동, 열 하중 및 구조하중 제한

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83 레이저 운용 호환성이 UAV의 진동, 음향, 열 및 구조 하중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범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레이저 작동 호환성이 분석 

(예, 구조, 응력, 기계부하, 전기부하, 음향), 폭발성 환경시험, 지상 및 비행 시범/

시험으로 검증된다. 

ER.4.3.3 작동 및 방향(Operation and direction)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운용 및 정비요원에게 언제 레이저가 작동하고 있는지와 빔의 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됨을 검증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84 레이저가 설정된 정렬 제한사항으로 정대 되고, UAV에 시현이 설정된 제한

사항 (밀리 라디안 또는 마이크로 라디안) 내에서 레이저를 정확히 조준하

며, UAV 또는 통제소 시현내용에 레이저가 발사되는 시기 및 위치를 명확

히 나타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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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뮬레이션, 시범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장착시험, 체계

통합시험(SIL), 지상 및 비행 시범/시험으로 레이저 기축선 정렬, 조준정확도 및 

시현이 검증된다.

ER.4.3.4 잠금(Latching)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레이저 작동과 방향이 운용 및 정비요원에 의해서만 통제되고 (방사가) 걸림으로 

인해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85 운용자는 항시 레이저의 발사 및 조준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유지한다. 레

이저가 운용자에 의한 작동 없이는 발사되지 않으며 운용자 또는 설계된 

시스템의 명령으로 즉시 발사가 중단되어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뮬레이션, 시범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최초 장착시험, 

체계통합시험(SIL), 지상 및 비행 시험, 레이저 운용 절차로 검증된다.

ER.4.3.5 UAV 기체 접촉 (Airframe contact)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레이저 빔이 UAV 기체, 회전계통 또는 탑재하중/장착물의 어떤 부위에도 비의도적

으로 접촉할 수 없음을 검증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86 레이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방지기 (레이저 마스킹)는 빔이 UAV의 

어떠한 부분 또는 주변장치 (예, 장착물, 센서, 등.)와 접촉하지 않도록 관

련 레이저 분야를 통제한다. 레이저 에너지는 조종사, 운용자, 승무원 또는 

요원들의 눈으로 반사되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뮬레이션, 시범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최초 장착시험, 

체계통합시험(SIL), 지상 및 비행 시험, 레이저 운용 절차로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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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4.3.6 지상 레이저 방사 (Ground lasing)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UAV가 지상에 있을 때 레이저가 우발적으로 방사될 수 없음을 검증해야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87 레이저는 지상운용 중 부주의한 방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된다. 부주의

한 레이저 방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는 운용 및 정비요원을 위한 절차, 

복수의 하드웨어 (예, 연동장치들, 연동장치 스위치/착륙감지) 및 소프트웨

어 (예, 무장, 센서)등이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검증방법은 해석, 시험, 시뮬레이션, 시범 및 문서검토를 포함한다. 최초 장착시험, 

체계통합시험(SIL), 지상 및 비행시험과 레이저 정비 및 운용 절차로 검증해야 한다.

ER.4.4 안전 인터록 (Safety interlocks)

기준(Airworthiness Essential Requirements)

무장 또는 장착물의 불안전한 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잠금 및 인터록이 있음을 검증해야한다.

표준(Detailed Arguments)

UL.88 안전 인터록이 무장 또는 장착물의 비계획적/우발적인 발사/작동을 방지할 

수 있음을 검증한다.

적합성 검증방법(Means of Evidence)

개발시험평가/운용시험평가 (DT&E/OT&E) 기간 중 최초 장착 시험, 품질검증 시

험, 물리적 체결 점검, 정적 지상발사시험, 체계통합시험(SIL), 안전분석, 안전분리 

인증 시험 및 실제 발사 시험으로 검증된다. UAV 장착은 확인/검증(Val/Ver) 시험

으로 검증된다.





부   록

부록 가 : 약어 및 용어 정의

부록 나 : 재래식 착륙장치 형상에 대한 착륙 조건(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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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가

약어 및 용어 정의

1.약어

약어 원 문 한글 용어

BIT Built in Test 자체진단시험

DAL Development Assurance Level 개발 보증 수준

DUO Designated UA Operator 지정 무인기 운용 요원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기적합성

EME Electromagnetic Emission 전자기 방출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기 간섭

EMRADHAZ Hazards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to Personnel 

인체에 대한 전자기 방사 
위해성

EMV Electromagnetic Vulnerability 전자기 취약성

GAT General Air Traffic 일반 항공교통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시스템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고강도방사영역

MTOW Maximum Take Off Weight 최대이륙중량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OAT Operational Air Traffic 운용 항공교통

OEI One Engine Inoperative 일부엔진 작동중지

PII Pilot Induced Instabilities 운용자 유발 불안전성

PLD Programmable Logic Device 프로그램가능 논리 장치

PSE Primary Structural Elements 주요 구조부위

RPM Revolutions per Minute 분당회전수

VH Max Speed in Level Flight with 
max continuous Power

최대 연속출력에서 최대 
수평비행 속도

VNE Never Exceed Speed 초과 금지 속도

UAS Unmanned Aircraft System 무인항공기 체계

UCS/UCB
Unmaned Aircraft Control 

Station / Unmaned Aircraft 
Control Box

무인항공기 
통제소/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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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

용어 한글

가시선

(Line of Sight)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장애를 받지 않는 

직선.

경미 수준

(Minor)

UAV 안전을 심각하게 감소시키지 않으며 UAV 조종사 업무가 

그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잘 수행되는 고장 조건. 이 조건은 안전 

여유나 기능적 능력들에 약간의 저하 및 UAV 약간의 조종사 

업무부하를 포함한다.

고장 조건

(Failure 

Conditions)

비행단계에서 연관되는 역 작동이나 환경적인 조건 또는 외부적인 

사건에 하나 이상의 고장이나 과실에 의해 발생되거나 과실 발생에 

직접적 또는 후속적으로 기여하는 UAV 또는 제3자 또는 이들 둘 

다 모두에 영향을 주는 조건.

낮음

(Remote)
체계안전에 관련하여, 비행시간 당 10-3 와 10-4 사이 발생빈도

내화성

(Fire-resistant)

불연성 시험기준에 해당되는 화염으로 발생하는 열로부터 5분 동안 

소재, 구성품과 장비 등이 UAV에 위험을 유발하는 결함 없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의미 

높음

(Probable)
비행시간 당 10-3 와 10-4 사이 발생빈도

데이터 링크

(Data link)

하나 이상의 UCS와 하나 이상의 UAV 또는 복수의UAV 간 무선 

통신 채널. 그것의 다목적성(유용성)은 포함할 수 있지만 지휘 및 

통제 또는 의 교환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 상향링크(Uplink) - 운용자의 명령을 UCS에서 UAV로 전송

• 하향링크(Downlink) - UAV 상황 데이터를 UAV에서 UCS로 전송

매우 낮음

(Extremely 

Remote) 

비행시간 당 10-5에서 10-6사이 발생확률 

무인항공기 체계

(UAS)

UAS는 UAV,UAV 통제소 및 UAV 비행을 지원하는 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소가 하나 또는 여러개로 구성될 수 있다. UAV 

비행지원요소에는 데이터링크, 통신장치, 이륙 및 착륙보조 장치, 

임무 탑재장비, 데이터 전송장치, 군수지원 요소 등이 포함된다.

무인항공기 

통제소/통제장치

(UCS/UCB)

UAV를 통제하고 모든 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설이나 장치

반드시 의무적인 요구사항을 의미함

비상착륙

(Emergency 

landing)

구조물에 심각한 수준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착륙 

상황

비상회수능력

(Emergency 

recovery 

capability)

제 3 자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치명적인 고장의 

효과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UAV 운용자의 명령 또는 자율설계 

수단을 통해 적용되는 절차. 이는 기 정의된 비거주 지역 

불시착이나 기 계획된 귀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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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한글

비행제어계통

(Flight Control 

System) 

비행제어계통은 감지기, 작동기, 컴퓨터 및 자세, 속도 및 UAV의 

비행경로에 필요한 UAV 체계의 모든 요소로 구성된다. 

비행제어계통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비행제어컴퓨터-의도한 입력들을 이행하기 위해 비행 제어를 

작동하게 하는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식 시스템.

비행제어 - 센서, 작동기 및 UAV의 자세, 속도 및 비행경로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해당 소형 회전익 UAV 시스템의 

모든 요소(비행제어 컴퓨터를 제외)

비행영역보호

(Flight Envelope 

Protection) 

UAV가 설계상의 운용 한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비행종료 시스템

(Flight termination  

system)

비행을 즉시 종료하기 위한 계통

비행하중계수

(flight load factor)

UAV 중량에 대한 공기역학적 힘 요소의 비율(UAV의 종축에 대해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양(+)의 비행하중계수는 UAV에 대하여 

상방향으로 작용하는 공기역학적 힘의 비율이다.

설계상의 운용영역

(Design usage 

spectrum) 

신청자가 기초 피로와 손상 허용 및 개개의 UAV 추적과 관련된 

추정의 기반으로 사용하는 정보. 따라서 설계상의 운용영역은 

피로형태에 대한 기록 또는 동등한 자료를 생산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는 설계상의 운용영역을 설계상의 가정과 

사용용도간의 차이점 전체를 식별하는데 사용한다. 설계상의 

운용영역은 관행보다는 기술적이 되어야 한다. 설계상의 

운용영역은 UAV의 통상적인 비행소티부호(SPC : Sortie Profile 

Codes) 명세나 UAV 각각의 임무와 통상적인 운용 장소 등 동등한 

사항을 포함한다.

SPC나 동등한 사항은 소티정보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유추한 고도, 

시간, 속도, 질량과 형상자료로 표현되어야 한다.

설계상의 운용영역과 관련된 최초의 쟁점은 우선적으로 수명주기 

중 최대한 조기에 제시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검토 및 

수명주기간 지속적으로 최신화 되어야 한다. 

수직 양력장치

(Vertical Lifting 

Element)

UAV의 수직방향의 양력을 발생하는 로터 ․ 팬 ․ 프로펠러 등과 

이를 구동하는 장치 및 이를 보조하는 장치와 기기 전체를 의미

수직 이착륙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수직 또는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 

(양력발생을 위해 고정익을 이용 전진 비행 불필요). 수직이착륙 

무인기는 전후방 및 측방으로 비행이 가능하고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다.

신청자 형식인증을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 등 독립주체

안전추적

(Safety trace)

받아들일수 없는 위험이 제거되어 완화된 장소로서 UAV의 

이륙/발사 및 착륙/회수단계와 연관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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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한글

업무부하

(Workload)
특정 시간 내에 한 사람에게 할당되거나 요구된 업무량.

오토로테이션

(Autorotation)

UAV가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강 비행 중 로터 등 

수직양력장치가 순전히 공기의 작용에 저절로 작동되는 비행 상태

우선적으로

(should)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달성해야할 사항

워크스테이션 

임무 계획수립, 비행 통제 및 감시 그리고 내려 받은 영상과 

데이터의 시현 및 평가(적용될 경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 

UAV 운용요원 및 UAV 간 컴퓨터 전달 장치.

위험 수준

(Hazardous)

자체적 또는 증가된 운용요원 업무부하와 결합된 고장 조건으로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된 경로 임무종결이나 강제착륙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 

자체적 또는 증가된 운용요원 업무부하와 결합된 고장 조건. 또는 

재난을 발생시키지 않을 고장 조건. 또는 UAV 운용요원이나 지상 

요원에게 잠정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장 조건.

이륙포기점

(Takeoff 

Rejection Point)

UAV의 이륙경로 중 이륙 중단이 가능한 최종위치. 착륙 포기 시 

이 위치 이전에서는 이미 이륙한 UAV는 자동적으로 착지해야하며 

아직 이륙하지 못한 UAV는 자동적으로 착륙장에 위치해야 한다. 

이 위치를 지났을 경우에는 UAV는 자동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비행을 유지해야 한다.

2차 비행제어

(Secondary flight 

control)

1차적인 비행조종 장치이외의 모든 비행통제장치(예, 휠 브레이크, 

수직양력장치 브레이크 등)

자동화

(Automatic)

UAV가 사전에 정의된 절차를 다르거나 행위를 수행하는 것

(운용자의 착수 조치 필요)

EMI

(전자기 간섭)

전자식 또는 전기식 장비의 내부 또는 외부에 관계없이 유효 

성능을 간섭, 저해 또는 저하시키거나 제한시키는 모든 전자기 

방해.

EMC

(전자기 적합성)

장비 또는 시스템이 자신의 전자기 환경 내에서 해당 환경 내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전자기 방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기능하는 능력

전자기환경 주어진 위치에서 존재하고 있는 전자기 현상들의 총합

중대 수준

(Major)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기 설정된 

기지에 UAV의 비상 착륙에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자체적 또는 

증가된 운용요원 업무부하와 연계된 고장 조건.

지상요원

(Ground staff) 

UAV 시스템 비행교범 또는 정비교범에 기술되어 있는 지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원 (연료공급 및 정비 등 수행)

DUO

(지정 무인기 

운용자) 

UAV 시스템의 운용과 안전을 위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운용자. 유인항공기의 정조종사와 동등하다.

차폐

(Masking)

데이터링크가 동체나 UAV의 특정자세에서 가려져 데이터 전송이 

안되는 경우



- 77 -

용어 한글

착륙포기점

(Landing 

Rejection point)

UAV의 착륙경로 중 UAV의 자동 착륙 진행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위치. UAV 운용자가 수동으로 취소하는 시점에 이위치를 

통과할 경우 UAV는 착륙을 취소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체공 

상태를 유지만 가능하다.

참사 수준

(Catastrophic)

최소 비행 조종불능(사전에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초과, 

우발적인 비행영역이나 프로파일 포함)및/또는 통제가 

불가능한 추락 또는 UAV운용자나 지상요원의 사망을 

유발하는 실패 상황

최대유효범위

(Effective 

maximum range) 

수평선상에서 데이터링크의 주파수 기능, 가용성, 비트에러 율, 

기후영역과 고도 등 요소별 도달범위에 대한 거리척도

통제이관

(Hand over)

UAV 명령 및 통제를 하나의 무인통제소(UCS)에서 다른 통제소로 

또는 하나의 워크스데이션에서 UCS와 같은 워크스테이션으로 

수행하게 하는 운용

탑재장비

(Payload)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UAV에 탑재되는 장치 또는 장비. 

유용 탑재 장비는 비행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특정 임무 목표를 

이행할 목적으로 탑재되는 모든 요소로 구성됨.

(*)
국내 UAV 사고 분석 결과 비행안전을 위해 감항업무가 중요시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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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나

재래식 착륙장치 형상에 대한 착륙 조건(해당되는 경우)

UL.GL.1 충격흡수시험(Shock absorption tests)

착륙 관성하중계수와 착륙장치의 보존에너지 흡수용량은 반드시 UL.GL.2 and UL.GL.3 

에 각각에 규정된 시험 또는 분석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은 반드시 UAV 

완제품 또는 적절한 관계에 있는 착륙장치(undercarriage units)에서 수행해야한다.

UL.GL.2 제한낙하시험(Limit drop test)

제한낙하시험은 반드시 다음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a) 낙하 높이는 반드시 착륙장치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지면까지 0.20m (8 

inches)이어야 한다.

(b) 고려된 경우, 반드시 UL.6.2 (a)에 명시된 적절한 에너지 흡수장치 또는 유효질

량을 사용하여 낙하시험에 도입되어야 한다. 

(c) 각 착륙 장치는 착륙장치에 의해 흡수될 에너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착륙조건

을 시뮬레이션 하는 자세로 반드시 시험해야한다.

(d) (b)를 검증하기 위해 유효질량이 사용될 경우, 이론적인 계산 대신에 다음과 같

은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We = 낙하시험에 사용할 유효중량 

주 착륙장치의 경우 W=WM 이며, 가장 치명적인 자세에서 UAV가 있는 특정 장치

의 정적 반작용과 동일하다. 주 기어 정적 반작용 계산은(주 휠 반작용과 UAV의 

무게중심 간의 모멘트 암을 고려) 이론적인 방법에 사용 될 수 있다. 

전방착륙장치의 경우 W=WN이며, 전륜(Nose Wheel)에서 작용하는 정적 반작용의 수

직성분과 동일하다. (UAV의 질량이 무게중심에 작용하며, 하방 1.0 g (downward), 

전방 0.25 g(forward)의 힘이 작용한다고 가정) 

꼬리바퀴다리의 경우 W=WT이며, 다음 중 중요한 

(1) 모든 바퀴가 정지 상태에서 UAV가 있는 꼬리바퀴의 정적 중량. 또는

(2) 미륜에 발생하는 지면 반작용의 수직 성분(UAV가 질량이 무게중심에 작용하며, 

노즈-업 착륙조건을 고려한 최대 노즈-업 자세의 UAV에 하방 1.0 g 

(downward)의 힘이 작용한다고 가정) 



- 79 -

     h = 지정된 자유 낙하 높이.

     L = UAV 중량에 대한 가정된 로터 양력 비.

     d = 타이어의 충격에 의한 처짐(적절한 팽창 압력에서)과 낙하중량에 대한 차

축이동의 수직성분의 합 

     n = 한계 관성 하중계수

     nj = 낙하 시험에 사용된 질량에 충격 중 도출된 하중계수.

          (즉, 낙하 시험에 기록된 g로 표현된 가속도 dv/dt 더하기 1.0)

UL.GL.3 보존 에너지 흡수 강하시험

보존 에너지 흡수 낙하시험은 반드시 다음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a) 낙하 높이는 반드시 UL.GL.2(a)에 명시된 높이의 1.5배여야 한다.

(b) UL.GL.2(b)에서 규정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간주되는 로터 양력은 해당 항에 

따라 허용되는 양력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c) 착륙장치는 반드시 이 시험에서 파손(Collapse) 없이 견뎌야 한다. 착륙기어의 

파손(Collapse)은 전방, 꼬리 또는 주 착륙장치의 구성품이 적절한 자세로 UAV

를 지지하지 않거나 착륙장치와 외부 부속품 이외의 UAV 구조가 착륙표면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때 발생한다. 

UL.GL.4 스키

각 스키의 최대 하중비율은 반드시 이 표준의 해당 지면 하중요건에 따라 결정된 

최대 한계하중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UL.GL.5 주 부유장치 부력

(a) 주 부유장치의 경우, 담수에서 UAV의 최대중량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부력은 

반드시 다음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1) 50% (단일 부유장치)

 (2) 60% (여러 개의 부유장치 경우)

(b) 각 주 부유장치는 반드시 하나의 주 부유장치의 격실이 침수된 상태에서 전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 큰 양의 안정성 여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

한 방수 구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UL.GL.6 주 부유물 설계

(a) 자루형 부유물. 

    각 자루형 부유물은 반드시 다음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최대 압력 차(부양 장치의 인증이 요구된 최대 수심에서 전개할 수 있는)

 (2) CS.VLR.521(a)에 규정된 수직하중(자루 길이를 따라 투영 면적의 3/4에 걸쳐 분포)

(b) 고정형 부유장치. 각 고정형 부유장치는 반드시 CS VLR.521에 규정된 수직, 수평 및 

측면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하중은 부유장치의 길이를 따라 분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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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GL. 7 선체

선체와 보조 부유물이 있는 각 UAV의 경우(물위의 이착륙에 대해 승인된) 선체와 

보조 부유물에는 반드시 충분한 방수구획이 있어야 하며, 단일 칸이 침수된 상태

에서 선체와 보조 부유물(사용할 경우 휠 타이어)의 부력이 전복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안정성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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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다

스파크 점화식 및 압축점화식 왕복엔진

일반

UL.RE.1 사용 설명서

엔진 장착, 운용,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필수 정보가 포함된 사용 설명서가 반드

시 제공되어야 한다.

UL.RE.2 엔진정격 및 운용한계

엔진정격 및 운용한계는 반드시 이 부록에 규정된 벤치 테스트 동안 입증된 운용

조건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엔진의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속도, 온도, 

압력, 연료 및 오일과 관련된 정격출력 및 운용한계사항이 포함된다.

UL.RE.3 엔진 정격출력 선택

선택한 각 정격은 동일한 형식의 모든 엔진이 해당정격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저출력이어야 한다.

엔진 제어 시스템

UL.RE.4 엔진 제어시스템은 반드시 모든 제어모드에서 UL.0에 따른 설계상의 운

용영역에 따라 의도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시험, 분석 또는 그 조합

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 비행범위 내에서 운용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됨

- 출력/추력의 적절한 변조를 허용

- 과도한 출력/추력 진동을 발생하지 않음

- 다른 제어모드 간 안전하게 전환 가능

- 엔진의 서지 및 실속이 없음

설계와 제작

UL.RE.5 재료

엔진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합성과 내구성은 반드시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a) 경험 또는 시험에 기초하여 확립되어야 한다.

(b) 설계 데이터에서 가정된 강도 및 기타 특성을 갖는 승인된 규격을 준수한다.

(c) 부식 및 열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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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RE.6 강도

엔진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은 반드시 특정 형태의 제작과 가장 가혹한 운용 조건을 고

려하여 관련 재료에 대한 만족스러운 관행에 의해 설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UL.RE.7 화재예방

(a) 엔진 및 사용된 재료의 설계 및 제작은 구조적 고장, 과열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을 반드시 최소화해야 한다.

(b) 가연성 유체를 운반하는 각 탱크, 외부 라인 또는 피팅은 반드시 최소한 내화성

이 있어야 한다. 각 구성품은 반드시 누출되는 가연성 유체의 발화로부터 보호

되도록 차폐하거나 배치가 되어야 한다.

UL.RE.8 전기 접지.

정전기 방전 또는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전류에 민감하거나 잠재적 근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구성품, 모듈, 장비 및 보기류는 다음을 유발하는 정전기 또는 전기적 

축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 엔진 접지부에 접지되도록 반드시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 감전으로 인한 부상

- 가연성 유체 또는 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곳에서 의도하지 않은 발화.

- 전기 또는 전자 장비에 허용되지 않는 간섭.

UL.RE.9 내구성

엔진은 창정비 주기 사이에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반드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조하여야 한다.

(a) 반복 하중, 환경 및 운용 열화의 영향으로 엔진의 무결성이 반드시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b) 후속 부품고장의 영향으로 엔진의 무결성이 반드시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떨

어지지 않아야 한다.

UL.RE.10 엔진 냉각

엔진설계 및 구성은 UAV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에서 필요한 냉각을 반드

시 제공해야 한다.

UL.RE.11 엔진 장착 부착물 및 구조

(a) UAV 설계상의 운용영역 (UL.0.)에서 계산된 비행 및 지상 하중을 반드시 고려

하여 엔진 장착 부착물 및 관련 구조에 허용되는 최대하중을 지정해야 한다.

(b) 엔진 장착 부착물 및 관련 구조물은 반드시 고장, 잘못된 운용 또는 영구 변형 

없이 지정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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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RE.12 보기류 부착

각 보기류 구동과 장착 부착물은 엔진이 보기류와 함께 올바르게 운용될 수 있도

록 반드시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엔진은 각 필수 엔진 보기류를 반드시 검사, 

조정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UL.RE.13 진동

엔진은 반드시 진동으로 인해 엔진부품에 과도한 응력을 유발하지 않고 UAV 구조

에 과도한 진동하중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크랭크샤프트 회전속도 및 엔진출력의 

정상 운용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UL.RE.14 연료 및 흡입시스템

(a) 엔진의 연료계통은 모든 시동, 비행 및 대기조건 하에서 반드시 엔진의 전체 운용 

범위에 걸쳐 연소실에 적절한 연료 혼합물을 공급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b) 공기 또는 공기와 결합된 연료, 통로가 통과하는 엔진의 흡입 통로는 반드시 해

당 통로에 결빙 축적 및 증기 응축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엔진은 반드시 결빙 방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c) 필터, 스트레이너 또는 다른 동등한 장치가 오염으로 인한 오동작으로부터 연료

계통을 보호하도록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는 만일 제공된다면, 반

드시 막힘 또는 바이패스 지시시스템과 추천된 운용주기와 관계가 있는 수분을 

포함하여 가능한 오염물질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반드시 규정된 여과장치를 통과하는 이물질이 엔진 연료계통 기능

을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않을 것임을 (예를 들어 UL.RE.22 (a)에 규정된 내

구성 시험 내에서) 입증해야 한다.

출력제어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갖는 모든 주요 연료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막힘이 임박하였음을 DUO에게 표시할 수 있는 장치

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지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바이패스 수단이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에 제공되는 경우 바이패스가 열린 상

태로 운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d) 연료와 공기의 혼합을 수행하고 연료가 축적될 수 있는 흡입시스템의 각 통로는 

연소실의 액체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자체 배출되어야 한다. 이는 장착

된 UAV가 정적 지상 자세에 있을 때 엔진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신청자가 설

정한 모든 자세에 적용된다.

UL.RE.15 오일계통 (4 사이클 방식 엔진만 해당)

(a) 엔진 오일계통은 반드시 UAV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자세와 대기 조건에서 

올바르게 운용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습식 섬프 엔진에서는 엔진 오일이 최

소량(전체 용량의 반 보다는 적어야 함)인 경우 이 요구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한다.

   특히 오일 브리더(환기)는 결빙으로 인한 막힘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



- 84 -

(b) 엔진의 오일 시스템은 윤활유 냉각 수단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

야 한다.

(c) 크랭크 케이스의 과도한 압력으로 인한 오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크랭

크 케이스에 배출기능이 있어야 한다.

(d) 오일안에 포함되거나 오일 시스템에 유입될 수 있는 오염 물질을 기본적으로 수

용할 수 없는 오일 시스템의 모든 부품은 반드시 적절한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

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엔진과 엔진 장비의 손상을 방지하기에 반드시 충분

한 정도의 여과기를 제공해야 하며 지정된 정비주기와 관련하여 오염 물질을 수

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주 오일 필터에 바이패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DUO

에게 막힘이 임박하였음을 적절한 표시하는 장치와 모든 필요한 절차를 제공해

야 한다.

   바이패스 수단이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에 제공되는 경우, 열린 상태로 바이패스 

운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적절한 정비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바이패스 작동 지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e) 각 오일 탱크는 반드시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오일량 지시기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부주의하게 채울수 없도록 반드시 적절한 크기의 팽창 공간이 있어야 한다.

(f) 승인될 오일의 각 상표와 형식, 그리고 관련 제한사항을 반드시 신고하고 입증해야 한다.

UL.RE.16 EMC

왕복 엔진의 스파크 점화시스템 및 기타 구성품(예 : 데이터 링크, 통신)은 반드시 

전자기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UL.RE.17 모든 엔진 구성품은 반드시 습도에 대한 내성이 있어야 한다(습도시험

을 위한 기준은 RTCA-DO-160D 또는 MIL-STD-810 적용).

UL.RE.18 엔진이 UAV 위험요소평가체계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어시스템을 포함한 엔진 및 장착에 대한 고장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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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 테스트

UL.RE.19 진동 시험

엔진이 위험한 진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제작형태를 제외하고, 반드시 

공회전(Idle)에서 최대 연속속도의 110%까지 또는 요구된 최대 이륙속도의 103%까

지의 회전 속도범위에서 크랭크샤프트 비틀림 및 굽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진동시

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반드시 대표적인 수직양력장치로 수행해야 한다

(수직양력장치는 최대 스로틀 또는 원하는 최대허용 매니폴드 압력 중 적절한 한 것 

중에서 얻어진 최대 회전속도로 선택되어야 한다). 위험한 상태가 없을 수 있다.

UL.RE.20 교정 시험

각 엔진은 반드시 UL.RE.22 (a) ~ (c)에 명시된 내구성 시험조건과 출력특성을 설정하

는 데 필요한 교정시험을 받아야 한다. 출력특성 교정시험의 결과는 크랭크샤프트 회전

속도, 매니폴드 압력 및 연료 / 공기 혼합 설정의 전체 운용범위에 걸쳐 엔진 특성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출력정격은 해수면의 표준 대기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UL.RE.21 디토네이션 시험 (스파크 점화 방식만 해당)

엔진은 의도된 운용 조건범위에서 반드시 디토네이션 없이 운용될 수 있는지 시험해야 한다.

UL.RE.22 내구성 시험

(a) 엔진은 반드시 총 50시간의 운용시간을 포함하고 UL.RE.22 (c)에 기술된 주기

로 구성된 내구성시험(대표적인 수직양력장치 포함)을 받아야 한다.

(b) 피로 결함 없이 엔진이 운용될 수 있는 능력을 수립하기 위해 UL.RE.19에 기술된 

시험 결과에 따라 특정 회전속도에서 추가적인 내구성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c) 각 시험주기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순서 시간(분) 작동 조건

1 5 시동-공회전

2 5 이륙 동력

3 5 냉각 공회전

4 5 이륙 동력

5 5 냉각 공회전

6 5 이륙 동력

7 5 냉각 공회전

8 15 75% 최대지속출력

9 5 냉각 공회전

10 60 최대지속출력

11 5 냉각 공회전 및 엔진 정지

총시간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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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내구성 시험 중 또는 이후에 연료 및 오일 소비량을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UL.RE.23 운용 시험

운용시험에는 역화 특성, 시동, 공회전(Idle), 가속, 과속 및 엔진의 기타 운용 특

성에 대한 시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UL.RE.24 엔진 구성품 시험

(a) UL.RE.22 (a) ~ (c)에 따른 내구성 시험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없는 엔진 구성

품에 대해서는 신청자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행 및 대기조건에

서 구성품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추가 시험이 수

행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b) 만족스러운 기능, 신뢰성 및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도 제어 장치가 필요한 

각 구성품은 온도제한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UL.RE.25 분해검사

내구성시험이 완료된 후 반드시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야 한다. 필수 구성품은 파

열, 균열 또는 과도한 마모를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UL.RE.26 엔진조정 및 부품 교환

벤치 테스트 중에 보급 및 경미한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시험 중 또는 분해 

점검 후 부품의 주요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필수부품을 교체해야 하

는 경우 엔진은 반드시 감항당국이 요구하는 추가시험을 받아야 한다.

재시동 능력(해당되는 경우)

UL.RE.27 특정사업에 따라 감항당국은 다음과 같이 재시동 기능이 필요할 수 있

다. 고도 및 대기 속도영역은 반드시 비행 중 엔진 재시동을 위한 항공

기에 대해 설정해야 하며 장착된 엔진은 반드시 해당 영역 내에서 재시

동 능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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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라

전기식 엔진

일반

UL.EE.1 사용 설명서

엔진 장착, 운용,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필수 정보가 포함된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제공되어

야 한다.

UL.EE.2 엔진 정격 및 운용 한계

엔진정격 및 운용한계는 이 부록에 규정된 벤치 테스트 동안 입증된 운용조건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엔진의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전압, 전류, 속도 

및 온도와 관련된 정격 출력 및 운용 한계 사항이 포함된다.

UL.EE.3 엔진 정격출력 선택

선택한 각 정격은 반드시 동일한 정격의 모든 엔진이 해당정격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저 출력이어야 한다.

엔진 제어 시스템

UL.EE.4 엔진 제어시스템은 모든 제어모드에서 UL.0에 따른 설계상의 운용영역에 

따라 의도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반드시 시험, 분석 또는 이의 조합

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 비행범위 내에서 운용한계를 초과하지 않음

- 출력/추력의 적절한 변조허용

- 과도한 출력/추력 진동을 만들지 않음

- 다른 제어모드 사이를 안전하게 전환

- 엔진의 서지 및 실속이 없음

설계와 제작

UL.EE.5 재료

엔진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합성과 내구성은 반드시 다음에 따른다

(a) 경험 또는 시험에 기초하여 설정해야 한다.

(b) 설계 자료에서 가정한 강도 및 기타 특성을 갖는 승인된 규격을 준수해야한다.

(c) 부식 및 열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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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EE.6 강도

엔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특정 형태의 제작과 가장 가혹한 운용조건을 고려하여 

관련 재료에 대한 만족스러운 관행에 의해 설정된 값을 반드시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UL.EE.7 화재 방지 - 해당 없음(N/A)

UL.EE.8 전기적 접지

정전기 방전 또는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전류의 잠재적 근원이 되거나 민감한 구

성품, 모듈, 장비 및 보기류는 반드시 다음사항을 유발하는 정전기 또는 전하의 축

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 엔진 접지부에 접지되도록 설계 및 제작되

어야 한다.

- 감전으로 인한 부상

- 가연성 유체 또는 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곳에서 의도하지 않은 발화

- 전기 또는 전자 장비에 허용되지 않는 간섭

UL.EE.9 내구성

엔진은 반드시 창정비간 엔진의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 되

도록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a) 반복하중, 환경 및 운용열화의 영향으로 엔진의 무결성이 반드시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b) 연속적인 부품고장의 영향으로 엔진의 무결성이 반드시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

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UL.EE.10 엔진냉각

엔진은 UAV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냉각기능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UL.EE.11 엔진 장착 부착물 및 구조

(a) 엔진장착 부착물 및 관련 구조물은 UAV UL.0의 설계상의 운용영역에서 계산된 

비행 및 지상 하중을 고려해 허용되는 최대 하중을 규제해야 한다.

(b) 엔진 장착 장치 및 관련 구조물은 반드시 고장, 오작동 또는 영구 변형 없이 지

정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UL.EE.12 보기류 부착

각 보기류 구동 장치와 장착용 부착장치는 반드시 엔진이 보기류와 함께 올바르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엔진설계는 반드시 각 필수 엔진 보

기류를 검사, 조정 또는 장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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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EE.13 진동

엔진은 반드시 진동으로 인해 임의의 엔진부품에 과도한 응력을 유발하지 않고 

UAV 구조에 과도한 진동하중을 주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운용속도 및 엔진출력범

위에서 운용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UL.EE.14 연료 및 흡입 시스템-해당 없음

UL.EE.15 윤활시스템-해당 없음

UL.EE.16 EMC

전기 엔진은 반드시 장착부의 환경과 전자기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UL.EE.17 습도

전기엔진은 습한 환경에서 반드시 적절히 작동해야 한다(UL.EE.25 참조).

UL.EE.18 부록 사의 위험요소평가체계에 따라 엔진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유

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엔진 및 제어시스템을 포함한 장착에 대한 고장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벤치 테스트

UL.EE.19 진동 시험-N/A

UL.EE.20 교정시험

각 엔진은 반드시 UL.EE.22에 명시된 내구성 시험조건과 출력특성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교정시험을 받아야 한다. 출력 특성 교정시험의 결과는 전체 회전속도 운

용범위에서 엔진특성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UL.EE.21 폭발 시험-N / A

UL.EE.22 내구성 시험

(a) UAV에 장착된 전기엔진 조립체는 반드시 총 50시간의 운용시간을 포함하고 

UL.EE.22(c)에 지정된 주기로 구성되는 내구성 시험(대표적 수직양력장치 포

함)를 받아야 한다. 

(b)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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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내구성 시험절차는 반드시 감항당국이 동의해야 하며 설계상의 엔진 임무주기

보다 더 가혹해야 한다. UAV가 최대 연속출력 이상으로 엔진에 응력을 가하도

록 설계된 경우 반드시 내구성 시험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시험주기는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절차 온도조건
시간

[분]
출력 설정

1.1 저온(Cold) 2
최대연속출력

(Maximum continuous power)

1.2 저온 43 정격출력(Nominal power)

1.3 저온 2 최대연속출력

1.4 저온 43 정격출력

사이클 1의 총 소요 시간: 90 분

2.1 상온(Ambient) 2 최대연속출력

2.2 상온 43 정격출력

2.3 상온 2 최대연속출력

2.4 상온 43 정격출력

사이클 2의 총 소요 시간: 90 분

3.1 고온(Hot) 2 최대연속출력

3.2 고온 43 정격출력

3.3 고온 2 최대연속출력

3.4 고온 43 정격출력

사이클 3의 총 소요 시간: 90 분

4.1 상온 3 최대연속출력

4.2 상온 102 정격출력

사이클 4의 총 소요 시간: 105 Min.분

전체 과정 소요 시간 (사이클 1에서 4): 375 [min]

위의 4 사이클 과정을 8회 반복

저온 설정조건 = UL.0의 설계상의 운용범위의 최저 온도 조건

상온 설정조건 = 해수면의 ISA 온도 (15°C)

고온 설정조건 = UL.0의 설계상의 운용범위의 최고 온도 조건

(d) N/A

UL.EE.23 운용시험

운용시험에는 반드시 시연시동, 순찰(Loiter) 및 순항 관련 출력설정, 가속, 과속 

및 엔진의 기타 운용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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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EE.24 엔진 구성품 시험

(a) UL.EE.22 (a) ~ (c)에 따른 내구성 시험에 의해 적절히 입증될 수 없는 엔진 부

품의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모든 예상되는 비행 및 대기조건에서 구성품이 안정

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수립하기 위해 추가시험이 수행될 수 있음을 보

장하여야 한다.

(b) 만족스러운 기능, 신뢰성 및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도 제어 장치가 필요한 

각 구성품에 대해서 반드시 온도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UL.EE.25 습도시험

전기 엔진 조립체는 감항당국이 동의한 절차에 따라 온도 및 습도시험을 모두 거쳐

야 한다(RTCA-DO-160D는 습도시험을 정하기하기 위한 참조로 사용해야 한다).

절차에는 95 ± 5% 상대습도와 결합된 저온, 주변 및 고온온도에서 각 환경 순환 

조건의 각 블록을 수행한 후 일련의 기능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엔진설계에서 습

도측면의 영향은 온도와 더불어 감항당국의 동의에 따라 내구성 주기 동안 상대 습

도가 제어되는 경우 내구성 시험(UL.EE.22)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UL.EE.26 분해검사

내구성 시험이 완료된 후 엔진을 반드시 완전히 분해해야 한다. 필수 구성품은 파

열, 균열 또는 과도한 마모를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UL.EE.27 엔진조절 및 부품교환

벤치 테스트 중에 보급 및 경미한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시험 중 또는 분해 

검사 후 부품의 중요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필수부품을 교환해야 하

는 경우 엔진은 반드시 감항당국이 요구하는 추가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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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마

터빈 엔진

UL.TE.1 사용 설명서

엔진 장착, 운용,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필수정보가 포함된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사용 설명서에는 반드시 UL.TE.6에 명시된 대로 정비, 비행 전 

점검, 활주, 이륙 및 착륙시 운영자와 지상 승무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모든 안

전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UL.TE.2 엔진 정격 및 운용 한계

엔진 정격 및 운용한계는 이 부록에 규정된 구성품 시험 중에 시연된 운용조건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추력 / 출력 정격, 비 연료 소비량, 엔진의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속도, 온도, 압력, 연료 및 오일과 관련된 운용 제한사항이 포함된다.

UL.TE.3 엔진 출력 정격 선택

선택한 각 정격은 반드시 동일한 형식의 모든 엔진이 해당 정격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 하에서 생성 될 수 있는 최저 추력 / 출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엔진 제어시스템

UL.TE.4 엔진 제어시스템은 모든 제어모드에서 UL.0에 따른 설계상의 운용영역에 

따라 의도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반드시 시험, 분석 또는 이의 조합

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 비행범위 내에서 운용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 출력 / 추력의 적절한 모듈을 허용

- 과도한 출력 / 추력 진동을 만들지 않고

- 다른 제어모드 사이를 안전하게 전환

- 엔진의 서지 및 실속이 없다.

UL.TE.5 과속 보호는 전자식, 유압식 또는 기계식으로 올바르게 운용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과속 보호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자는 반드시 최소한 다음을 보여

주기 위해 추가 시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각 로터는 최대 허용로터 속도의 120%까지 파손되지 않는다.

- 최대 허용로터 속도의 120%까지 전체 UAV에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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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UL.TE.6 엔진이 반드시 UAV 안전 요구사항에 충족하도록 (UL.30에 따라) 엔진 안

전시스템 (엔진 제어 시스템, 전원 공급 장치, 시동 시스템 및 UAV와의 

해당 인터페이스 포함)을 충족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에 대해 반드시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통제되지 않은 화재, 파열, 고 에너지 파편 차폐, 재시동이 불가능한 비행중 

엔진정지 및 정지 기능손실, 드라이브 시스템에 의한 수직양력장치 분리(해

당되는 경우).

또한 안전성 평가는 반드시 정비, 비행 전 점검, 활주, 이륙 및 착륙시 

운영자와 지상 승무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모든 적절한 예방조치 및 

/ 또는 조치를 식별해야 한다.

UL.TE.7 소프트웨어 설계보증 수준은 반드시 UL.31에 적합하여야 한다.

설계와 제작

UL.TE.8 재료

엔진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합성과 내구성은 반드시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a) 경험 또는 시험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b) 설계 데이터에서 가정된 강도 및 기타 특성을 갖는 승인된 규격을 충족한다.

(c) 부식 및 열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UL.TE.9 강도

(a) 엔진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은 특정 제작 형태와 가장 가혹한 운용조건을 고려하여 

관련 재료에 대한 만족스러운 관행에 의해 설정된 값을 반드시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강도 검증은 반드시 일반적인 운용으로 인한 모든 적용 가능한 하중조건을 고려

해야 한다. 과속 및 과열보호가 구현되지 않은 경우 비정상 속도 및 온도로 인

한 부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기동비행으로 인한 자이로스코픽 

하중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c) 모든 엔진 구성품 (탱크 포함)를 설계하기 위해 다음 안전계수를 사용해야 한다.

하중방식(Load type) 제한 하중 극한하중 = 제한하중 x 안전계수

외부 하중 1.0 1.5

열 하중 1.0 1.5 (1.0 과열방지의 경우 1.0 적용가능)

추력 하중 1.0
1.2 (최대추력방지 장치가 있는 전자식 

통합엔진제어장치(FADEC)의 경우 1.0 적용가능)

내부압력 1.0 2.0

UAV 야전하중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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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블레이드 아웃 상태

최대허용 정상상태 속도에서 블레이드 고장이 발생하면 엔진은 반드시 다음을 경

험해서는 안 된다. 

- 고 에너지 파편의 차폐

- 통제되지 않은 화재

- 참사수준의 로터, 베어링, 지지대 또는 장착대 결함

- 과속 조건

- 가연성 유체 라인의 누출

- 엔진 정지 능력의 상실

엔진 블레이드 아웃 조건에서 UAV 구조로 전달되는 불균형 하중은 반드시 UAV 

강도 평가에서 결정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e) 조류 흡입보호는 반드시 UL.13.2에 따라 감항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UL.TE.10 파단 치명부품

a. 파단 치명부품은 반드시 직접 부품결함에 의한 또는 다른 연쇄적인 부품 결함에 

의한 차폐 실패의 결과로 결함이 참사수준을 초과할 수 있는 엔진의 부품으로 요

약 내용 안에 엔진(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시동 시스템의 부품) 부품으로 명확하

게 식별해야 한다. 

   파손 주요부품의 예는 디스크(블리스크 포함), 원심력식 압축기 및 터빈이다.

b. 신청자는 엔지니어링 계획, 제조계획 및 운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조적 장애

가 발생하기 전에 승인된 수명기간 동안 각 중요 부품이 운용에서 폐기될 수 있

도록 보장하는 절차와 임무를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c. 각 파단 치명부품에 대해, 차폐는 감항당국의 의해 동의된 대로 부품 완전성과 관련

하여 가장 치명적인 조건에서 시험, 분석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차폐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파단 치명부품의 경우, 적절한 손상허용 평가가 승인

된 부품수명 내에서 재료, 제조에 기인한 결함의 잠재와 운용으로 인한 비정상을 

식별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손상허용 평가는 초기결함이 감지되기 전에 임계 

길이까지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검사 간격을 식별해야 한다. 손상허용 

평가 방법은 초기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감항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감항당국은 손상허용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가 적용

될 수 있다.

- 감항당국과 동의된 대로 적절한 야전 또는 시험경험에 비추어 충분히 짧은 수명

(엔진 총 누적 사이클로 표현된)동안 사용할 것으로 의도된 엔진

- 파단 치명부품에 비해 충분히 짧은 수명한계

UL.TE.11 화재방지

(a) 엔진설계 및 제작 그리고 사용된 소재는 구조적 결함, 과열 또는 기타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번질 가능성을 반드시 최소화하여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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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각 저유탱크, 구성품은 반드시 가림막이 있거나 누설된 인화성 물질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곳에 위치토록 해야 한다.

(c) 화재구역 내에 위치한 엔진 제어시스템 구성품은 최소한 내화성이 반드시 있어

야 한다.

(d) 엔진부위에 의도와는 다르게 인화성 물질이 위험수준으로 고이는 것을 반드시 

배수와 배출을 이용하여 방지해야 한다. 

(e) 엔진구성품 중 장착부와 장착구조물는 최소한 내화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UL.TE.12 전기적 접지

전기적 결함을 유발하는 정전기 또는 전류의 잠재적 근원 또는 이에 민감한 모든 

구성품, 모듈, 장비 및 액세서리는 아래와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정전기 또는 

전기축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 엔진접지에 접지되도록 반드시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 감전으로 인한 상해,

- 가연성 유체 또는 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곳에서 의도하지 않은 발화,

- 전기 또는 전자장비에 허용되지 않는 간섭.

UL.TE.13 내구성

UL.0에 따라 UAV 설계상의 운용영역에 따라 결정된 엔진 운용에 대해 엔진 운용 

수명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a) 저온 부품 및 고온 부품의 저주기 피로(LCF, Low Cycle Fatigue) 수명을 반드시 입증해

야 한다.

(b) 정상상태와 진동 응력조건이 결합된 상태에서 운용하는 엔진 구조부품은 고주

기 피로(HCF, High Cycle Fatigue) 파괴 시작에 대한 내성을 보장하도록 반드

시 설계되어야 한다(하단참조 4).

(c) 모든 엔진 부품은 반드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까지 크리프(Creep)현상이 발생되

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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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4 : 이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이 구성품의 고유 주파수

가 최소 20%의 마진으로 엔진 운용범위를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모든 파단 중요 부품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UL.TE.14 엔진 냉각

엔진은 UAV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에서 필요한 냉각을 반드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UL.TE.15 엔진 장착 부착물 및 구조

(a) 엔진 장착 부착물 및 관련 구조물은 반드시 UL.0의 UAV 설계상의 운용영역에

서 계산된 비행 및 지상하중을 고려해 허용되는 최대하중을 규제해야 한다.

(b) 엔진 장착 장치 및 관련 구조물은 반드시 고장, 오운용 또는 영구 변형 없이 지

정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UL.TE.16 보기류 부착

각 보기류 구동 장치와 장착 부착물은 엔진이 보기류와 함께 올바르게 운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엔진은 반드시 각 필수 엔진 보기류를 

검사, 조정 또는 장탈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UL.TE.17 진동

엔진은 반드시 진동으로 인해 엔진부품에 과도한 응력을 유발하지 않고 UAV 구조

물에 과도한 진동하중을 가하지 않으면서 지정된 UAV 비행영역과 회전속도와 엔

진출력의 정상 운용범위에 걸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UL.TE.18 연료 게통

(a) 엔진의 연료계통은 반드시 모든 시동, 비행 및 대기 조건하에서 엔진의 전 운용

범위에 걸쳐 적절한 온도 및 압력조건에서 적절한 연료량을 연소실에 공급하도

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엔진 연료펌프는 반드시 UAV 장착 규격과 일치하

는 비행 영역에서 최대 엔진요구를 초과하는 용량 마진을 가져야 한다.

(b) 모든 의도된 운용조건에서 적절한 엔진기능을 보장하는 첨가제, 관련 유량, 온도 및 압

력의 관련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승인될 각 연료규격은 반드시 신고 및 입증해야 한다.

(c) 오염 물질로 인한 연료계통의 오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 스트레이너 또는 

기타 동등한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장치는 제공된 경우, 반드시 

막힘 또는 바이패스 표시 시스템과 관련하여, 물을 포함한, 예상되는 오염 물질

의 양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신청자는 반드시 규정된 여과장치를 통과하는 이물질이 엔진 연료계통 기능을 심

각하게 손상시키지 않을 것임을 (예를 들어 UL.TE.26 (a)에 규정된 내구성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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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입증해야 한다.

추력 또는 출력제어를 위한 중요 기능을 가진 모든 주요 연료필터 또는 스트레이

너는 반드시 DUO에게 막힘이 임박하였음을 적절한 표시하는 장치와 모든 필요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바이패스 수단이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에 제공되는 경우 열린 상태로 바이패스 운

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UL.TE.19 오일 계통

(a) 오일 계통은 반드시 오일 온도 및 팽창계수를 포함하여 모든 의도된 비행 자세, 

장착, 대기 및 운용조건에서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b) 오일 탱크 확장공간을 포함한 오일 시스템은 반드시 적절히 환기되어야 한다. 

오일 계통의 모든 대류환기는 반드시 만족스러운 엔진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외부 이물질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치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c) 오일 안에 있거나 또는 오일 계통에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고유능력이 없는 오일 계통의 모든 부품들은 반드시 적합한 필터나 스트레이너

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엔진과 엔진정비에 손상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여과기능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규정된 정비주기에 관련해서 오염물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만일 가장 치명적인 주 오일 필터가 바이패스 기능이 없다면, 반드시 DUO에

게 막힘이 임박하였음을 적절한 표시하는 장치와 모든 필요한 절차를 제공해

야 한다.

만일 바이패스 수단이 임의의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에 제공된다면, 반드시 열

린 상태로 바이패스 운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적합한 정비행위

를 조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바이패스 운용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

(d) 각각의 오일 탱크는 반드시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오일량 지시기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부주의하게 채울수 없도록 반드시 적절한 크기의 팽창 공간이 있어야 한다.

(e) 승인되어야 할 오일의 각각의 상표와 형식, 그리고 관련 한계치들은 선언되고 

입증되어야 한다.

UL.TE.20 EMC

엔진 점화시스템, 제어장치와 다른 계통(예, 데이터링크, 통신)은 반드시 전자기적

으로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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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조건

UL.TE.21 모든 엔진 구성품은 반드시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습도시험을 조정하기 위

한 참조자료로 사용 가능한 표준들은 RTCA-DO-160D이나 MIL-STD-810 

적용)

UL.TE.22 엔진은 아래의 특수 고려사항을 가지고 UL.0의 UAV체계 설계상의 운용

영역에 따라 서술된 기상조건에서 만족스럽게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결빙조건 (적용 가능할 경우), 

- 모래와 먼지 (적용 가능할 경우), 

- 우박 흡입 (적용 가능할 경우), 

- 대기 중 액체상태의 물 흡입능력 (적용 가능할 경우). 

벤치 테스트

UL.TE.23 모든 시험은 반드시 모든 흡입구, 수용 가능한 대표 제트 파이프, 프로

펠링 노즐과 지정된 엔진 제어시스템을 포함하는 대표 시험형상으로 수

행해야 한다.

UL.TE.24 진동 시험

각 엔진은 기계적으로 또는 공기역학적으로 유도된 진동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구

성품들의 진동특성이 수립된 비행영역에 걸쳐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서 반드시 진동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는 반드시 출력과 추력의 범위, 그리고 수립된 비행영역 내 대기조건의 범위

에 걸쳐 운용에 상응하는 각 로터시스템의 물리적 및 보정된 최소 회전속도에서 2

분 또는 그이상의 정격 주기동안 허락된 최대 회전속도의 최대 103%까지, 과속을 

포함하는 물리적 및 보정된 회전속도에서 허락된 다른 모든 것의 100%까지 수립

된 비행영역 내 대기조건의 범위에 걸쳐 운용에 상응하는 각 로터시스템의 물리적 

및 보정된 회전속도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필요한 물리적 또는 보정된 회전속도의 가장 높은 곳에서 발생하는 응력피크의 징

후가 있는 경우, 확장이 그 속도의 추가 2% 포인트 이상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조사는 최대응력 값을 나타내도록 충분히 확장해야 한다. 전형적인 

결함조건에 의한 여자력의 진동특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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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E.25 교정시험

UL.TE.26에 명시된 내구성 시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엔진 추력 / 출력 변화를 식

별하려면 각 시험엔진은 반드시 추력 / 출력 및 비연료 소비량 특성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교정시험을 받아야 한다. 추력 / 출력 특성 교정시험의 결과는 전체 회

전속도, 압력, 온도 및 고도의 운용 범위에서 엔진의 특성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를 

구성한다. 추력/출력 정격은 해수면의 표준 대기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UL.TE.26 내구성 시험

(a) 엔진은 반드시 감항당국과 협의하여 가속 내구성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반드시 엔진이 전체 설계 수명기간 동안 내구성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

기간과 사이클 형식을 수립해야 한다.

 - 다른 형식의 출력 사이클 (Start-Max-Shutdown, Idle-Max-Idle, Cruise- 

Max-Cruise)의 적절한 조합은 최소한 1주기의 설계 수명주기와 동등한 저주기 

피로수명을 시험해야 한다.

 - 시험에 최대추력 / 출력까지의 빠른 가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체 운용 수명주기 동안 고주기 피로 결함 없이 엔진이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수립하기 위해 UL.TE.24에 규정된 시험결과에 따라 특정 회전속도에서 추가 시

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 내구성 시험 동안 최대 터빈 입구온도에서 소비된 총 시간은 설계 수명주기 만

큼 길어야 한다.

 - 점화 시스템은 설계 수명주기 동안 시스템의 운용기간과 빈도를 대표하는 주기

에 대한 시험동안 운용되어야 한다.

 - 시험 중에 충분한 수의 저온시동과 고온시동(엔진이 허용하는 경우 연속 고온시

동 포함)을 수행해야 한다.

 - 시험의 일부는 UL.TE.18에 따라 오염 된 연료로 수행되어야 한다.

 - 시험의 일부는 최소 허용 오일량으로 수행해야 한다.

터빈 엔진에 대한 대체 가능한 내구성 시험은 전체 엔진설계 수명주기에 해당하는 

수(단, 25개 이하)로 다음 6시간 단계를 반복에 의해 수행된다.

Part 1
이륙 동력 또는 추력과 최소 지상 공회전(Ground Idle)을 반복하는 5분 

주기의 1시간 

Part 2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30분 시험수행

(A) 총 6시간 내구시험 단계의 총 수의 3/5 동안 정격 최대 연속 출력/추력

(B) 총 6시간 내구시험 단계의 총 수의 2/5 동안 정격 이륙 동력/추력.

최대 연속출력과 이륙 사이의 엔진 회전속도가 운용에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속도가 다른 내구시험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의 Part 

2로 반드시 대체해야 한다.

(C) 6시간 내구성 시험 단계의 총 수의 2/5 동안 정격 최대 연속 출력/추력.

(D) 6시간 내구성 시험 단계의 총 수의 1/5 동안 정격 이륙 동력/추력.

(E) 6시간 내구성 시험단계 총 횟수의 2/5는 최대지속 및 이륙 동력/추력 

간에 거의 동일한 속도 증가영역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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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성능 유지. 내구성 시험 후 성능이 저하된 엔진은 반드시 감항당국과 협의한대

로 적절한 추력 / 출력 및 비연료 소모량을 유지해야 한다.

UL.TE.27 운용 시험

운용시험에는 반드시 시동, 공회전, 최대 가속, 과속, 엔진정지, 재점화(해당되는 

경우), 엔진 응답 특성(UAV에 필요한 경우) 및 운용범위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UAV에 의해 필요한 엔진의 기타 운용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엔진은 선택된 최대 연속추력 / 출력상태에서 가장 치명적인 주변대기 압력과 온도

조건 하에서 최대 운용속도 (VC-max) 이상에서 정의된 마진 (감항당국과 협의)에서 

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압력과 추력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시험되어야 한다. 

UL.TE.28 엔진 부품시험

(a) UL.TE.26에 따른 내구성 시험으로 적절하게 입증할 수 없는 엔진 구성품 (해당되

는 경우 기어 박스 포함)의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모든 예상되는 비행 및 대기 조

건에서 구성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추가 시험으로 보장해야 한다.

(b) 만족스러운 기능, 신뢰성 및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도 제어 장치를 요구하

는 각 구성품에 대한 반드시 온도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UL.TE.29 분해검사

내구성 시험이 완료된 후 반드시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야 한다. 필수 구성품은 파

열, 균열 또는 과도한 마모 및 열화를 나타내면 안 된다.

Part 3 1시간 30분 동안 최대 연속 출력 / 추력으로 작동 

Part 4
2시간 30분 동안 지상 공회전(Ground Idle)에서 최대 연속출력 / 추력사이의 

속도를 대략 15단계의 동일속도로 증분

Part 5

지상 공회전(Ground Idle)에서 이륙 동력 / 추력, 이륙 동력 / 추력에서 30초 

유지로 구성된 6주기 가감속 30분, 남은 시간은 지상 공회전(Ground Idle) 

유지.

참고

- Parts 1 및 5에서 계획된 가속과 감속 중 출력 또는 추력 제어레버는 반드시 1초 

이내에 한 극단 위치에서 다른 극점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 여러 단계에서의 오일 압력은 반드시 최소에서 최대까지 전 범위에서 변해야 한다.

- 최대 피크 블레이드 진동이 엔진 운용범위이내의 임의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10시간 이상, 그러나 내구성 시험 Part 4 증분주기 50%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반드시 가장 큰 진폭의 진동이 진동 조사에 의해 발견되는 범위에 

대해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회전속도 상태에서 운용이 되어야 한다. 대략 동일한 

진폭이 존재하는 엔진의 운용범위 내에 다른 회전 속도범위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그러한 각 범위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10시간을 수행해야 한다.

- 사이클의 적절한 부분은 UL.TE.18에 따라 오염된 연료로 수행해야 한다.

- 시험 중에 충분한 수의 저온시동과 고온시동(엔진이 허용하는 경우 연속 고온 시동 

포함)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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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E.30 엔진조절 및 부품교환

벤치 테스트 중에 엔진 보급과 경미한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시험 중 또는 분

해 검사 후 엔진의 부품의 주요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중요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감항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UL.TE.31 서지 및 불안정

엔진은 반드시 규정된 UAV 비행영역과 주변대기 운용범위 그리고 UAV 장착에 적

합한 흡입구 압력과 온도 조건 내에서 위험한 서지 및 불안정이 없어야 한다.

재 시동 능력(해당되는 경우)

UL.TE.32 특정 장비에 따라 감항당국은 다음과 같은 재시동 성능을 요구할 수 있다. 

UAV 비행 중 엔진 재시동을 위한 고도 및 대기 속도 영역이 반드시 설

정되어야 하며, 장착된 엔진은 반드시 해당 영역 내에 재시동 능력이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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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바

수직양력장치와 구동계통

일반(로터/팬 구동시스템과 제어 매커니즘)

UL.VLEDS.1 로터/팬 구동 시스템과 제어 매커니즘 시험

 UL.VLEDS.1.1 이 항에서 명시한대로 시험한 각 부품은 반드시 시험 종료 시 사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간 분해

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UL.VLEDS.1.2 각 수직 양력 구동시스템과 제어 방식은 반드시 신청자와 감항당

국에서 합의한 의도된 설계상의 운용영역에 기반을 둔 시간 또는 

100시간 이상 동안 시험해야 한다. 시험은 반드시 UAV에서 수행

되어야 하고, UAV 시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과 근접하게 시

뮬레이션 되는 지지 및 진동의 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토크 흡수방법을 가진 다른 지상 또는 비행시험 시설을 제외하고 

토크는 반드시 설치될 로터에 의해 흡수되어야 한다. 

 UL.VLEDS.1.3 UL.VLEDS.2.에서 규정한 60시간 시험은 반드시 최대연속토크를 사용

할 수 있는 최대연속토크와 최대속도로 실행해야 한다. 이 시험에서 

주 수직 양력조종 장치는 반드시 전방비행을 모의시험하기 위해 종축 

사이클릭 피치변화를 최대로 만드는 위치에 설정되어야 한다. 보조 

수직양력조종 장치는 반드시 시험조건 하에서 정상작동 해야 한다.

 UL.VLEDS.1.4 30시간 또는 UAV에서 30분 OEI 동력 또는 연속 OEI 동력사용이 요

구되는 경우 , (b)항목에서 규정한 25시간 시험은 반드시 최대 연속

토크의 75%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속도 및 최대 연속토크의 75% 

이상에서 25시간 동안 시험해야 한다. 주 및 보조 수직양력조종 장

치는 반드시 시험조건 하에서 정상 작동을 위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UL.VLEDS.1.5 (b) 항목에서 규정한 시험의 10시간은 이륙토크 및 이륙토크를 사

용하는 최대 속도이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주 및 보조 수직양력

조종장치는 수직 상승을 위해 정상위치에 있어야 한다.

  (1) 2.5분 OEI 전원의 사용이 요구되는 다중 엔진 UAV에 대해서는 10시간 동안 

12회 작동이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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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각 작동은 이륙토크와 및 모든 엔진에서 이륙토크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속

도에서 2.5분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ii) 각 작동은 순차적으로 각 엔진에 대해서 최소 하나의 주기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엔진은 출력고장을 시뮬레이션하고 나머지 엔진은 2.5분 OEI 토

크와 2.5분 OEI 토크를 2.5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대속도로 작동한다.

 (2) 30초 및 2분 동안 OEI 전력사용이 요구되는 다중 엔진터빈 구동 UAV의 경우 

10회 작동은 아래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i) 최소 5분간의 이륙작동 직후, 각 출력원은 고장을 시뮬레이션하고 나머지 영

향을 미치는 구동시스템 전원입력을 위해 30초 이상 최대토크 및 30초 OEI 

출력을 사용하는 최대속도를 적용한다. 작동 절차대로 모사된 ‘비행 Idle'조건

에서 최소 한번 수행되어야 한다. 벤치 테스트에서 수행될 경우, 이륙 동력에

서 안정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시험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ii) 이 단락 목적 위해, 영향을 받는 전원입력은 시험에 의해 규정된 더 높거나 비

대칭적인 토크 및 속도를 적용했을 때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직양력장치 

구동 시스템의 모든 부품을 포함해야 한다. 

  (iii) 이 시험은 엔진 제한으로 인해 이 출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시

험 중 엔진 제거가 조기에 발생할 경우 대표적인 벤치 테스트 시설에서 실시

할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수직양력장치 구동시스템 구성요소에 적용되는 하

중, 진동 주파수 및 방법은 UAV 조건을 대표해야 한다. 시험 구성 요소는 이 

단락의 나머지 항과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UL.VLEDS.1.6 명시된 (c)항과 (d)항에 언급한 시험은 반드시 30분 이상의 간격

을 두고 실시해야 하며 지상 또는 비행 중에 수행될 수 있다. (e)

항에서 언급한 시험은 5분 이상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UL.VLEDS.1.7 (c)항, (d)항 그리고 (e)항에 언급한 시험 증 5시간 이하의 간격으

로 엔진과 수직양력 구동력이 수직양력장치로부터 자동으로 분리

될 수 있도록 엔진은 충분히 빠르게 정지되어야한다. 

 UL.VLEDS.1.8 (c)항에 명시된 작동상태 하에서, 횡축조종의 완전한 주기 500회, 

주 수직양력장치의 종축 완전한 주기 200회, 각 보조 수직양력장

치의 조종에 대한 완전한 주기 500회가 수행되어야한다. ‘완전한 

주기’는 조종 움직임이 비행 중 최대 하중이나 움직임을 초과하는 

하중이나 플래핑 모션을 생산할 필요가 없는 상태 외에는 중립 위

치로부터 양쪽 극단 위치로 갔다가 다시 중립상태로 돌아오는 조

종 장치의 움직임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이클은 (c)항에 언급한 

시험기간 동안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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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VLEDS.1.9 적어도 200회 이상 클러치 연결 상태로 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클리치 구동 쪽에 있는 축이 가속되어야 한다.

 (2) 신청자가 선택한 속도와 및 방법을 사용 한다.

 UL.VLEDS.1.10 30분 OEI 출력이 사용되는 다중 엔진 UAV의 경우, 30분 OEI 토

크로 5회 운용하고 30분 OEI 토크를 사용하여 최대 속도를 유지

해야하며, 순차적으로 각 엔진은 작동하지 않고 나머지 엔진은 

30분 동안 작동해야 한다.

 UL.VLEDS.1.11 지속적으로 OEI 출력이 사용되는 다중 엔진 UAV의 경우, 지속적 

OEI 토크로 5회 운용하고 지속적 OEI 토크를 사용하여 최대속도

를 유지해야하며, 순차적으로 각 엔진은 작동하지 않고 나머지 

엔진은 1시간 동안 작동해야 한다.

UL.VLEDS.2. 추가적인 시험(Additional Test) 

 UL.VLEDS.2.1 수직양력장치 구동 방법이 안전한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추가적인 동적, 내구성, 작동 시험과 진동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UL.VLEDS.2.2. 변속기로 가는 터빈 엔진토크 출력이 엔진 또는 변속기의 최대 

토크 한계치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 정상 작동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1) 모든 엔진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최소한 아래와 같거나 그 이하의 토크를 10

초씩 200번을 가함

  (i) UL.VLEDS.1. 을 충족시키기는 수직양력장치 구동계통 및 조종 매커니즘 시험

에서 요구되는 최대치 토크 + 10%

  (ii) 토크 제한 장치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기능한다고 가정하는 엔진의 최대 도달 

가능한 토크출력 

 (2) 각 엔진이 차례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조건의 다중 엔진 

UAV의 경우, 토크 제한 장치가 있다면, 작동 가능한 조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토크를 나머지 변속기 토크입력에 적용한다. 각 변속기 입력은 최소 15분 

동안 이 최대 토크로 시험해야 한다.

 (3) 이 항에서 규정한 시험은 UAV에서 시험 출력조건에 적합한 최대 회전 속도로 수

행되어야하며, 토크는 설치될 수직 양력에 의해 흡수되어야 한다. 단, 지지 및 진

동의 조건이 UAV 시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근접하게 시뮬레이션 되는 

경우 적절한 토크 흡수 방법을 가진 다른 지상 또는 비행시험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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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VLEDS.2.3 만약 오토로테이션 기능이 구현되었다면, 수직양력장치 구동계통이 

수직 양력장치 구동 주 오일 시스템에서 압력 손실 후 15분 동안 

오토로테이션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 입증해

야 한다.

UL.VLEDS.3. 축 임계 속도

NOTE: Advisory Circular § AC 27.931항은 허용 가능한 입증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UL.VLEDS.3.1 축 임계속도는 특정설계에 신뢰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시연

(Demonstration)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UL.VLEDS.3.2. 임계속도가 공회전, 전원 켜기 및 오토로테이션 조건의 작동범위 

내에 있거나 가까울 경우; 오토로테이션기능이 구현된 경우, 해당 

속도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안전 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시험으로 보여야 한다.

 UL.VLEDS.3.3.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임계 속도가 허용 작동범위 내에 있지 않

음을 나타내는 경우, 계산된 임계 속도와 허용 작동 범위의 한계 

사이의 여백은 계산된 값과 실제 값 사이에 가능한 변화를 허용

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UL.VLEDS.4. 샤프트 조인트

 UL.VLEDS.4.1. 작동을 위해 윤활이 필요한 각 범용 조인트, 슬립 조인트 및 기타 

축 조인트에는 반드시 윤활을 위한 예비설비가 있어야 한다.

UL.VLEDS.5. 트랜스미션과 기어박스: 일반

 UL.VLEDS.5.1 오토로테이션 기능이 구현된 경우

                연속적인 윤활이 필요한 수직양력장치 구동계통의 구성품에 대한 윤

활계통은 반드시 오토로테이션 중 윤활을 보장하기 위해 엔진의 윤활

계통과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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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일반

UL.P.1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는 프로펠러가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 하는데 있어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UL.P.2 프로펠러 운용 한계

프로펠러 운용한계는 반드시 이 부록에 명시되어있는 시험을 통해 입증된 조건을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UL.P.3 소재(Materials)

프로펠러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합성과 내구성은 반드시 다음 항목에 따른다.

(a) 경험(사례) 또는 시험에 기초하여 확립되어야 한다.

(b) 설계자료에서 가정된 강도 및 기타 특성을 갖는 승인된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UL.P.4 내구성

프로펠러는 반드시 점검을 통해 프로펠러의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a) 주기적 하중 또는 환경 및 운용 중 프로펠러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로 

인해 프로펠러의 건전성이 반드시 허용 수준이하로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 

(b) 후속 부품의 고장 영향이 반드시 프로펠러의 건전성을 허용 수준이하로 감소시

켜서는 안 된다.

UL.P.5 피치 컨트롤

(a) 프로펠러 피치 컨트롤의 고장이 의도된 운용환경 내에서 위험한 과속상황을 야

기해서는 안 된다.

(b) 만약 프로펠러가 풀릴 수 있는 경우, 제어시스템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제어시스템의 오작동 또는 고장으로 인한 프로펠러의 과동작과 같은 위험한 

상황

 (2) 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프로펠러 작동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UL.P.6 일반

프로펠러와 그 주요 부속품은 고장이나 오작동의 흔적 없이 UL.P.12를 통해 

UL.P.7에 규정된 시험과 검사를 완료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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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7 블레이드 고정(유지) 시험

분리형 블레이드가 있는 프로펠러의 중심과 블레이드 고정 배치는 반드시 허용되

는 최대 회전속도 또는 적절한 경우 제어가능한 수준의 최대 회전속도에서 발생하

는 원심력의 두 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UL.P.8 진동 하중 한계시험(Vibration load limit test)

각 금속의 허브와 블레이드 및 비금속 블레이드의 각 기본 하중 금속구성요소의 

진동 하중한계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의 모든 진동 부하한계에 대

해 결정되어야 한다. 

UL.P.9 내구성 시험

(a) 고정피치 또는 지면 조절 식 프로펠러는 반드시 다음 테스트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 프로펠러를 장착한 상태로 반드시 최소 5시간 이상의 비행시험을 수행해야한

다. 잔여 50시간 시험은 반드시 프로펠러 회전속도의 90%이상으로 수행해야 

한다. 반드시 프로펠러 인증을 필요로 하는 최대직경의 프로펠러로 시험을 수

행해야 한다.

 (2)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프로펠러 회전속도와 출력에서 50시간 벤치테스트

반드시 프로펠러 인증을 필요로 하는 최대직경의 프로펠러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b) 가변피치 프로펠러

가변피치 프로펠러 (회전 중 DUO 또는 자동 수단을 통해 피치를 변경할 수 있

는 프로펠러)는 반드시 다음 시험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 프로펠러가 장착되는 엔진 모델 중 하나의 엔진을 대상으로 동일 출력 및 회전

속도에서 50시간 시험

각 시험은 반드시 프로펠러의 최대연속 회전속도 및 출력비에서 수행해야한

다. 만약 이륙성능이 설정된 최대 연속 정격보다 높을 경우, 이륙 정격 최대 출

력 및 회전속도에서추가적인 10시간 벤치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2) 부록 나에 규정 된 엔진 내구성 시험을 통한 프로펠러 작동 시험

 

UL.P.10 기능시험

(a) 각 가변 피치 프로펠러는 반드시 이 항의 모든 해당 기능시험을 받아야한다. 내

구성 시험에 사용 된 것과 동일한 프로펠러를 반드시 기능 테스트에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시험대 또는 UAV의 엔진으로 구동해야한다.

(b) 수동 제어 가능한 프로펠러. 페더링 범위를 제외하고 피치 및 회전 속도범위에 

걸쳐 500회의 완전한 제어 사이클시험.

(c) 자동으로 제어 가능한 프로펠러. 페더링 범위를 제외하고 피치 및 회전 속도 범

위 전체에서 1500회의 완전한 제어 사이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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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11 분해 검사

내구성 시험이 완료된 후 프로펠러를 반드시 완전히 분해해야한다. 필수 구품은 

파열, 균열, 또는 과도한 마모를 보여서는 안 된다.

UL.P.12 프로펠러 조정 및 부품 교체

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프로펠러에 대한 점검 및 경미한 수리가 가능하다. 시험 중 

또는 분해 검사 중에 부품의 중대한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감항당국에서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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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

위험요소 평가체계

UL.HRS.1 심각도 평가 체계(Severity Reference System)

참사 수준

(Catastrophic)

최소 비행 조종불능(사전에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초과, 

우발적인 비행영역이나 프로파일 포함)및/또는 통제가 불가

능한 추락 또는 UAV운용자나 지상요원의 사망을 유발하는 

실패 상황

위험 수준

(Hazardous)

다수의 결함 또는 운용자의 업무량 증가 등과 연계하여 UAV

의 손실을 초래하는 비행경로 통제 종료 는 불시착이 상당

히 예상되는 실패상황을 유발하거나 UAV운용자나 지상요원

의 사망가능성이 상당히 예상되는 실패 상황

중대 수준

(Major)

다수의 결함 또는 운용자의 업무량 증가 등과 연계하여 심

각한 부상 발생우려없이 UAV가 사전에 지정된 장소로 비상

착륙이 예상되거나 UAV 운용자나 지상요원의 잠재적 부상을 

초래하는 실패 상황

경미 수준

(Minor)

UAV의 안전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며, UAV 운용요원이 능

력범위 내에서 임무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패 상황

고장 상태

이 상태는 안전율이나 기능적 능력의 미미한 저하 및 UAV 

운용요원의 업무부하를 약간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UL.HRS.2 누적 안전 요구사항(Cumulative Safety Requirements)

참사수준의 사건이 발생할 누적확률(모든 참사 수준 고장 조건의 조합)에는 추진, 항

법, 데이터 링크, UCS/UCB 등을 포함한 모든 UAV 및 하위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비행시간 당 누적확률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최대이륙중량(MTOW)이 15kg 미만인 경우 P CUM-CAT=10- 4

최대이륙중량(MTOW)이 15kg ~ 150kg인 경우 P CUM-CAT=0.0015/(MT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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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HRS.3 확률수준 참조 시스템(Probability Level Reference System)

예상되는 재난적 고장조건의 수는 예비안전평가에 의해 도출되어야 하며 감항당국의 

동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또는 예상되는 참사수준의 고장조건의 수의 10배에 해

당하는 값이 쓰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확률 수준 참조 시스템이 설정돼야 한다.

(E) 극히 발생하지 않음

   (EXTREMELY IMPROBABLE)
P ( E)≤

P CUM-CAT예상되는재앙수준의고장조건의수
(D) 매우 낮음(EXTREMELY 

REMOTE)
P ( E)≺P ( D)≤10×P ( E)

(C) 낮음(REMOTE) 10×P ( E)≺P ( C)≤100×P ( E)

(B) 높음(PROBABLE) 100×P ( E)≺P ( B)≤1000×P ( E)

(A) 빈번함(FREQUENT) P ( A)≻1000×P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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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HRS.4 위험 수용도 기준

위해요소 위험 지수 참사수준 위험수준 중대 수준 경미 수준

빈번함
1A

수용불가

2A

수용불가

3A

수용불가

4A

수용불가

높음
1B

수용불가

2B

수용불가

3B

수용불가

4B

수용

낮음
1C

수용불가

2C

수용불가

3C

수용

4C

수용

매우 낮음
1D

수용불가

2D

수용

3D

수용

4D

수용

극히 발생하지 않음
1E

수용

2E

수용

3E

수용

4E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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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아

안정성 및 대응 평가지침

이 부록은 신청자 및 감항당국에서 UAV의 종축/횡축 안정성과 일시적 반응에 관

한 안정성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확성 및 안정성의 정량적 요구사항은 UL.0의 설계상의 운용영역에 따라 수립되

어야 한다. (예, 감시지역 건물 위 최소 안전간격과 비교한 최대 크루즈 고도)

UL.SR.1 정확성

UAV는 신청자와 감항당국이 합의한 충분히 작은 정적오류를 포함한 안정된 대기

에서 요구되는 비행 파라미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

는 다음의 요소에 대해 정상 비행영역선도 내에서 모델 기반분석으로 시범되고 비

행시험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 자세 : 피치 및 롤 각도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대기속도

 전진비행, 후진비행 및 측면비행, 기수 및 궤적, 지면효과를 받는 제자리비행, 지

면효과를 받지 못하는 제자리비행, 고도

UL.SR.2 일시적 반응

다음은 반드시 전 비행영역에 대해 시범되어야 한다.

 UL.SR.2.1 갑작스러운 명령입력 또는 돌풍에 따른 피치 및 롤 반응은 아래 상황

의 초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완충되어야 한다.

  - 제한 하중계수

  - 조종면 작동기(actuator)에 허용되는 최대 토크

 

 UL.SR.2.2 선정된 고도로의 전환이나 고도유지 기능작동은 명령된 값에서 

UL.SR.1. 하에서 감항당국이 동의한 허용치의 3배 이상의 편차(오버

슈트)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UL.SR.2.3 선정된 기수로의 전환이나 기구유지 기능 작동은 명령된 값에서 

UL.SR.1. 하에서 감항당국이 동의한 허용치의 3배 이상의 일시적 편

차(오버슈트)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UL.SR.2.4 허용된 비행영역 보호 내 선정된 항속으로의 전환 혹은 항속유지기능

의 선택은 아래의 사항을 항공기에 야기해선 안 된다.

 - 와류상태로 유도하는 조건으로의 진입

 - 제한 고도-속도 영역 내에서 감항당국이 동의함에 따라 정의된 마진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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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R.3 운용자 유발 불안전성(PII)

불안정 상태로 이어지는 PII 경향의 부재는 각 비행제어계통 운용모드에 대해, 특

히 수동 직접 조종모드(해당되는 경우)에 특히 주의하여 비행으로 입증되어야 한

다. 루프 내에서 DUO를 포함한 모델 기반 시뮬레이션은 극한 운용시험에서의 비

행시험 증거를 통합하는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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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

안전관리계획

안전 관리

UL.SMP.1 안전관리계획은 다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 안전 요구사항 및 목표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통제를 위해 사용되

는 조직구조, 과정,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체계가 이행되는 방법 설명 

- 해당 사업의 안전 관련 일정계획, 주요일정, 목표 및 기타 관련 일정에 대한 설명 

 UL.SMP.1.1 안전관리계획은 사업 관리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

만 특정한 안전업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안전관련 핵심 주요 일

정이 전반적인 사업관리계획에 엔지니어링 및 설계업무와 함께 포함

되어 있어야 한다. 

 UL.SMP.1.2 안전관리 계획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

          - 해당 계획이 갖고 있는 방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체

계와 그 목적에 대한 설명

          - 모든 핵심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최초정의

          - 운영될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상세내역

          - 다음을 포함하여, 정의된 안전 업무에 대한 설명 

            · 소유권

            · 방법론

            · 자원 요구사항

            · 주요일정 정의

            · 허용오차 기준

            · 방법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위험관리 과정

            · 사용될 특정 도구 식별(위험 기록 소프트웨어와 같은)

            · 안전 프로그램 

            · 안전 감사계획 

            · 사용될 절차와 방법을 나타내는 본 STANAG의 충족 방안 매트릭스 

            · 산출물 목록 및 양식 

          안전 프로그램은 통상 일정계획, 안전 주요일정 및 산출물을 보여주는 

‘Gantt’ 차트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또한 사건사고에 대한 분석과 같은 

잠재적인 비계획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개선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안전 감사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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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SMP.1.3 이 항목 중 일부는 다른 관리 및 엔지니어링 문서에 요약되고 참조

됨으로써 포함될 수 있으나, 핵심 산출물인 안전관리계획에는 적합한 

수준의 정보 및 안전관리가 이행 및 유지되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상세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UL.SMP.2 안전관리계획을 개정해야 하는 다수의 사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체

적인 요구사항의 변경, 조직의 변경, 주요한 운용상 변경 또는 문제 등

이다. 안전관리계획은 반드시 시스템의 전 수명 기간을 고려하여야 하

며, 신청자는 시스템의 수명주기 동안 이를 검토하고 최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UL.SMP.3 안전관리계획은 중요한 문서로서 안전관리 과정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

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해 가능한 한 인증과

정의 초기단계에서 감항당국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UL.SMP.4 안전관리체계는 신청자에게 목표달성을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정의

하고 안전관리 수단을 안전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안전관리체계는 우선

적으로 안전관리계획으로 완전하게 문서화해야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안전관리 절차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안전관리체

계 적용 시 효과가 명확하게 검증될수 있다.

 UL.SMP.4.1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는 규정된 업무를 계획, 조직, 이행, 감독, 검

토, 감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원의 올바른 혼합을 조율한다. 

안전관리체계는 안전정책 및/또는 전략, 정의된 권한 단계, 의사소통 

라인과 업무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안전관리체계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안전관리에 관한 전략

  - 개인 및 조직의 역할에 대한 정의와 서명권한자의 식별을 포함하여 안전 권한 

및 책임의 할당 

  - 특히, 다른 안전관리체계(예, 협력업체, 생산 조직, 정비 조직, 군 등)와의 인터

페이스 업무계획

  -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 및 보장하기 위한 능력 요

구사항과 메커니즘에 대한 정의 

  - 안전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데에 필요한 자원의 식별 및 배분 

  - 적용할 법령, 규정, 표준의 식별 

  - 직업 보건(예, UCS/UCB에 적용되는)과 안전 계획 간 직접적인 또는 참조적인 

적절한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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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계획

  - 변화 관리계획

  - 결함/고장 보고와 사건/사고/근접 조우 보고서의 감독 및 교정 조치의 식별 및 

이행에 대한 계획 

  - 안전 요구사항 및 안전 성취 행위의 영향과 관련된 피드백의 관리 및 조치계획

  - 안전관리 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업무계획 

  - 위험요소 참조시스템에 대한 정의

 UL.SMP.4.2 안전관리체계는 긍정적인 안전문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안전문화는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와 방식, 숙달 여부를 결정하는 개인과 집단의 

가치, 태도, 인식, 역량 및 행동 패턴의 산물이다. 

 UL.SMP.4.3 안전관리체계의 적용 효과는 반드시 목표 달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체계 성과 측정을 통해 해당 안전

관리시스템의 지속적 성능개선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된다. 

UL.SMP.5 안전이 별도로 분리된 분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엔지니어링 

분야와 함께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허술한 안전관리가 사업 

위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으로 입증된 바 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적 접근법 이행의 일부로써 서로 다른 과정, 문서 등이 통합

될 수 있다. 하지만 안전 관련 이슈를 독립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인

정되어야 하는데, 특히 분야별 전문가, 규제/인증 조직이 포함될 경우

가 그렇다. 결론적으로 안전자료는 비-안전 자료와 차별화 되도록 표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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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차

66J 이하 충격에너지를 갖는 UAV에 적용 가능한 

감항 요구사항 지침서

이 부속서는 66J 이하의 충격에너지를 가지는 UAV의 최소 감항 요구사항을 설정하

기 위한 지침서이다.(예측 가능한 고장조건에 기초하여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는 종

말 속도를 사용하여 계산)

1. 설계상의 운용영역 (Design Usage Spectrum)

신청자는 UAV시스템의 예측 가능한 운영환경들에 대해서 설계상의 운용영역을 반

드시 명시해야 한다.

a. 전체 임무형상

b. 비행 중 운용환경

c. 지상 운용조건

d. 운용모드(자동, 속도 유지, 고도 유지, 수동 조작 등)

e. 이륙/발사/계류조건

f. 착륙/회수 조건

g. 발사/명령/제어/회수가 수행되는 위치 및 플랫폼(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등)

h. 동시에 운용되는 항공기 수

i. 운송조건(가방, 패키지, 트럭 또는 그 외의 UAV의 운송 및 보관 환경 정의)

j. 운용 환경조건

k. 자연 환경(고도, 온도, 압력, 습도, 바람, 강수량, 번개, 결빙, 염수, 곰팡이, 우박, 

조류충돌, 모래, 먼지 등)

l. 전자기 환경영향(모든 서브시스템 및 장비 간 전자기 환경, 외부 환경에 의한 전

자기영향, 둘 이상의 UAV가 근접 운용되는 경우 전자파 간섭)

m. 조명조건(예: 주간, 야간, 새벽, 황혼, 혼합 등)

n. 가능한 모든 질량 조합(최소 및 최대 비행중량, 공허 중량 시 무게 중심, 최대 전

방/최대 후방 무게중심을 반드시 식별해야 함)

2. 공통 요구조건

신청자는 UAV 생산 활동이나 품질 문서화 정책은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시스템 안

전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관리가 구현 되고, 안전관련 업무가 

역량이 있는 인원에 의해 수행된다는 최소한의 확신을 주어야 한다.



- 118 -

신청자는 반드시 UAV 구조물, 엔진, 프로펠러 및 UAV 장비설계에 사용되는 기준, 

표준 및 사례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UAV는 반드시 일련의 모든 비행과 모든 운영모드에서 안정적이고 제어 가능해야 한다. 

항법 정확도는 반드시 감항당국에 의해 인증 되어야 한다. 

비행경로와 UAV(데이터링크 포함) 상태를 DUO가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관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비상상황에서 비행 종료를 위한 수단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표준 운용과 비상절차가 반드시 설정되고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한다.

인증을 위해서 신청자는 반드시 모든 운용영역을 비행시험을 통해 시연해야 한다. 

시험 계획은 감항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3. 구조 및 재료

구조적 건전성

UAV는 반드시 구조물의 손상 없이 각 변수들의 치명적인 조합에 안전배수가 곱해

진 최대 운영하중을 견뎌야 한다. 운송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중의 중요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계수는 반드시 설계 기준(예, 하중 모델링, 응력모델

링, 재료 허용치, 환경 영향, 미미한 손상으로 인한 복합재의 영향 등)에서의 불확

실한 요인을 고려하여 감항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조적 건전성은 피로 및 항공기의 예상사용 수명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져야한다.

재료

신청자는 반드시 UAV를 제작할 때 사용된 재료와 생산과정, 그리고 시편을 통해 

재료의 성능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재료는 반드시 

설계상의 운용영역에 적합해야 한다. 생산된 부품, 조립품과 완성된 UAV는 반드시 

생산자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따라 생산되어야 한다.

4. 추진 계통

전체 추진계통은 반드시 감항당국의 동의한 설계상의 운용영역의 기간 및 주기에 따라 

내구성 시험 수행 후 분해검사를 받아야한다. 전기 엔진 적용을 위해서는 배터리는 운

용영역 내에서 엔진 및 전기 장치에 필요한 전압과 전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배터리 과열/폭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예, 냉각, 온도센서, 배터리 능동관리 시스템)

UAV의 즉시 회수가 필요한 수준의 배터리 방전 시 운영자에게 경고를 제공하는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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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저장, 운영, 취급성, 정비, 안전 제한치 및 배터리 건전성 에 관한 정보가 

반드시 해당 매뉴얼에 제공되어야 한다.

5. 세부계통 및 장비

모든 장비(상용 기성품 포함)와 세부계통(데이터 링크 포함)은 UAV에 통합되었을 

때 설계상의 운용영역 내에서 반드시 적절히 기능해야한다.

설치를 위한 설비, 모든 장비의 사용목적과 환경은 반드시 해당 장비를 인증하기 위한 

모든 성능, 작동 및 안전한계를 충족해야 한다.(해당 품목의 규격을 충족함을 의미)

환경 전자기 효과(E3)는 반드시 감항당국이 동의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기록 장치는 감항당국이 동의한 통상적인 비행자료를 저장하기 위해 우선

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안전

UAV(UAV, UCS/UCB, 데이터 링크 및 UAV를 운용하기 위한 기타 장비들 포함)에 

대한 시스템 안전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이 평가에는 우선적으로 기능 위

협분석(FHA), 고장모드 효과(FMECA), 치명도 분석(CA) 및 고장계통도 분석(FTA)

을 포함해야 한다.

최소 비행 조종불능(사전에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초과, 우발적인 비행영역이

나 프로파일 포함) 및/또는 통제가 불가능한 추락 유발하는 결함의 가능성이 감항

당국이 동의한 기준으로 ‘극히 낮음’을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필수 자체진단시험(예: 시동 후 자체진단시험) 사항은 우선적으로 감항당

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 감항성 계획이 우선적으로 감항당국에 제출

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장시 조종이 UAV의 불가능하거나 추락을 유도하는 

소프트웨어 형상품목 우선적으로 설계보증수준(DAL) C와 동일해야 한다.

6. 유지 감항

신청자는 반드시 유지 감항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공표해야 한다. 

신청자는 반드시 프로그램 수명동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사건을 추적하

는 방법과 필요시 예방 및 시정조치 수행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비행교범은 반드시 UAV 운용자에게 정상운용 및 비상조건에 대한 모든 운용 절

차, 한계 및 성능정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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