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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글로벌 항공산업은 파멸적인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항공운송산업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지게 될 것이며,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살아남기 위한 노력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자 특
집호를 몇 차례에 걸쳐 발간하고자 합니다.
특집 제1호에서는 미국과 일본 사례에서 살펴본 항공
운송산업 위기 극복 방안,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에
대한 전망과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후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특별호를 발간하고자 하며,
조금이나마 항공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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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Insight
코로나19(COVID-19) 직격타 받은 항공시장 현황과 전망은?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정수진 연구원(jsj@koti.re.kr)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항공 수요 급감이
얼마나 장기화 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적 항공사가 받는 영향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수요 회복 전망 시나리오 분석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세계 동향

누적 확진자는 646천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2만9
천여 명으로 집계되어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였던 중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장을 뒤흔들었다.

국보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월 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로 인
한 미국 및 세계 시장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기준금리를 연 1.00~1.25%로 0.50% 인하는 빅컷
을 단행하는 등 코로나의 경제 피해 및 금융시장은 이미
위축되기 시작하였다.1)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
에 대해 국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
했다.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미국 다우존지수는 약
5.8%, 나스닥은 4.7% 넘게 하락2)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현실화가 되었고, 3월 29일 기준

자료 :https://www.ft.com/coronavirus-latest

<그림 1> 국가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세

2000년 초반 중국은 세계 GDP의 약 4%를 차지하고
세계 6위의 경제 강국이었으나, 현재 세계 GDP의 16%

1) 동아뉴스(2020.03.05.), 美, 0.5%P ‘빅컷’… 금리인하 도미노 시작되나

이상 차지 및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3) 하여, 현

2) 연합뉴스(2020.03.12.), 글로벌증시 낙폭 키운 ‘팬데믹 선언’...다우지수
1,460p 곤두박질(종합)

재 중국의 세계입지와 경제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

1

중국은 현재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으며, 국가
대부분이 중국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로

시아태평양 지역 감소세가 전년 대비 25.2%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고 발표하였다.6)

인해 중국의 공장 및 산업활동에 제한을 받았을때 전 세
계 광범위한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미 많은 유럽 항공사들은 임금 동결 및 삭감, 직원
해고, 무급휴가 및 수요급감에 따른 자발적 노선 운휴 등
재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비용 절감 조치를 진행 중
이며, 특히 항공사 대부분은 직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현
금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사는
직원의 90%, 노르웨이 항공 및 에어캐나다는 직원의
50% 해고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델타항공사는 약 2만 명
정도의 직원이 무급휴가에 있다고 밝혔다. 콴타스항공은
국제선의 90%, 노르웨이 항공은 정기항공편 85%, 에어
캐나다는 80%의 노선감축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른 항공
사들도 국제노선을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 중인 곳도 상

자료 :https://www.ft.com/content/6124beb8-5724-11ea-abe5-8e03987b7b20

<그림 2> 국가별 중국 시장 의존도

당수이며, 유럽 항공사들은 향후 몇 주 동안 75~90%의
노선감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발발로 인해 타격을 받은 건 제
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유

또한, CAPA는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사의 현금보유

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세계 아웃바운드 지출시장

감소 및 수요급감으로 채무불이행 등을 경험할 것이며, 이

인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 국제여행 제한을 받으면서, 중

에 따라 정부와 업계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시 항공사

국인 관광 비중이 큰 한국과 태국, 일본, 베트남이 가장

대부분이 5월에 파산할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8)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4)

왜 항공 산업에 직격타인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아태지역 항공시장에 영향
을 주는 국지적 단기 이벤트에서 장기 글로벌 이벤트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건강 관련

확대되어, SARS의 사례보다 전 세계 항공사 이익에 비관

업종의 경우에는 그나마 견실한 모습을 보이나, 사람의

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5)하였으며, 항공업계 및 세계

이동 제한을 받게 되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전 산업에

최대 항공 컨설팅 전문업체 CAPA에 따르면 3월 기준 아

걸쳐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3)The growing impact of coronavirus on the global economy(2020.03.05.),
https://theconversation.com/the-growing-impact-of-coronavirus-on-t
he-global-economy-132030
4)헤럴드경제(2020.03.27.) 세계 코로나 항공손실 최대 139조 원, 한·일·泰·豪 더
큰 타격
5)IATA(2020.02.28.).
https://www.iata.org/en/iata-repository/publications/economic-report
s/covid-19-transmission-jumps-from-regional-to-global-level/

2

삼일회계법인은 국가 간 여객 이동 통제로 항공 국제
6)이투데이(2020.03.25.) 급감하는 전 세계 항공 좌석 수…일주일만에 15%↓"사상 최대"
7)https://kfor.com/health/coronavirus/thousands-of-grounded-planes-ne
arly-empty-flights-how-the-coronavirus-is-affecting-us-airlines/
8)CAPA(2020.03.17.)https://centreforaviation.com/analysis/reports/covi
d-19-by-the-end-of-may-most-world-airlines-will-be-bankrupt-51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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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등 여객 운송은 직접적인 손실 불가피하며, 국가 간

전반적인 항공 수요급감 및 항공사의 경영적 위축 등

화물 운송도 가동률 감소, 수요부진 등 경기침체 영향으

경제적인 요인은 제외하고서라도, 항공 산업에 큰 타격

로 손실이 확산됨에 따라 항공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

을 주는 요인에 심리적 영향이 작용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9)
예를 들어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 의식주는 필수
적이나, 여행 및 관광은 여가를 즐기기 위한 선택사항이
며, 또한 여행을 위해 항공기 탑승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이용한 타 국가 방문 시
낯선 곳에 격리될 가능성, 타국에서 감염되었을 경우에
대한 불안감, 감염되었을 시 의료보험 적용, 공항 및 기
자료 : 삼일회계법인, 코로나19의 경제 및 산업 영향점검

<그림 3> 국내 업종별 코로나 영향

타 대규모 인력이 모이는 곳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국제 관광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항공사의 경우 인건비, 감가상각비 및 임대료 등 항공
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영업비용 가운데 고정비 비중이

특히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 세계적으로

35~40%를 차지하고 있고, 부채비율은 타 산업대비 높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항공기 탑승 시 옆자리 사람과 밀폐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대규모 매출 감소

된 공간에서 장시간 가까운 거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에 대

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비용은 탄력적으로 줄어들지

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

않으며10), 현금보유율 또한 낮아 이러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는 예비금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및 사망 추
세가 누그러져 종식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항공사의 타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26일부터 2월 12일 약 3

격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간 항공권 예약취소·환불 급증으로 해당 기간 약 3천
억 원의 항공사 환불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11) 항공사

코로나19로 인한 국적 항공사 영향

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있다면 고정비도 지불할 수 있고
환불도 해줄 수 있고 부채도 상환할 수 있는데, 현재는
당장의 매출뿐 아니라 미래의 매출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들어올 돈이 없는 상황에서 나갈 돈만 쌓
이고 있는 셈이다.12)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
나19로 인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
며,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2019년 일본 불매운동과 미·중
무역분쟁, 홍콩 시위, 환율변동 등의 변수로 불황을 겪고
있던 항공사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9) 삼일회계법인(2020.03.27.)'코로나19의 경제 및 산업 영향 점검'

2019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나라 항공

10)유진투자증권(2020.03.26.), 코로나19 타격에 의한 항공시장 재편 가능성
11)국토교통부(2020.02.17.)정부, 코로나-19 대응 ‘항공 분야 긴급 지원대책’

여객은 2018년 대비 5% 증가한 1억 2,337만 명으로 역

12)아이뉴스(2020.03.24.)항공업계, 90% 셧다운에 꽉 막힌 자금줄…긴급
수혈도 백약무효

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국제선과 국내선 여객은 전년 대비

3

각각 5.2%, 4.4%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일부 국가,
일부 노선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 세계 대유행을 겪고

이는 일본과 홍콩노선의 여객감소에도 불구하고, 항공
사들은 중국 및 동남아 등의 노선을 다변화함에 따라 새
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얻은 증가세였다.
코로나19와 같이 우리나라의 항공 수요에 영향을 주었
던 전염병13)은 사스(2003), 메르스(2015), 신종플루
(2009) 등이 있었다. 사스의 경우 중국 및 아시아 항공
수요급감으로, 오히려 제주노선이 호황14)을 누렸었으며,
메르스의 경우 중동지역 등 일부 국제선에 한정하여 항공
수요 감소세를 보여 주었다. 또한, 신종플루의 경우 국내
에서 큰 유행을 함에 따라 국제선의 수요가 급증하는 등

있으며, 과거 SARS나 MERS 대비 항공 수요 하락세가
빠르고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 또한 지속적으로 급감
예상되어 과거 대비 큰 피해가 예상되며, 적어도 SARS
나 MERS 사례에서 수요 원상회복 기간인 6개월보다 코
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 회복기간은 장기간이 될 것으
로 보인다.
<그림 5>와 같이 2020년 항공수요 기대심리(2019년
12월 KOTI 수요전망 기준) 대비 2020년 3월 24일 기
준 국제선의 경우 95%, 국내선의 경우 67% 감소한 수
치를 보이고 있다.

항공사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선 다변화, 국내선 또
는 국제선 노선, 단거리 노선 확대 등 해결할 수 있는 돌
파구가 존재했었다.

현재 국내외 확진자 수 증가 등으로 사회적인 공포감
이 확산됨에 따라 항공 수요가 매우 위축되어있으며, 공
급 측면에서도 입국 제한 국가15) 증가, 수요급감에 따른
자발적 노선 운휴 등 공급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
어, 수요 감소와 공급 축소의 장기적 악순환 발생 가능성
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LCC 항공사가 가장 많이 취항
하는 대상 국가인 일본과 중국 등의 단거리 노선의 수요
가 급감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다.
이에 LCC 항공사는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
였으며,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는 곳은 제주항공과 진에
어 두 곳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은 국내선까
지 중단돼 셧다운에 들어갔다.

※ 발생시점을 100으로 가정, 국제선 기준 항공 여객 수요 한정

<그림 4> 전염병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 수요 비교

13) MERS의 경우 바이러스 발생 2개월 후 최저치, SARS의 경우 바이러스 발생 3개
월 후 최저치를 찍었으며, 원상회복까지 약 6개월 소요
14) 연합뉴스(2003.07.25.) 항공사, 제주는 효자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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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20년 3월 29일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게 총 181개의 국가·지역 입국 제한조치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 143개 국가․지역,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 3개 국가‧지역, 격리 조치 : 14개 국가․지역(시설 격리), 검역 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20개 국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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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항공협회 제공
※ 2019년 실적 = 100으로 가정

<그림 5>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국내 항공시장 현황

하지만 코로나19 발원지였던 중국을 포함한 주변 지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 앤드 컴퍼니는 18일 ‘코로

역을 넘어,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나19 :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업데이트 보고서를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FSC들에 대한 타격도 점차 진

통해 사회의 대응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시나

행되어, 국제선 항공 여객 기준 작년 대비 대한항공과 아

리오를 제시18)하였다.

시아나항공의 경우 90% 이상 감소하였다.
<표 1> 맥킨지가 제시한 경제적 발생 가능 시나리오

결국, FSC와 LCC를 막론하고 항공사들은 유휴 인력

구분

내용

시나리오 1
(회복세 지연)

중국 및 동아시아 권역의 나라 2020년 늦은 1분
기 혹은 2분기 내 회복
유럽과 미국 등 타 국가는 4월 최고점 이후 4월
말부터 6월까지 감소
중국과 아시아는 지속적인 관리를 유지하며, 소
비와 경제는 2020년 2분기까지 둔화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2020년 동안 둔화

시나리오 2
(장기적 경제
위축)

바이러스가 계절성 없이 전 세계로 퍼짐
중국과 동아시아 경제는 이중 침체를 겪으며
2021년 1분기까지 경제 침체
미국과 유럽은 수요 측면에서 감소가 생겨 2020
년 내내 경기침체
전 세계 경기는 2020년 동안 큰 악영향을 받고,
2021년 2분기부터 조금씩 상승 분위기로 전환

구조조정에 나섰으며, 2월부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유·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현재 국내 항공사 9곳에서 근무
하는 직원은 약 4만2000여 명이며, 이 중 무급·유급 휴
직자는 1만800여 명으로 25%에 해당한다.16)
사실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항공사들이 현재 위기
에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자구책으로 쓸 수 있는 건 인력
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밖에 없는 실정이다.17)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 수요 회복 전망

자료 :McKinsey & Company, COVID-19: Briefing Note

16)조선일보(2020.03.26.)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
/03/26/2020032600271.html
17) 주간동아(2020.03.15.) 벼랑 끝 항공업계, 구조조정 칼바람

18) McKinsey & Company(2020.03), COVID-19: Briefing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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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가 제시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국내 항공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항공 수요의 하락 폭이 가장 높았던 사스

유럽노선은 2021년 4월, 미주노선은 약 2021년 6월에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다.

(2003) 당시 국제선 총량 회복세 기준으로 항공 수요를
예측하고자 하며, <표 2>와 같이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2의 경우 각국의 이동 제한 기간이 늘어나 저
점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기타 지역을 제외한 노선 대부분
이 2021년 3월 이후부터 회복되며, 국제선 총합 기준 수
요회복은 2021년 10월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는 일본노
선은 약 2021년 3월, 중국 및 동남아시아 노선은 2021년
5월, 유럽노선은 2021년 7월, 미주노선은 약 2021년 9월
에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사스(2003년) 발생 당시 노선별 항공 수요 현황
<표 2> 국내 항공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나리오 가정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가정

시나리오 1 기반 국제선
수요 총량에 일괄된 항
공 수요 저점 기간 설정
이후 SARS 당시 회복
기울기 반영

시나리오 2 기반으로 국제
선 수요 총량에 대한 항공
수요 저점 기간 증가
이후 SARS 당시 회복 기울
기 반영

미주

2020.03~2020.06
(4개월)

2020.03~2020.09
(7개월)

유럽

2020.03~2020.06
(4개월)

2020.03~2020.09
(7개월)

중국

2020.03~2020.04
(2개월)

2020.03~2020.06
(4개월)

일본

2020.03~2020.04
(2개월)

2020.03~2020.06
(4개월)

동남아

2020.03.~2020.09
(2개월)

2020.03.~2020.12
(4개월)

기타

2020.03.~2020.09
(7개월)

2020.03.~2020.12
(10개월)

저점
기간

<그림 7> 시나리오별 결과 그래프

항공사 구제를 위한 지원책 실효성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재정난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IATA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전 세계 항공사의 유상여
객 킬로미터(RPK) 기준 여객 수요가 전년 대비 38% 감
소해 매출액이 2,520억 달러(약 312조 원) 줄 것으로 예
측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수요회복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19)

시나리오 1의 경우 기타 지역을 제외한 노선 대부분이
2021년 1월부터 시작하여 회복되며, 국제선 총합 기준 수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요회복은 2021년 4월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는 일본노
선은 약 2021년 1월, 중국노선은 2021년 3월, 동남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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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IATA(2020.03.24.) COVID-19 Updated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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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대규모 항공 산업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놓

신청하였지만, 최종 탈락하였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

고 있다. 미국항공운송협회의 경우 정부에 보조금과 대

려움이 발생한 것은 명백하지만 신용도 등 재정 상태 평

출 등을 통한 500억 달러(62조 원) 규모의 지원을 요구

가에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하였으며, 스웨덴과 덴마크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에 2억
7500만 유로의 지급보증제공, 호주는 세금유예 등을 포
함해 7억1500만 호주 달러(약 5,300억 원) 규모의 지원
책을 준비하는 등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신용 및 재정 상태가 불확실한 항
공사에게 세금을 들이기 부담스러워 여러 방면으로 검
토할 것이고,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항공사에 닿기도 전에 항공사는 도산할

우리나라는 코로나 영향으로 단항, 수요감축 등 항공

우려가 있으나, 항공 수요가 얼마나 장기화 될지 판단하

업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항공 산업 긴

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항공사를 구제할 수는

급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약 656억 원의 공항시설로

없는 노릇이다.

감면 및 약 5,000억 원의 세금 납부 유예,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융자지원을 약속하였다.

현재 항공시장은 공급 과잉과 수요급감으로 이미 생
존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정부 지원이 시

이러한 정부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미 코로나바이

장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거

러스로 인해 항공사들의 도산 및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

9.11테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여객 수요에 장기적으

다. 2020년 3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지분

로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 항공시장 역시 진정한 구조조

51%를 인수하여 M&A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3월 6

정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21)

일 유럽 최대 규모 항공사이자 영국 대표적인 LCC 항공
사였던 플라이비(Flybe)는 기존 경영악화로 인한 재정난

결론

에 코로나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파산하기도 하였다. 또
한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국제 신
용평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를 이유로 델타항
공, 루프트한자, 영국 항공 등 여러 항공사에 대해 신용
등급을 종전보다 하향조정을 시행하면서 경영난에 처한
항공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
국내 항공시장 역시 이미 2018년 하반기부터 LCC 항
공사의 공급 확대와 맞물려 단거리 노선에서 수익성 악
화가 시작되었으며, 대부분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3분기 연속 영업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

코로나19의 경기침체가 장기로 지속될것으로 예측됨
에 따라 정부는 일시적· 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지
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을 통해 항공사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 이후 얼어붙었던 항공 수요가 급
증할 상황을 대비하여, 폭발적인 항공 수요에 맞는 항공
기 기자재 및 인력 확보 등 향후 전략적 대응책 강구가
논의되어야 한다.

한, 최근 운항이 중단된 이스타항공이 긴급운영자금을
20)IATA(2020.03.24.) COVID-19 Updated Impact Assessment

21) 유진투자증권(2020.03.26.), 코로나19 타격에 의한 항공시장 재편 가
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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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Insight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항공운송산업 위기 극복방안 고찰 : 미국
9·11테러 위기와 일본항공(JAL)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한익현 연구원(ih3854@koti.re.kr)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에 매우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항공 역사상
국내외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라 전망되며, 단순히 여객 감소에 그치지 않고 항공분야
전체의 존폐를 갈리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항공과 관련된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최악의 위기

3개월 만에 극복하였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대유행
(pandemic)이 이제야 시작된 시점에서 최악의 시나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에 따

오가 언제 끝날지 의견만 있을 뿐이다.

른 항공운송산업의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2020년 3월 3주차(03.16~03.22) 항공여객실적

모든 항공운송사업자가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은 102,829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3.9% 하

저비용항공사의 고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 저비

락하였다. 국내선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53.3% 하락하

용항공사의 사업모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였다. 총 실적 기준은 –83.6%이다. 국제선을 기준으로

한 중단거리 항공여객의 비중이 대부분인데, 가장 수요

보면 거의 모든 항공길이 막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 높았던 일본(-99.3%), 중국(94.3%), 베트남(99.3%),
대만(-97.6%), 홍콩(-100%) 등 주변국가의 항공여객은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 역사상 여객 통계가 시작되고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띄울 수 있는 모

이렇게 급격하게, 거의 모든 항공길이 막힌 사례는 없었

든 노선의 여객이 사라져 버렸으니 항공사의 노력으로

다. 가장 최악의 사태라고 꼽는 2003년 중증급성호흠기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최악의 사태가 지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SARS)

속되면 저비용항공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

당시 2003년 1월 약 210만 명이던 국제선 여객은
2003년 5월에 108만 명으로 약 50% 가까이 하락하였

그렇다고 대형항공사의 어려움이 낮은 건 아니다. 그

지만, 그 해 8월 실적이 다시 230만 명으로 회복하면서

나마 다행인 것은 경쟁력이 있는 화물수요와 장거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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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조금이나마 살아 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3주

공편의 25%, 국내선 15%를 감축하였다. 유나이티드 항

차(03.16~03.22) 국제선 항공화물실적은 전년 대비 –

공은 5월까지 최대 70%의 매출 하락을 각오하고 있다

31.6% 하락하였고, 국내선은 –49.0% 하락하였다. 대한

고 전하였다.25)

항공의 경우 기존 여객기를 화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하지만 화물을 제외한 여객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같은 상황이다.22)

국제항공운송협회(IATA)(2020.03.05.)는 코로나19
가 확산하면 전 세계 항공사 매출이 1,130억 달러(한화
약 133조 8,000억원) 감소 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
위기감 고조

IATA는 지난달 21일까지만 해도 매출 손실을 300억 달
러(한화 약 35조 5,000억원)이라 예상하였으나,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같이 손실 규모를 수정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운송산업의 위기는 이미 아시아
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사 관련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

해외 각 정부의 항공운송산업을 지키기
위한 지원 정책

하였으며, 유나이티드 항공, 르푸트한자 등 이미 많은
항공사가 노선을 폐쇄하고 있다 전하였다.23) YTN 보도
에 따르면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 항공사는 전 세계
67개이며, 이 중 20개 회사는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국
적항공사였다.24)

싱가포르는 가장 신속하게 항공분야 지원 정책을 추
진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2020년 총 40억 달러(한화
약 4조 원) 예산을 투자한 ‘국가 안정화와 지원을 위한
패키지’ 중 정부 및 창이공항그룹(CAG)가 공동후원하는
항공부문조치(The

Aviation

Sector

Assistance

이미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현실로 다

Package)에서 112백만 SGD(약 995억 원)에 달하는

가왔다. 2020년 3월 12일 오전을 기준으로 세계보건기

금액을 지원하였는데, 코로나 발생기간 동안 중국-싱가

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

포르 간 정기여객 착륙료, 주기료, 임대료 등을 면제해

모든 경제 지수는 악화 일로를 겪고 있다.

주고 있으며, 화물 분야에서도 차등적으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26)

경제 침체를 넘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항공사
들도 긴축조치에 나서길 시작하였다. CNBC에 따르면 미

미국도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빠르게 검토하

국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항공은 5억 달러(약

고 있다. 3월 16일(월)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사

6,000억원)의 자본 지출 계획을 연기, 자사주 매입 중

우스웨스트로 구성된 Airlines for America(A4A)에서

단, 자발적 무급 휴가를 도입하였으며, 이미 국제선 항

유동성 확보를 위해 250억 달러 긴급 지원(Grants) 및
250억$ 저금리/무이자 대출(loans), 공항사용료 등 세

22) 뉴스1(2020.03.26.), 대형항공사도 휘청 “채권 지급보증...정부 지원
절실” 호소
23) News 1(2020.03.06.), 코로나19 대확산에 항공업계 “9·11 테러급 타격”
24) YTN(2020.03.26.), 전세계 국적항공사도 연쇄 셧다운...실물 경제 잠
식 우려

25) dongA.com(2020.03.11.), 신규채용 중단하고 무급휴직 늘려...세계
항공사들 ‘코로나 한파’
26) 싱가포르 정부 MTI 홈페이지 내용 참고 :
https://www.mti.gov.sg/COS-2020/Stabilisation-and-Suppo
rt-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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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감면(Taxes relief) 요청하였으며,27) 트럼프 대통령

결하고, 수백만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현대의 국제적인

은 바로 당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항공사의 어려움

삶의 질 향상을 가능케 한다. IATA(2018)33)에 따르면,

에 대해 100% 지원하겠다고 발언28)하였으며, 트럼프

항공산업이 국제 경제(직간접적 영향 및 관광산업 포함)

행정부에서 3월 18일(수) 항공사에 대한 500억 달러(한

에 미치는 영향은 2조 7000억 달러(한화 약 3천 200조

화 약 50조 원) 규모의 정부보증대출(secured loan)에

원)로,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3.6%를 차지하며, 총

대한 국회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다.29)

6,55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호주 정부는 항공사의 생존을 위해 715백만 AUD(한

우리나라 역시 항공운송산업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화 약 5,15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영향이 매우 높다. 특히 지리·정치 특성상 국제 여객운

항공유 세금, 항공서비스 요금, 지역 보안 관련 등 정부

송에서 철도나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국제

에서 추징하는 관련 자금을 면제할 예정이다.30)

여객운송 중 항공운송 분담율이 ‘17년 96.6%를 기록하
며 대부분의 국제 여객을 수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

유럽 역시 항공사 도산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버진 그룹의 아틀란틱 에어웨이즈 주주와 CEO
가 나서서 영국 정부에 긴급 자금 지원으로 50억 유
로~75억 유로(한화 약 6조 ~ 9조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31) 루프트한자는 유럽 정부에 재정 지원
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며, 이를 위해 EU 국가 보조
규칙 완화를

요청하였다.32)

항공운송산업의 중요성과 지원의 당위성

출입현황(’18년 기준)에서 항공화물비율(%)은 중량 측
면에서는 약 0.19% 수준이지만 금액 측면에서는 약
30.2%를 기록하며 고부가가치 상품(반도체, 신선화물
등) 수출입에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2018)34)의 표준산업분류기반에 따른 항공산업 일자리
는 ’17년 기준 약 25만 명으로서, 직접고용으로 항공기
제조업, 운송업, 서비스업에서 약 7만 5천 명, 연관산업
약 7만 5천 명, 관련 항공산업에서 약 10만 명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 국이 항공운송산업을 보호 및 지원하
는 이유는 항공운송산업은 기간산업으로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항공운송산업은 글로벌 경제를 연

27) 내용 참고 :
https://www.airlines.org/wp-content/uploads/2020/03/A4A
-Recommendations-3-16-20.pdf
28) CNBC(2020.03.16.), Airline stocks jump after Trump pledges
100% backstop
29) REUTERS(2020.03.19.), Trump administration wants to send
taxpayers $500 billion, $50billion in loans for airlines
30) Leader(2020.03.18.), Airlines to get $715m virus rescue
package
31) The Guardian(2020.03.15.), UK airlines call for multibillion
bailout to survive Covid-19 crisis
32) The Economist(2020.03.15.), Hard landing - Coronavirus is
grounding the world’s ai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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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중요성

33) IATA(2018), Aviation Benefits Beyond Borders
34) 국토교통부,(2018),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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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천/한국 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지원사항

지원
대상

세부 내용
사용료 착륙료, 정류료 등 주요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
납부유예 (3월∼5월, COFIX 기준금리 적용)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12월)에 따른
조명료 인천공항
각종
사용료(조명료 등) 감면기한(’20년)을
’21년까지
연장
항 수요회복 감편된 항공편을 향후 운항재개 시 전월대비 착륙
공
사 착륙료 료 증가분 감면 검토
정류료 3월부터 3달간 100% 면제(3월∼5월)
착륙료
착륙료 6월
면수준예정이던
확대(인천
20%,감면
한국3월부터
10%) 조기시행 및 감
소계
계류장 3월부터 3달간 계류장 사용료 20% 감면 및
지상 사용료 납부유예(3월∼5월, 무이자)
조업사 구내영업료 3월부터 3달간 납부유예(3월∼5월, 무이자)
소계
상업시설
3월부터6개월
6개월간
25% 감면(3월∼8월)
* 매출연동임대료
임대료는
납부유예(무이자)
중소기업,
상업
시설 소상공인 ※ 운항중단 공항은 상업시설 임대료 전액면제(∼운
(기내식,
항재개 시까지)
급유
3월부터 3개월 납부유예(3월∼5월, 무이자)
포함)등 기타
소계

합계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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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납부유예
약 1,032억
약 300억
약 35억
약 79억
약 114억
약 528억 약 1,032억
약 3.1억 약 13.3억
약 25.1억
약 3.1억 약 38.4억
약 114억 약 121.5억
약 11억
(3개월 기준)
약 3,813억
약 125억 약 3,935억
약 656억 약 5,005억
감면

2019 Vol.00

구분
2.17.
대책
추가
대책
추가
대책
2.28.
대책
추가
대책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 국의 국제이

우리나라 정부 역시 항공운송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

동이 모두 막히면서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의 중요성을

고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2월 17일에 정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

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방

립되어 있는 수많은 국민을 국적항공사 전세기를 통해

안」에서는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최대 3,000

구출하고 있다. 전세기가 투입되지 못하고 국적사의 이

억 원 규모의 긴급융자를 지원하였다. 중국 노선 운항중

동이 막힌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단에 따른 미사용 운수권 슬롯 회수를 유예하고, 과징금

KBS 뉴스35)에 따르면 외국에서 귀국할 수 있는 극히 일

도 납부를 유예하였으며, 공항사용료(착륙료, 조명료

부의 비행기표 가격이 너무 높아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

등)도 감면하였다.

며, 설령 비행기 표를 얻었다고 해도 경유지에서 외국인
이 구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
다고 한다.

하지만 3월부터 항공시장 상황이 더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다시 추가 지원방안을 「제1차 위기대책회
의」에 상정·발표하였다. 먼저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

코로나19 관련 우리나라 정부의 항공운송
산업 지원 현황

해 해외 입국제한(150개국, 3.17일)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하
였다.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월부터

35) KBS뉴스(2020.03.27.), 마스크도, 비행기 티켓도 없다...코로나19에
묶인 교민들

납부유예, 6월부터 착륙료 감면 등)은 감면시기를 3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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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기고 지원대상을 항공사 외에도 지상조업사와 상업

이라 전망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시설까지 넓히고 수준을 대폭 확대하였다. 기존 지원대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의 항공여객수요는 현 시점처럼

책과 합산 시, 항공사 1,560억원, 지상조업사 41.5억원,

수요가 거의 없는 저점 이후 바로 반등이 아닌 저점 기

상업시설 4,060억원 등 총 5,661억원 지원(감면 656억

간(4개월?, 1년?)이 얼마나 길어질 것이가를 걱정하여야

원, 납부유예 5,005억원)이 전망된다.

한다.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은 장기 금융지원의
규모와 방법

앞선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가 제시
한 최우선 지원정책으로 대규모 장기 금융지원을 요청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대규모 지원 없이는 항공사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내외 지원 정책 사례를 종합

생존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해보면, 우리나라 역시 항공운송산업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재앙적인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

우리나라 국적항공사 역시 가장 최우선 지원방법으로

다고 평가된다. 현재 위기사항의 심각성과 항공운송산

장기 금융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2020년 2월 28일 저비

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기적인 운영 비용 면제와 같

용항공사는 공동 입장문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은 방안을 재산세(행안부), 농어촌특별세(기재부) 등 더

저비용항공사(LCC) 공동 긴급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넓은 범위까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원의

특히 위기 극복의 첫 번째 요청사항으로 긴급 경영안정

수준과 범위를 어떻게 더 늘리고 줄일 것인가에 대한 논

자금 지원(무담보, 장기 저리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지

의는 앞으로의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난 17일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긴급

단기적인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은 주무

대출 규모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부처인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타 국가와 비교하여도

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

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0일 6,227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

결국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하

화증권(ABS) 발행을 확정하였는데, 이는 회사채 발행이

고 있는 것은 현재 위기가 장기적으로 갈 시 항공사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

도산을 막기 위한 장기 금융지원에 대한 논의이다. 이미

로 평가 받고 있다.37)

이러한 위기의식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McKinsey
& Company36)에서는 COVID-19에 따른 경제적 발생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3월 24일

가능한 시나리오를 두 가지(늦은 회복, 지속적인 침체)

대규모 금융지원 방안인 ‘민생·금융안전 패키지 프로그

로 제시하였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늦은 회복에서도 현

램’을 발표하였다. 본 2차 회의에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

위기가 6월에나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하여 100조원 이상으로 과감히 늘리면서, 지원 대상을

침체에서는 올해 12월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였다.

36) McKinsey & Company(2020.03), COVID-19: Briefing Note

37) news1(2020.03.26.), 대형항공사도 휘청 “채권 지급보증...정부 지원
절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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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공운송산업과 관련된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납치 동시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38) 6.7조원을 중소·중견기

다발 자살테러(9·11테러) 일 것이다. 당시에 미국 항공

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회사채 지원 대상이 1

운송산업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던

순위로는 코로나19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종을

사건이며, 단순히 여객 감소뿐만 아니라 미국 항공산업계

저비용항공사, 대형항공사 구분 없이 지원한다. 본 프로

구조를 바꾸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그램은 3월 30일부터 수요조사에 들어가서 4월달에 시
IATA(2011)40)는 당시 사건이 항공산업에 미친 영향

작될 예정이다. 39)

을 상세히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코로나19는 단순히 항공업계에 국한된 위기가 아니
다. 아쉽게도 국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제 앞

영향의 정도를 크게 미국 내와 전 세계로 구분하여 조사
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으로 남은 쟁점은 장기적인 금융지원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논쟁일 것이다. 그리고 많게는 조 단위까지 갈 수
있는 회사채 발행 규모에 대한 정부와 국적항공사의 역

미국 여객은 2001년 당시 5.9% 줄었고, 2002년에는
1.4% 감소하였다. 항공사들은 여객 수용량을 2001년에
2.8%, 2002년에는 3.9%까지 줄이며 생존을 위한 긴축

할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할 것이다.

경영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이 2차년도 연속으로 공급량
본 보고서에는 과거 항공운송업계 위기 사례를 참고

을 줄인 것은 미국 역사상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 있는

하여 위기 국면에 정부와 항공사의 역할에 대해 추론해

일이었다. 2003년에는 조금씩 수요가 회복되는 추이를

보고자 한다. 현재 코로나19 위기처럼 국가 단위 위기의

보였다.

사례로는 미국 9·11테러로 인한 미국 항공산업 위기 극
복방안 사례를 통해 정부의 역할, 특히 장기 금융에 대
한 역할을 추론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사의 위기 극복방
안으로는 2010년 1월에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2011년
3월에 법정관리가 완료된 일본항공(JAL)의 사례를 통해

항공사들의 수익성도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00년 총 매출액인 1,300억 달러(한화 약 130조 원)
에서 2001년에는 1,070억 달러(한화 약 107조 원)으로
약 20% 하락하였으며, 다음 해인 2002년에도 10억 달
러 하락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항공업계 매출

항공사의 극복방안을 추론하고자 한다.

액은 총 570억 달러(한화 약 57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미국 항공운송산업 최악의
9·11테러 위기와 극복 방법

위기인

항공운송산업에서 최악의 위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나타났다.
수익성의 문제는 항공산업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가장 안전하다 믿었던 대형항공사(유나이티드,
델타,

38) 설명 :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
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은이 80%를 인수하는 제도다. 산은
은 인수한 회사채를 신용보증기금과 해당 기업의 채권은행 등에 판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회사채를 토대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
(P-CBO)을 발행한다.
39) 파이낸셜뉴스(2020.03.29.), 내달 코로나19 기업지원 속도...회사채
차환·소상공인 신용회복

노스웨스트,

US

에어웨이즈)의

파산

(bankruptcy)이 이어졌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매각과
합병(M&A)가 이루어졌다. 일자리에서도 2000년 항공

40) IATA(2011),The Impact of Setember 11 2001 on 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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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총 직원 수는 520,600명이었지만, 2003년에는

대가로 항공사는 2000년 기준 30만 달러(한화 약 3억

444,700명으로 총 14.6%가 단 3년 만에 급격히 줄어

원) 이상을 받는 임원에게 향후 2년간 임금인상을 허용

들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무려 2010년까지 이어져

하지 않았다.42)

2010년 총 직원 수는 378,100명으로 줄었고, 2011년
에 들어서야 고용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2001년 9월 23일에, 미국 항공교통 안
전 및 시스템 안정화 법안(the US Air Transportation
Safety and System Stabilization Act)이 발인41) 되었
으며, 그 후 연방 ATSSA법 근거하여,정부 보증대출기금
관리 및 승인기관으로 ATSB((Air Transportation

<표 2> 미국 9·11 위기 당시 정부기금대출을 위한 필요서류 리스트

□ 대출신청서
□ 5년간 재무재표
□ 항공사의 재무평가 예측치
□ 사업계획서 등

- 사업계획서는 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하는 목적 및 미래 자
금조달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자료 : 미국 의회 법령 자료 참고
(https://www.congress.gov/107/plaws/publ42/PLAW-107publ42.pdf)

Stabilization Board)를 설립하였다. ATSB는 연방 준
비 제도 이사회 (Federal Reserve System) 총재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 재무부 장관 또는 장관, 교통 장관 등
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법은 크게 항공사 안정적지원,
항공사 보험, 세금, 피해자 보상으로 구성되었다.

항공사 보험 관련으로는 항공사 또는 정부에게 테러
에 따른 처벌적 손해 배상을 금지하였고, 항공사 보험중
지상에서 사망 및 부상을 당한 사람 보상액을 5천만 달
러로 제한하였다. 세금 관련으로는 2001 년 9 월 10 일
부터 11 월 15 일까지 항공사가 납부해야하는 관련 세

항공사 안정화와 관련해서 미국 국적항공사에게 총
50억 달러(한화 약 5조원)의 지원금(compensation)이

금 예치기한을 2002 년 1월 15일까지 연장(납부 유예일
뿐 면제가 아님)하였다.

지급 되었는데, 이는 9.11테러로 인한 운영중지에 따른
보상금이었다. 또한 항공사에게 총 100억 달러(한화 약
50조원)의 보증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는 7년 이내에 완
입해야 하는 조건으로서, 정부기금대출을 위해서는 대
출신청서, 5년간 재무제표, 항공사의 재무평가 예측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하지만 모든 항공사
가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다. 유나이티드항공을 포함한 9
개의 항공사는 대출신청이 거절되었는데, 특히 대형항
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사가 제출한 경영회생 자구책이
매출 과대 예측 등의 이유로 금융 정상화에 부적절하다
고 판단하였다. 해당 지원 법안에는 항공사 임원의 급여

전 세계적인 항공수요·공급 변화로 보면 2001년 물동
량(Traffic)은 2.7% 감소하였으며, 2003년까지 2000
년의 실적을 넘어서질 못하였다. 그리고 2009년까지 회
복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다.
전 세계 항공사의 총 매출액은 2000년 3,290억 달러
(한화 약 329조 원)에서 2001년 3070억 달러(한화 약
307조 원)으로, 2002년에는 3060억 달러로 하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크게 하락하게 된 계기는 역시
2009년 금융위기로 당시 약 820억 달러(한화 약 82조

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41) 참고 자료 : US Government, AIR TRANSPORTATION AND
SYSTEM STABILIZATION AC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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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하락하게 되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2001년 당

의 수 감소하였다. B747-400(44대), A300-600(22대),

시 130억 달러(한화 약 13조원)의 손해를 봤으며, 2002

MD-81(18대), MD-90(16대) 등 총 103대를 퇴역 시

에도 약 110억 달러(한화 약 11조원)의 손해를 보게 되

키고 운항기종을 B777, B767, B787, B737 단 4기종

었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는 2006년 들어서야 전환이

으로 축소하였다. 항공노선도 채산성 없는 노선은 철수

되어 약 5년간 이어지게 되었다.

하였는데, 국제선 75개에서 65개 노선으로, 국내선은
148개에서 109개 노선으로 축소하였다. 사무공간도 재

일본항공의 법정관리와 극복

사례43)

조정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실
시했던 조달 업무를 조달본부로 일원화하는 등 작은 비

도산의 위기에서 법정관리를 통해 다시 회생한 대표

용까지도 줄이도록 하였다.

적인 항공사 사례로 일본항공(Japan Airlines, JAL)을
들 수 있다. 일본항공은 법정관리 10년 전부터 당기순이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명예퇴직자 모집, 정리해고, 관

익의 절반 기간이 적자였지만 이를 위한 적극적인 해결

련 사업 매각 및 정리를 통해 2009년 말 48,714명이었

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적항공사라

던 직원 수는 2010년 말 3만 1,263명으로 인원규모를

는 안일함으로 위기의식마저 결여되어 있었다.

감축하였으며, 직원의 기본급을 삭감하고 복리후생을
포함한 임금제도를 재정비하여 급여 수준을 대폭 하향

결국 2010년 1월에 도쿄지방재판소에 법정관리를 신
청하였고, 이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된 기업회
생지원기구(ETIC,

The

Enterprise

조정하고, 퇴직연금 평균 수령률이 퇴직자는 약 30%,
재직자 약 53% 감소하였다.

Turnaround

Initiative Corp. of Japan)에서 공적자금 3,500억 앤

조직 차원의 변화도 추진되었다. 항공사업과 관련성

(한화 약 3조 5,000억 원)을 그해 12월에 투입하여 지분

이 낮은 자회사를 중심으로 매각을 진행하였으며, 2008

의 96.5%를 보유하였고, 이후 2011년 3월 법정관리 완

년 말 자회사 203개, 관련 회사 83개였던 그룹회사 수

료 결정과 2012년 3월 증권 재상장 신청과 그해 9월 도

는 2010년 말 자회사 129개, 관련회사 70개로 감소하

쿄증권거래서 재상장을 통해 지분을 재매각하여 투입

면서 항공운송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게 되었다.

되었던 공적자금을 회수하였는데, 회수 금액은 무려

2010년 12월에는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각 본부를 크

6,483억 엔(한화 약 6조 5,000억 원) 에 달하였다.44)

게 사업 부문, 사업지원 부문, 본사 부문의 3개 부문으로
나누고 본부별로 따로 수익 관리를 시작하였고, 동시에

일본항공 회생전략은 조직 전반의 혁신이라 불릴 정
도로 전방위적으로 일어났다. 먼저 수익성 확보와 비용

노선별 수익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익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이 도입되었다.
위기상황에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협력을 강
항공기 기재 중 비효율 기재의 조기퇴역을 통해 기종

화하였다. 특히 아메리칸항공과 반독점인가를 통해 태
평양노선에 대한 수익성과 운영효율성을 강화하였다.

43) 전반적인 내용은 인도우 마미(2013), JAL 회생 전략 참고
44) the japan times(2012.09.25.), JAL needs to stand on it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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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항공(JAL) 2008년도와 2011년도 주요 지표 비교

국
제
선

국
내
선

2008년
279
14
67
153
47,526
79,579
52,186
65.6%
7,035
13.5
49,167
31,300
63.7%
6,665
21.3

2011년
215
9
47
112
30,875
43,036
30,313
70.4%
3,852
12.7
35,523
22,264
62.7%
4,811
21.6

증감률
-22.9%
-35.7%
-29.9%
-26.8%
-35.0%
-45.9%
-41.9%
4.8%
-45.2%
-5.9%
-27.8%
-28.9%
-1.0%
-27.8%
1.4%

단위원가(엔)

13.8

11.4

-2.4엔

판매액(억 엔)
영업이익(억 엔)
영업이익률
총자산(억 엔)

19,511
-508
-2.6%
17,506

12,048
2,049
17.0%
10,876

-38.3%
흑자전환
-37.9%

15,539

6,737

-56.6%

1,746
9.9%

3,885
35.7%

122.5%
-

항공기 수
기종 수
노선 수(국제선)
노선 수(국내선)
직원 수(인)
ASK
RPK
유상좌석이용률
여객수익(억 엔)
Yield(엔)
ASK
RPK
유상좌석이용률
여객수익(억 엔)
Yield(엔)

부채(억

엔)

자기자본(억 엔)
자기자본비율

정책
항공기 수, 기종 수 감축
적자노선 철수
조기퇴직, 자회사 매각
노선 철수, 운항 편수 감축, 공급량 감소 영향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결과
노선 철수, 편수 감축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결과
유지비, 연료비 등의 삭감
공항시설 이용비 삭감
인건비 삭감, 감각상각비 감소 등
사업 규모 축소, 자회사 매각
재산평가, 항공기 매각 등
채무 면제, 차임금 방환,
연금 급부 수준 하향 조정 등
자본 증가, 이익 축적

자료 : 인도우 마미(2013), JAL 회생 전략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 미래
회복을 위한 검증 절차 제시

계획이 불투명한 회사의 지원은 하지 않았다. 거절 이유
도 제출한 경영회생 자구책이 금융 정상화에 부적절하
며, 매출은 과대 예측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한다

국적항공사 모두 현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명시하였다.

무조건적인 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
했듯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사업계획서의 내용도 단순히 미래 경영계획을 제시하

무조건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이미 정

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국민의 신뢰와 당위성을 얻기 위해

부는 지원의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

경영진의 노력과 희생도 담겨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

다. 앞으로 정부는 항공사에 장기 금융 지원을 위한 명

처럼 항공사의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등의 경영진에

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야 하며, 항공사도 이에 따

서 솔선수범하여 이 위기를 넘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른 준비와 실행계획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야 할 것이다.

미국 9·11테러 위기 당시 사례를 보면, 미국 정부는

만일 앞으로 이루어질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정부기금 지원에 대한 명목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 대

(P-CBO) 외에도 금융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출을 위한 필요서류와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절차를 꼼

산업은행과 항공사 간의 금융지원이 아닌 정부가 보증

꼼히 따져 유나이티드와 같이 회복 불가능한 혹은 미래

하는 대출 상품 발행을 통해 더욱 확대된 긴급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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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관리를 위해

웨이항공 91%, 이스타항공(자본잠식)으로 나타났다. 일

서는 미국 사례와 같이 가칭 ‘안정화 위원회’를 설립하

부 저비용항공사를 제외하고는 부채비율이 낮다고 볼

고 정부 보증대출기금 관리 및 승인기관으로 운영이 필요

수 없는 상황이다.

할 것이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경영 효율성과 유동성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어 혹 우리나라

확보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장기적으로 제시하여 한다.

국적항공사 중 하나가 도산이나 법정관리가 들어간다

무엇보다 일본항공은 회사의 체질과 전략을 일대 전환

면, 일본항공(JAL)의 사례처럼 법정관리를 위한 절차와

하였다. 경영회생이 한창이던 2011년 1월에는 기업이

함께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수립한 가칭 ‘기업회생지

념과 경영철학을 재수립하고, 심지어 항공사 로고까지

원 기구’를 설립하여 재원에 대한 추가적인 확보방안을

바꾸었다. 운영 전략에서도 공격적인 노선확장 보다는

고려할 수 있다.

철저한 수익성에 기반한 운영을 펼치고, 회사의 유동성
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항공사의 역할 : 양적 성장의 시대에서
질적 성장의 계기로 전환

결론

장기 금융 지원을 위해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을

앞으로 이 위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다. 확산세

통해 국적항공사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가 약화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항공수요가 극적으로

이다. 단순히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자는 안일한 생각으

상승하는 기대를 해보고 싶지만 지금의 상황은 기대보

로는 정부와 국민의 신뢰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다는 장기간 침체를 걱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일본항공 사례처럼 노선 철수와 고용감소를 할 수 있

하지만 침체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우리나라는

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전에 불

전 세계 항공실적 6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둬왔다. 국

필요한 사업이나 조직의 효율성 강화 심지어 작은 비용

민과 경제에 세계로 나아가고 이어주는 발이 되어왔다.

까지 아끼면서 조직을 개선했던 일본항공의 개선의지를

다시 이 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기지개를 펴야 할 때

참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기반이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경
제 회복도 쉽게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세계 모든 정부

항공운송산업의 특성 상 다수의 항공사가 항공기를
리스하기 때문에 다소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

가 항공운송산업과 자국 항공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으로 통용되는 중론이다. 하지만 일본항공이 법정관리
되는 해인 2008년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약 890%

정부, 기업, 관련 기관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견디

에서 2011년에는 약 173%로 줄였는데, 우리나라 국적

고 항공운송산업이 더 크게 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

항공사의 부채비율은 업황이 좋았던 2018년 12월을 기

길 바래본다.

준으로 보더라도 대한항공 약 707%. 아시아나항공
815%, 제주항공 168%, 진에어 95%, 에어부산 99%,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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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요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 머신러닝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1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최솔샘 연구원(thftoa9@koti.re.kr)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수요 회복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회복시점과 변수별 회복 속도를 조절하
여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예측한 결과, ‘국제노선수’가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항공
수요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입국 금지로 인해 줄어든 항공노선의 확보와 관련된 정책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두 시나리오는 McKinsey의 COVID-19: Briefing

연구의 질문

Note에서 제시한 예측 기준 시나리오를 메인 시나리오
본 고는 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19 사태와 항공여객

로 차용하였다.47)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장기화

의 급감 속에서 “수요 회복이 언제 될 것인지?”, “항공수

를 기반하여, SARS 당시 회복 기울기를 반영한 두 가지 시

요 회복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연

나리오를 제시하였다.48)

구 질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나리오별

설명

시나리오 1

최저점 기준 2달 지속, `21년 4월

(회복세 지연)

기준 전년도 대비 완전 회복

연구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여러 변수가
회복 속도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를 랜덤포레스트
(Random

Forest)45)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2
(장기적
경제위축)

설정 변수는 총 5가지로 가변변수로는 소비자 물가지

최저점 기준 4달 지속, `21년 10
월 기준 전년도 대비 완전 회복
<표 1> 연구 시나리오 구분

수, KOSPI 지수, 환율, 국제노선수의 4가지를, 더미변
수로는 ‘바이러스 지속유무’로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
는 국제선 여객 총량46)을 선택하였다.

45)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방법론의 한 종류로, 각 결정나무들의 결
과를 통합한 모델을 형성하는 특성으로 일반 트리모델의 과적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훈련 데이터의 노이즈(noise)에 대한 강건성을 지니고
있어 분류, 예측에 많이 쓰이는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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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종속변수인 국제선 총량은 `00년 1월부터 `20년 2월로 설정하여 모델
을 구축하였다.
47) McKinsey & Company(2020.03), COVID-19: Briefing Note에서
제시한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 시나리오 ‘늦은 회복’ 과 ‘지속적인 침체’ 두
가지를 차용하였다.
48) 첫 번째 시나리오는 ‘회복세 지연’으로 국제선 총량 기준 최저점을 2개월 동
안 지속되며, `21년 4월 회복을 전망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장기적 경제위
축’으로 국제선 총량 기준 최저점이 4개월 동안 지속되며, `21년 10월 회복을 전
망한다.

October
March

2019 Vol.00

2020.Vol.02. No01

<그림 1> 국제선 여객실적(총량) - 랜덤포레스트 예측치 비교

앞서 설명한 변수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변수에 대
한 회복속도를 시나리오에 따라 조절하여 3개월 먼저 회
복하는 선행회복과 3개월 늦게 회복하는 후행회복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나눠진 변수별 차이를 회복 기준년
도가 동일한 시나리오의 예측치와 비교하였으며, 그 영
향력 구분을 연도별 회복률로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
<그림 1>은 500개의 랜덤포레스트 모델49) 구축 결과

<그림 2> 시나리오1 결과 그래프 (변수별 3개월 선행회복)

얻은 예측치를 국제선 총량 실측치와 비교한 그래프이
다. 랜덤포레스트 모형의 예측치와 실측치의 월별
(`00.01 ~ `20.02) MAPE50) 값 평균 결과값은 10% 이
하인 약 7%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시나리오 1,2를 선행회복, 후행회복으로 나눈
결과이다.51)

49) 랜덤포레스트 트리 수는 500개, 노드 분할 기준 변수 수는 2개, 변수의
중요도 평가를 고려한 파라미터 값을 넣어 구축하였다.

<그림 3> 시나리오1 결과 그래프 (변수별 3개월 후행회복)

50)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예측 값에
대한 오차의 비율)로 예측치의 정확성 측정법의 하나이다.
51) 회복률 세부결과는 부록 <표3> ~ <표6>에 첨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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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의 변수별 3개월 선행회복의 경우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특징은 국제노선수가 먼저 회복될 경우 수
요의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다. 회복 기준년도인
`21년 4월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제노선수는 앞선 `21
년 1월에 회복률 99.19%로 동시간대 다른 변수들에 비
해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시나리오1 3개월 선행회복 결과, 두 번째로 회복률이
<그림 4> 시나리오2 결과 그래프(변수별 3개월 선행회복)

높은 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이다. 제일 회복이 더딘 변
수인 환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3% 정도의 회복률 차
이를 보이고 있다. 후행회복의 경우 또한, 국제노선수 변
수를 지연했을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을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행회복 메인시나리오 기준년도는 `21
년 4월이지만, 국제노선수를 지연시킨 결과는 `21년 7
월으로 지연시킨 속도(3개월)52)와 유사하게 결과가 나
타난다.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보다 항공수요 회복속도가 느
리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변수의 선행회복을 시나리오1

<그림 5> 시나리오2 결과 그래프 (변수별 3개월 후행회복)

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국제노선수의 회복률
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지만 시나리오1의 경우
기준 월(-3개월)인 `21년 1월 99.19%에 비해 기준 월

구분

시나
리오1

시나
리오2

회복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

KOSPI

환율

국제
노선수

선행회복
(-3개월)

`21년
4월

`21년
4월

`21년
4월

`21년
1월

후행회복
(+3개월)

`21년
4월

`21년
4월

`21년
4월

`21년
7월

선행회복
(-3개월)

`21년
10월

`21년
10월

`21년
10월

`21년
7월

후행회복
(+3개월)

`21년
10월

`21년
10월

`21년
10월

`22년
1월

(-3개월)인 `21년 7월의 회복률은 95%로 나타난다. 이
는 전체적인 항공수요 회복이 지연되었을 때, 그 영향력
이 덜한 것으로 사료될 수 있다.
시나리오2 선행회복 결과에서 국제노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비교해 보면, 그 회복률이 약 1% 내외
로 영향력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진 않는다. 하지만, 시

<표 2> 시나리오별 항공수요 완전회복 연·월 비교

52) <표 2> 시나리오별 항공수요 완전회복 연·월 비교분석 결과에서 회복
기준을 95%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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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1의 선행회복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경우, 변수별

이는 코로나19의 회복 시점을 주시함과 동시에 사회·경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제적 요인들을 모니터링하여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적인 항공수요 회복이 장기화 되었을 때, 국내외 변수의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추가로 비교적 느릴 때(시나리오2)에서 변수의 후행
시나리오2 후행회복 결과를 살펴보면 시나리오1과 마

회복을 가정하였을 때, KOSPI의 영향력이 다른 변수들

찬가지로 국제노선수의 회복률이 상당히 지연되는 점을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다. 이는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노선수를 제외한 변수를 살

국내 전반적인 경기 추세의 회복 정도의 영향력이 다른

펴보았을 때, KOSPI의 영향력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비

변수보다 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추가적인 분석에

교적 크게(약 3%) 지연되는 점이 나타난다. 이는 국제

서는 앞서 말한 결론들을 토대로 세밀한 시나리오와 변

항공수요 회복이 지연되었을 경우 국내 변수 중 전체 경

수를 시의적절하게 추가하여, 이에 대한 설명력을 강화

제적 변수의 지연은 다른 변수들보다 항공수요를 회복

해야 할 것이다.

을 늦출 수 있음을 본 연구 내에서 의미한다.53)
현재까지의 머신러닝 분석은 기본 데이터에 근거한

결론 및 시사점

초안연구이다. 본 저자는 추후 예측 모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최적 시나리오를 찾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본 연구는 항공수요에 미치는 요인을 4가지의 변수를
통해 시나리오1,2와 선행회복과 후행회복의 총 4가지

미래 항공교통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찾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54)

차원으로 나누어 변수들의 선행과 후행회복 결과(회복
률)의 차이점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노선수로,
코로나19의 종식 이전에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변
수로 나타난다. 따라서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적 방
안을 마련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해외 노선의 회
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될 수 있
다.
또한, 국제 항공수요의 회복속도가 비교적 빠를 때
(시나리오1)가 비교적 느릴 때(시나리오2) 보다 국내·외
적 요인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난다.

53) 이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KOSPI와 관련된 다른 요소나 지연 연·
월 별 시나리오를 추가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54)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며, 다른 머신러닝 기법인 SVM
또는 나이브 베이지안 추론 방법론 등의 세밀한 모델링의 투입을 준비 중
이다. 만약 영향요인 변수들을 세부화하여 각각의 시나리오 가정에 맞게
추가되는 등, 추후 연구에서 순차적으로 수행되면 더욱 높은 수준의 통찰
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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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3개월

KOSPI
-3개월

환율
-3개월

국제
노선수
-3개월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3개월

KOSPI
+3개월

환율
+3개월

국제
노선수
+3개월

2020년
3월

56.63%

56.24%

56.78%

57.56%

2020년
6월

63.38%

61.26%

62.74%

62.35%

2020년
4월

56.63%

56.24%

56.78%

57.56%

2020년
7월

66.99%

63.17%

66.87%

67.87%

2020년
5월

60.16%

59.33%

59.49%

60.79%

2020년
8월

67.72%

67.09%

67.73%

68.28%

2020년
6월

63.07%

63.09%

61.78%

62.65%

2020년
9월

67.54%

67.14%

67.95%

67.88%

2020년
7월

67.90%

67.42%

66.89%

67.06%

2020년
10월

69.21%

68.52%

70.35%

67.57%

2020년
8월

69.31%

67.91%

67.26%

67.88%

2020년
11월

69.56%

68.70%

70.93%

67.62%

2020년
9월

68.54%

67.96%

67.07%

69.04%

2020년
12월

70.80%

69.18%

71.81%

69.52%

2020년
10월

70.03%

71.40%

68.49%

69.34%

2021년
1월

70.63%

68.78%

71.87%

69.49%

2020년
11월

70.48%

71.23%

68.51%

69.81%

2021년
2월

74.91%

75.05%

76.60%

69.21%

2020년
12월

72.74%

71.02%

69.89%

75.36%

2021년
3월

76.16%

76.82%

77.71%

69.40%

2021년
1월

72.60%

71.19%

70.24%

99.19%

2021년
4월

100.00%

99.30%

99.25%

73.08%

2021년
2월

77.63%

75.78%

75.20%

98.99%

2021년
5월

100.00%

99.86%

99.85%

79.74%

2021년
3월

79.35%

77.83%

76.77%

99.59%

2021년
6월

100.00%

100.00%

100.00%

81.67%

2021년
4월

100.00%

100.00%

100.00%

100.00%

2021년
7월

100.00%

100.00%

100.00%

100.00%

<표 3> 시나리오1 변수별 회복률 비교(3개월 선행회복)

22

<표 4> 시나리오1 변수별 회복률 비교(3개월 후행회복)

October
March

2019 Vol.00

2020.Vol.02. No01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3개월

KOSPI
-3개월

환율
-3개월

국제
노선수
-3개월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3개월

KOSPI
+3개월

환율
+3개월

국제
노선수
+3개월

2020년
9월

61.00%

60.18%

62.39%

60.94%

2020년
12월

66.91%

62.41%

66.25%

64.56%

2020년
10월

61.63%

63.13%

63.58%

61.37%

2021년
1월

67.28%

65.91%

66.35%

64.94%

2020년
11월

63.47%

67.31%

64.83%

63.63%

2021년
2월

68.99%

67.33%

67.56%

65.31%

2020년
12월

67.38%

67.61%

67.61%

67.64%

2021년
3월

69.61%

67.89%

68.36%

66.54%

2021년
1월

67.92%

68.42%

67.98%

68.85%

2021년
4월

69.74%

67.83%

68.22%

67.64%

2021년
2월

69.98%

69.32%

69.84%

69.19%

2021년
5월

69.48%

68.46%

68.07%

67.69%

2021년
3월

70.63%

69.19%

70.46%

70.03%

2021년
6월

69.60%

68.68%

68.14%

67.65%

2021년
4월

70.59%

69.45%

70.30%

70.12%

2021년
7월

70.22%

68.72%

68.93%

68.14%

2021년
5월

70.29%

69.51%

70.13%

74.32%

2021년
8월

75.09%

73.52%

74.44%

68.38%

2021년
6월

70.58%

69.79%

70.00%

76.95%

2021년
9월

87.34%

87.07%

88.22%

68.26%

2021년
7월

70.91%

70.61%

70.83%

95.00%

2021년
10월

100.00%

96.10%

99.89%

78.36%

2021년
8월

75.39%

76.90%

75.87%

95.56%

2021년
11월

100.00%

97.42%

99.93%

78.69%

2021년
9월

88.33%

88.76%

87.48%

95.85%

2021년
12월

100.00%

97.25%

100.00%

90.54%

2021년
10월

100%

100%

100%

100%

2022년
1월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 시나리오2 변수별 회복률 비교(3개월 선행회복)

<표 6> 시나리오2 변수별 회복률 비교(3개월 후행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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