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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Opinion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성공적 개장의 성과와 각오

백정선 |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서비스본부장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성공적으로 개장 하면서 국내 최초로 국제선 복수 터미널 시대를
맞이하였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운영에서 유례없이 1, 2, 3단계 확장사업을 모두 성공적
으로 완수한 좋은 선례도 남겼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성공적으로 개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국제공항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건설 참여자 모두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의 축적된 공항건설 기술과 운영 경험이 국내외 공항산업에서 더욱 더 빛날 수
있게되기를 기대한다.

제2여객터미널 준비과정과 성공적 개장

있었지만. 이제 제2여객터미널은 분주했던 건설과 운영
준비 모습은 사라지고 여행객들의 활기와 설렘으로 가득

인천국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개장(’18.

하다.

1. 18) 하면서 국내 최초로 국제선 복수 터미널 시대를 맞

인천국제공항은 1, 2단계의 성공적 개항 경험을 가지고

이한 지 8개월이 넘게 흘렀다. ’15년말 제2여객터미널 운

있지만, 제2여객터미널의 운영준비(3단계 건설)는 건설

영준비단장 이라는 생소한 보직을 맡은 지 2년이 넘는 시

과 운영을 병행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인

간동안 고민과 실행 속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 분주함이

천국제공항 개항 준비과정에서 대두된 시스템 불안,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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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변화에 따른 신공정 도입, 품질확보, 안전관리 등 새

적 목표를 설정하였고, 2017년 12월까지 운영준비를 마

로운 당면문제들을 해결해야 했고, 최근에 신공항을 짓거

무리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18일 제2여객

나 신 터미널을 오픈한 독일,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 선진

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개장하였다.

공항들의 실패와 개장연기 사례 등 내외부의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운영 준비를 진행해야만 했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8개월간 국제선 운항은 전년
대비 약 8.5% 증가, 국제선 여객은 약 11.2%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2여객터미널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이

특히, 이용객의 약 27%가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

전에 오픈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국가적

으며 1개 공항에서 2개의 여객터미널을 운영함으로써 제

목표가 정해져 있어 명확한 추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

1여객터미널과 2여객터미널이 상호 보완 성장하는 선순

한 추진체계의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했었다.

환 구조가 만들어 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제2여객터미널 운영준비단장으로서 정부
의 정책목표, 1공항 2개 터미널 체제로의 운영환경 변화,
건설공사의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제
2여객터미널에 대한 운영준비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인천국제공항 운영
현황과 성과

공항공사뿐 아니라 정부, 상주기관, 항공사, 지상조업사,

제2여객터미널 개장(1.18) 이후 1터미널과 2여객터미

입점업체 등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 소관분야별로 운영준

널의 국제선 여객 분담율은 8월 말 기준으로, T1은 약

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73%, T2는 약 27%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중국, 동

우선 제2여객터미널의 운영준비 목표로 “오픈과 동시

남아 등 근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T1의 운항 비중이 높

에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체계 구축”, “제1여객터미널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한항공, 델타항공의 운항

수준 이상의 세계 최고의 공항 서비스 확보” 2개의 구체

비중이 높은 미주 지역은 T2의 운항 비중이 높은 실적을

[표 1] 인천국제공항 터미널별 분담율 현황
T1

T2

구분
실적
국제운항(회)**
국제여객(명)

비중(%)

실적

비중(%)

161,685

75.9

51,436

24.1

30,625,307

72.9

11,413,233

27.1

** 여객기 운항만 포함 (회, 1.18~8.31)

[표 2] 인천국제공항 터미널별, 지역별 여객기 운항 현황
구분

미주

유럽

44,492

5,152

9,987

6,185

2,331

84.3

80.0

41.5

62.2

65.2

59.7

10,852

3,209

11,152

7,269

6,070

3,300

1,574

22.2

15.7

20.0

58.5

37.8

34.8

40.3

일본

중국

동북아

실적

38,216

38,031

17,291

비중

82.7

77.8

실적

8,010

비중

17.3

동남아

대양주

기타

T1

T2

* 기타 = 중동/서남아 지역 여객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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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운영 중인 수하물 처리시스템, 운항정보 시스템 등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1, 2여객터미널의 출입국 소요

공항의 핵심 시스템과 새롭게 구축된 공항운영 핵심 시스

시간이 단축되어 여객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함은 물론

템 간의 상호통합(88개 시스템)과 완벽한 성능확보가 전

1, 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매출이 약 18% 증가하고 식음료

제되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제2여객터미널 운영을 위

매장의 매출 또한 약 23%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2여객터

해 투입되는 약 1만 2천여 명의 신규인력이 단기간에 관

미널 개장으로 인천국제공항 전체 출입국 시간이 단축되

숙화를 마치고, 새롭게 건설된 제2여객터미널의 신규 시

고, 상업시설의 여유 공간이 개선되어 여객들이 쾌적한 환

설과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해

경에서 여유롭게 공항을 이용하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야만 가능한 프로젝트였다.

무엇보다 제2여객터미널의 평균 출국 소요시간은 약

이러한 어려움과 난관으로 인해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

30분으로 지난해 평균대비 약 26% 가량 크게 단축되었

의 공항을 포함해 싱가폴 등 세계 유수의 공항에서도 신

다. 이는 제2여객터미널을 최첨단 스마트 공항으로 설계

공항 개항시 큰 혼란을 겪거나 개항을 연기하는 사례가

한 결과로, 제2여객터미널의 스마트 서비스 이용율은 셀

종종 발생되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산업

프체크인 약 35%, 셀프백드롭 약 12%로 제2여객터미널

에서 유례없이 1, 2, 3단계 확장사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개장 전 이용율 약 23%, 2.7%대비 큰 폭으로 증대되었다.

완수한 것이다.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개장은 인천국제공항 해외사업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이렇듯 완벽하게 개장

에도 새로운 추진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국제공항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

가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인 개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그리고 건설 참여자 모두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로

4월, 총 계약금 약 1,400억 원 규모의 쿠웨이트 제4여객터

집약된다. 앞으로 우리의 축적된 공항건설 기술과 경험이

미널 운영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이 사업은 공사가 해외공

국내외 공항사업에서 더욱 더 빛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항사업으로 수주한 최대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로, 주요 과

하며 국내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정부관계자, 국회 등의 깊

업은 쿠웨이트 제4터미널의 건설 마무리부터 운영준비를

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거쳐 성공적으로 오픈까지 완료한 후 향후 5년간 제4터미
널을 운영하는 것이다.
향후에도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개장을 통해
축적된 공항건설과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우디, 필리
핀, 인도네시아 등 해외공항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성공적인 개장 원인과 목표
독일, 영국 등 선진국 유수 공항들의 개항실패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인천국제공항 2여객터미널의 성공적인 개
장은 인천국제공항이 축적한 공항건설과 운영준비 노하우
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건설과 운영준비는

본 Aviation Opinion(시론)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인 전문가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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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늘의 이동혁명을 위한
민관협의회’ 발족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하늘의 이동혁명을 위한 민관협의회(空の移動革命に向けた官民協議会)’를 발족하였다. 향후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도시 교통 정체 해소,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 접근, 재해 시 인명구조 등
에서 활발히 활용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협의회를 통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하늘의 이동혁명을 위한 민관협의회 발족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국토교통성(国土交通

省)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실현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실현되면

정체가 극심한 도시 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중산간(中山
間) 지역, 재해로 인한 인명구조 상황 등에서 손쉽게 이동
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도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협의하는 ‘하늘의 이동혁
명을 위한 민관협의회(空の移動革命に向けた官民協議
会)’를 지난 8월 24일에 발족하였다. 동(同) 협의회는 ‘하
늘을 나는 자동차’의 제반 이슈들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장
래의 실용화를 위한 로드맵을 2018년도 내에 책정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실현을 위한 각계의 노력
일본 정부는 2018년 6월에 중장기 산업정책 등을 담

은 ‘미래투자전략(未来投資戦略) 2018’을 내각회의에서

[그림 1] 일본 「하늘을 나는 자동차」 예시 그림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www.meti.go.jp), 드론 펀드(Dron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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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늘의 이동혁명을 위한 민관협의회 제1회 회의 전경

자료: 산케이비즈(www.sankeibiz.jp)

결정하고, ‘하늘의 이동혁명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설치
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성된 협의회의 구성원은 민간위

인 드론 펀드(Drone Fund)의 지바 코타로(千葉功太郎) 대
표는 “2025년에는 많은 무인 드론과 에어 모빌리티가 이

원 21명, 정부위원 6명으로 총 27명이다. 민간위원에는

용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일본의 하늘을 세계 최첨단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ANA홀딩스(ANA Holdings),

의 에어 모빌리티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본항공(Japan Airlines, JAL), 야마토 홀딩스(Yamato
Holdings) 등 항공업계 및 운수업계 관계자들이 포함되었
다. 협의회의 사무는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과 국토교통
성 항공국이 맡는다.
동 협의회는 이미 8월 2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운항 관리와 내항 증명(耐空証明)
등 관련 제도 정비 이슈와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사

회의 수용성(受容性) 향상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제들을 논

실증 사업과 향후 과제
서구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아우디(Audi)와 미국 삼
손 모터스(Samson Motors) 등과 같은 벤처기업들이 ‘하
늘을 나는 자동차’ 시판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도시의 정체를 피한 통근’, ‘통학과 통원’, ‘낙
도와 산간 지역에서의 새로운 이동수단’, ‘재해 시의 구급

의하였다. 협의회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터와

이송’, ‘신속한 물자 수송’ 등을 목표로 복수의 기업과 법

배터리 등에 관련된 기술 개발과 안전기준에 관한 제도의

인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증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러

설계, 이착륙장의 정비 등을 협의하고 이를 실현하기까지

나 향후 이러한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새로운 서비스로

의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연내에 작성할 방침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에 의한 장래 구상과 기술 개발
전망 및 진척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민간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개념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전동(電動), 자동, 수직이착륙 등

세 가지의 기술을 채택한 항공기를 가리킨다. 협소한 주기
(駐機) 공간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헬리콥터와

비행 로봇(드론) 사이의 공역(고도 150미터(m) 전후)을 시

노력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하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사
회에 적절히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는 지원체제를 본격화하고
일본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
원해나갈 방침이다.

속 100킬로미터(km)에서 200킬로미터로 비행하는 것을

(LNEWS, 2018. 8. 29 / 일간공업신문, 2018. 8. 27

상정하고 있다. 일본의 유일한 드론 스타트업 특화형 펀드

MOTOR CARS, 201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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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사 및 민간기업 우주항공사업
투자 확대
ANA홀딩스(ANA Holdings)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비롯한 여러 기관 및 회사들과
제휴하여 우주 관련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우주정거장과 달 표면, 화성 등에 로봇을 배치하고
지상으로부터 원격조작을 통해 간단한 작업을 하거나 유사 우주관광을 체험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우주 개발 분야에 다수의 스타트업이 진출하는 등 우주 관련 부문의 경쟁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ANA홀딩스는 조기 사업화를 통해 우주를 새로운 수익의 핵심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ANA홀딩스의 우주 관련 사업 진출
최근 우주 관련 비즈니스 부문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
다. 엘론 리브 머스크(Elon Reeve Musk)가 이끄는 미국
의 스페이스X(SpaceX), 버진 갤럭틱(Virgin G alactic) 등
은 우주여행과 수송 계획을 이미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
도 우주 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관련
투자 확대와 스타트업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일본 전일본공수(All Nippon Airways)의 모회사인 ANA
홀딩스(ANA Holdings)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 등과 제휴하여
우주 관련 사업에 나선다. ANA홀딩스는 JAXA가 민간기
업과 함께 협업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우주이노베이
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우주 사업 개발을 가속화할 계
획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우주에 배치
한 로봇을 지구에서 원격 조작하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가상현실(VR)과 촉감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첨단 기술
을 조합하여 로봇을 매개로 우주정거장에서 작업을 하거
나 달 표면과 화성에서 간단한 건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또한 숙련된 우주비행사가 아니어도 우주
에서의 다양한 작업을 체험하거나 우주여행과 비슷한 경
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
ANA홀딩스는 JAXA 외에도 일본의 주요 통신회사들인
NTT도코모(NTT Docomo), 소프트뱅크(Softbank), KD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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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참여 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성

PD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선은 연소 모드가 ‘제트’에

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익 모델로는 로봇 이용료를 징수하

서 ‘로켓’으로 전환되는 엔진이 특징적이다. 회사는 이미

고, 개발한 기술을 기업·기관에 제공하여 대가를 얻는 방

2017년 여름에 엔진 연소 실험에 성공하였다. 고도 15km

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에서 모드를 바꿔 상승하고, 여객들이 눈 아래에 지구를

이러한 사업을 위해, ANA홀딩스 등은 2019년부터 오

이타 현(大分県)에 우주 환경을 가정한 실증실험장 건설
을 개시하고 로봇의 원격조작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대 초반에 지상과 우주정거장 등과의 사이에서 실
증실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 후에는 달 표면과 화성에
로봇을 배치하여 작업과 건설이 가능한 단계로 진행해 나

바라보면서 무중력 상태를 약 5분간 체험하도록 하는 것
이 목표였다. 현재 PD에어로스페이스의 R&D센터가 있는
아이치 현(愛知県) 헤키난 시(碧南市)의 공장에서는 사원
11명이 시험용 무인기가 고도 100km에 도달할 수 있도
록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우주여행 산업계는 투자 회피 분위기와 추락사고 등의

갈 계획이다. 가타노자카 신야(片野坂哉) ANA홀딩스 사

여파로 한 때 성장이 주춤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장은 “JAXA 및 많은 기업과 우주를 향하여 높게 비약하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성장이 견인되는 추세이다.

고자 한다”라며 의욕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주비행 관련 법 정비 및 자금 조달 등과

또한, ANA홀딩스는 우주 사업을 장래의 유망 분야로

같은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선정하고, 우주비행과 고속수송 등의 사업화 가능성을 모

PD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업인 ANA홀딩스(ANA

색하면서 우주비행기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PD에어로스

Hodings), 여행업체인 H.I.S., 미즈호캐피털(Mizuho

페이스(PD AEROSPACE)에 출자하는 등 최근 우주 분야

Capital), 옵티마벤처스(Optima Ventures) 등으로부터 투

에 활발한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ANA홀딩스는 아직까지

자를 받고 있다. 오가와 사장은 “우주에는 사람을 끌어들

는 우주 관련 사업의 수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여러

이는 힘이 있다”면서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꿈을 실현시

경쟁 업체들이 우주 사업에 진출하면서 사업화의 속도가

키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업계에서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큰데, ANA홀딩스는
조기 사업화를 통해 우주를 새로운 수익의 핵심으로 육성
할 계획이다.

우주 관련 사업의 향후 전망과 구상
한편 한 통계에 따르면, 우주 관련 사업의 시장 규모는

일본 항공우주기업의 우주여행 실현을 위한
비행기형 우주선 개발
일본 아이치 현(愛知県 ) 나고야 시(名古屋市 ) 소재

의 벤처기업인 PD에어로스페이스(PD AEROSPACE)

가 2023년경 우주여행 실현을 목표로 비행기형의 우주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우주선은 승객 6명과 파일럿
2명 등 총 8인승으로 고도 110킬로미터(km)의 우주공간
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1회만 발사되는 소
모성인 로켓과 달리 공항에서 반복적으로 발사될 수 있어
재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PD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여행의 경비를 1인당 약
1,700만 엔(한화 약 1억 7,200만 원)으로 상정하고 있다.

PD에어로스페이스의 오가와 슈지(緒川修治) 사장은 “우
주를 향해 새로운 시대를 열려 한다”며 의욕을 드러내었다.

향후 약 100조 엔(한화 약 98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된다. 미래의 세계로 여겨졌던 우주관련 비즈니스의 실현
이 바야흐로 목전에 와 있다.
(산케이신문, 2018. 8. 27 / 니혼게이자이신문, 2018. 9. 6 /
트래블보이스,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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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대 항공사들,
상반기 순익 약 25% 감소
지난 8월 말 중국 3대 항공사들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3대 항공사들의
전체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해 중국의 항공 시장에서는 항공 티켓
가격의 시장화 개혁이라는 호재가 있었으나, 유가 및 환율 등 거시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불확실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3대 항공사의 상반기 재무성과

티켓 가격 상승의 영향

중국의 3대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Air China), 중국

매출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비행기표 가격이 상승

남방항공(China Southern Airlines), 중국동방항공(China

했기 때문이다. 올해 중국의 항공시장은 비행기표 가격의

Eastern Airlines)이 지난 8월 말 일제히 2018년 상반기

시장화 개혁1) 등으로 호재를 누렸다. 지난 1월 15일 중국

재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들 항공사의 재무 보고서
에 따르면, 2018년도 상반기 전체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

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와 중국민

용항공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AAC)

비 약 24.93% 감소한 약 88억 위안(한화 약 1조 4,428억

은 시장 조정가를 적용하는 항공노선의 범위를 확대한다

원)으로 집계되었다. 개별적으로는 국제항공, 남방항공,

고 발표하였다. 그 이후 시장화에 의해 가격을 책정하는

동방항공의 순이익이 각각 약 38억 9,700만 위안(약
6,389억 원), 약 24억 500만 위안(약 3,943억 원), 약
25억 600만 위안(약 4,108억 원)이었고, 순서대로 약
0.25%, 약 24.84%, 약 45.84%씩 하락하였다.
이처럼 3대 항공사의 전체 순이익은 최근 3년 보다 낮
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매출액은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노선 306개가 추가되었는데, 일선 도시(一线城市)2) 및
인기 노선들이 포함되었다.

티켓 가격이 상승하면서 항공사들의 좌석 당 수익은
상승하였다. 남방항공의 국제노선은 약 3.3%, 국제항공
의 국내선은 약 1.44% 상승했고, 동방항공은 국내선이 약
3.2%, 국제선이 약 1.42% 상승하였다.

상반기 3대 항공사들의 전체 매출액은 도합 약 1,862억
1,900만 위안(약 30조 5,324억 원)으로 약 11.85%의 성
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7년의 기록인 약 8.18% 보

유가와 환율은 불리하게 작용

다 높은 수준이다. 국제항공, 남방항공, 동방항공의 매출

3대 항공사의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하

액은 각각 약 10.47%, 약 12%, 약 13.33%씩 증가하였다.

락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유가 상승이었다. 연료비는 항

1) 올
 해 초 중국 민용항공국이 ‘시장 조정가를 실행하는 국내 노선 목록에 대한 통지(关于印发实行市场调节价的国内航线目录的通知)’를 발표함. 그에
따라 비행기표 가격에 시장 논리를 반영하는 국내 노선이 306개 증가해 1,030개로 늘어났으며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비행기표 가격을
상향했음
2) 경제 및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된 도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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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운영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항공사 수익

약 20%~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달러 채무를 위안

실현 여부 및 최종 이익 수준을 결정짓는다. 올 상반기에

화 채무로 조정하는 등의 채무 구조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

국제항공, 남방항공, 동방항공의 연료비는 각각 약 29%,

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

약 25.83%, 약 25.64% 상승하였다. 3대 항공사 전체 규모

제항공, 남방항공, 동방항공의 달러 부채의 비중은 각각

가 성장하면서 주요 영업 활동의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약 37.48%, 약 32.11%, 약 24.02%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순이익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은 달러화 대비 위안화 평
가절하이다. 올해 상반기 3대 항공사에서 발생한 환가손
은 약 14억 8,400만 위안(약 2,429억 원)에 달하였다.

4.18%p, 2.2%p, 4.15%p 줄어들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달러 부채의 비중을 더욱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연료비와 환율 외의 외부 환경 리스크 역시 3대 항공사
들을 압박하고 있다. 국제항공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

불확실성 증가

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항공이 미국으로부터 수입
한 보잉(Boeing) 737NG 시리즈 항공기와 737MAX 항공기

항공사들은 2015년 유가 하락 추세 속에서 실적을 회

에 대한 관세는 약 25%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무역 갈등과

복했으나, 올해는 다시 한 번 강력한 불확실성에 직면하

관세 증가는 중국과 미국 항공의 고객 운송 및 화물 운송

였다. 그 결과 올 초부터 항공사 주가 역시 하락했는데 국

수요를 압박하여 결과적으로 중미 노선 수입에 영향을 끼

제항공, 남방항공, 동방항공의 주가 하락폭은 순서대로 약

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중미 노선 최대의 운송업체인

35%, 약 39%, 약 30%였다.

국제항공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가와 환율은 항공사에게 가장 큰 리스크 항목들이
다. 과거 중국 항공업계는 유가 변동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료 헤징(hedging)3)의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항공사의 대응 조치

2008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폭락하면서 각 항공사는 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항공사들에게는 비용 절감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후에는 연료 헤징 방식을 중지하게

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사는 연

되었다. 현재 중국 항공사들은 유가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

료 절약, 재무비용 절감 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

해 유류할증료를 징수하고 있다. 중국 항공사들은 2015년

여 샤오융 부주임은 “올해 상반기 남방항공은 하루 항공

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약 3년 동안 국내선에서 유류할증

기 가동률을 지난해 약 9.75시간에서 올해는 약 9.78시

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최근 유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유

간으로 늘렸다”고 전하였다. 또한 201대의 항공기에 총

류할증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로 지난 6월 4일

1,710개의 좌석을 추가하여 단위비용을 낮추는 등 비용

국제항공, 동방항공, 쿤밍항공(Kunming Airlines)은 바로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다음날부터 국내선에 연료할증료를 징수한다고 발표하였

또한 항공사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경영 방식을 모색

다. 유류할증료는 성인 1인당 약 10위안(약 1,600원)이다.

중이다. 예로 올해 8월 동방항공과 재팬에어라인(Japan

한편 환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달러 부채의 비중을

Airlines)은 중일 노선에서 공동 운영 방식으로 채택하였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 항공사들의 경우 국내선이

다. 그에 따라 두 기업은 일부 노선에서의 수익공유 및 비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주요 지출은 달러를 사용

용 공동 부담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항공과 남방항공 역시

하고 있어 위안화의 약세는 항공사의 순이익에 압력을 가

루프트한자(Lufthansa), 에어프랑스(Air France) 등 외국

한다. 달러로 책정되는 비용은 주로 해외 주유, 이착륙, 항

항공사들과 공동 운영에 나섰다. 항공사들은 이러한 조치

로 비용, 금융리스, 해외 사무소 비용 등이다. 이와 관련하

들을 통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리스크 저항 능력을 가

여 남방항공의 샤오융(肖勇) 마케팅팀 부주임(南方航空

营销委副主任)은 “달러로 지불하는 비용이 전체 비용의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항자원망, 2018. 8. 31 / 민항자원망, 2018. 8. 30 / 민항자원망, 2018. 8. 28)

3) 현물의 시세 하락으로 생기는 손해를 막기 위하여 현물을 선물로 팔아 버리는 일(출처: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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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항공기 임대업 발전 현황과 과제

중국에서는 항공운송업의 발달과 함께 항공기 임대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플러스
(+) 성장이 전망된다. 그러나 산업 성장과 더불어 경쟁 심화, 해당 분야의 전문 인재 부족과 같은
과제들도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과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항공기 임대업의 비약적 성장

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신형 항공기 임대 시장에서 약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중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의 항공운송업은 고속 성장을 실현

국에서는 20여 개의 중국 임대업체들이 항공기 임대 시

하였다. 그 결과 지난 10여년 동안 중국의 항공기 임대 산

장에서 활약 중이며, 중국 항공사가 임대한 총 1,369대의

업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7년 말을 기준으로

항공기 중에서 이들 업체의 항공기는 50% 이상이다. 전

중국의 항공사들이 임대한 총 481대의 항공기들 가운데

반적으로 중국의 항공기 임대 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중국의 임대업체가 임대한 항공기의 수는 약 26대로 전

을 배경으로 관련 업체들이 기업 운영 방식 개선 등에 힘

체의 약 5%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의 임

쓰면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대업체가 중국 내 항공사의 항공기 임대 및 파이낸싱 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항공기 임대 산업계에서는

Aviation Opinion

Aviation Focus

Aviation Information

12 13

동질화 경쟁이 만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문성 강화’,

이처럼 활발하게 성장하는 중국의 항공운송업은 항공

‘업무 영역 세분화’, ‘국제 시장과의 연결’ 등과 같은 과제

기 임대업에도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위험요소

들도 부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국의 항공 금융 환경은

들도 존재한다. 현재는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었

세수 정책, 법적 체계, 관리감독 제도 등의 측면에서 세계

지만 산업 구조 조정 및 전환 등의 과제가 남아 있고 기업

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국의 항공기

융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업계에서 동질화 경쟁이 더

임대업의 미래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욱 치열해지고 있고, 중국 항공기 입대업체들의 사업 범위
는 주로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정책적 지원을 배경으로 항공기 임대업 성장
항공운송산업의 빠른 발전은 중국 항공기 임대업 성장

의 기반이 되었다. 이 가운데 2013년 12월 중국 국무원(国

务院)은 ‘항공기 임대업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

飞机租赁业发展的意见)’을 발표하여 항공기 임대업이

이에 더하여 대다수 항공기 임대업체들의 경우 산업체
인의 업스트림(up-stream)에 에어버스(Airbus), 보잉이 있
고, 이러한 주요 제조사들과의 협력관계에서 중국 업체들
은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항공기 임
대업체는 신진 기업으로 간주되어 가격 협상 중 고가의
비용으로 항공기를 구매하는 등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항공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서비스업으로서 항공제조, 운

그 외에도 중국의 항공기 임대업체는 선진국의 임대업

송, 일반항공, 금융업의 중요한 관련 산업임을 명시하였다.

체에 비해 전문 인재 부족, 관리 시스템 미비 등과 같은 문

또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항공기 임대업체의 국내 및

제들을 안고 있다. 중국 항공기 임대업체의 인력과 항공기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국이 세계 항공기 임대업체

의 비율은 1대 5 정도이나 외국은 1대 2 또는 1대 3 정도

의 핵심 클러스터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고, 항공기 기술, 유지보수, 검측, 파이낸싱 등 각 분야에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 민항업계의 수송 항공기 수

서 전문 인재를 고루 갖추고 있다.

는 총 2,145대로, 이 중 약 750대는 운용리스 방식으로,
약 645대는 금융리스 방식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도합 약
1,395대의 항공기(전체의 약 65%)가 항공기 리스를 통해
투입되었는데, 이는 중국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도입하는
주요 방식이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운용리스의
강점이 드러나면서 2016년에는 금융리스보다 운용리스

해외 진출과 전문 인재 양성 과제
자오구이차이(赵桂才) 공상은행금융리스수석(工银金

融租赁总裁)은 ‘파이낸싱 비용 상승’, ‘경쟁 심화’, ‘불확
실성 증대’라는 배경 하에서 중국 항공기 임대업의 방향

방식의 항공기가 더 많이 활용되었다. 한편 2017년 중국

에 대해 향후 중국의 항공기 임대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해

의 항공기 임대 수량은 약 3,325대까지 증가하였다.

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력을 갖춘 임대업체가 글로벌
세일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상황에 맞는 제품을 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중국 항공기 임대업

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항공기 제조사와 돈독한
협력 관계를 맺고 전문 인재군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

중국의 항공기 임대 시장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

였다. 자오구이차이 수석은 “중국 항공기 임대업체가 전문

다.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가 집단을 결성하여 항공기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

Association, IATA)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경

류한다면 제조사가 중국 임대업체의 주요 관심사항을 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항공시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Boeing)은 향후 20여 년 동안 중국

(중국민항망, 2018. 9. 14

에 약 7,240대의 항공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보

제일재경일보, 2018. 9. 6)

잉은 중국이 20년 간 연평균 3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도
입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을 임대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라
고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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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일반항공 부문의 조종사 훈련
기관에 대한 규제 간소화
유럽연합이 일반항공(GA) 부문의 비행학교들에 대한 규제를 간소화하였다. 유럽연합은 경비행기
및 자가용 비행기 조종 면허 학교들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에 종합적인 인증 프로
세스를 밟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서류를 관할
기구에 전달한 이후에는 해당 기관이 즉시 비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항공 비행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일반항공 비행학교들에 대한 새 규정 발표

주요 내용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Part-DTO’에 따라 경비행기 조종사 면장(Light

EASA)이 2018년 8월 13일 일반항공 커뮤니티의 조종

Aircraft Pilot Licence, LAPL), 자가용 조종사 면장(Private

사 훈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된 훈련 기관들

Pilot Licence, PPL), 열기구 조종사 면장(Balloon Pilot

(Declared Training Organisations, DTO)에 대한 새로

Licence, BPL), 세일플레인 조종사 면장(Sailplane Pilot

운 유럽연합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U) 2018/

Licence, SPL) 등 레저 및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조종사

1119, 이하 Part-DTO)을 발표하였다.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행 훈련을 제공

이번 규정은 기존의 규정(Regulation (EU) No 1178/

하는 훈련 기관들은 더 이상 관할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

2011)에 대한 수정 규정으로서, 9월 2일을 기하여 발효되

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새 규정이 발효된 이후

었다.

일반항공 커뮤니티의 훈련 기관들은 관할기구에 신고서

EASA는 ‘전문직 조종사’가 아닌 레저 및 취미를 목적
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행

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즉시 해당 기관의 책임 하에서 조
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훈련을 제공하는 일반항공 커뮤니티로부터 관련 규제의

이러한 규제 변화는 일반항공 훈련 기관 설립 및 운영과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왔다. 이에 EASA는 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일반

반항공 비행학교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기관 인증 프로

항공 훈련 기관들은 운영 매뉴얼 또는 훈련 매뉴얼을 마련

세스를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훈련 프로

새로운 규정은 상업 항공사 등에서 조종사로 일하려

그램들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담은 문서만 제공하면 된다.

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직 조종사 훈련’과 관련이 없는 일

또한 안전한 항공기 운항 및 규제 준수와 관련된 요구

반항공 부문 비행학교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들 역시 일반항공 커뮤니티의 훈련 활동에 맞게 간소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기존의 유럽연합 항공승무원 규

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관할 당국들로 하여금 필요할 때

정에 따르면 모든 공인 훈련 기관(Approved Training

에 감독 능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 기반의 탄력

Organisation, ATO) 인증 신청자들은 종합적인 인증 프로

적인 감독 요건들도 도입되었다.

세스를 밟아야 했다.

(EASA, 2018. 9. 6 / SEAPLANEMAGAZINE.COM, 2018.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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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 항공유의 활용, 높은 생산비
해결이 관건
항공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글로벌 항공업계는 2020년까지 탄소 중립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공표하였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재생가능 항공유의
생산 및 활용은 높은 생산 비용과 공급 제한 등의 장애들에 가로막힌 상태이다. 이 가운데 핀란드의
한 재생에너지 기업은 항공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솔루션을 탐색하고 있다.

항공업계와 온실가스 배출 이슈

로벌 항공업계는 2020년까지 탄소중립 성장을 달성하
고, 20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

항공 산업계는 전 세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약 2%,

다는 목표를 공표하였다. 이에 지난해 국제항공운송협회

그리고 교통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0%에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는 항공업

기여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

계의 주요 참가자들에 대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솔

출량 중 약 20%에 책임이 있는 육로 교통 부문에 비하면

루션들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후변화 이슈를 완화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아직까지는 적은 수준이다.

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전략 중 하나로 재생가능 항공연

그러나 항공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향후 10여 년에 걸쳐

료를 강조하였다.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는 약 1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항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글

재생가능 항공연료 사례
핀란드 정유회사인 네스트(Neste)는 항공 부문에서의

[그림 3] 네스트(Neste) 재생가능 항공연료 「MY Renewable Jet Fuel」

자료: 네스트(N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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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석

여지가 생기고 있다”고 전하였다.

유 디젤을 대체할 지속가능한 디젤을 생산하는 데에 초점

그러나 전통적인 화석연료와의 가격 격차가 줄어든다

을 맞춰 2011년에 ‘MY Renewable Jet Fuel’이라는 재생

고 할지라고 항공사들은 여전히 재생가능 연료에 투자하

가능 항공연료를 발표하였다. 동(同) 연료는 네스트가 전

기를 망설이고 있다. 맥 로린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통적인 석유 디젤을 대체할 수 있는 디젤을 생산하는 데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재생가능 연료 생산이 가능하도록

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한 재생가능 항공연료로, 100% 재

재생가능 연료 시장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생가능 원료로 만들어졌다. ‘MY Renewable Jet Fuel’ 역

고 강조하였다.

시 다른 액체연료 또는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탄화수소
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동 연료의 정제 프로세스는 순
환적 경제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생가능

재생가능 연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연료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는 식품산업계 등에서 배출하

항공여객과 항공업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점차 이

는 각종 찌꺼기와 잔여물이다. 네스트의 상업개발부 매니

산화탄소 배출 저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네스

저인 다미나오 맥 로린(Damian Mc Loughlin)은 “이러한

트는 2022년까지 약 50톤의 재생가능 연료를 생산할 계

원료를 사용해 보다 깨끗하게 연소되는 항공유를 만들 수

획이라고 밝혔다.

있다”고 전하면서, “대기 중의 탄소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한편 네스트는 항공업계의 다른 참가들과도 관계를 형

재합성되어 식물 등에 되돌아가고, 결과적으로는 연료 정

성하고 있다. 특히 공항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항 운영 측

제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

또한 ‘MY Renewable Jet Fuel’은 드롭인(drop-in) 연

들을 탐색 중이다. 예로 지난 6월 초 네스트는 미국의 댈

료로서 최대 약 50%의 화석연료와 혼합하여 활용하는 것

러스포트워스공항(Dallas Fort Worth Airport)과 파트

도 가능하다. 맥 로린은 “기존의 모든 연료 인프라에서 수

너십을 체결하였다. 해당 파트너십의 주요 목적은 ‘MY

정이나 별도의 공정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Renewable Jet Fuel’을 활용하여 공항 운영의 여러 측면
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공항의 파트너사들이 이

재생가능 연료의 높은 비용

산화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양사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네스트의 재생가능 연료

네스트는 다수의 공항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자들과 협

공급을 위한 물류 및 서플라이 체인 옵션을 확인하고, 공

력하여 재생가능 항공연료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도

예로 네스트는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의 항

모색할 방침이다.

공편 1,100편 이상을 대상으로 ‘MY Renewable Jet Fuel’

그러나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결국 항공유 사용

을 시범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재생가능 연료는 이

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크며, 공항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

산화탄소 배출을 총 약 1,500톤(t) 저감하는 데에 기여하

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없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였다.

이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네

그러나 이처럼 성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네스트의

스트는 향후 항공업계가 재생가능 연료를 통해 이산화탄

재생가능 연료는 높은 생산비와 공급 제한으로 인해 항공

소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업체, 항공

업계에서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네스트의 재

사, 기업, 공항 등이 다함께 참여하는 플랫폼을 마련할 계

생가능 연료 가격은 일반 화석연료 가격의 약 3~4배에

획이다. 맥 로린은 “다른 에너지 기업들을 소환하여 화석

달한다. 이와 관련하여 맥 로린은 “최근 수개월 동안 이어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지

진 유가 상승은 항공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겠지만, 재

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생가능 연료와 기존의 화석연료와의 가격 격차는 줄어들

(Airport Technology, 2018. 6. 19 ~ 8. 21

어 항공사들과 재생가능 연료 사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Neste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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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지수(2018.07)
공항의 허브 경쟁력을 공항 성장의 기틀인 네트워크

여객 및 화물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운항 증편으로

관련 접근성(운항규모)과 수요 유인 관련 중심성(환승

접근성은 약 5.9% 증가하였으며, 일본과 중국 노선 중

규모)으로 종합 평가하는 인천공항의 허브화 지수는 약

심의 환승수요 증대의 영향으로 중심성은 약 3.1% 증

12.32로 전년 동월대비 약 9.2% 증가하였다.

가하였다.

[표 3]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지수(2018.07 기준)
구  분

7월 실적

누계(1∼7월)

2017년

2018년

증감률

2017년

2018년

증감률

허브화 지수

11.28

12.32

9.2%

448.64

534.22

19.1%

접 근 성

15.37

16.28

5.9%

100.93

109.96

8.9%

중 심 성

0.73

0.76

3.1%

4.45

4.86

9.3%

1) 허브화 지수 = 접근성 × 중심성, 국제공항협의회(ACI)도 동 기본개념(접근성/중심성)을 토대로 매년 공항 경쟁력 평가 시행 중
2) 접근성: 해당 공항에서 다른 공항들로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인자(국제선 출발 운항횟수, 천편)
3) 중심성: 해당 공항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환승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인자(72h 기준 환승객 수, 백만명)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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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국제선 실적 분석(2018.08)
「제주공항 국제선 여객실적」이 지속적으로 크게 향상

하였으며, 외항사 여객실적도 2017년 4월을 30,831명

되고 있으며, 특히 외항사 실적과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

에서 약 4배 이상 증가한 135,338명을 기록하였다.

고 있다. 이는 한·중 사이의 외교 긴장이 완화되고 있

여객점유율을 보면 외항사 증가율이 훨씬 높았음을

는 상황이 반영되어 중국노선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결과

알 수 있는데, 2017년 8월 국적항공사 점유율이 약

이다. 국적사 실적은 여객실적이 가장 낮았던 2017년

36.5%, 외항사 63.5%에서 2018년 8월 국적항공사는

4월 15,993명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61,334명을 기록

31.2%, 외항사는 68.8%를 기록하였다.

[그림 4] 제주공항 국제선 여객 실적
국적사

여객수(명)

외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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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주: 유임여객기준(정기, 부정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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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간 노선 실적 분석(2018.08)
■여객실적
한국, 중국 간 노선 여객실적은 2018년 8월 약

10.8% 상승한 반면, 국적 LCC는 약 13.1만 명으로 약

158.7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월(약 127.1만

43.6% 상승하여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외항사의

명) 대비 약 24.8% 상승, 전월(약 143만 명) 대비 약

실적은 국적사 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11% 상승한 실적으로서 한·중간 외교긴장이 지속적

외국적 FSC는 약 6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7.1%

으로 완화되는 상황이 여객수요 증가로 반영되었다. 국

상승하였고, 외국적 LCC는 약 6.7만 명으로 약 67.4%

적 FSC 실적은 약 73.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증가하였다.

[그림 5] 한국, 중국 간 노선 FSC/LCC 여객 실적
국적 FSC

여객수(명)

국적 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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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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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공항공사

■점유율
[그림 6] 한국, 중국 간 노선 FSC/LCC 점유율
2018.08

2017.08

4

3

국적 FSC 46%
42

국적 LCC 8%
점유율 %

46

외국적 FSC 42%

국적 FSC 52%
38

국적 LCC 7%
점유율 %

외국적 LCC 4%
8

52

외국적 FSC 38%
외국적 LCC 3%

7

자료: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국적별 분석(국적FSC+국적LCC vs. 외국적FSC+외국적
LCC)
국적항공사 여객실적은 약 86.2만 명으로 전체 점유율의 약
54.3%를 차지하였다. 여객실적은 상승하였으나 점유율에서는
전년 동월(약 59.1%) 대비 약 -4.8% 감소하였다.

국적 항공사 분석(국적FSC vs. 국적LCC)
국적항공사 FSC 여객실적은 약 73.1만 명으로 점유율 약
84.7%를 기록하였지만 이는 작년 점유율인 약 87.8% 대비 약
3.1% 하락한 수치이다. 국적항공사 LCC는 약 13.1만 명을 기
록하였다.

항공사 비즈니스 모델별 분석(국적FSC+외국적FSC vs. 국적LCC+
외국적LCC)
항공사 비즈니스 모델로는 FSC 여객실적이 약 138.9만 명으로
약 87.5%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고 하고 있다. 다만 작년 대비
FSC의 실적은 약 21.8% 증가한데 반해, LCC는 작년 대비 실적
보다 약 50.8% 증가한 약 19.8만 명을 기록하였다.

외국적 항공사 분석(외국적FSC vs. 외국적LCC)
외국적항공사 FSC도 여객실적은 약 65.8만 명, 점유율 약
90.7%를 기록하였지만 이는 작년 점유율 약 92.2% 대비 약
1.5% 하락한 수치이다. 외국적항공사 LCC는 약 6.7만 명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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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간 노선 실적 분석(2018.08)
■여객실적
한국, 일본 간 노선 여객실적은 2018년 8월 약

국적 FSC 실적은 약 65.5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91.7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월(약 178.6만

-1.3%를 기록한 반면, 국적 LCC 실적은 약 110만 명

명) 대비 약 7.3% 상승, 전월(약 174.2만 명) 대비 약

으로 전년 대비 약 16.4% 상승하였다. 외국적 FSC 실

10.1% 상승한 실적이다. 본 노선에서 국적항공사 LCC

적은 약 94.4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6% 감소하였

가 수요증가를 견인하는 추세를 아래의 그림을 보면 확

으며, 외국적 LCC 실적은 약 6.7만 명으로 약 -5.8%

연히 알 수 있다.

하락하였다.

[그림 7] 한국, 일본 간 노선 FSC/LCC 여객 실적
국적 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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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공항공사

■점유율
[그림 8] 한국, 일본 간 노선 FSC/LCC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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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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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국적별 분석(국적FSC+국적LCC vs. 외국적FSC+외국적LCC)
국적항공사 여객실적은 약 175.5만 명으로 전체 점유율의 약
91.5%를 차지하였다. 여객실적뿐만 아니라 점유율도 작년 대비
약 1.4% 상승하였다. 외국적항공사 여객실적은 약 16.2만 명을
기록하였다.

국적 항공사 분석(국적FSC vs. 국적LCC)
국적항공사 FSC 여객실적은 약 65.5만 명으로 점유율이 약
37.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작년 점유율 약 41.2%에 비해 약
-3.9% 하락한 수치이다. 국적항공사 LCC 여객실적은 약 110만
명으로 여객실적, 점유율 모두 상승하였다.

항공사 비즈니스 모델별 분석(국적FSC+외국적FSC vs. 국적LCC+
외국적LCC)
항공사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저비용항공사의 상승세가 두드러
졌다. FSC 여객실적이 약 74.9만 명으로 작년 대비 약 -9.2%
하락하였고 점유율도 약 39.1%를 기록한 반면, LCC 여객실적은
약 116.8만 명으로 작년 대비 약 7% 상승하였다.

외국적 항공사 분석(외국적FSC vs. 외국적LCC)
외국적 항공사도 FSC의 점유율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FSC의 실적은 약 9.4만 명으로 작년 점유율 약 59.5% 보다 약
-1.3% 하락한 약 58.2%를 기록하였다. 외국적 항공사 LCC의
여객실적은 약 6.7만 명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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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항공여객 약 1,058만 명… 지난해 8월에 비해 약 6.1%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8월 국제선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0.9% 증가하였고 국내선 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약 5.5% 감소했으며,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약 3.2%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국제항공여객 실적
2018년 8월 국제선 여객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석

●	지역별로 미주(약 -4.1%)를 제외한 중국(약 24.9%)·

확대(약 20.3%), 여름방학과 휴가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강

유럽(약 18.4%)·동남아(약 8.7%)·일본(약 7.4%) 등

세 및 중국노선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0.9%

을 중심으로 전 지역 노선에서 증가하였다.

성장한 약 782만 명으로 역대 최고실적 달성하였다.
[그림 9] 국제선 여객 실적 추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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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여객 실적
2018년 8월 국내선은 운항 감편(약 -2.7%)에 따른 공

약 4.5%↓) 감소한 약 276만 명을 기록하였다. 공항별로

급석 감소(약 -4%: 내륙 약 3.6%↓, 제주 약 4.1%↓), 태

울산(약 45.6%)·인천(약 3.1%)공항 등은 증가하였으나,

풍 솔릭 및 기록적인 폭염으로 내국인 제주여행 수요 하

청주(약 -14.2%)·김해(약 -10.4%)·광주(약 -8.6%)·김포

락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5.5%(내륙 약 11.6%↓, 제주

(약 -7%)·제주(약 -4.2%)공항 등은 감소하였다.

[그림 10] 국내선 여객 실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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