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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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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공항 방역 대책,
국제기구의 대응 현황, 수요 회복 과정 중 공역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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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 계기 공항 방역 대책 개선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공항정책․소음분석연구팀
오성열 팀장(exitko@koti.re.kr)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바이러스 유입 방역의 최전선인 국제공항에서 일어났던 일을 짚어 보고 언제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유사 사태를 경계하고 대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한다.

공항에 닥친 코로나19
그렇게 활발하던 하늘 길이 지금은 거의 막혀 버렸다.
녹색 레이더 스코프에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텅 빈 모
습을 상상해본다. 얼마 전에 인터넷 설문 조사에서 언제
회복이 될 것이냐는 물음에 9월~12월 후로 답했다. 조
속히 극복하더라도 수년 후에 또다시 이런 류의 사태가

<표 1> 해운과 항공 국제 수송 양

사람 이동
화물 이동
국제 수송량(천 인)
국제 수송량(천 톤)
계 해운 항공 계 해운 항공
79,684 2,728 76,956 1,316,5211,312,489 4,032
2017
100.0% 3.4% 96.6% 100.0% 99.7% 0.3%
출처: KTDB,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www.ktdb.go.kr, 재 가공함.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번 코로나
19 사태 때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개선 점을 발굴하고

국제공항에서의 방역

평시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우리나라에는 국제 간 이동의 중심지인 국제공항이 8
우리나라는 남북 왕래 단절로 인해 사실 상 ‘섬’ 나라

개 있다. 국제공항에서는 CIQ(세관, 출입국, 검역)1) 당

와 같은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간 이동을 할 때

국이 사람과 물자의 왕래를 통제하며, 국토교통부는 여

사람은 항공을 주로 이용하고 물자는 주로 해운으로 운

객과 화물에 대한 보안과 수속, 항공기 운항을 통제하고

송된다. <표 1> 통계로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사람은 항

있다.

공 수단이 96.6%, 화물은 해운이 99.7% 분담하고 있다.
국제 간 이동에 있어 항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1) C.I.Q란 세관(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동식물 검역(Quarantine)
을 합친 단어로 C.I.Q 기관에서는 사람이나 화물의 입출국에 필요한 항만이나 공항
등에서 이루어지는 통관, 입국심사, 검역절차 등을 담당함.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
2018. 8. 22. 작성 부서: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www.naver.com., 2020. 4. 10. 검색.

1

<표 2> 공항 관련 정부 기관(인천공항)

구분

항공

출입국 심사
세관
사람
출입국·외국인정책
질병관리본부
본부
관세청 본부세관 국립인천공항검
담당 기관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공항출입국·외
인천본부세관
역소
국인청
상위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기관
항공보안 출입국 심사 및 물품에 관세를
안전운항
남북왕래자
국내외 감염병
역할
부과·징수,
관제통신 출입심사, 출입국 수출입 통관 유입/확산 방지
공항시설
규제 등
선박, 항공기,
항공기,
사람,
수
사람,
수하물,
대상 하물, 화물
사람
열차, 자동차,
화물
화물 등
메르스,
활동 예 항공기 사고 테러 용의자 적발 마약, 총기류 코로나-19

주: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정리한 것임.

공항을 운영할 때 각 정부 기관들은 수평적 관계로서
서로 협의 조정하고 있으며 항공기 사고와 같은 항공 안

검역
농림축산
수산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인천공항지역본부 인천공항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수산생물
동물 방역·검역, 국경검역,
원산지
식물검역, 표시 지도·단속
동식물위생연구
등
사람, 동물, 식물, 수하물(수산생물)
가공품
아프리카돼지열병 어류 전염병

사람 모두를 완벽하게, 항상 통제하고 있는 곳은 출입국
심사 당국이다.

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최고의 통제 기관
이 된다. <표 2>는 국제공항에서 CIQ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로 각 기관별로 하는 일들을 정리한 것이다.

국제공항 현장에서 철저히 막아야

공항에서 방역2)을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보건복지부,

이번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공항에서 일어났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이며 각각 사람, 동물과 식

일을 살펴보자. 발생 초기 중국 후베이성 지역으로부터

물,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검역3)한다. 평시에는 공항에

오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조치가 있었다.

들어오는 대상 모두를 검사하지 않는다. 사람의 경우 특
정 지역으로부터 오는 자(필요 시 모든 사람)을 대상으
로 검사하고, 농림축산과 수산생물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특정 항공편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 입국하는

2)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3) 해외에서 전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항과 항구에서
하는 일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자동차ㆍ배ㆍ비행기ㆍ화물 따위를 검진
하고 소독하며, 승객들에게 예방 주사를 접종하거나 병이 있는 사람을 격
리하고, 동물이나 식물을 따로 보관하여 병의 유무를 살핀 뒤 폐기하거나
통과시키거나 하는 일 따위가 이에 속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2

이후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여객들에 대한 특별 입
국 절차 등을 시행하였고 이제는 유럽 국가들로부터 오
는 여객까지 확대되었다. 지금(2020. 4. 10.)은 거의 모
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 유증상자 격리 등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외부와의 거의 유일한 통로는 국제공항이었으며 항공
기와 여객을 통제하는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의 역할
이 부각되었다. 우한시 체류 국민의 귀국 과정을 되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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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우리 항공 당국은 상대 항공 당국과 긴박하게 항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될 때에는 도착 후 여객 이동

공기 운항을 협의하는 한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담

동선과 주기 장소를 조정하는 등 공항 운영 통제가 특별

당하는 공항공사에서는 돌아오는 항공기와 사람의 이동

히 이루어지고 검역, 출입국, 보안 검색이 강화되었다.

동선을 면밀하게 계획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을 것이다.

이런 활동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방부 등 지원 인력도 투입되었다.

<표 3> 중앙사고수습본부 시기별 대응 내용

시기
대응 조직
내용
국토교통부(공사)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1. 27. 보건복지부장관)
(본부장
- 부처 차원의 대응
신종
코로나종합
바이러스
유입입국한
차단: 검역
인력
추가전수배치조사
-- 항공기,
여객및 이동
동선
계획
감염증대책
점검 -- 철저한
2020. 1. 30.
우한시에서
사람
2991명
검역
절차
이송
동선
회의
- 차량, 사람 출입 보안 계획
(대통령 주재) - 우한시 체류 국민 귀국 지원 계획 수립
- 경찰청,
행안부, 소방청등
문체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부, 교육부, 방통위,- 국토교통부 미 참여
2020. 2. 1. 중앙사고수습본부
9개
부처
확대 개편 - TFT
구성: 부처별 국장급
2020. 2. 4.
2020. 2. 9.
2020. 2. 22.
2020. 3. 6.
2020. 3. 9.
2020. 3. 11.
2020. 3. 16.
2020. 3. 17.
2020. 3. 21.
2020. 3. 25.
2020. 3. 26.
2020. 3. 30.
2020. 4. 9.

- 중국
위험금지(외국인)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후베이성으로부터-- 특별
게이트
배정동선 통제
중앙사고수습본부
의
입국
하기
여객
이동
(총리 주재) --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도
절차일시
강화(특별
제주도 무사증입국
중단 입국 절차, 내외국인) - 보안
통제 구역 내외 이동 동선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 잔류 재외국민 귀국 지원 추가 임시 항공편 투- 이전
(총리 주재) - 우한
입 추진(외교부)
유사 임시 항공편 투입 때와
법정부대책회의
경보 단계 격상: 경계→심각
(대통령 주재) -- 위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로 격상
한국-미국
항공 교류 위한 미국행 출국 검역 강--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관계 부처 공동 -- 3단계
화 발열간체크원활한
인천공항,
김해공항에서
방역망 구축(인천공항)
미국행 승객 방역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본발 입국자 특별 입국 절차 운영(3. 9.)
- 인천, 김포, 김해공항
- 특별 입국4.~),절차
적용 대상 국가
확대일본(3. 9.~), 이탈리아․
홍콩․마카오(2.
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국(2.
- 여객 이동 동선 통제
이란(3.
15.~) 12.~),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특별
대(3.입국
16.~)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발 항공 노선 전체로 확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검역소,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으- 임시격리시설(경정훈련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입국자
로 확대(3.
19.~)
수단 마련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이송, 감시 체계 적용 - 이동
지방까지의
이동 체계 마련
-- 진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유럽 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진단 검사 실시(3. 22.~)
응급 검사
차량 장소
배치 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미국 발 입국자 검역 강화(3. 27.~)
장소 동선
배정,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공항 옥외 공간에 개방형 선별 진료소 설치(3. 26.) - 터미널
인력 및내외부
차량 이동
강화(4.모두
1.~) 14일 격리
- 전용
교통 칸),
지원국토부
대책(공항버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해외
모든 입국자
국가에서방역
오는관리
내외국인
대중교통과KTX
법무부․외교부 - 단기 사증 효력 정지,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 취항 항공사에 통보

3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

공항 현장 대책 본부의 구성은 인천공항 국립검역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어서 외국인에 대한 단기 사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인천본부세관의 대표자와 인

증 효력을 잠정 정지 시켰다. 입국과 관련한 상황을 <표

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의 비상 계획 담당 부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서장으로 한다. 본부장 아래 대책반을 편성하여 실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총 구성원은 25명이며 각 구성원의

입국 방역의 최전선에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고

역할은 <표 4>와 같이 설정해보았다.

연습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다. 특별 입국 절차를 시
행할 때 방역과 출입국 당국에서는 일시에 많은 사람들
이 각 분야의 조치할 사항을 병렬적으로 행하다 보니 과
부하가 걸리고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정 항공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게이트를 통해 입국
하도록 하며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이동
동선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동식물 검역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공항 현장 방역 조직 필요
국외 유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서 바이러

<그림 1> 공항 현장 대책 본부 조직 안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

스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할 상황이라면 공항
현장에서 수 천~수 만 명의 입국자에 대해 일사불란하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 19개 중 대부분이 국토교

게 특별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공항 현장 대응 조직이

통부 소관이지만 출입국, 방역과 관련된 부속서 9 출입

필요하다.

국 간소화(Facilitation)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부
속서에는 국가의 출입국 간소화 업무 주 책임은 민간 항

사람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지점인 국제공항(전국

공 당국이다고 언급되어 있다4).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8개) 현장에서 항공기와 사람, 수하물을 효과적이고 체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공항에서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계적으로 통제하고 방역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공항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할 주무 기관

현장 대책 본부」(가칭)를 <그림 1>과 같이 설치할 것을

을 명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겠고 공항 방역 분야에서

제안한다.

국제적인 표준과 권고 사항을 제때 따를 필요가 있겠다.

본부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국장)
으로 하고 부본부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 하여 본부
의 항공정책실 산하 과와 서울지방항공청 산하 항공보
안감독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4)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National FAL Programme rests
with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CAA) and/or the Ministry of
Transport. 출처: ICAO, Annex 9, Facilitation, APPENDIX 1. MODEL
NATIONAL FAL PROGRAMME, 15판, 2017년 10월, p.AP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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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항 현장 대책 본부 각 구성원의 역할

구분
본부장
(1)
부본부장
(1)
대책반장
(1)

소속 및 직급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

역할
- 공항 현장 대책 본부 총괄
- 항공기 운항, 여객/화물 보안 통제

- 대책 본부 실무 총괄
- 항공정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협력
상대국과의 운항 관련 사항
항공정책과, 국제항공과, 항공보안과, -- 국제항공과:
여객, 화물 보안 통제
대책반원 항공안전정책과, 공항안전환경과 - 항공보안과:
항공안전정책과: 항공기 운항 통제
(7) 사무관
- 공항안전환경과: 공항 시설 운영 통제
항공보안감독관 2명
- 항공보안감독관: 항공사, 여객, 화물 보안
감독
국립인천공항 질병관리본부
검역소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소장
- 인천공항 포함 7개 국제공항 검역 총괄
(3) · 실무 담당자 2명
인천공항출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청장
- 인천공항 포함 7개 국제공항 출입국 총괄
(3) · 실무 담당자 2명
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관세청
세관장
- 인천공항 포함 7개 세관 업무 총괄
(3) 인천본부세관
· 실무 담당자 2명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계획단장
공항공사 · 터미널/운항 담당 2명
(6) 한국공항공사 보안 담당 비상계획실장 - 7개 국제공항 시설 운영 통제
· 터미널/운항 담당 2명
총 25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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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Insight
COVID-19와 ICAO의 국제대응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정민주 연구원(mj.chung@koti.re.kr)

최근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한 코로나-19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의 일상 전반을 삼켜버렸다. 코
로나-19가 뻗은 손길은 경제 역시 붕괴 상황으로 밀어 넣었고 특히 항공운송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밤낮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때,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방향성을 제시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에서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국가의 계획 아래,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

코로나19 위기와 ICAO

은 산업군 중 하나인 항공 산업 차원의 대응책 수립에도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발한 코로나-19이 뉴스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의 영향력 아래, 2020년 상반기

1면을 장식한 지 오래다. 과거 SARS나 메르스 때와는

우리나라의 항공기 투입량은 기존 계획 대비 25~57%까

다르게 전 세계의 확진자 수만 벌써 1백 8십 5만 명을

지 줄어들고,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 역시 약 2천9백

넘어가며 강력한 전염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5) 이에

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CAO는 이로 인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운영 수익의 잠재적 손실액은 약 7조

막기 위한 각고의 대응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다.

1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6)

<그림 2> 항공사의 잠재 운영 수익 변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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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공중 보건 이벤트(public health

국제적 공공 보건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책과, 보다 넓은

event)’에 해당하며, 관련하여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립

범위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해야 하는 대응계획은 UN 산하의 세계 보건기구

고민을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WHO와 ICAO에
서 제시하는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 지침 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민간항공당국을 비롯하여 출입국 관리, 세관, 영사 비
자 및 여권 보안 및 마약 통제와 같이 통관과 관련된 정
부 기간, 우정사업본부, 관광 및 무역부서 등의 출입국

코로나-19 대응 관련 ICAO의 규정

관련 정부 기관, 공항당국, 운송업자 등을 중심으로 구
성된다. ICAO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이 ‘활발하게’ 회

우리나라는 ICAO의 회원국으로써 시카고 협약 38조

의에 참여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연2회 이

에 따라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

상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

로, 코로나-19이 확산되는 시점에 ICAO가 제시하는

이벤트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와 정확한 의사결

감염병 대응 방향에 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이 이루도록 해야 한다.

먼저, ICAO 회원국은 ICAO와 WHO에서 제시하는

항공운송 제한 조치에 관한 국제기구의 입장

가이드라인을 따라 국가항공계획(National Aviation
Plan)을 수립해야 하며, 반드시 ‘전염병 발생에 대한 계

호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 내 의료시

획’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시카고 협약 부속서 9. 출입

스템을 포함한 대응 시스템의 미비 등을 근거로 외국인

국 간소화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국가항공교통

에 대한 출입국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언론에서

(National Air Transport) 공항 출입국 간소화 프로그

접하듯 우리나라는 현재 감염병을 이유로 출입국을 제

램(Facilitation Programme) 또는 유사 프로그램을 수

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유입

립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 내에도 감염병과 같은 공중

되는 감염원 차단을 위해 출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보건 이벤트 발생 시 모든 관련 정부와 기관, 이해관계

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출입국 제한 조

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7)

치, 국제기구에서는 어떠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을까?

나아가 ICAO의 회원국은 국가 국가항공교통 출입국

WHO에서

2005년

발표한

‘국제보건규정(the

간소화 위원회(Air Transport Facilitation Committees)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은 출입국

를 설립할 의무가 있다.8) 위원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 보건 이벤트 사례와 WHO는 전
염병의 발병 초기 단계에서 여객의 해외 이동에 정부 규

5) Johns Hopkins CSSE, 2020년 4월 13일 오전9시 발표자료 기준

제를 통해 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

6) Effects of ?Novel Coronavirus(COVID-19) on Civil Aviation:
Economic Impact Analysis, ICAO, 5 April 2020

나 ICAO는 이와 관련하여 ‘체약국은 공중 보건상의 이

7) ICAO Doc 10042 Model National Air Transport
Facilitation Programme, ICAO
8) ICAO 부속서 9. 출입국 간소화 부록10. 국가 항공교통 출입국 간소화 및
공항 출입국 간소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침

유로 항공기가 국제공항에 착륙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
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 정

7

책(containment measures)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제

1단계. 먼저, 국가는 국제민간항공을 통해 확산되는

한은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COVID-19의 위험 완화를 위해 국가 국가항공교통 출

한 시카고 협약 제22조에는, “회원국은 항공기, 승무원,

입국 간소화 위원회(Air Transport Facilitation

승객 및 화물에 대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해야 한

Committees)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 소집 관련하여 WHO와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야
한다.

WHO 및 ICA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
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 수준을 유지하

2단계. 이후 국가는 국제보건규정(2005) 관련 규정의

기 위해 제시되는 기준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회원국은

이행에 대하여 타국 및 WHO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주

국제기구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

요 연락망(Focal point)을 지정해야 한다.

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자원이나, 대응 시스템의 구축
여부 등 다양한 국가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대응해야한
다. 따라서 ICAO에서 제시하는 입장과 상반되는 정책
이더라도 국가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출입국 제한 카드
를 꺼내들 수 있다.

3단계. 전염성 질환의 발생 가능 사례와 관련하여, 사
업자의 모든 고지와 보고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을 구축
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려 모두
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활용 가능한, 그리고 필요한 모든 통신채널이 완전

다만, 출입국을 포함한 모든 제한적 조치의 이행은

히 활성화 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위험요인(risk)에 대한 명확한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시카고 협약 및 ICAO 총회
결의안 A35-12에 따라 유효해야 한다. 더하여, 국제보건
규정의 제43조는 ‘각 국가는, 국제교통(international
traffic)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추가적 보건 정책에 관해
WHO에 알려야 한다.’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의 출입국 제한조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 국제

4단계. 국가의 항공당국은 그들의 전문지식이 국가의
보건당국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 과정에서 충분히 관
여해야 한다.
5단계. 국가는 WHO의 지침 외에도 ICAO의 지침
(ICAO general preparedness guidelines)도 함께 고
려해야 한다.

기구에 고지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 수립 과정에 있어

코로나-19 관련 회원국의 ICAO 규정 이행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COVID-19 대응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 정책을 수립할 때 ICAO 회원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의 5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국내외 ‘신속·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공유’에 대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ICAO는 1988년 민간항공분야의 공중보건 이벤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 협약(Collaborative Arrangement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Health Events in Civil Aviation, 이하 CAPSC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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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을 추진하였다. CAPSCA는 해당 분야에 대해 공동

ICAO는 WHO, 미국, IATA, ACI, 기타 관련 파트너

의 접근방식을 개발하고 국제, 지역, 국가 및 지역기구

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수의 ICAO 부록에 CAPSCA

를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ICAO에서 주도하고 있는

활동과 관련된 조항을 개발하였다.10) 앞서 살펴본 바와

이니셔티브이며,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도 각 기

같이 감염병과 관련된 내용은 부속서9를 중심으로 하되,

관의 최신 동향 및 대응정책 관련 정보를 가장 빠르게

부속서 6, 11, 14, 19 또한 함께 살피고 대응 수립에 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창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ICAO는 코
로나-19의 발발을 기점으로 공식 서한을 통해 ICAO 회

ICAO와 CAPSCA

원국의 CAPSCA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는 가입되어있지 않으나, CAPSCA는 ICAO를 비롯하여

CAPSCA는 코로나-19나 과거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
은 세계적 감염병을 비롯하여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항

실질적으로 항공을 담당하는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참
여와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협력체이다.

공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넓은 범위의 공공 보건 이벤트
에 대하여 사전 계획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발족
된 ICAO 글로벌 프로그램이다.9) 2010년 10월 ICAO
총회는 회원국에 CAPSCA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
의안을 채택하였고 96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
동을 시작하였다.
국제적 감염병 확산과 같은 공중 보건 이벤트는 본질
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부문과 연관되어 있고 그 범위가
국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운영,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의 여러 가지 다른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CAPSCA
자료 : https://www.unitingaviation.com/regions/eurnat/capsca-eur/

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

<그림 3> CAPSCA 이미지

외에도 CAPSCA는 ICAO 회원국을 기점으로 ‘공중 보
건 이벤트’ 발생 시,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 대응 정책

우리에게 남은 숙제

수립에 대하여 세미나 및 워크숍을 제공한다. ICAO와
WHO의 항공 및 공중보건 전문가가 함께 직접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범위는 축적되는 국

CAPSCA 가입국가 (또는 가입 국가의 국제공항)을 방문

가의 경험을 발판 삼아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

하여 국가에서 개발한 준비 계획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지

관련 교육 제공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54건의

침 자료에 대해 가장 최신의 정보 습득 상태를 유지하

지원 방문이 실시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의 구현과 유연한 정책 조

9) WHO IHR(2005) 제4조, ICAO 시카고 협약 제14조를 근거로 발족.

10) ICAO 부속서 6 — 항공기 운영, 부속서 9 — 출입국 간소화, 부속서 11
— 항공 교통 서비스, 부속서 14 — 공항, 항공 항법 서비스(PANS) — 항
공 교통 관리, 그리고 항공에 의한 위험물 안전 운송을 위한 기술 지침.

9

정에 힘써야 한다.

태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ICAO와
WHO의 국제대응 지침과 과거 메르스나 SARS, 그리고

WHO는 COVID-19 대응의 모든 측면에 있어 국제
수준의 1차 조정기관이므로, 국가와 관련된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WHO 웹페이지를 참고로 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 있는 정보 확인의 경로로 삼을 수 있다. ICAO
또한 코로나-19 정보 공유를 위한 전용 페이지를 개설
하여 국제민간항공 관련 지침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WHO, ACI 및 IATA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를 포함한 개발에 대한 일일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의 정보 또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에 관한 외신의 긍정적 평
가와 타국의 지원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
나-19 관련 동향과 대응지침 모범사례 등, 현재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타국에 희망의 실마리가 담긴 정보를 제공
해 줄 수 있는 역량을 이미 우리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
CAPSCA 가입을 하는 등, 정보 교류에 동참하는 적극적
인 자세가 필요하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발한 코로나-19이 뉴스
1면을 장식한 지 오래다. 과거 SARS나 메르스 때와는
다르게, 전 세계의 확진자 수만 벌써 1백 8십 5만명을
넘어가며 강력한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11)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고의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
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국내외 많은 전문
가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감염병 바이러스가 변이되거나
혹은 또 다른 신종의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점이다. 오늘날 코로나-19와 싸
우고 있는 우리는 눈앞의 급한 불을 끄는 것으로 이 사
11) Johns Hopkins CSSE, 2020년 4월 13일 오전9시 발표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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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Insight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공역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조현수 연구원(chs@koti.re.kr)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전세계의 항공교통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시간이 지
남에 다라 항공교통량이 회복된다면 공역의 수용량에 임박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의 원인으로 교통량이 감소한
지금, 공역의 효율성과, 공역관리의 이원화, 항공로의 중장기 수요 및 대책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섹터 수요량 변화

섹터 중 가장 혼잡한 광주 동부/서부섹터12)에서의 첨
두시간 수요량 변화를 작년과 비교 해본다면 작년의 공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나라 공역은 항공고

역 첨두시간 수요량은 수용량 대비 최대 65%(34대)이었

시보(NOTAM)에서 시계비행, 비정기운항편, 국가항공

지만, 현재 광주섹터는 수용량대비 10대(21%)로 작년

기를 제외한 모든 비행편은 공역의 사용을 제한하였으

교통량 대비 30%이하로 교통량이 줄어들었다.(해당 교

며, 이로인하여 전세계 교통량은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통량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도착하는 민간항공기를 대

교통량도 90%정도로 감소되었고, 공항은 운항하지 않

상으로 산정하였으며, 군 항공기 및 VFR항공기, 통과항

는 비행기가 주기장 및 유도로에 멈춰있다.

공기 등은 제외함)

자료: https://www.icao.int/safety/Pages/COVID-19-Airport-Status.aspx, 20년 4월 11일 검색

<그림 4> 전세계 및 아시아지역의 교통량 감소 추세
12) 광주섹터는 동부섹터와 서부섹터로 분리되어 운영되며, 광주동부섹터는
Y722항공로(북쪽방향으로만 운영)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광주서부섹터
는 Y711항공로(남쪽방향으로만 운영)를 중심으로 구성됨

11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운항데이터, 항공정보포탈 항공기 출/도착현황(http://www.airportal.co.kr), 2020년 4월 12일 검색

<그림 5> 광주 동부/서부섹터의 수요량 비교(2019년 8월 2일과 2020년 4월 11일)

하지만, 메르스(MERS)나, 사스(SARS)의 상황에서

2000년대 1개 인천 항공교통센터, 7개 섹터(Sector)로

도 일정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통량이 회복되었듯이, 이

운영, 현재 2개 항공교통센터, 12개 섹터로 구분되었다.

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감한 교통량도 점진적으로

고고도 공역의 섹터는 수용량을 초과하는 현상을 방지

회복될 전망이다. 즉, 교통량이 회복한다면 광주섹터의

하고자, 섹터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수요량은 수용량대비 90%이상을 육박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공역의 문제로인한 지상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 제안은 공역과 항공
관제분야에서 앞으로 교통량이 회복된 이후를 중심으로
준비해야할 사항을 집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항공로의 구조는 변화가 있을가? 항공로는
1990년대 지상의 항행시설을 이용하여 항공로가 구성
되었고, 현재는 성능기반항행(PBN)으로 항공로를 구성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거의 동일하게 운영하
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로 변화에 따른 공역의 효율성 개선

인천/김포공항에서 출도착하는 비행기가 많아짐에

첫 번째는 공역의 효율성 개선이다. 우리나라 항공안

따라 동남아와 중국 방면으로 단일항공로에서 복선항공

전법 제1조(목적)에서도 항공기 등 비행장치의 안전하

로가 신설되었지만, 지속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고, 효율적인 항행을 강조한다. 하지만, 효율성적인 측

아직도 부족하다. 첨두 시간에 동남아 구간으로 운항하

면에서 우리나라 공역과 항공로가 운영되고 있을까? 고

는 비행기는 Y711, Y722항공로의 MUGUS, ATOTI지

고도 공역은 1990년대 1개 대구 항공교통센터(ACC), 6

점을 비롯하여, RUGMA와 LAMEN(LAMEN에서 서울

개의 섹터(고고도 3개, 저고도 3개)로 구분되었고,

TMA로 진입하는 조건부항공로로 운영)를 진출하는 등
의 다양한 경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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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로 구조(2019년)

자료 : 김창섭, 공역체제개선계획, 1999, 국토교통부, 항공정보간행물(AIP)

<그림 6> 항공로 구조 변화

유럽 항공로(영국, 프랑스, 독일)

북미 항공로(미국, 캐나다)

자료 : www.skyvector.com, 19.11월 검색

<그림 7> 유럽, 북미 항공로

다른 나라의 경우, PBN을 도입하면서 다양한 경로의

번째/두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공역 운영은

항공로를 구성하였고, 헝가리, 포르투칼, 스웨덴, 아일

현재 0단계에 해당) 해외 국가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랜드 등의 국가의 경우 항공로가 아닌 진출입지점만 정

항공로는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져있는 free route로 운영하고 있다. 이 방법은
ICAO ASBU13)에서 제시하는 FRTO 쓰레드에서의 첫

민군 공역의 통합관리 및 운영
두 번째는 공역관리 및 운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13) ASBU(Aviation System Block Upgrade)란 전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항행분야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항행분야를 세부적이고,
단계별로 구분하여 6년마다 항행 수준을 한 단계씩 상승시켜 최종적으
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ICAO에서 가이드로 제시한 매뉴얼임

우리나라 공역의 문제는 민과 군은 공역을 사용하는 목
적에 따라 각각의 공역을 고정적으로 사용 중이며, 이것

13

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다. 공역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ICAO를 비

(ICAO)는 90년대부터 민과 군이 관리하는 공역을 통합

롯한 IATA, BOEING, AIRBUS 등 다양한 기관에서 미

운영하는 이슈가 대두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교통량

미국과 유럽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미연방항공청(FAA),

의 증가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어떤 항공

유럽은 유로컨트롤(EUROCONTROL)의 주도로 민과

로/공역에,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

군이 사용하는 공역을 통합하였으나, 통합운영 개념도

한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이 없다. 예를 들어 작년 광주

입부터 통합운영을 수행하게 된 기간이 10년이상 소요

동부/서부섹터의 첨두시간대 수요량은 수용량 대비

되었다.

65% 수준으로 미래 항공교통량의 증가는 수요량의 증
가로 연결되어 광주동부/서부섹터를 통과하는 동남아노

구체적으로 미국은 군 훈련구역(MOA)을 FL180이하
로 고도를 조정하였고, 고고도 공역에서 군이 훈련하는
경우 FAA와 협력하여 군훈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
다. 유럽도 미국과 유사하게 EUROCONTROL과 협력
하여 군 훈련구역을 운영하며, 이때 민항기는 해당 지역
을 회피하여 다른 항공로로 운영하도록 한다.

미래 공역 및 항공로 변화를 대응하는
중장기 계획 필요

선은 지상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이에 항
공로를 복복선화로 운영, 또는 조건부항공로 운영을 유
지해야할지를 사전에 고려하여 조정을 수행이 필요하
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나라 항공로 구조
는 거의 변경되지 않았고, 공역은 민군 이원화 관리로
인한 항공로 신설은 단기간에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항공정책, 공항, 안전, 항행시설 등 다양한 중장
기 계획이 있지만, 대부분의 중장기 계획은 연간 수용량
을 중심으로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댓수와 여객 등을 산

세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공역의 섹터 수요량과 항공
로 교통량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계획이 필요하

출하지만, 공역에서는 시간당 수용량의 변화가 중요시
된다. 현재 공역의 구조도 수용량의 정의가 시간당 최대

<그림 8> 유럽에서의 민군 통합운영 관리를 위한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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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운항가능한 댓수로 표시되어있으며, 이를 기
본으로 관제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결론
2020년 대다수 항공분야의 수요 결과는 항공교통량
의 증가추세를 예상하였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
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전세계의 항공교통량이 비
정상적으로 감소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
공교통량의 회복으로 작년 교통량보다 증가한다면, 공
역의 수요량은 점차 증가하여 수용량의 위험수준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통량
이 감소한 지금, 공역의 개선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공역은 미래 교통 수요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끊
임없는 변화가 필요하며, 앞으로 유인기를 비롯한 무인
기 등 교통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더욱 효율성이 강조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변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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