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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소개와 향후
추진사업
성연영(한국항공협회)·전민재(인천국제공항공사) |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공동센터장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국내 항공 기관(업)들과 연계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정례화 하여 항공산업분야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동시에 항공관련
기관(업)들과의 교류 협력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여 명실상부 국내유일 항공일자리 취업지원
센터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녀나갈 계획이다.

취업지원센터의 설립

야 취업준비생 및 관련기관(업)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센터는 항공산업분야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항공이

한 국내·외 취업컨설팅, 항공 전·현직 종사자의 맞춤식

용객 연간 1억 명 시대를 맞이하여 항공산업분야의 취업기

항공 전문 직업 멘토링, 항공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항

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항공산업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지

공일자리포털 운영, 항공분야 일자리와 구직 청년간 취업

난해 9월 6일(목)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 설립되었

을 매칭해주는 국내유일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개최 및 운

다. 본 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항공협회, 인천국

영, 영어면접 및 PT 역량강화 등 항공산업분야 취업 희망

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특별교육 등 크게 다섯 가지 주요

센터의 설립취지는 항공산업분야에 취직하고자 하는 취업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생들을 위해 공신력 있는 취업정보제공, 국적항공사에 비

센터는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 인천국

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소형항공사·지상조업·중소

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를 통

항공관련 기관(업)들과 취업준비생들 사이의 채용 미스매칭

해 센터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 하고 있고, 공

해소, 항공주요분야 컨설팅 및 멘토링을 통한 멘토들의 현장

동센터장 아래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사

경험과 취업노하우 전수, 주요분야 취업특강 교육 프로그램

업운영계획 수립, 취업박람회 기획·운영 등을 전담으로

지원, 전국 공항 내 일자리 정책 및 인력양성 등 항공산업분

하는 ‘일자리기획팀’과 국내·외 취업컨설팅 및 멘토운영,

[그림 1] 김현미 장관님 개소기념식 떡 케익 커팅 및 취업상담자 대면 대화(2018.9.6.)

Aviation Opinion

Aviation Focus

Aviation Information

2 3

[그림 2]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관리를 하는 ‘취업컨설팅팀’, 마지

설턴트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항공분야 취업을 준

막으로 공항 내 일자리 정책 및 인력양성 등을 기획·추진

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직

하는 ‘공항일자리지원팀’이 항공산업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멘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토링을 상시 운영 중이다.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멘토링
은 항공일자리포털에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2018년 주요추진 성과

평일 및 토요일 9시~18시 이며,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주요 멘토링 분야는 [표1]과 같다.

2018년 센터의 주요추진 성과로는 국내유일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개최, 항공일자리 취업컨설팅·멘토링 상시
운영, 항공분야 취업특강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항공일자리
포털 운영 등이 있다.

3. 항공분야 취업특강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국내·외 항공산업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
을 대상으로 항공분야 주요 직무별 특화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형태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1. 국내유일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개최

운영하였다. 현 홍콩항공 객실서비스 매뉴얼을 기획 하고

항공산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 직종 소개 등 공공·민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를 초빙하여 항공산업 취업

분야를 총괄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채용의 장’을 마련

박람회 이틀 동안 객실승무원 해외취업을 위한 준비 및 채

하고자 지난 9.6(목)∼7(금) 이틀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용정보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김포공항 스카이홀과

터미널 교통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토부 장관, 인천시장,

인천공항 CS 아카데미를 오가며 이미지메이킹 특강, 이력

공항공사 및 국적항공사 사장 등의 주요 인사들의 개막식

서·자기소개서 클리닉 특강, 나만의 면접답변 만들기 특

행사 참여와, 항공분야 민간·공기업 등 총 52개의 기관

강, 주요직무(객실승무)별 취업특강 등을 진행하였다.

(업)들의 참가와 약 1만 여명의 취업준비생들이 참여하여
항공산업분야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4. 항공일자리포털(www.air-works.kr) 운영
지난 8.8(수) 항공산업분야 일자리 취업정보의 부족한
전문성을 해소하고 공신력을 높이고자 관련 취업정보를

2. 항공일자리 취업컨설팅·멘토링 상시 운영
센터는 전·현직 항공분야 전문가와 해외취업 전문 컨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항공일자리포털을 구축하였다. 항
공산업분야 구직희망자 및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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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련 기업 채용정보(월별, 채용검색, 상시채용), 취업

은 항공산업분야 관련 기관(업)들과 구직희망자들이 참여

가이드(취업요강, 면접포인트, 성공사례), 진로탐색(직무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 자격시험 등), 해외취업(해외취업가이드, 해외기업 채
용정보 등), 취업컨설팅(항공전문직원 상담, 취업특강 등),

3. 항공관련 기관(업) 및 대학교와 MOU 체결 추진

항공운송산업 기업 및 종사자 수 등의 주요 콘텐츠를 제

센터는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 항공일자리

공하고 있다. 공식오픈(8.8) 이후 취업준비생들과 항공관

전담팀(TF) 관련 기업 또는 대학교 등과 채용정보 제공 및

련 기관(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명실상부한 국내유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지원 등을 위

항공관련 일자리포털 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항공산업
분야 일자리에 대한 기업-취업준비생간 채용정보 소통 및
취업지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센터 주요 추진사업
2019년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항공산업분야 취

4. 취업성공을 위한 선·후배 채용의 장 마련

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더욱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관련 기업체의 ‘현직 멘토단’을 구성하여 기업·직
무별 구직 희망자들을 센터로 초청, 취업을 위한 선·후배
채용토크를 통해 취업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인 ‘기업 멘

1. 인천국제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개최

토데이’를 개최하고자 한다. 구직희망자들은 취업하고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협업하

하는 기업·직무별 선배에게 직접정보를 얻음으로써 기업

여 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를

과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룹·개인별 멘토 매

개최 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현장에서 1대1면접을 통해

칭을 통해 취업에 관련된 생생한 경험담을 얻을 수 있을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할 예정이며 이는 항공산업분야 취

것으로 기대된다.

업준비생들에게 더 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매
월 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례화를 추진하고 한국공항

5. 제1기 항공일자리 홍보 서포터즈 출범

공사와 협의를 통해 전국공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항공분야 취업 준비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활동을 위
해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대학생(취업준비생 등)들을 항공

2. 2019년도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개최

일자리 홍보 서포터즈로 선발하여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성황리에 마친 2018 항공산업 취업박람회를 정례화 하

효과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센터 프로그램 및 참여 후기

여 올해는 김포공항 에서 개최 할 예정(9월)이다. 인천공

홍보(SNS 등), 월별 미션 수행, 기업탐방, 현직자 직무 인터

항에서 개최된 지난 박람회와 달리 올해 박람회는 접근성

뷰, 활동 후기 작성, 우수활동자 상금지급 등의 내용으로 7

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김포공항에서 개최되는 만큼 더 많

월부터 9월까지 취업박람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표 1] 항공일자리 주요 멘토링 분야
① 공항운영
(상업시설 등 포함)

② 객실승무
(항공사 및 객실승무원)

③ 항공교통관제
(공항 및 항공교통관제, 자격증 포함)

④ 항공보안
(공항 및 항공보안)

⑤ 항공정비
(항공사 및 항공정비, 자격증 포함)

⑥ 조종/운항관리
(항공사 및 조종/운항관리, 자격증 포함)

⑦ 해외취업
(외국항공사 객실승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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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대한 간접 체험과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취업준비생

2019년 3/4분기에는 기존 단방향 서비스만 제공하고

들에게 보다 다양한 취업정보제공 과 진로선택 기회를 폭

있는 항공일자리포털을 양방향 시스템 체재로 개편할 예

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지방공항별(부산-대구-

정이다. 특히, 회원제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채

광주-청주-제주)릴레이 ‘항공(공항)일자리 취업설명회’를

용공고를 게재·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준비생들에

지방공항-대학교-지자체 등과 연계개최 하여 비수도권

게는 이력서 업로드·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취업준

항공산업분야 구직희망자들에게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정

비생간 매칭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항공

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자리포털을 더욱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11. 공항 내 항공기업 탐방(견학) 진행
7. 더욱 다양한 취업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인천·김포공항 등 항공관련 기업들과 연계하여 진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취업컨

선택 및 취업에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수집 기회를 제공하

설팅과 멘토링 분야를 강화 하여 항공산업분야 취업을 희

고자 공항 내 항공기업 탐방(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

망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움을

정이다. 이를 통해 취업준비생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고 궁

제공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멘토 스

금해 하던 기업과 직무를 직·간접 체험함으로서 취업과

쿨’을 통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비수도권 고등학교·대학

진로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 위주로 센터의 멘토(항공전문직업 상담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항공일자리에 대한 기업·직무 정보와 취업 성
공 노하우 등 경험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12. 진로체험 교실 운영
또한, 교육부·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중·고등학교 학
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처로 운영할 계획이다. 직무별

8. 주요직무별 특강 실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취업준비생들의 국내·외
항공일자리 취업을 위해 항공분야 주요 직무별 전문가(현

소개와 항공분야에 대한 직업 이해, 실습, 견학 등을 통해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진로·적
성개발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직 또는 퇴직자)를 초빙하여 특강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 이를 통해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성공 기회를
향상 시킬 계획이다.

결언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상주기업 채용의 날, 항공산

9. 해외취업지원 저변 확대

업 취업박람회, 기업 멘토데이, 주요직무별 취업특강, 주요 지

2019년에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실

방공항별 릴레이 취업설명회, 공항 내 항공기업 탐방, 진로체

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외 취업지원 사업의 저변을 확대

험처 등을 정례화 하고 외국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채용담당자

하고자 한다. 현지 외국항공사 채용담당자를 초빙하여 외

초빙과 국내에 취항중인 외국항공사 채용 관계자와 협의체를

국항공사 객실승무원 취업을 위한 맞춤 영어특강 등을 제

구성하는 등 취업준비생들에게 국내·외 항공산업분야 취업

공하고 국내 취항중인 외국항공사 채용 관계자간 협의체를

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동시에 항공관련 기관(업)들

구성하여 해외 취업관련 채용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의 교류 및 협력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여 명실상부 국내
유일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

10. 주요 지방공항별 릴레이 취업설명회 개최

져나갈 계획이다.

전국 공항 내 항공기업과 연계, 공항일자리의 주요 직

본 Aviation Opinion(시론)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인 전문가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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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새로운 공역 현대화 전략(AMS)
발표
2018년 12월 영국 민간항공국(CAA)은 보다 빠르고,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항공여행을

위한 공역 현대화 전략을 새로이 발표하였다. 동(同) 전략은 2040년까지 영국의 공역 활용
및 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CAA가 추진해갈 구체적인 공동 목표와 계획들을 담고 있다. 이를바탕
으로 영국은 대대적인 공역 개혁을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역 현대화 전략 발표

운 공역 현대화 전략(Airspace Modernisation Strategy,

영국 민간항공국(UK Civil Aviation Authority, CAA)
은 국가 공역 관리의 대대적인 개혁 계획을 담은 새로

AMS)1)을 발표하였다. 동(同) 전략은 기존의 2011년에 발

표된 ‘미래 공역 전략(Future Airspace Strategy)’을 대
체하는 것으로,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련 법률 및 정책을

[그림 3] 영국 공영 관련 개발 타임라인(2018~2025)
2018

2019

2020

1. Direct Route
Airspace

2021

2022

4. FAS Implementation South

6. Queue Management
Solutions
7. Replication of existing arrival and departure routes with satellite navigation upgrades

8. Deployment of new arrival and departure routes designed to satellite navigation standards
9. Review the provision of
Flight Information Services In the UK

Outside
controlled
airspace
CNS
infrastructure
and ATM

2025

3. Advanced Flexible Use of Airspace
5. FAS Implementation North

Lower
altitude
airspace

2024

2. Free Route Airspace

Upper
airspace

Terminal
airspace

2023

11. Deploy electronic surveillance solutions

10. Airspace classifications review
12. Cross-industry plan for radio-frequency spectrum
13. Cross-industry
plan for datalink
communications

14. Satellite navigation
implementation plan

15. Full deployment of
ITEC to NATS centers

자료: CAA(2018), Airspace Modernisation Strategy, AMS

1) 전문 다운로드 http://publicapps.caa.co.uk/modalapplication.aspx?appid=11&mode=detail&id=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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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버넌스 구조

한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역 현대화의
필요성과 목적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 주요 이해

공역 현대화 전략은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책임

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공역 현대화를 위한 주요 이니

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예로 교통부(Department for

셔티브 등이다.

Transport)는 국가적인 정책 및 법률을 개발하고 영국이
관련 국제법과 정책들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담

공역 현대화 필요성

당한다.
민간항공국은 공역 규제기구이자 공역 디자인 변경 제

영국 공역의 기본 구조는 40여 년 전에 개발되었다. 최

안들에 대한 최초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독립적인 의사결

근 공역에 대한 수요가 유례없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기구이다. 영국 정부는 2017년 10월에 민간항공국에

하고 영국은 지난 수십여 년 동안 공역 구조를 거의 동일

공역 현대화를 위한 주요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

하게 유지해왔다. 그러나 영국항공관제센터(National Air

였다. 이에 최근 민간항공국은 투명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Traffic Services, NATS) 연구에 따르면, 영국 공역 내 비

하며,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결정 프

행횟수는 2015년에 연간 약 225만회에서 2030년에는 약

로세스를 도입했고, 그 일환으로 2018년 1월에 공역 디자

325만회로 약 44%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적절한 공역

인 변경 제안에 대한 전용 포털(‘CAA airspace change

구조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영국 공항들에서 항공기

portal’)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동 포털은 여러 커뮤니티와

운항지연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반

이해관계자들에게 한 자리에서 새로운 공역 디자인에 대

항공(GA)과 드론(dorne) 오퍼레이터 등 다른 공역 사용자

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

들도 더 많은 공역 접근을 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사

을 제공해준다.

회들은 공역 혼잡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조치
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활용 목적에 맞게 공

한편 NATS 산하의 기구인 NATS En-route(NERL) 등
은 공역 개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역을 현대화하는 것은 영국이 직면한 매우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이다.

공역 현대화의 주요 목표

공역 현대화 이니셔티브들
새로운 전략에 따르면, 영국은 우선적으로는 2024년
말을 목표로 공역의 디자인, 기술, 운영을 현대화할 총

영국의 새로운 공역 현대화 전략은 보다 빠르고, 조용하

15가지의 추진전략을 통해 공역을 현대화할 방침이다.

며, 깨끗한 비행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간항공국과

특히 1)관제공역(2만 5,000피트 이상), 2)터미널 공역

영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갈 공동의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

(7000~25000피트 사이의 공항 주변 공역), 3)저고도 공

다. 구체적으로 민간항공국과 정부는 이번 전략을 바탕으

역(7000피트 미만), 4)비관제 공역, 5)영국의 위성항행 및

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가치를 전달하고, 항공

항공교통관리(CNS/ATM) 인프라 등 5가지 주요 영역들

사들이 신규 항공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행지

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관제공

연을 줄이고, 영국 경제 부흥을 견인할 글로벌 교통연결성

역(upper airspace)에서 고정노선(fixed route) 폐지를 통

을 향상시키며, 지속적으로 안전표준들을 개선하고, 보다

해 최적화된 노선 운항 실현 △정밀하고 유연한 위성항행

친환경적인 항공 발전을 이루어갈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을 통해 터미널 노선 네트워크(terminal route network)의

공역 사용자들이 채택한 최신 테크놀로지들을 공역 현대

전면 재설계 △공역 사용자들의 통합과 안전 개선을 위한

화에 반영하는 한편 드론, 우주선 비행 등 새로이 대두하

전자 감시 솔루션 등에 관련된 추진전략들이 전략에 포함

는 공역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더욱 안전하게 공역에 접근

되었다.

할 수 있도록 관련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방침이다.

(UK CAA, 2018. 12. 17 / Airport World,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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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로운 시대 민항 강국 건설 요강’
발표
중국 민용항공국(CAAC)은 ‘새로운 시대 민항강국 건설 행동 요강’을 발표하였다. 동(同)

내용은 중국 민항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능력, 혁신능력, 국제적 영향력 제고라는 민항
강국 건설 목표와 더불어 이를 위한 8대 주요 과제와 민항 강국 수립을 위한 전략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새 시대 민항 강국 건설 행동요강 발표

진한 기초 보장 능력, 자원 환경의 한계, 발전 불균형 등
과 같은 문제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민

중국 민용항공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용항공국은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에 기여 △국민의 수

China, CAAC)은 ‘새로운 시대 민항강국 건설 행동요강

요 충족 △운행 효율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민항 강

(新时代民航强国建设行动纲要)’(이하 ‘요강’)을 발표하

였다. ‘요강’은 민항 강국 건설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을 담

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민항 강국들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번 ‘요강’을 마련하였다.

은 문건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21세기 중반까지 국민이
만족하고 강한 경쟁력을 갖춘 민항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
설하고, 중국 민항의 서비스 능력과 혁신 능력, 지속가능
한 발전 능력, 국제적 영향력을 세계적 반열에 올리겠다
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민항 업계는 최근 업계 규모, 안전 수준, 서비스

주요 내용
‘요강’은 중국의 민항 강국 건설을 위해서 ‘1 가속화,

2 실현(一加快，两实现)’이라는 민항 강국 전략 프로세
스를 제시하였다.

능력 등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민항 강국

또한 ‘요강’은 민항 강국 건설을 위한 8대 주요 과제들

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여전히 미

로 △국제화 및 대중화된 항공 시장 공간 확대 △강력한

[표 2] 1 가속화, 2 실현에 대한 내용

가속화

2020년까지 항공 수송 대국에서 항공 수송 강국으로 도약 가속화

실현(1)

2035년까지 단일 영역 항공 수송 강국에서 다영역 민항 강국으로 도약 실현

실현(2)

21세기 중반까지 다영역의 민항 강국에서 전방위적인 민항 강국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고 국민이 만족하며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민항 강국 건설

자료: 중국 민용항공국(2018), 新时代民航强国建设行动纲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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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네트워크형 항공사 수립 △기능

비스 제품을 개발하여 중국 특색의 ‘항공+고속철도’ 교통

이 합리적인 국제 항공 허브 및 국내 공항 네트워크 구축

수송 서비스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중국 항공기 제조업 관련 사진을 넣어주시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중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선

‘민항+생태권’ 강조

진화되고 신뢰성 높으며 경제적인 보안 및 기술 보장 서비

‘요강’은 민항과 다른 분야가 융합 발전을 도모하여 더

스 체계 완비 △기능이 완비된 일반항공 체계 구축 △국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민항+생태권’의 개념도 강

민항 규칙 표준의 주도권 및 발언권 강화 △국제 민항 산

조하였다. 이는 중국의 민항 분야가 인력, 물류, 상품, 정

업 발전을 리드할 혁신 능력 육성을 명시하였다.

보, 자금이 한데 모이는 데이터의 유기체가 되어 하나의

‘요강’은 중국은 공산당의 지도력, 정책 조율 능력을 강

생태권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민항+임

화하여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적 지원

항산업 혁신도시화’, ‘민항+인터넷+무역’ 등은 중국의 첨

을 강화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단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민
용항공국은 민항의 빅데이터 자원을 기반으로 ‘민항+생태

공항 클러스터 건설 추진

권’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동력
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기능이 합리적인 국제항공 허브 및 국내 공항 네

민용항공국은 최근 ‘인터넷+민항 서비스’의 보급과 복합

트워크 구축은 ‘요강’에 명시된 중요 과제들 가운데 하나

운송, 항공사와 물류/제조/무역/교통/금융 산업계와의 협

(河北) 지역, 창강 삼각주 지역, 청두(成都) 및 충칭(重庆)

(民航局发展计划司) 부 순시원1)은 “‘민항+생태권’을 형

이다. ‘요강’에서 중국은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허베이

등지에 세계적인 공항 클러스터를 건설하여 허브공항의

업을 장려하고 있다. 장칭(张清) 민용항공국 발전계획사
성하여 민항과 기타 교통 수송 방식, 인터넷, 빅데이터, 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수용량이 포화상태에 근접하거나 조건

련 산업의 유기적인 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민항 서비스

을 포화상태에 도달한 도시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품질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민항이라는

연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전략적 산업의 기초적인 역할을 최선으로 발휘하기 위한

또한 인프라, 수송 서비스, 기술 표준, 정보 플랫폼의 통
합을 추진해 빈틈없는 공중 및 지상 교통의 연합 수송 서

필연적인 선택안”이라고 설명하였다.
(중국 민용항공국, 2018. 12. 11 / 바이두, 2018. 12. 13
금양망, 2018. 12. 11)

1) 순시원(巡视员)이란 국가 행정 기관에서 일정 연령이 초과하여 제2선으로 물러난 간부를 의미하며, 정 순시원은 부청장급 이상, 부 순시원은 처장급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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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조종사의 연속 비행/근로 시간
규정 강화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는 항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상업항공사 조종사들의
연속 비행/근로 시간 규정을 강화하였다. 새 규정은 조종사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향후 2~4년의 이행 준비기간을 거친 후 대형 항공사
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항공조종사 연속 비행/근로 시간 규정 강화

시간은 365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최대 1,200시간에서 향
후에는 최대 1,000시간으로 줄어든다. 또한 하루 최대 근

캐나다 연방교통부(Transport Canada)가 상업항공사
1)

로시간은 기존의 13시간 45분에서 약 9~13시간(근로

조종사의 연속 비행시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새로

시작 시점에 따라 달라짐) 범위로 제한된다. 이러한 내용

운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상업항공기 조종사의 비행

은 캐나다 항공규정(Canadian Aviation Regulations)의

1) 해
 당 규정 초안을 다룬 내용은 2017년 7월호인 「항공정책Brief 120호」에서 다루었다. 캐나다 교통부는 2017년 초안을 발표한 후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규정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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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캐나다의 기존/신규 승무원 피로 관련 주요 규정 비교
새 규정

기존 규정(1996)

비행시간

• 연간(365일) 근속 시 1,200시간
• 90일 근속 시 300시간
• 30일 근속 시 120시간
• 7일 근속 시 40~60시간

• 연간(365일) 근속 시 1,000시간
• 90일 근속 시 300시간
• 28일 근속 시 112시간

근무시간

• 기타 항공관련 작업자 14시간
• 커뮤터 오퍼레이터 및 항공사는 13시간 45분

• 최대 9~13시간
(작업일 시작 시점에 따라 달라짐)

휴식시간

• 8시간 + 식사, 개인위생, 숙소 왕복 등을 위한
추가 시간

• ‘집에서 12시간’, ‘11시간 + 집 이동시간’, 또는
‘항공사가 제공하는 적절한 숙소에서 10시간’
• 집이 먼 경우 적절한 숙소에서 10시간

• 7일에 36시간, 또는
• 17일에 3일, 또는
• 30일에 24시간 연속휴식 3번
• 90일에 24시간 연속휴식 13번

• 옵션1: 7일마다 1일 / 28일마다 4일
• 옵션2: 21일 마다 5일

• 관련 규정 없음

• 야간에 휴식 없이 연속 야간 근무가 가능한
최대기간은 3일
• 야간에 휴식이 제공될 경우 연속 야간 근무가
가능한 최대기간은 5일

휴일

연속 야간근무

자료: 캐나다 연방교통부(Transport Canada)

‘Subpart 705/704/703’에 수록되었다.

오랫동안 조종사의 휴식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나

이와 더불어 캐나다 교통부는 음주 후 12시간 이내에는

라들보다 뒤처졌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규정은 분명

승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조종사들과 여객의 안전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의 ‘음주 후 8시간 이내 근무 금지’ 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

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다.

항공업계의 반응
안전 개선 기대
미연방 교통안전위원회(U.S.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는 2017년 7월 토론토를 출발한 에

캐나다의 대형 항공사들은 새로운 규정 적용 전까지 향
후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된다. 중소형 항공사들의
준비 기간은 약 4년이다.

어캐나다(Air Canada) 소속 항공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최대의 대형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의 대변인은

에 도착할 때 유도로에 착륙했던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재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비행시

‘조종사의 피로’를 지목한 바 있었다. 만약 당시 유도로에

간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규정을 언제나처럼 준수할 방침

머물렀던 다른 항공기들과 해당 항공기가 충돌했다면 매

임을 밝혔다. 또한 웨스트젯항공(WestJet Airlines)은 향후

우 큰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다.

24개월 이내에 새로운 승무원 피로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

새로운 조종사 비행/근로 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캐나다 항공조종사협회(Air Line Pilots Association in

(Canadian Occupational Safety, 2018. 12. 18

Canada)의 댄 아다머스(Dan Adamus) 회장은 “캐나다는

Transport Canada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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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전염병 감염 위험과
질병 확산 대응 노력
항공 여행의 발전은 전염성 질병을 전 세계 국가와 대륙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공항들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적외선 체온 모니터링 등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승객
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비효과적일 때가 있다. 이 가운데 독일에
서는 연방 정부의 후원 하에서 감염 승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공항의 보건 취약성

미국 기반의 회사인 인슈어런스 쿼츠(Insurance
Quotes)가 미국의 주요 공항들에서 수행한 또 다른 연구

2017년 항공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사들

에 따르면, 공항에 비치된 터치스크린형의 셀프체크인 키

의 정규 여객 항공편 운항횟수는 약 40억 회 이상에 달한

오스크(self-check-in kiosk)에서는 1제곱인치(in²) 당 최

다. 또한 2036년에는 이러한 수치가 약 두 배로 증가할

대 약 25만 3,857cfu1)의 세균이 발견되었다. 이는 화장실

전망이다. 이처럼 글로벌 항공교통 연결성이 확대되면서

변기 시트에서 발견된 세균(대체로 약 172cfu 수준)보다

공항을 통해 신종플루, 에볼라와 같은 고위험 병원균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보다 빠르게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영국 노팅엄대학(University of Nottingham)과 핀란

감염된 여객을 식별하는 방법

드 국립보건복지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공항에서의 질병 확산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 중에

Welfare)의 연구자들은 유럽연합이 대중교통 수단을 통

하나는 감염된 여객을 찾고 모니터링 하는 방법들이다.

한 병원균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16년에 헬싱키 반타공

공항들은 표준화된 인터뷰(감염원인 사람 또는 물건 등에

항(Helsinki-Vantaa Airport)에서 전염성 질환 감염 위험

대한 접촉 여부를 묻는 것)에서부터 적외선 체온 모니터

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감기가 유행하는

및 열상스캐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고

시기에 가장 빈번하게 사람의 접촉이 이뤄지는 공항 내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핀란드 VTT

다양한 장소와 물체의 표면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고,

기술연구소(VTT Technical Research Centre)의 일포 쿨

그 결과 공항 내 보안검색대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바구

말라(Ilpo Kulmala) 연구원은 “일부 승객의 경우 스캐너를

니의 약 절반에서 독감 또는 일반감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가거나 인터뷰를 받을 때에는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호흡기 질환 유발인자를 적어도 1종 이상 발견하였다.

나중에 병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1) colony-forming units은 박테리아 세포의 집락형성단위로서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박테리아 세포를 세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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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들이 비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프라운

다. 이를 위해 여객 검색에서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활용

호퍼 세포치료 및 면역학 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감염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

Cell Therapy and Immunology)의 더크 쿠흘마이어(Dirk

고 있다. 특히 프라운호퍼의 연구자들은 인간의 숨결에 포

Kuhlmeier) 역시 “열이 나더라도 아스피린 등을 복용함으

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바탕으로 박테리아의 종

로써 체온을 낮출 수 있다”면서, 전염성 질병을 탐지하는

류를 신속하게 밝혀낼 수 있는 이온이동도(ion mobility

최선의 솔루션인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

spectrometry, IMS)2) 기반의 비침습적인 시스템(non-

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활용하기

invasive system)을 개발 중이다.

위해서는 표준화된 실험실이 필요하며 감염 여부를 확인

쿠흘마이어에 따르면, 현재 과학자들은 실험실 환경에

하기까지 무려 약 3~4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샘플 하나

서 서로 다른 박테리아의 종류를 탐지할 수 있는 수준에

를 처리하는 비용도 수 유로에 달한다.

이르렀다. 2019년에는 이러한 기기를 임상환자들을 대상
으로 테스트할 예정이다.

하이플라이 연구 프로젝트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탐지하는 데에 있어서 ‘음식
물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이 기기 개발에서

공항에서 질병에 감염된 여객을 식별하는 방법을 혁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쿠흘마이어는 “중국 음

하기 위하여 현재 유럽에서는 하이플라이(HyFly) 공동연

식을 먹은 사람과 인도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숨결을 완전

구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독일의 연방

히 다를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박테리아와 인간의 냄새

교육연구부(Germ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전하였다.

Research, BMBF)가 ‘인펙트 컨트롤 2020(Infect Control

하이플라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주요 연구 활동 중 하

2020)’ 추진전략 하에서 후원하는 약 260만 유로(한화 약

나는 공항운영사와 항공사들을 위해 질병 확산을 예방할

33억 원)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로, 프라운호퍼를 비롯하

수 있는 ‘견고한 액션플랜’을 개발하는 것이다. 쿠흘마이

여 독일 내 다수의 연구대학과 공항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어는 새로운 청소 절차, 핸드레일 항균 코팅, 감염의 조기

동참하고 있다. 감염 경로 차단 및 전염병 예방에 대한 과

탐지 조치들이 이러한 액션플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

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동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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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관련 조치
새롭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 공항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염병 확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일

Airport)은 ‘TRAX SmartRestroom’ 소프트웨어에 투자하
였다. 동 소프트웨어는 공항의 화장실에 부착된 센서들을
통해 화장실 이용객의 수를 센 후 청소가 필요한 시점에
감독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한다.

반적으로 공항들은 감염 확산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

(Airport Technology, 2018. 11. 29

판을 활용하여 손씻기 등을 유도하고 공항 내에 손청결제

Research News, 2018. 9. 3

를 충분히 비치하는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특히 최신 테크놀로지는 공항 청결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로 미국 오하이오의 애크런캔톤공항(Akron-Canton Airport)은 화학제품 업체인 나
노터치 머터리얼(NanoTouch Materials)과 협력하여 맞춤
형의 ‘나도셉틱(NanoSeptic)’ 자가살균 매트와 스킨을 보
안검색대 트레이에 적용하였다. 동 매트는 자가 살균 기능
을 통해 계속해서 오염을 방지한다. 지난 10월에 나노터
치 머터리얼은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나 기내 엔터테인먼
트 시스템 등의 터치스크린에 부착할 수 있는 자가 살균
필름을 제조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애틀랜타의 하츠필드잭슨공항(Hartfield Jackson

2) 양쪽에 전압이 걸린 튜브 내부에 진행하는 이온의 끝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에 의하여 이온의 정체를 알아내는 장치이다.

The Guardian, 2018. 9. 4
Lonely Planet,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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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시아 항공기 포럼’ 개최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등이 ‘아시아항공기 서플라이체인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의
참석자들은 항공기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인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의 항공기 부품 공급망의 미래 모습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시아 항공기 포럼 개최

국제공항(U TAPAO Airport)2)에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
고 주변에 항공공업단지를 조성하여 MRO를 육성하는 촉

일본의 전국항공기 클러스터 네트워크와 경제산업성

(経済産業省), 일본무역진흥기구(日本貿易振興機構)가

진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태국 공업부 차관은 “2037년에
는 MRO 시장 규모가 약 3배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

2018년 11월 27일 도쿄도내에서 ‘아시아항공기 서플라

면서 “역내에서 MRO 산업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체인 포럼’을 개최하였다.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은 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우대 정책을 MRO와 우주 관련 기기 등의 분야에 도입하

아시아 국가들의 항공기 부품 산업 진흥책
본 포럼에서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도쿄사무소의 소
장은 “203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동남아시아 지역 최고의
항공 우주 허브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하면서 국가
적으로 항공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이
를 위해 말레이시아는 ‘항공기 산업의 진흥’을 정부의 중
요 전략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주요 4개 분야로는 ‘항공
기 정비산업(MRO)’, ‘항공기 제조’,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1)

(System Integration)’ , ‘엔지니어링&디자인 서비스’ 등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동(同) 산업과 관련한 고소득 근로

였다.

일본의 항공기 부품 산업 육성
일본은 미에현(三重県)에 있는 가토제작소(加藤製作

所), 코이케제작소(小池製作所), 코사카철공소(小坂鉄工

所) 등 항공기 부품 중소기업 10개사가 ‘마츠사카(松阪)
부품 클러스터’를 집적하였다. 동 클러스터는 일본에서 정

밀부품가공 또는 표면 처리한 부품을 베트남에서 조립하
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2018년 8월을 기준
으로 일본 전역에는 항공기 제조업과 관련한 중소기업 클

자 수를 3만 2,0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말레

러스터가 약 40개 결성되어 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

이시아는 1970년대부터 육성해 온 MRO를 발전시켜 세

은 일본의 항공기 부품 산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시아에

계 시장 점유율을 약 5%로 늘릴 방침이다.

서의 비즈니스 매칭 등을 지원해왔다.

태국도 ‘타일랜드 4.0’으로 명명한 성장전략에서 항공

(니혼게이자이신문, 2018. 11. 27 / METI, 2018. 11. 6

기 산업을 중요 분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우타파오

전국항공기클러스터네트워크 홈페이지)

1)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 내의 갖가지 정보 통신 시스템을 실현하는 일을 말한다.
2) 우타파오 국제공항은 태국 라용(Rayong) 주에 위치한 군, 민간 공용 공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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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론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농업’
움직임 확산
최근 일본에서 드론 등 새로운 기술을 농업에서 활용하는 ‘스마트 농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업용 드론 제조 및 판매업체인 나일웍스(Nileworks) 등이 관련 사업에 나서면서 ‘스마트
농업’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이다.

스마트 농업 출현

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 해충 발견과 생육 감시 영상도 고
화질로 얻을 수 있다. 작물의 생육 상황도 실시간으로 진

로봇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단이 가능하다. 헬리콥터와 위성 영상을 활용할 때에는

통해 농작업의 효율화가 가능해진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하나하나의 밭두렁과 한 그루 단위의 관리가 어렵지만 드

는 농업종사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신기술로 보완하

론을 통해서는 실현가능성이 높다. 나일웍스는 취득한 데

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스마트 농업’이 주목

이터를 분석하여 가정 적정한 양의 비료·농약을 살포할

을 받고 있다. 농약 살포·생육 관리·농업용 드론의 제

수 있도록 하였다.

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나일웍스(Nileworks) 등의 기업들
이 관련 사업에 나서면서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농업용 드론은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

省)이 추진하는 스마트농업과 정밀 농업의 수요에도 적
합하다. 이에 나일웍스 외에도 야마하발동기(Yamaha

농업용 드론 관련 사업 확대

Motor), 엔루트(enRoute), TEAD 등이 관련 사업을 가속화
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농업 지원도 진행 중이다. 나일웍스는

이에 더하여 농약·종자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기업인

농업용 드론으로 약제 살포와 생육 진단을 동시에 하는

독일 바이엘(Bayer)도 일본 시장에서 드론 비즈니스에 나

정밀 농업의 실현에 진력하고 있다. 작물의 상공 30~

섰다. 일본 내 농업 사업을 위한 회사인 바이엘 크롭사이

50센티미터(cm)에 드론을 비행시켜 약제의 살포량을 조

언스(Bayer Cropscience)는 중국 업체인 XAG와 협업하

절한다. 이러한 드론은 헬리콥터보다 저공에서 비행하며

여 새로운 농약 살포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 경영지원을

농약을 작물에 가까운 장소에서 분무를 할 수 있기 때문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용 드론 판매를 포함하여 2019년

에 농약 비용과 살포의 양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부터 사업을 본격 개시할 방침이다.

특히 중산간지역(中山間地域) 의 경작지와 채소 등의
1)

재배에서는 드론이 헬리콥터보다 효율적이다. 정밀하게

(일본식량신문, 2018. 12. 6
일간공업신문, 2018. 12. 8)

농약을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부근의 유기재배의 경작지

1) 중산간지역은 일본의 지역 구분의 하나로, 평야의 외연부(外縁部)에서 산간지역에 걸친 지역을 가리키며, 일본 국토면적의 약 7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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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지수(2018.10)
공항의 허브 경쟁력을 공항 성장의 기틀인 네트워크

및 화물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운항 증편으로 접근성

관련 접근성(운항규모)과 수요 유인 관련 중심성(환승

은 약 5.4% 증가하였으며, 일본·동남아 등 근거리 아

규모)으로 종합 평가하는 인천공항의 허브화 지수는 약

시아 지역 중심의 환승실적 성장과 전년도 추석 연휴로

9.66으로 전년 동월대비 약 39.2% 증가하였다. 여객

인한 기저효과로 중심성은 약 32.1% 증가하였다.

[표 4]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지수(2018.10 기준)
구  분

10월 실적

누계(1∼10월)

2017년

2018년

증감률

2017년

2018년

증감률

허브화 지수

6.94

9.66

39.2%

897.54

1,069.67

19.2%

접 근 성

15.47

16.30

5.4%

146.98

158.52

7.9%

중 심 성

0.45

0.59

32.1%

6.11

6.7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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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제주공항 국제선 여객실적」이 지속적으로 크게 향

이는 11월은 비수기로서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상되고 있으며, 특히 외항사 실적과 점유율이 크게 증

판단된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에서도 11월에는 여객

가하고 있다. 이는 한·중 사이의 외교 긴장이 완화되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객점유율을 보면,

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중국노선 실적이 크게 증가한

2017년 11월 국적항공사 점유율은 약 40.4%, 외항

결과이다. 하지만 2018년 8월 약 19.6만 명을 기록한

사 점유율은 59.6%에서 2018년 11월 국적항공사는

이후 10월까지 조금씩 하락하다 11월에는 급격히 실적

32.8%, 외항사는 67.2%를 기록하였다. 증가하는 여객

이 하락하여 약 16만 명을 기록하였다.

수요의 많은 부분이 외항사의 실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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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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항공여객 약 957만 명, 작년 동월 대비 약 5.6% 증가
- 유럽·중국·동남아 노선 여객 수요 지속 성장세…1일 기준 1억 명 돌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11월 항공여객이 작년 11월 대비 약 5.6% 증가한 약 957만 명으로, 11월 1일
기준 누적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항공여객 실적
2018년 11월 국제선 여객은 비수기임에도 저비용항공

24.3%)·유럽(약 12.6%)·동남아(약 7.6%)·일본(약

사의 공급석 확대(약 18.3%) 및 중국노선 기저효과 등으

4.8%) 등의 지역 노선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노선은

로 전년 동월 대비 약 8.8% 성장한 약 701만 명을 기록

2017년 3월 중국의 한국행 단체여행 판매 제한에 대한

하였다.

기저효과로 약 24.3% 증가세이고, 2016년 11월에 비해서
는 다소 감소세(약 -3.4%)이나 회복추세 뚜렷하였다.

●지역별로 대양주(약 -13.2%)를 제외한 중국(약
[그림 5] 국제선 여객 실적 추이

11월

(만명)

9,000
8,000
7,000
6,000

5,592

5,194

5,000
4,000
3,000
1,000
0

580

522

459
+14.8%
2014

+13.7%
2015

701

644

+11.1%
2016

+12%

+4.9%

+19.3%

+7.7%

+11%

2,000

7,843

7,001

6,673

누적

+11.1%
2017

+8.8%
2018

■국내항공여객 실적
2018년 11월 국내선 여객은 국내선 운항 증편(약

2.5%(내륙 약 5.1%↓, 제주 약 2%↓) 감소한 약 256만

0.5%: 내륙 약 0.03%↓, 제주 약 0.6%↑)에도 공급석 감

명 기록하였다. 공항별로 울산(약 25.2%)·인천(약 1.2%)

소(약 -0.6%: 내륙 약 2.7%↓, 제주 약 0.2%↓)와 내·

은 증가했으나, 광주(약 -8.4%)·김해(약 -6.9%)·청주(약

외국인 제주여행 수요 하락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9%)·대구(약 -3.8%)·제주(약 -2%) 등은 감소하였다.

[그림 6] 국내선 여객 실적 추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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