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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우리나라에서 항공산업은 주로 항공운송사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오
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항공기 제조업, 항공기정비업 등의 기반은 상
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론산업 활성
화, 수직이착륙항공기(VTO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개발
등 항공 분야의 새로운 기술 이슈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서도 항공산업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LCC, 콩코드여객기 등 기존 항공산업 분야의 혁신 사례
를 되돌아보고, 기존의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제조업 및 사용사업의
현황과 드론, 스마트공항, 에어택시 등 새로운 산업 분야의 출현에 따
른 우리나라 항공산업 부문의 혁신성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
다. 특히, 항공산업 및 연계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 분석과 함
께 기존 교통수단을 활용한 교통 관련 산업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장래 항공산업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전문가 및 종사자 관련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항공운송산업은 최근 경쟁 심화, 유가 상승, 주변국과의 정
치 이슈 등 다양한 문제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
히 지난 중국의 THADD 문제로 인한 중국 수요 급감 및 최근의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일본 수요 급감은 항공운송사업의 사업 다변화 등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LCC 사업모델
변화와 함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의 연계, 외국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환경 마련, 소음 해결을 전제로 한 김포공항 슬롯 문제 등 항공운

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항공산업은 장래 드론 산업의 발전으로 활용 분야가 다양화됨과 함
께 사용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나아가 전기수직이착륙항공기 등의
개발과 함께 항공운송산업의 범위가 기존 장거리 운송 중심의 체계에
서 도심부 주요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
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분야는 기존의 항공기 제조업이 기존 세계적인
제조사와의 기술격차, 내수 부족 등의 문제로 활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
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연구기관뿐 아니라 정부, 공항, 항공사, 제조사 등 다양한 이해당
사자가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해당사자는 항공산업의 범위 확대에 따라 IT 기업, 자동차제
조사 등으로 확대될 것이며, 자율주행차, 하이퍼루프 등 관련 신산업
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자 분들과 아낌없
는 조언을 해 주신 항공산업 종사자/전문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오 재 학

차 례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항공산업 현황 및 생태계 분석 ·················································6
제1절 항공산업 현황 분석 / 6
제2절 항공산업 생태계 분석 / 51
제3절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68

제3장 항공산업의 혁신과 성장 ··························································73
제1절 혁신과 성장 / 73
제2절 항공산업의 혁신 및 성장 사례 분석 / 84
제3절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92

제4장 항공 산업부문 혁신성장 추진 방향 설정 및 전략 도출 ·········95
제1절 항공산업 혁신성장 추진 방향 설정 / 95
제2절 항공산업 전략 도출 방법 및 결과 / 97
제3절 항공산업 혁신성장 추진방향 및 전략 설정 / 116

제5장 항공 산업부문 혁신성장 세부 추진 전략 ·····························122
제1절 산업부문 혁신성장 추진 전략 / 122
제2절 정책부문 혁신성장 추진 전략 / 142

제6장 종합결론 및 향후과제 ···························································153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153
제2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 / 155

참고문헌 ··························································································157

부

록 ···························································································165
부록 1. 항공 산업부문 혁신성장 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 / 167
부록 2. 미래 항공교통수단 공항 이용자 선택 행태 조사 설문지 / 170
부록 3. 미래 항공교통수단 공항 이용자 선택 행태 조사결과 / 174

Abstract ·························································································185

표차례

<표 2-1> 항공산업 부문별 사업체 수 현황 ·························································9
<표 2-2> 항공산업 부문별 총 종사자 수 ··························································10
<표 2-3> 항공산업 부문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2
<표 2-4> 항공산업 부문별 매출액 및 기업체당 매출액 ······································13
<표 2-5> 항공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및 기업체당 부가가치 ································14
<표 2-6> 드론제조업 구분에 따른 분류 ····························································16
<표 2-7> 운수업 사업부문별 기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18
<표 2-8> 운송업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19
<표 2-9> 운수업 사업부문별 급여액 ·································································20
<표 2-10> 운수업 사업부문별 매출액 ·······························································21
<표 2-11> 운수업 사업부문별 부가가치 ····························································22
<표 2-12> 제조업 사업부문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24
<표 2-13> 제조업 사업부문별 급여액 ·······························································25
<표 2-14> 제조업 사업부문별 출하액 ·······························································25
<표 2-15> 제조업 사업부문별 부가가치 ····························································27
<표 2-16> 우리나라 항공협정 현황(2017.8) ·····················································34
<표 2-17> 항공사별 주요 사업전략 ··································································37
<표 2-18> 전기 및 하이브리드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41
<표 2-19> ’18년 1~3/4분기 항공우주산업동향 총괄표 ······································44
<표 2-20> 각 기관 또는 법령별 항공산업 분류 방법 ········································52
<표 2-21> 공항생태계 모형 분류 및 개념 ························································59
<표 2-22> 항공 산업생태계의 구성요소 ····························································64
<표 3-1> 혁신의 분류 ·····················································································82
<표 3-2> 혁신의 진화 ·····················································································83

<표 4-1>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104
<표 4-2> 에어택시 서비스 이용의향 ·······························································107
<표 4-3> 단계별 에어택시 서비스 이용의향 ····················································108
<표 5-1> 미국의 주요 항공사 설립 및 인수합병 사례 ·····································123
<표 5-2> 독일의 주요 항공사 설립 및 인수합병 사례 ·····································123
<표 5-3> 일본의 주요 항공사 설립 및 인수합병 사례 ·····································124
<표 5-4> 에어아시아의 해외 진출 ··································································125
<표 5-5> 동남아시아 지역 내 조인트벤처 합작 회사 ·······································126
<표 5-6> 전일본공수 및 일본항공 조인트벤처 협정 현황 ·································127
<표 5-7> 국적 LCC 기단 중 주요 항공기 제원 ··············································132
<표 5-8> 장거리 취항 저비용 항공사 현황 ·····················································133
<표 5-9> 국내 항공사 신규기재 도입 계획(2019년 6월 현재) ·························136
<표 5-10> 국내 주요 운수업 별 면허 및 운영 체계 비교 ································151

그림차례

<그림 1-1> 항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범위 ·······················4
<그림 2-1> 전 세계 항공산업 일자리 수 및 GDP ··············································6
<그림 2-2> 우리나라 항공산업 일자리 수 및 GDP ·············································7
<그림 2-3> 우리나라 항공산업 부문별 사업체 수 및 업체당 종사자수 ················11
<그림 2-4> 우리나라 항공산업 부문별 매출액 및 업체당 매출액 ························13
<그림 2-5> 우리나라 항공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및 업체당 부가가치 ··················15
<그림 2-6> 우리나라 항공산업 부문별 매출액 및 부가가치 비교 ························15
<그림 2-7> Total passenger plus freight traffic: history and forecasts ·····28
<그림 2-8> Intra-Regional LCC Traffic Share 2016 vs 2007 ·····················29
<그림 2-9> The evolution of airline partnerships ········································31
<그림 2-10> Share of each business model on Domestic and
Intra-regional flights ································································32
<그림 2-11> Operational Distribution of 2017 A/C types ··························32
<그림 2-12> Return on capital varies throughout the value chain ············34
<그림 2-13> 2016 & 2025 Fleet Market Share: Top 10 Manufacturer ·····39
<그림 2-14> 대륙별 항공기 수요 전망 ·····························································40
<그림 2-15> 국내 항공산업 생산액 비중 추이 ··················································43
<그림 2-16> 2018년 드론시장 환경 ································································45
<그림 2-17> 드론 시장 규모 전망 ···································································46
<그림 2-18> 상위 5개 드론 일자리 종류 ·························································47
<그림 2-19> 로드맵 인포그래픽 ·······································································50
<그림 2-20> 산업생태계 구조(Moore, 1996) ···················································55
<그림 2-21> 관광산업의 네트워크 구조 ····························································57
<그림 2-22>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 ·······················································58

<그림 2-23> 모빌리티 생태계 ··········································································58
<그림 2-24> 공항생태계 구조별 모형 ·······························································59
<그림 2-25> 항공운송 산업 생태계 구조 및 네트워크(1차 연관산업) ··················60
<그림 2-26> 항공운송산업의 계층 피라미드 ······················································61
<그림 2-27> 항공기제작산업의 계층 피라미드 ···················································61
<그림 2-28> ATAG의 항공산업 분류 ·······························································62
<그림 2-29> 항공 산업생태계 구조 ··································································65
<그림 2-30> 항공 산업생태계 지도(map) ·························································67
<그림 3-1>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 및 잠재성장률 추이 ···································74
<그림 3-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더불어 잘 사는 경제 5대 전략 26개 과제 75
<그림 3-3> 중국 혁신정책의 시대적 변화 ·························································78
<그림 3-4> 혁신 관련 이론의 계보와 주요 논의 ···············································80
<그림 3-5> 사우스웨스트 vs. 젯블루 노선도 비교 ············································87
<그림 3-6> Uber Air 서비스 추진 미래상 ·······················································90
<그림 3-7> Future of Virtual Mobility의 시장규모 예측 ·································91
<그림 3-8> 항공산업의 혁신 목적, 방법 및 대상 ··············································94
<그림 4-1> 혁신을 가로막는 문제점 ·······························································100
<그림 4-2> 문제 해결방법 ·············································································102
<그림 4-3> 항공운송사업 부문 SWOT 분석 ···················································113
<그림 4-4> 항공기 제조 및 사용사업 부문 SWOT 분석 ·································115
<그림 4-5> 항공 산업부문 혁신성장 추진방향 및 전략 ····································117
<그림 4-6> 항공 산업부문 혁신성장 추진전략 도출 ·········································121
<그림 5-1> 전략적 제휴 형태별 협력 정도 ·····················································126
<그림 5-2> 동남아 취항 도시 ········································································130
<그림 5-3> 인천공항 기준 도시별 운항거리 ····················································132
<그림 5-4> 에어아시아X와 노르웨이항공의 장거리 노선 현황 ··························134
<그림 5-5> 협동체 활용 장거리 노선 운영 항공사 ··········································135
<그림 5-6> UberCopter의 뉴욕시내-JFK공항 서비스 계획 ·····························140

xi

요 약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타 교통수단 대비 비교적 최근 대중화된 항공교통은 기술발전과 함께 전에
없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 산업을 이끌던 다양한
기업 간 M&A, 에어택시 등 신규 산업의 출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공운송
산업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기존 항공사들의 M&A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유동
성 위기를 겪으며 매각이 결정되었고, 2019년 2분기 전 운송사업자가 영업적
자를 보이는 등 장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또한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를 통한 노선 효율화, A350, B787 등 중형 항공기 중심의 장거리 운
항, A320NEO, B737MAX 등 소형 기체의 항속거리 증대 등으로 항공운송사업
의 노선 및 비용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s)와 대형항공사(FSC, Full Service Carriers)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양 서비스모델의 장점이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 전략도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기제조업에서는 최근 초음속여객기, 에어택시 서비스를 위한 수직이착
륙전기항공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개발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있어서는 보잉, 에어버스와 같은 기존의 항공
사 및 우버와 같은 서비스사업자가 기술을 보유한 신생 스타트업을 지속적으
로 인수하면서 장래 기술 및 서비스 선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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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 발전과 함께 항공운송산업이 도심 진입을 도모하고 있으며, 플
랫폼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산
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이 산업 및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공산업이 국제성을
띄고 있는 만큼, 국내·외 선진사례 및 기술개발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특
성에 적합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업계에서
는 정부의 규제로 산업활동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존 정책들이 산업활
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강구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의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혁신
성장이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혁신과 성장이 항공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향후 항공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
찰하였다. 항공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제조업, 사
용사업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의 생태계 분석을 수행하고, 육상, 해운 등 타 교
통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의 연계관계 및 차이점을 분석하여 항공산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항공산업 부문의 혁신은 항공사, 제조사 등 민간 산업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선진사례 및 기술개발 동향을 참고
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운송산업, 최신형항공기, 드론, 수직이착륙전기항공기를 활용한 에
어택시 등 항공산업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도출하고, 혁신방안 도출 및 이슈
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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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내용
가. 항공산업 현황 및 생태계 분석
(1) 항공산업 현황 분석
항공산업은 통상적으로 항공기가 제작되어 유통되고 활용되며 유지·보수되는
전 과정에 따른 산업활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로 군수를 제외한 민간항공
산업을 지칭한다. 과거에는 주로 항공운송산업과 항공기 제조업을 총칭하였으
나, 항공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외 산업들도 항공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1)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하여 등록
되어있는 사업체와 관련 기체를 제작하는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교통
부(2018)에 따르면, 항공산업 내 사업체 수는 2018년 기준 약 2,800개, 종사자
수는 약 126천 명이다. 그러나, 농·임업, 촬영업 등이 주 사업인 초경량비행장
치사용사업체만 약 1,700개임을 고려하면 실제 항공산업 내 사업체 규모는 통
계치보다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산업
은 제조업 대비 운수업 부문이 규모 및 생산성 측면에서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
다. 운수업 내 운송업은 사업체 규모는 작지만,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생산성이
높은 편이었다. 운송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운송업과 비슷한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와 생산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오히려 운송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대부분의 사업체가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체
로 항공기 제조 및 보조장치 제조업 대비 고용창출효과와 생산성이 낮았다.
그러나, 항공산업은 타 교통산업 대비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급여수준이 높은
산업이다. 또한, 타 교통산업은 운수업과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항공산
업은 특수하게 사용산업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항공산업
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중 제조업은 경쟁력을 키워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 국토교통부(2018),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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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공산업 부문인 항공운송산업, 항공기 제작산업 그리고 항공기 사용
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운
송산업에서는 조인트벤처, 하이브리드 모델 등 다양한 사업모델과 전략이 개
발되고 있으며, 저비용항공사들은 단거리 노선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장거
리 노선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항공기 제작산업의 경우, 기존 민항기
제작시장에 중국 제작업체인 코맥(중국상용항공기책임유한회사, COMAC)이
등장하여 시장 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항공기 기체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 항공기 또는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개발하는 업체
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VTOL 개발뿐만 아니라 대형 상업용 항공기,
레크레이션용 항공기 등 전반적으로 전자화 및 하이브리드화가 이루어지고 있
다. 항공기 사용산업은 드론의 상용화로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PWC(2018)는 드론산업이 잠재적 성장성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 드론산업
의 특성상, 드론산업으로 직접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업들도 드론 제작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로 우리나라 정부는 드론을 신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드론 활성화
를 위하여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 인프라 구축과 드론 활용
지원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항공산업 내 다양한 변화들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위기로 작용할 수도 기
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항공산업은 타 교통산업에 비해 생산성과 고용창출효
과가 큰 산업이다. 따라서 국가 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혁신성장
이 무엇인지 과거의 혁신과 성장 사례를 검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항공산업 생태계 분석
항공산업 생태계는 ‘항공운송 및 항공기 사용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이
해관계자들이 형성하는 상호관계 영역’으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는 항공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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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항공교통서비스이용자, 항공기사용서비스이용자 그리고 항공기 구매자
에게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항공 산업
생태계는 다음 표와 같이 핵심산업, 1차 연관산업, 연관기관, 2차 연관산업 및
외부환경 다섯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항공산업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항공수요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항공 산업생태계 내 상호작용을 주
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항공 산업생태계의 구성요소
구분

내용

핵심산업

․항공소비자가 소비하는 최종재(서비스 또는 제품)를 제공하는 산업영역으로
공급부문의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주체
․항공소비자 분류에 따라 핵심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이 변경되기도 함

1차
연관산업

․핵심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영역

유관기관

․핵심산업 및 연관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집단
․항공관련 국제기구,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

2차
연관산업

․핵심산업 및 연관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타 산업분야
․시대변화에 따라 영향력 여부 또는 정도가 변함으로서 2차 연관산업에 해당
되는 산업영역이 변경될 수 있음

외부환경

․항공 산업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외부 환경 요인

자료: 분석사례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항공 산업생태계 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자 유형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제
조업, 운수업 그리고 사용사업으로 구분된다. 공항운영업과 항공기 정비업, 항
공기 리스업도 핵심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 운수업 또
는 사용사업을 지원하거나 해당 서비스로부터 파생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
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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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항공 산업생태계 지도(map)

한편, 신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기체가 개발되고 상용화된다면 기존 항공산업 생태계가 변화할 가능
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사람이 탑승하는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는 정
의되어 있지 않고 관련 제도 및 산업 등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련 산업이 항공운송업에 포함되는지 또는 드론산업에 포함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개발되고 있는 기체 성격은 드론에 가깝지만,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측면에서는 항공운송업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에어택시
사업자의 진입은 항공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타 운수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다. 기존 항공운송산업이 간선도로의 역할을 했다면, 에어택시는 지
선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수단간
연계성이 확대되거나, 타 교통수단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가 성
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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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사례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그림 2> 미래 항공 산업생태계 지도 전망(안)

나. 항공산업의 혁신과 성장
현 정부가 말하는 ‘혁신 성장’은 기본적으로 혁신을 통한 성장이며, 혁신의
주체는 시장 참여자들(ex, 기업), 성장 대상은 국가 경제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혁신을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혁신의 주
체가 정부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는 샌드박스 도입, 인프라를 위한 투자확대
등을 통해 혁신성장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성장 정책은 이미 미국,
중국 등에서는 과거부터 진행되어왔으며, 미국의 신흥교통기술위원회(NETT)
및 중국의 “선 허용 후 규제” 전략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 정책 하의 혁신 성장 정책이 항공산업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는 드론만이 신산업 육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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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되어 있으며,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배경(경
제성장률 저하,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공
산업 현황 및 생태계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공산업 내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와 기존 산업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혁신성장은 필요한 상황이다. 항공산
업 내 혁신성장은 혁신과 성장의 의미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논의하기 어렵다.
물론, 혁신과 성장의 사전적 정의가 이용되었겠지만, ‘창조적 파괴’라는 부분
에서 혁신의 경우 이론적 의미가 적용되었다고 추정된다. 혁신과 성장의 사전
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혁신(革新)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함’으로
정의함.
성장(成長)은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그리고 ‘생물체의 크기·무게·부피가 증가하는 일. 발육(發育)과
는 구별되며, 형태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증량(增量)을 이른다’라고 정의함.

혁신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있으며, 2007년까지의 혁신이론은 총 4기로 구
분할 수 있다. 혁신 1기는 Schumpeter의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이론 등장, 2기
는 Schumpeter 가설규명 연구, 3기는 지식 경영 이론 등장 그리고 4기는
Christensen의 존속적·파괴적 혁신이론과 Chesbrough의 개방형·폐쇄형 혁신
이론으로 구분된다.
정부의 혁신성장 개념에서 나오는 창조적 파괴는 Christensen의 파괴적 혁
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저자는 ‘파괴적 혁신’을 현재 고객들에게 중요
한 여러 측면과 성능을 희생시키는 대신 (아직) 중시되지 않은 다른 속성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이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존속적 혁신인지 파괴적 혁신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용자 또는 대상자
의 목적에 적합한 혁신이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산업에서 혁신이 이루어진 LCC와 콩코드 두 사례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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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제시하였다. LCC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 2차 공항(Secondary
airport) 활용, 기존 hub&spoke 전략에서 point to point 전략으로 전환, 기종
단일화를 통한 유지관리비용 절감, 주기시간(turnaround time) 단축, 기내서
비스 최소화, 유료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입 창출 등을 통해 저비용 및 저가 구
조를 이뤄 항공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LCC는 항공시장 내 저가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수요 확대를 이끌어냄으로써 혁신이 성장으로 이어진 사례
로 꼽히고 있다. 반면, 콩코드의 경우 혁신이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일반 여객기가 대략 7시간이 걸리는 노선을 대략 절반인
3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었으나, 지나친 투자비와 낮은 연비, 사고2)로 인한
승객 감소, 높은 운영비용과 유지 비용, 잦은 고장, 소음 공해 및 대기오염 등
으로 인한 문제로 2003년 취항 27년 만에 운항이 중단되었다.
최근 수직이착륙항공기(VTOL) 개발, 드론산업 여객운송으로의 확대, 스마
트공항 등 다양한 항공 분야 신규산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니
즈를 만족하고 목적에 적합한 서비스 또는 혁신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항공산업 혁신 목적은 기존 문제점 해결을 통한 산업 경
쟁력 강화 및 급격한 외부변화 대응을 통한 항공산업의 지속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이 성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여 적합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거나, 기존의 문제점을 규정
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항공기, eVTOL 등의 항
공산업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항공산업 인프라 그리고 민간지원 역할인 정부
의 정책을 혁신할 필요가 있겠다.

2) 2000년 7월 25일 파리 샤를 드골 국제 공항에서 뉴욕으로 가기 위한 에어프랑스 4590편 콩코드기가
이륙하던 중 활주로 바닥에 있던 티타늄 조각에 타이어가 파열되면서 화염 발생, 이로 인해 탑승자 100명,
승무원 9명, 사고기 추락지점 인근에 있던 4명, 총 113명이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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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항공산업의 혁신 목적, 방법 및 대상

다. 항공 산업부문 혁신성장 추진 방향 설정 및 전략 도출
(1) 항공산업 혁신성장 추진 방향 설정
항공산업 현황과 혁신성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항공산업의 혁신성장 목표
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급격한 외부변화 대응을 통한 산업 지속성장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표적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항공산업 범위 확대에 따른
이용자 수용성 조사 그리고 SWOT 분석을 이용하였다. 표적집단면접조사는
유사한 집단에 소속된 여러 명의 조사 대상자가 설문에 집단으로 참여해 의견
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용자 수용성 조사는 새로운 수단이 도입되거
나 특정한 변화가 생긴다고 가정할 때, 이용자의 수용성을 알아보는 조사방법
이다. 개인용 자율항공기(PAV)가 개발되고 상용화되어 산업 규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수용 의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용성 조사를 수행하
였다. 이용자 수용성 조사를 통해 잠재적 소비자들의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들을 찾고, 단계별 에어택시 서비스 이용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하였다. SWOT 분석은 내부 및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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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이다.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항공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도출하였다.

(2) 항공산업 전략 도출 방법 및 결과
① 표적집단면접조사(FGI) 수행 및 결과
FGI 개최를 통해 전반적인 업계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내 현황, 문제점 그리고 변화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항공운송
업, 공항운영업, 제조업(유인기·무인기 제작사, 항공기 부품 제작사 등),3) 정비
업(항공사 내 라인정비, 중정비, MRO 업체 등), 기타(지상조업업체, 여행업계
등) 부문 전문가 총 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17명 중 15명이 소속된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
하였다. 항공운송업의 경우, 셀프체크인 및 웹·모바일 체크인 등 자동화 추진,
효율화 제고를 위한 고효율 항공기 도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드론 또는 수직이착륙기 등의 제작 및 사용과 관련하여 혁신이 이루어지
고 있다고 답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산업에서는 외부환경요인에
의한 수익성 악화, 제조업에서는 사업기반 열악 및 타 산업대비 경쟁력 부족이
큰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결방법에 대한 의견도 다소 상반
되게 나타났다. 항공운송산업에서는 정부규제완화가, 제조업에서는 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항공운송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 도입, 사업계획 변경 등의 부분에서는 정부규제완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네
트워크 확대, 공정경쟁 시장 조성 등에서는 정부정책지원 또한 필요하다는 입
장이었다. 그 외 순위와 상관없이 가장 많이 선택된 해결방법은 기업의 경쟁력

3) 사용산업(드론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대부
분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들은 주요 사업이 농업, 측량업, 촬영업 등이므로 설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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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였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민간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인식
하고 있었다.
항공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단위의 큰 규
모의 인프라 구축, 투자 등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드론산업의 경우 시장
조성 초기 단계이므로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수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필
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 외 공정거래 및 자유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 항공산업
생태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지원, 산업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인력
양성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정부가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져야 하며, 정부
부처 간 원활한 업무 소통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② 항공산업의 범위 확대에 따른 이용자 수용성 조사 및 결과
이용자 수용성 조사는 2019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약 7일간, 서울역
공항철도 역사 및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출국을 목적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를 대상4)으로 수행되었다. 조
사는 1:1 면접조사로 수행되었고 응답자의 통행행태, 에어택시 이용 의사, 단
계별 에어택시 서비스 이용 의사 등을 조사하였다.
에어택시를 이용 의사를 밝힌 응답자 수는 811명 중 총 648명(약 79.9%)으로,
시간과 비용에 따라 비교 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이용 의향에 대
하여 단계별 서비스에 따라 7점 척도 기준으로 5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분
석 결과, 헬기 활용 시와 전기동력 기체 활용 시의 이용 의사는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무인시스템인 경우 이용 의사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응답자들의 최대 지불가능금액은 평균 3만 6천 원이었으나, 업계 관계자
들이 예상하는 실제 헬기서비스를 이용한 서비스 단가 수준은 1인당 약 20만

4) 해외에서 헬기를 이용한 에어택시 서비스가 주로 공항 셔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과 개발되고
있는 개인형 자율항공기의 사양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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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에어택시 서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단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기술 개발과 인증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에게 개인
용 자율항공기가 안전한 이동수단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에어택
시가 도심 내 교통수단과 경쟁 구도를 이룰지 또는 보완관계를 이룰지 살펴보
고, 이를 고려하여 통합모빌리티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에어택시 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부체계 및 인증 체계도 같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③ SWOT 분석 수행 및 결과
SWOT 분석은 항공산업 현황, 항공산업 생태계 분석, 전문가 및 이용객 대
상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전략 도출을 위한 항공산업의 강점
(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그리고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였다. 항공운송산업과 항공기 제조 및 사용사업으로 구분하여 SWOT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항공운송산업과 항공기 제조 및 사용산업의 현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항공기 제작산업과 사용산업을 한 부문으로 간주하
여 분석한 것은 사용산업의 주요 현안 또한 드론 또는 UAV(Unmanned Air
Vehicle)이기 때문이다. 각 산업부문의 SWOT 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문별로
8개 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표 2> SWOT 분석 결과에 따른 부문별 전략
부문

전략
구분
SO
전략

항공운송
산업

ST
전략
WO
전략

전략 내용
․신규 노선 개척, 장거리 노선 진출, 소형운송사업 등 사업 범위 확대
․도서지역, 산간벽지, 도시부 등 서비스 공간적 범위 확대
․항공회담, 운수권 배분 등에서 정부의 국적사 보호 및 적극 지원
․늘어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적사 간 협력을 통한 비용구조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새로운 기술(스마트공항 등) 도입을 통한 공항인프라 효율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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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전략
구분
WT
전략
SO
전략

항공기
제조 및
사용산업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

전략 내용
․중국/동남아 항공사와의 서비스 차별화(고급화 전략)
․불확실성(수요/유가 등) 해소를 위한 사업 다각화(육상교통/관광
/MRO)
․플랫폼업체 기반 드론 활용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지원
․신규 항공기 시험 및 시범운영을 위한 인프라 마련
․기존 산업과의 상생 방안 마련
․민간 주도 사업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방안 마련
․선활용 후규제 정책 추진
․eVTOL 등 신개념항공기 기술 개발 및 교통수단 활용 추진
․미래 사회 변화 대비 항공수단 활용 로드맵 마련(단계별 적용범위
확대 계획)
․R&D 예산투자 확대를 통한 신기술 개발 환경 조성

(3) 항공산업 혁신성장 추진방향 및 전략 설정
항공산업의 혁신성장 목표, 방향 그리고 전략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표로 이는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춘 상태를 포함한다.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주체는 산업이기 때문에, 혁신
성장의 방향은 산업 주체들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산업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혁신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향이 필
요하다. 이러한 혁신성장 방향 하에 총 8가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전략은
항공산업 현황분석 결과, 항공산업 생태계 분석결과, FGI 수행결과, 이용자 수
용성 조사결과, 부문별 SWOT 전략을 모두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추진전략은
산업부문과 정책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별로 4개 전략이 수립되었다. 산업
부문 혁신전략은 1) 다양한 사업모델 및 전략 수립, 2) 저소음 고효율 항공기
도입을 통한 신남방·신북방 노선확대, 3) 신개념 항공기 기술 개발, 4) UAV
활용 신규 서비스 발굴이다. 정책부문의 혁신전략은 1)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 2) 항공산업 인프라 개선, 3) 항공 관련 분야 인력 양성, 4) 항공기
활용 신규 서비스를 위한 운수사업 관련 법제도 검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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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항공 산업부문 혁신성장 추진방향 및 전략

라. 항공 산업부문 혁신성장 세부 추진 전략
(1) 다양한 사업 모델 및 전략 수립
기존 항공운송산업 시장은 LCC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에는 항공사 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비용구조 변화 및 FSC와 LCC 간 사업 모델
의 유사화 등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항공운송사업
은 인수합병 및 자회사 형태로 산업구조가 재편 중이며,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서 인수합병 및 자회사 형태의 지배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다. 항공사 인수합병
외 전략적으로 제휴할 수 있는 방법은 협력 정도에 따라 심화되어 인터라인
(interline), 코드쉐어(Codeshare),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시장 상황 및 경쟁관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산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정
부에서는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검토를 통해 해당 전략들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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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
련해두어야 한다. 그 외로도 정부는 가장 높은 협력수준인 합병(M&A)에 대한
대비와 계속 논의되어 오고 있는 외국인 지분 비율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2) 저소음 고효율 항공기를 도입한 신남방·신북방 노선 확대
항공사의 대외환경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대비하고 국가 기조에 맞춰
신남방 및 신북방 국가에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가 신남방·북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해당 국가에 대한 비즈니스 수요(여객·화물)와 관광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남방 국가의 경우, 현재 국적 LCC
들은 항속거리 문제로 인도네시아까지 취항이 어려워 고효율저소음항공기 도
입이 필요하며, 나아가 광동체 도입을 통한 LCC의 장거리 취항도 고려할 수
있다. 신북방 국가의 경우, 총 14개 국 중 러시아, 중국 동북 3성 그리고 몽골
에만 취항 중이며, 대부분의 신북방 국가들은 기존의 항공기로도 취항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블라디보스톡 취항이 많아지고
수요가 증대한 만큼, 수요가 증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들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3) 신개념 항공기 기술 개발
최근 항공기 제작 분야에서 가장 크게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단연 전기추진
수직이착륙항공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다. 그
러나 전기추진항공기는 배터리 용량 한계로 인해 긴 시간 먼 거리를 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기존 대형 여객기의 경우 필요한 동력에너지
(특히 이륙 시)를 배터리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하이브
리드항공기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같이 내연기관의 효율 향상 및 탄소배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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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효과 및 전기배터리 용량 한계 극복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드론도 활용시간을 늘리기 위해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발
되어 이용되는 상황이다. 기존의 항공기 및 드론 제작 산업에서 기존 제작업체
와의 기술 격차, 내수시장 부족, 단가 문제 등으로 산업 발전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한 전기 및 하이브리드 추진 항공기 출현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4) UAV 활용 신규 서비스 발굴
드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발굴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드론만”을 이용한
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드론을 포함한” 서비스를 도출하는 것이다. 안전, 보안,
운용시간 등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드론만을 활용한 서비스에서는 활용 범
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대중의 드론에 대한 시선이므로 일반 대중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부 제한 요소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활용
사례를 노출하고 분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가장 복잡하
고 안전이 보장되는 항공서비스는 결국 여객을 운송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다.
최근 항공운송서비스의 규모 확대로 항공교통이 대중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자
주 찾아볼 수 있으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항공이라는 글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항공교통수단이 아직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의
Uber를 중심으로 항공수단을 포함한 도시 내, 도시 간 통합 모빌리티 체계 구
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교통이 기존 장거리 지점
간을 연결해 주는 수단의 역할만을 벗어나 도시 내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어택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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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
항공운송산업의 성장과 함께 국적 항공사들의 경쟁력은 상당히 강화되었으
며, 이에 따라 항공 자유화를 통한 항공사들의 사업 확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
다. 특히, 중국과의 정치적·경제적 대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적 항
공사들의 운수권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공자유화가 필요하다. 그러
나, 중국과의 항공자유화에 앞서 중국 항공사와 중동 항공사의 보조금 지급
문제로 인한 불공정 경쟁상황을 미국, 유럽, 호주 등 이해당사자와 연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내부적인 공정 경쟁환경 조성 노력도 필요하다. 국
적 FSC들은 정부가 국적 LCC 위주로 항공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불공정하
다고 생각하며, LCC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기존 항공운수사업자들을 과도하게
보호해주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서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운수권 배분
결과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운수권 배분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배분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결과를 수용
하기 어렵고, 정부의 각 FSC 또는 LCC 지원 정책 방향을 명확히 알기가 어렵
다. 평가과정을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운수권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들에게는
평가결과와 부연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항공산업 관련 인프라 개선
기존 항공산업 내 인프라는 공항과 공항간 노선인 운수권과 공항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은 슬롯이 부족한 상황으
로, 제4활주로 신설 사업을 통해 2023년 슬롯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슬
롯 확대를 위해서는 활주로 신설 외에도 중국 및 북한과의 공역 문제, CIQ 및
관제 인원 부족 문제 등 여러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기적인 슬롯
확대 방안은 김포공항의 활용 확대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변 지역 주거
민과의 소음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CIQ 인원 부족 문제는 스마트공항을 구현
함으로써 일부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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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기반 구축의 경우, 현재 다양한 문
제가 얽혀 있다. 도시부 공역 및 항로, 이착륙장 개발 및 운영관리, 통합플랫폼
개발, 기존 운송업계와의 사회적 합의 등이 관련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문별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
석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제 적용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민간업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7) 항공관련 분야 인력양성
인력양성은 정부의 역할로, 특히 항공산업은 종사자들의 전문적인 지식, 기
량 및 경험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인력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항공운송시장의 규모뿐만 아니라 항공종사자
교육부문에 적용되는 기술혁신을 고려하여야 한다. VR, E-learning 적용 등이
필요하며, 능력기반훈련(CBT, Competence Based Training)인 MPL 과정 도
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 항공운송산업 종사자 양성 외에도, 드론 산업의
성장과 에어택시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제조업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인력 양성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해당 산업은 기술자 양성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같은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지원제도를 마련
함과 동시에 항공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캠페인 또는 청소년 대상 교육을
통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8) 항공기 활용 신규 서비스를 위한 운수사업 관련 법제도 검토
에어택시가 실제 도심부 운수업으로 활용되는 경우 항공사업법, 여객/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어떠한 법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주요 운수
업별 면허 및 운영체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자체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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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신청을 하여 초기에는 항로별 면허를 발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장래 더 복잡한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 자체
에 대한 면허 형태로 확대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단계에서 도심
부 활용 항공기가 항공사업법에 정의될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운수사업법이
마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어택시 도
입이 기존 산업과 마찰을 일으킬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잠재
적 경쟁대상으로 파악되는 기존 택시사업자와는 제휴 방안 마련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최근의 항공산업 부문별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항공산업 이슈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래 변화를 예측하여 항공산업의 혁신성장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혁신과 성장이 항공산업에서 어떻게 정의될 것인지와 함께
혁신이 성장으로 이어진 사례와 이어지지는 못한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차
이점은 수요자(고객)의 니즈에 부합하였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으며, 앞으로 나
타날 항공 관련 신규 산업 및 서비스와 더불어 기존의 산업에서도 이용자의
니즈를 고려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항공산업의 혁신성장 목표를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향을 혁신 가능 산
업환경 조성 및 정책부문에서의 혁신 준비로 설정하였을 때, 산업 부문 전략
4가지, 정책 부문 전략 4가지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는 항공산업 현황 및 항공
산업 생태계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항공산업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FGI, 이용자
수용성 조사 그리고 SWOT 분석방법을 수행하여 도출하였다. 산업 부문에서
는 항공운송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및 시장 확대, 저소음·
고효율 항공기를 도입한 신남방·신북방 노선 확대, 수직이착륙항공기, 하이브
리드항공기 등 신개념 항공기 개발을 통한 항공기제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드론(UAV, 무인항공기)을 활용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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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발굴을 전략으로 제시하여 산업생태계가 수평적으로 확대되고 타 산업
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책 부문에서는 항공자유화 확대
와 함께 5자유 노선을 지속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국, 중동의
사례와 같이 정부의 불법보조금이 의심되는 등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
적항공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전략으
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프라 개선을 전략으로 제시하여, 소음 문제 해결을 전
제로 한 김포공항 활성화, 스마트공항 기술 도입,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신규
인프라 구축 관련 문제 해결 수행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외로도 신기술
적용 교육 및 능력기반훈련(CBT) 도입을 통한 항공관련 분야 인력양성, 항공기
활용 신규 서비스를 위한 운수사업 관련 법제도 검토를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이슈가 된 사항은 과연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 정책
그리고 선행사례 분석을 통해 혁신성장의 목표, 방향 그리고 대상을 정의했으
나, 항공산업 이해당사자 또는 일반 대중들에게 혁신성장이 무엇이냐고 물어
본다면 모두 다른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에서 이러한 화두는 지속될 것이며, 관련 이슈에 대한 거대 담론이 이루어지는
장이 계속해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산업 및 직간접 연계 주요 사업에 대한 생태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드론산업의 주요 산업 편입으로 인한 항공산업 생태계 변
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항공운송
사업,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확대될 드론 관련 산업의
장래 예측 관련 추가 연구를 통해 직간접 연계 주요 사업의 확장 및 변화 사항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고 사람 중심 경
제를 목표로 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및 ‘혁신 성
장’ 4가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그 중 ‘혁신 성장’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
론 등 선도분야를 선정하여 예산, 인력 등을 집중하고자 하고 있다.1) 이 중
항공산업에서는 드론산업이 분야별 미래 산업 육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7대 신산업 육성에도 핵심 산업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드론은 항공산업 전체에서 보면 일부일 뿐이며, 현재 국토교통부 7
대 신산업 육성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드론은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
행장치를 말한다. 항공산업은 항공운송산업, 항공기제작산업, 공항운영업,
MRO 산업 등 여러 산업부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항공산업
내에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은 드론산업만이 신산업 동력으로 꼽히며 지원받고

1) 대한민국정부 보도자료(2017.07.2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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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인 것이다. 드론 외에도 항공산업 여러 부문들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
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기수직이착륙항공기 개발 및 고효율저소음항공기
출현, 우버에어로 대표되는 에어택시 사업 추진 등이 그 예이다.
타 교통수단 대비 비교적 최근 대중화된 항공교통은 기술발전과 함께 전에
없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 산업을 이끌던 다양한
기업 간 M&A, 에어택시 등 신규 산업의 출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공운송
산업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기존 항공사들의 M&A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유동
성 위기를 겪으며 매각이 결정되었고, 2019년 2분기 전 운송사업자가 영업적
자를 보이는 등 장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또한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를 통한 노선 효율화, A350, B787 등 중형 항공기 중심의 장거리 운
항, A320NEO, B737MAX 등 소형 기체의 항속거리 증대 등으로 항공운송사업
의 노선 및 비용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s)와 대형항공사(FSC, Full Service Carriers)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양 서비스모델의 장점이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 전략도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기 제조업에서는 최근 초음속여객기, 에어택시 서비스를 위한 수직이
착륙전기항공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개발이 가
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있어서는 보잉, 에어버스와 같은 기존의 항
공사 및 우버와 같은 서비스사업자가 기술을 보유한 신생 스타트업을 지속적
으로 인수하면서 장래 기술 및 서비스 선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함께 항공운송산업이 도심 진입을 도모하고 있으며, 플
랫폼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있다. 항공산업에서 발
생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이 산업 및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공산업이 국제성을 띠고 있는 만
큼, 국내·외 선진사례 및 기술개발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
제로 산업활동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존 정책들이 산업활동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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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의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혁신
성장이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혁신과 성장이 항공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향후 항공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
찰하였다. 항공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항공운송산업 및 항공기 제조업, 사
용사업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의 생태계 분석을 수행하고, 육상, 해운 등 타 교
통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의 연계관계 및 차이점을 분석하여 항공산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항공산업 부문의 혁신은 항공사, 제조사 등 민간 산업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선진사례 및 기술개발 동향을 참고
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운송산업, 최신형항공기, 드론, 수직이착륙전기항공기를 활용한 에
어택시 등 항공산업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도출하고, 혁신방안 도출 및 이슈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2019년 현재 가장 최신 시점의 자료를 참고하고자 하였으며, 공
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및 항공산업이 영위되고 있는 모든 지역 또는 나라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항공산업의 혁신성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혁신과 성
장에 대한 정의, 적용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육상, 해운 등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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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타 산업의 사례 분석 및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의
항공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실현 방안을 제시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혁신성장 개념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항공산업 부
문의 혁신 및 성장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항공산업의 혁신성장에
대해 정의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항공산업 생태계 구조
분석을 통해 항공산업을 구성하는 각 산업 부문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혁신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분야를 구분하여 항공산업
전문가/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수용성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항공운송산
업과 항공기 제조업/사용사업으로 산업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도출하
였으며, 이를 산업 및 정책 혁신성장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1-1> 항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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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항공운송산업 현
․과제명: 항공운송산업 경쟁 ․사례조사
황 조사
력 강화를 위한 면허 및 사후 ․전문가 자문
․법제도 개선 방향 제시 ․국내외 항공운송산업 면
관리 전략 연구
허 제도 분석
․연구자(년도): 국토교통부(2018)
1 ․연구목적: 항공운송산업 현
․항공운송산업 제도 개선
방향 제시
황 분석 및 면허제도 관련 개
선사항 도출

주
요
선
행
연
구

․과제명: Fast-Forwarding to ․시나리오분석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a Future of On-Demand ․수요/경제성분석
및 분석
Urban Air Transportation ․환경(내연기관대체) 분석 ․장래 수직이착륙항공기
도입 가능성 및 수요예측
․연구자(년도): UBER Elevate(2016)
2 ․연구목적: 수직이착륙항공
․Uber의 사업 전략 및 경
기를 이용한 도시부 교통서
제성 분석
비스 방안 제시

․과제명: 미래형 자율비행 개 ․사례조사
인항공기 교통수요예측 및 ․시나리오 분석
․수요/경제성 분석
교통부문 적용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한국교통연구
3
원(2017)
․연구목적: 미래 개인항공기
도입에 따른 국내 적용성 검토

․수직이착륙항공기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KTDB 및 예비타당성조
사 수단선택모형 기반
수도권 수단전환 및 경
제적 편익 분석
․법제도적 한계점 검토

․항공산업 여건 변화, 법제도 ․현황 분석 및 문헌 검토
및 관련 기술 동향 분석을 통 ․설문조사 및 데이터 분석
한 장래 항공산업 혁신성장 ․전문가 자문 및 토론
방안 제시
․항공산업이
대중화되면서,
본 연구
특히 도시 내, 근거리 도시
간 운송수단으로 확대됨에
따른 항공산업의 범위 확대
및 정책 방안 제언

․국내외 항공산업 현황
및 장래 변화 분석
․항공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이슈 및 추진 전략
도출
․항공산업 혁신성장 및
정책 추진 방향 제시
․정책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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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항공산업 현황 분석
1. 우리나라 항공산업 현황
가. 전 세계 대비 우리나라 항공산업 일자리 및 GDP 현황2)
ATAG(2018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항공산업 전반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자리 수3)는 약 65.5백만 개이며, 경제적 기여도(GDP 기여도)는 약 2.7조 달
러, GDP 기여율은 약 3.6%이다.

자료: ATAG(2018), Aviation Benefits Beyond Borders.

<그림 2-1> 전 세계 항공산업 일자리 수 및 GDP

2) Aviation Benefit Beyond Borders(ATAG, 2018)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3) ATAG는 항공산업을 직접산업(Direct), 간접산업(Indirect), 유발산업(Induced) 그리고 관광촉진
(Tourism Catalytic), 기타 촉진(Other Catalytic)으로 구분하였으며,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은 기타
촉진을 제외하고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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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항공산업 직접산업부문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수는 10.2백만 개이다.
공항 운영, 계획 및 공학 관련 일자리가 약 52.5만 개, 기타 공항관련 일자리4)
약 5.6백만 개, 항공사5) 2.7백만 개, 민간 항공분야6) 일자리 약 1.2백만 개
그리고 항행서비스7) 제공 일자리가 약 23.3만 개다.
우리나라의 경우, ATAG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항공산업 부문 일자리는
약 83.8만 개이며, GDP 기여도는 약 47.4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문
별 일자리 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직접산업과 간접산업의 일자리
비중이 전체 일자리 대비 약 45%로 전 세계 현황 대비 약 13%p 높다. 특히,
관광촉진부문에서 약 11%p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항공산업
부문에서 관광산업으로 일자리를 유발시키는 영향이 다소 낮음을 나타낸다.

자료: ATAG(2018), Aviation Benefits Beyond Borders, p. 71.

<그림 2-2> 우리나라 항공산업 일자리 수 및 GDP

나. 우리나라 항공산업 부문별 현황 분석8)
항공산업은 통상적으로 항공기가 제작되어 유통되고 활용되며 유지·보수되
는 전 과정에 따른 산업활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로 민간항공산업을 말
한다. 과거에는 주로 항공운송산업과 항공기 제조업을 총칭하였으나, 항공산

4)
5)
6)
7)
8)

세관, 화물 포워더, 케이터링, 소매업 등을 말함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지상조업, 체크인, 훈련 및 정비 등 관련 종사자를 말함
민항기 엔지니어 및 디자이너, 엔진, 부품 등 관련 종사자를 말함
관제사 및 관련 전문가를 말함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국토교통부, 2018)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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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외 산업들도 항공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9)
우리나라 항공산업 현황을 핵심산업과 1차 연관산업으로 구분하여 규모와
생산성을 살펴보았다. 핵심산업의 수요 또는 생산량이 1차 연관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모와 생산량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산업별 규모는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부가가치 등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생산성은 기업체당
매출액과 부가가치, 종사자당 매출액과 부가가치를 통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자료는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 상의 통계자료를 이용
또는 참고하여 재작성하였다. 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설문조사를 통
해 자료를 수집하고 보정한 가장 최신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해당 보고
서에서 얻을 수 없는 지표들은 통계청의 운수업조사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단, 항공산업 부문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에서 항공산업 일자
리 통계조사 보고서와 큰 차이가 있어 해당 자료는 버스, 철도, 택시 등 타 운수
업과의 비교에 활용하였다.

1)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항공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체 수는 2018년 기준 총 2,808개이다. 2
개 이상의 사업체로 중복되어 등록 또는 인가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
하는 업체는 대표사업을 확인하여 1개의 사업범주로만 분류하였다.10) 핵심산
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약 1,827개로 항공산업의 약 65.4%를 구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 핵심산업 사업부문들과 달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
업은 농약 살포, 사진촬영 등의 사업범위 특성상 대부분이 초경량비행장치사
용사업이 주요 사업이 아닌 사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경량비행장치사
용사업을 제외하고 다시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해당 사업을 제외해도 사용산
업에 해당되는 항공기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많

9) 국토교통부(2018),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 p. 19.
10) 국토교통부(2018),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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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항공산업 내 핵심산업 사업체 비중은 약 10.4%로 매우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정비업은 그 다음으로 사업체 수가 많으나, 우리나라 항공운
송사업자들과 연관관계는 다소 떨어진다. 우리나라 항공사의 정비물량 약 절
반 정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1)
<표 2-1> 항공산업 부문별 사업체 수 현황

항공운송사업

16

구성비
(전체)
0.57

항공기사용사업

42

1.50

사업

사업체 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핵심산업

구성비
(초경량 제외)
1.46
3.84

1,715

61.08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27

0.96

2.47

항공기 제조업

1

0.04

0.09

공항운영업

2

0.07

0.18

항공기정비업

24

0.85

2.20

항공기리스업
소 계
항공기취급업

1차
연관산업

(단위: 개, %)

0

0.00

0.00

1,827

65.06

10.25

38

1.35

3.48

항공기대여업

13

0.46

1.19

상업서류송달업

620

22.08

56.72

항공운송총대리점

90

3.21

8.23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 부품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2

0.07

0.18

202

7.19

18.48

1

0.04

0.09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15

0.53

1.37

소 계

981

34.94

89.75

2,808

100.0

100.0

합 계

주: 1) 2개 이상의 사업체로 중복되어 등록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대표사업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범주로 분류
2) 전화번호 및 주소가 같은 업체는 하나의 기업체로 분류
자료: 국토교통부(2018),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 p. 161 및 p. 172를 참고하여 재작성하였으며,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자료는 통계청, 2017년 기준 운수업 조사보고서 자료를 이용함

11)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국토교통부, 2018)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수요
는 약 1.9조 원, 이 중 해외 외주금액은 약 0.94조 원으로 48.6%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진에어를
제외한 저비용 항공사는 운항정비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모기업인 대형 항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기체정비와 엔진정비는 해외 외주를 맡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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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내 종사자 수는 2018년 기준 약 126,611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ATAG가 조사한 우리나라 항공산업 내 직접산업 종사자 수 약 158,000명과
유사하다. 운항서비스업(관제 등) 등에서의 종사자 수를 고려하면 ATAG의 수
치와 더 근사치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항
공운송사업이었으며, 이어서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순이다. 종사자 수가 적은 사업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레저스
포츠사업, 도시공항터미널업 그리고 항공기 대여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항공산업 부문별 총 종사자 수
사업

총 종사자 수

1차
연관산업

상용근로자 수12)

항공운송사업

38,091

37,648

항공기사용사업

1,165

1,08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13,321

11,258

84

35

4,900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핵심산업

(단위: 명)

항공기 제조업
공항운영업

3,519

3,502

항공기정비업

19,306

19,260

항공기리스업

0

0

소 계

80,386

72,787

항공기취급업

10,590

10,534

항공기대여업

374

361

상업서류송달업

16,221

15,544

항공운송총대리점

1,819

1,621

도심공항터미널업

269

230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12,040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25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4,887

-

소 계

46,225

28,290

126,611

101,077

합 계

주: 1) 국토교통부(2018),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 p. 167 및 p. 174 참고하여 재작성
2)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및 항공기용 부품제조업의 2018년 총 종사자
수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총 종사자수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3) 항공기 제조업 총 종사자 수는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2019년 기준 총 종사자 수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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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분석 결과, 항공기 제조업, 항공운송사업 그리고 공
항운영업이 업체 수 대비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경량비
행장치사용사업은 업체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는 8명으로 가장 적다. 이어서 상업서류 송달업과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 사업
체 수에 비해 종사자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제조업과 달리 항공
기 부품제조업과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은 업체당 종사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업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국토교통부(2018),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그림 2-3> 우리나라 항공산업 부문별 사업체 수 및 업체당 종사자수

통계청의 2017년 기준 운수업조사보고서 및 광업 및 제조업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산업 부문에서의 운수업과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다음
표와 같다. 항공산업일자리조사보고서와 수치에서는 차이가 존재하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12) 상용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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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항공산업 부문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구분 분류 부호

운
수
업

개수

사업체
구성비

종사자 수

사업체 당
종사자수

51

항공운송업

38

13.9

38,440

1,012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29

10.6

33,474

1,154

51200

항공 화물 운송업

9

3.3

4,966

552

52930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7

2.6

8,770

1,253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

78

28.6

4,451

57

6

2.2

4,284

714

9

3.3

266

30

52941
C31311
제
조
업

분류

(단위: 개, %)

C31312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C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2

0.7

-

-

C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133

48.7

12,281

92

273

100.0

68,492

251

합 계

주: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은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공항지상서비스, 비행
기 견인, 격납고 서비스, 항공기 관제 서비스 등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운수업조사보고서 및 광업 및 제조업조사보고서 자료 이용하여 재작성

2) 매출액 및 부가가치 현황
운수업과 제조업에서의 항공산업 부문 매출액은 총 32조 원이었으며, 그 중
약 84%는 운수업 매출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 중에서도 항공 여객 운송
업에서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컸으며,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은 기업체 수는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이 가장 사업체 수도 많음과 동시에 매출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
조업과 비슷하였으나, 사업체당 매출액으로는 약 3천 억 원 정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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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항공산업 부문별 매출액 및 기업체당 매출액
구
분

운
수
업

항공운송업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29

18,367,785

56

633,372

51200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
소 계
유인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9

4,302,473

13

478,053

7

3,934,099

12

562,014

78

973,403

3

12,480

123

27,577,760

84

224,209

6

2,163,112

7

360,519

9

51,916

0

5,768

2

-

-

-

133

2,891,167

9

21,738

150

5,106,195

16

34,041

273

32,683,955

100

119,721

52930
52941

C31311

제
조
업

(단위: 개, 백만 원, %)

분류
부호
51

C31312
C31321
C31322

분류

소 계
합 계

사업
체수
38

13

매출액(출하액)
금액
비중
22,670,258
69

사업체당
매출액(출하액)
596,586

주: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은 관련 자료 없음
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운수업조사보고서 및 광업 및 제조업조사보고서 자료 이용하여 재작성

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운수업조사보고서 및 광업 및 제조업조사보고서 자료 이용하여 재작성

<그림 2-4> 우리나라 항공산업 부문별 매출액 및 업체당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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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총 14조 원으로 그중 약 85.6%가 운수업 부문
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여객 운송업에서의 부가가치는 약 7조
원으로 전체 항공산업 부가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며, 사업체당 부가가치 측면
에서도 타 사업 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운송사업이 항
공산업의 가장 주축이 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운수업 부문에서 사업체당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사업부문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이다. 위에서 살펴본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자료를 참고했을 때,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의 사
업체당 매출액 및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공항운영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사업 부문은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이다. 부가가치액이 약 1.2조 원으로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61%를 차지
한다. 그러나 매출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인 약 95억 원 수준이다.
<표 2-5> 항공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및 기업체당 부가가치
구분 분류 부호

운
수
업

제
조
업

51
51100
51200

분류

항공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52930
서비스업
항공 및 육상화물
52941
취급업
소 계
유인항공기, 항공우주선
C31311
및 보조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C31312
비행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C31321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C31322
제조업
소 계
합 계

사업체수
38
29
9

부가가치
금액
9,146,423
7,361,322
1,785,101

(단위: 개, 백만 원, %)

사업체당 부가가치
비중
63.0
240,695
50.7
253,839
12.3
198,345

7

2,775,677

19.1

396,525

78

505,910

3.5

6,486

123

12,428,010

85.6

855,195

6

792,709

5.5

132,118

9

20,805

0.1

2,312

2

-

-

-

133

1,275,877

8.8

9,593

150
273

2,089,391
14,517,401

14.4
100.0

144,023
999,218

주: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은 관련 자료 없음
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운수업조사보고서 및 광업 및 제조업조사보고서 자료 이용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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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운수업조사보고서 및 광업 및 제조업조사보고서 자료 이용하여 재작성

<그림 2-5> 우리나라 항공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및 업체당 부가가치

항공산업은 대체적으로 사업부문별 기업체당 매출액(출하액)과 기업체당 부
가가치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은 기업체
당 매출액에서는 항공 여객 운송업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기업체별 부가가치
는 항공 여객 운송업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항운영업이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에 포함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운수업조사보고서 및 광업 및 제조업조사보고서 자료 이용하여 재작성

<그림 2-6> 우리나라 항공산업 부문별 매출액 및 부가가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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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론 제작산업 세부 현황
드론 제조업이 포함되는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은 사업체 수,
매출액 규모 그리고 사업체당 매출액 모두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만으로 정확한 드론산업 내 제조업 현황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관련
현황분석을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드론제작 업체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2018) 조사에 따르면, 무인항공기(드론) 제조업체는 약 40
개로 그중 실제 자체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약 14
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청(2018) 자료(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
조업 사업체 수 9개)와는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 매출액,
부가가치 등 관련 자료는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2-6> 드론제조업 구분에 따른 분류
구분
자체 제작기술 보유 확인

기준 내용
자체 양산 모델 및 관련 특허와 기술 보유
해외 기체를 중계하거나 부품을
해외 기체 중계, 조립, 업그레이드
조립하고, 관련 기술을 기체에 첨가
드론제작 확인 불가
관련 실적을 확인할 수 없음
총 업체 수

업체 수
14
19
7
40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8), 항공부문 신성장 동력 육성전략 수립연구-PART2, p. 178.

이와 별개로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구매정보망 취급 제품명에 드론을 등록
한 업체는 총 77개였으나 드론에 대한 직접생산자증명을 갖는 업체는 18개뿐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3) 이처럼 드론 산업은 비교적 최근 민간분야로 확대되
어 관련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신뢰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업계에서는 실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드론 제작업체들이 너
무 많고 이를 검증해내기가 어렵다는 평이다. 따라서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는 관련 업체 검증 및 관리, 데이터 수집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3) 항공부문 신성장 동력 육성 전략 수립연구(한국교통연구원, 2018)에 따르면, 직접생산자증명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생산공정 라인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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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산업 내 항공산업 현황
가. 운수업
항공산업은 결국 운수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각 운송업 및 운송지원 서비스업의 규모 및 생산성을 분석하여 항공산업
의 운수업 내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운송업체는 약 35만 개로 그중 약
99.9%가 육상운송업체였다. 육상운송업 내에서는 도로 화물 운송업체와 택시
운송업체가 가장 기업체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불과 약 2명 수준으로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운송업 내에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은 철도 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철도 운송업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운송업 내에서 기업체 수가 가장 적은 산업은 항공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운송업의 약 0.01% 수준으로 기업체 수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종사자
수는 수상운송업보다 많았으며, 기업체당 종사자 수가 약 1천 명으로 고용창
출효과가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운송업 내에서 고용창출효과가 항공운송
업보다 높은 산업 부문은 철도차량을 이용하는 철도 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
송업 그리고 도시철도 운송업뿐이었다. 이는 운송지원 서비스업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운송지원 서비스업 내에서 기업체 수가 가장 적은 산업은 항공
산업이다. 각 산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이
가장 적은 기업체 수로 많은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어서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이었다. 그러나 운송업에 비해 운송지원 서비스업 내에서는 철도산업
과 항공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산업의 경우, 화물운송업체보다는 여객운송업체 수가 많았다. 반면, 수
상운송업에서는 화물운송업체 수가 더 많았고, 기업체당 종사자 수도 화물운
송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운송업의 경우, 철도 운송업 및 파이
프라인 운송업을 제외하면 화물운송업체 수가 여객운송업체 수보다 약 17천
개 많았고, 종사자 수는 여객운송업체 수가 약 19천 명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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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운수업 사업부문별 기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산업분류
육상운송업

기업체
개수
비중
354,264
99.85

(단위: 개, %, 명)

종사자
인원수
비중
933,137
93.94

기업체당
종사자수
3

철도 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0.00

27,785

2.80

13,893

도시철도 운송업

15

0.00

28,024

2.82

1,868

버스 운송업

2,229

0.63

147,520

14.85

66

택시 운송업

165,961

46.77

286,020

28.79

2

196

0.06

681

0.07

3

184,538

52.01

389,159

39.18

2

특수 여객자동차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1,323

0.37

53,948

5.43

41

수상운송업

497

0.14

21,605

2.17

43

수상 여객 운송업

128

0.04

2,665

0.27

21

수상 화물 운송업

369

0.10

18,940

1.91

5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12

0.00

187

0.02

16

항공운송업

38

0.01

38,440

3.87

1,012

항공 여객 운송업

29

0.01

33,474

3.37

1,154

항공 화물 운송업

9

0.00

4,966

0.50

552

354,811

100.0

993,369

100.0

3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781

33.30

24,792

18.20

4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1

0.00

1,384

1.02

1,384

육상운송 운송지원
서비스업(철도 제외)

6,780

33.29

23,408

17.18

3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143

0.70

6,408

4.70

45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7

0.03

8,770

6.44

1,253

243

1.19

18,878

13.86

78

운송업 소계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1,211

5.95

13,746

10.09

11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11,979

58.82

63,633

46.71

5

운송지원 서비스업 소계

20,364

100.0

136,227

100.0

7

총계

375,175

-

1,129,596

-

3

주: 철도 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통계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물류 4.0시대 융복합 물류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에서 역산하여 계산한 수치를 적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운수업조사(2017년 기준)｣, http://kosis.kr(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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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부문에서의 조직형태를 분석한 결과, 육상운송업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 기업체였으며, 기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운송업과 도시철도 운송업 그리고 버스운송업을 제외하고는 개
인 기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표 2-8> 운송업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산업

육
상
운
송
업

회사 이외
국가,
비법인단체
법인
지방자치단체
9
6
-

회사 법인

합계

도시철도 운송업

-

버스 운송업

-

2,101

-

-

-

2,229

164,376

1,583

-

2

-

165,961

152

43

1

-

-

196

180,315

4,219

3

-

-

184,538

택시 운송업
특수 여객자동차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소화물전문운송업
소계

수
상
운
송
업

개인
기업체

(단위: 개)

15

1,166

149

1

6

1

1,323

346,009

8,104

11

8

1

354,262

수상 여객 운송업

24

93

10

-

1

128

수상 화물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소계

46

322

1

-

-

369

-

11

1

-

-

12

70

426

12

-

1

509

-

38

-

-

-

38

항공 운송업

주: 1) 회사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어 법인격을 갖춘 기업체, 상법 규정에 의한 국내에 지사, 지점을 설치한
외국회사의 지사, 지점을 말함
2) 회사 이외 법인은 민법에 의한 재단, 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을 말함
3) 비법인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문화단체, 노동단체, 후원회 등)을 말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운수업조사(2017년 기준)｣, http://kosis.kr(2019.08.23.)

운수업 내 각 산업별로 급여수준을 분석한 결과 각 산업별 종사자 1인당 급여
액은 항공운송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수상운송업, 육
상운송업 순이었다. 그러나, 육상운송업 내 철도차량을 이용하는 산업은 항공운
송업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액을 받았다. 육상운송업 내 가장 종사자당 급여 수
준이 낮은 사업은 택시운송업이었다. 수상운송업과 항공운송업에서는 화물운송

14) 항공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그리고 버스운송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 기업체가 진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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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여객운송업보다 종사자 1인당 급여액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지원 서비스업은 운송업보다 기업체 및 종사자 수가 적어 급여액도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종사자 1인당 급여액은 운송업보다 약 12백만 원이 높았다.
기업체 수가 많은 택시 운송업과 도로 화물운송업의 종사자 1인당 급여액이 타
산업부문에 비해 많이 낮은 것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운송지원 서비스
업내 종사자 1인당 급여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약 66.7
백만 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약 54.3백만 원)이었다.
<표 2-9> 운수업 사업부문별 급여액
산업분류
육상운송업
철도 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특수 여객자동차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수상운송업
수상 여객 운송업
수상 화물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항공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운송업 소계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육상운송 운송지원 서비스업(철도 제외)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운송지원 서비스업 소계
총계

(단위: 백만 원)

급여액
19,412,439
1,819,180
1,797,201
5,233,614
1,770,424
11,084
7,023,376
1,757,560
1,251,479
102,114
1,149,365
6,183
2,571,953
2,164,057
407,896
23,242,054
648,200
92,340
555,860
308,156
476,295
831,076
480,831
2,063,440
4,807,998
28,050,052

종사자 1인당 급여액
20.8
65.5
64.1
35.5
6.2
16.3
18.0
32.6
57.9
38.3
60.7
33.1
66.9
64.6
82.1
23.4
26.1
66.7
23.7
48.1
54.3
44.0
35.0
32.4
35.3
24.8

주: 철도 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통계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물류 4.0시대 융복합 물류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에서 역산하여 계산한 수치를 적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운수업조사(2017년 기준)｣, http://kosis.kr(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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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내 기업체당 매출액을 살펴보면, 철도 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이 독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
업의 기업체당 매출액이 그 다음으로 높다. 철도산업을 제외하면 기업체당 매
출액이 높은 산업은 항공산업이다. 항공운송업의 기업체당 매출액은 596,586
백만 원이며,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은 562,014백만 원이다. 마찬가지로 종
사자당 매출액도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항공운송업의 종사자당 매출액
은 589.76백만 원,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은 448.59백만 원이다.
항공산업의 경우, 여객 운송업의 매출액이 화물 운송업보다 높았으나, 종사
자 1인당 매출액은 화물 운송업이 더 높아 생산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상운송업은 여객 운송업보다 화물 운송업의 매출액과 1인당 매출액이
모두 높아, 생산성이 좋은 화물운송업이 산업 규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운수업 사업부문별 매출액
산업분류
육상운송업
철도 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특수 여객자동차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수상운송업
수상 여객 운송업
수상 화물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항공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운송업 소계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육상운송 운송지원 서비스업(철도 제외)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단위: 백만 원)

매출액
118,227,181
59,562,966
3,397,738
11,341,028
8,530,052
47,846
30,103,641
5,243,910
27,012,455
644,781
26,367,674
18,024
22,670,258
18,367,785
4,302,473
167,927,918
8,315,589
967,569
7,348,020
1,534,959
3,934,099

기업체당
매출액
334
29,781,483
226,516
5,088
51
244
163
3,964
54,351
5,037
71,457
1,502
596,586
633,372
478,053
473
1,226
967,569
1,084
10,734
562,014

종사자당
매출액
126.70
2143.71
121.24
76.88
29.82
70.26
77.36
97.20
1250.29
241.94
1392.17
96.39
589.76
548.72
866.39
169.05
335.41
699.11
313.91
239.54
4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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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매출액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운송지원 서비스업 소계
총계

4,022,191
2,617,643
7,193,333
27,617,814
195,545,732

기업체당
매출액
16,552
2,162
600
1,356
521

종사자당
매출액
213.06
190.43
113.04
202.73
173.11

주: 철도 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통계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물류 4.0시대 융복합 물류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에서 역산하여 계산한 수치를 적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운수업조사(2017년 기준)｣, http://kosis.kr(2019.08.23.)

부가가치는 매출액보다 산업간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업체당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철도 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부가가치가 타 산
업부문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철도산업 다음으로 항공산
업이 기업체당 부가가치와 종사자당 부가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
적으로 운수업 내 고부가가치 산업은 철도산업과 항공산업임을 알 수 있다.
항공산업 내에서 기업체당 부가가치는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이 항공운송
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당 부가가치는 항공 화물 운송업이 더 높
았으며 산업 규모에 비해 생산성이 좋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운수업 사업부문별 부가가치
산업분류
육상운송업
철도 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특수 여객자동차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수상운송업
수상 여객 운송업
수상 화물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항공운송업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
65,517,879
34,005,821
1,982,267
7,350,854
5,521,812
27,546
14,201,657
2,427,922
4,618,013
314,518
4,303,495
12,868
9,146,423

기업체당
부가가치
185
17,002,911
132,151
3,298
33
141
77
1,835
9,292
2,457
11,663
1,072
240,695

종사자당
부가가치
70.2
1223.9
70.7
49.8
19.3
40.4
36.5
45.0
213.7
118.0
227.2
68.8
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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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운송업 소계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육상운송 운송지원 서비스업(철도 제외)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운송지원 서비스업 소계
총계

부가가치
7,361,322
1,785,101
79,295,183
3,445,402
570,730
2,874,672
837,308
2,775,677
2,140,612
1,370,576
3,797,732
14,367,307
93,662,490

기업체당
부가가치
253,839
198,345
223
508
570,730
424
5,855
396,525
8,809
1,132
317
706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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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당
부가가치
219.9
359.5
79.8
139.0
412.4
122.8
130.7
316.5
113.4
99.7
59.7
105.5
82.9

주: 철도 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통계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물류 4.0시대 융복합 물류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에서 역산하여 계산한 수치를 적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운수업조사(2017년 기준)｣, http://kosis.kr(2019.08.23.)

나. 제조업
제조업 내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은 약 8.92%인 약 6천 개의 업체가 존재한
다.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의 약 74.35%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이며,
철도장비 제조업과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은 전체 운송장비 관련 제조
업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많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이 고용창출효과가 높으며,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이 뒤를 잇고 있다.
운수업과 비교했을 때, 철도산업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고, 고
용창출효과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운송수단
의 경우,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더 많다. 항공산업은 사업체 수
는 제조업이 더 많았으나, 종사자 수는 운수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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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제조업 사업부문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산업분류
제조업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사업체
개수
69,458
6,194
4,605
30
269
4,260
46
1,417
1,115

(단위: 개, %, 명)

8.92
74.35
0.48
4.34
68.78
0.74
22.88
18.00

종사자
인원
2,954,811
505,890
351,793
93,999
7,747
248,939
1,108
142,376
117,640

17.1
69.54
18.58
1.53
49.21
0.22
28.14
23.25

사업체당
종사자수
43
82
76
3,133
29
58
24
100
106

1,109

17.90

117,523

23.23

106

6

0.10

117

0.02

20

88

1.42

5,049

1.00

57

150

2.42

16,859

3.33

112

15

0.24

4,550

0.90

303

135

2.18

12,309

2.43

91

64
139
33

1.03
2.24
0.53

2,828
10,761
960

0.56
2.13
0.19

44
77
29

비중

비중

주: 1)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그리고 교통신호장치 제조업이 포함됨
2)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비중은 제조업 내 구성비이며, 그 외 산업분류별 비중은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 내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2017년 기준)｣, http://kosis.kr(2019.08.23.)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의 종사자당 급여액은 전체 제조업의 종사자당 급여
액보다 약 7백만 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 내 각
산업 부문별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세부 산업부문별로는 크게는 약
50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당 급여액이 가장 큰 산
업부문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약 86.1백만 원이었으며, 그 다음으
로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약 76.8백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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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제조업 사업부문별 급여액
산업분류
제조업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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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원)

연간급 여액
128,571,541
25,633,149
18,547,450
8,091,645
265,018
10,157,002
33,785
6,673,442
5,317,445
5,313,311
4,134
280,383
948,168
349,658
598,510
127,446
380,480
31,777

종사자당
연간급여액
43.5
50.7
52.7
86.1
34.2
40.8
30.5
46.9
45.2
45.2
35.3
55.5
56.2
76.8
48.6
45.1
35.4
33.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2017년 기준)｣, http://kosis.kr(2019.08.23.)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의 매출액(출하액)은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약 16.4%
를 차지한다. 전체 제조업 사업체 수의 약 8.9%였음을 감안하면, 운송장비 관
련 제조업의 매출액이 좋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의 매출
액 대부분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매출액이다. 사업체당 매출액도 기
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비해 약 60억 원이 높다. 세부 산업분류를 보면 자동차
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의 사업체당 출하액 및 종사자당 출하액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반면, 철도장비 제조업은 사업체당 출하액은 타 산업 대비 낮은
편이지만, 종사자당 출하액은 높은 편으로 생산성이 좋은 반면 산업 규모는
작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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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제조업 사업부문별 출하액

(단위: 백만 원)

출하액
(매출액)
1,511,759,855

사업체당
출하액
21,765

종사자당
출하액
511.6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

248,171,732

40,066

490.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2,758,302

41,858

547.9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91,737,081

3,057,903

975.9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84,951

12,212

424.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97,571,629

22,904

391.9

산업분류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164,641

3,579

148.6

50,831,874

35,873

357.0

42,717,672

38,312

363.1

42,698,702

38,502

363.3

18,970

3,162

162.1

철도장비 제조업

2,044,806

23,236

405.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5,107,742

34,052

303.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215,028

147,669

486.8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892,714

21,428

235.0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961,654

15,026

340.0

4,363,459

31,392

405.5

218,097

6,609

227.2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2017년 기준)｣, http://kosis.kr(2019.08.23.)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체 제조업의 부가가치의 약 13.3%를
차지한다.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제조업 평균 대비 높은 편이나, 종사자당 부가
가치는 낮은 편이다.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 내에서 사업체당 부가가치 및 종사
자당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 대비 사업체당 부가가치가 크게 나
타나 사업체 규모가 큰 편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으로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
장치 제조업이 사업체당 부가가치 및 종사자당 부가가치가 큰 편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은 운송관련 제조업 평균 대비 사업
체당 부가가치 및 종사자당 부가가치가 모두 작았다. 항공산업 내 제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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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대부분이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체이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민간 수요를 충족하는 항공기 및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산업 내 제조업이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라
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2-15> 제조업 사업부문별 부가가치
산업분류
제조업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단위: 백만 원)

543,340,531
72,269,208
55,096,799
24,908,806
917,782
29,188,534
81,677
15,988,349
12,835,000
12,824,499
10,501
781,085
2,090,696

사업체당
부가가치
7822.58
11667.62
11964.56
830293.53
3411.83
6851.77
1775.59
11283.24
11511.21
11564.02
1750.17
8875.97
13937.97

종사자당
부가가치
183.88
142.86
156.62
264.99
118.47
117.25
73.72
112.30
109.10
109.12
89.75
154.70
124.01

813,514

54234.27

178.79

1,277,182
281,568
1,108,166
75,894

9460.61
4399.50
7972.42
2299.82

103.76
99.56
102.98
79.06

부가가치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2017년 기준)｣, http://kosis.kr(2019.08.23.)

3. 항공운송산업 부문 현황 및 전망
가. 세계 항공운송산업 현황 및 전망
1) 항공운송산업의 양적 성장
ICAO(2018)에 따르면 1944년 이후, 항공운송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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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속해왔다. 1973년 석유위기부터 1981년 이란-이라크 전쟁, 걸프전쟁 등
을 거쳐 2009년 세계 경기후퇴까지 여러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항
공운송은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15)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여객 및 화물 운송량(RTK, Revenue Tonne
Kilometres)은 연간 5.2%씩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 세계 항공운송실적은
여객의 경우, 3.8억 명, 유상여객킬로미터(RPK, Revenue Passenger-Kilometres)
로는 7.1조 PRK를 보였으며, 화물의 경우, 운송량이 약 205억 톤킬로미터였다.
ICAO는 또한 2012년부터 2042년까지 연평균 여객 및 화물운송량(RTK)이
4.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전 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항공운송시장
의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16)

자료: ICAO(2018), ICAO World Civil Aviation Report 2017, p. 34.

<그림 2-7> Total passenger plus freight traffic: history and forecasts

15) ICAO(2018), ICAO World Civil Aviation Report 2017, p. 18.
16) ICAO(2018), ICAO World Civil Aviation Report 2017,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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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은 저비용항공사(LCC, Low-Cost Carrier)의 역할이
컸다. 저비용항공사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저렴한 운임으로 여
객수요를 증대시켰다. Boeing(2019)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항공운임은 연
평균 약 0.9%씩 감소하였으며, 이는 LCC와 ULCC(Ultra-Low-Cost Carrier)의
기여가 컸다.17) ICAO(2018)는 전 세계 지역 내 LCC 점유율이 2007년 약 21%
에서 2016년 약 30%로 증가하였고,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점유율 약
11%에서 약 27%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18)

자료: ICAO(2018), ICAO World Civil Aviation Report 2017, p. 25.

<그림 2-8> Intra-Regional LCC Traffic Share 2016 vs 2007

Boeing(2019)에 따르면 수년간 LCC가 성장함에 따라, LCC 비즈니스 성장 모
델의 성공전략인 단거리 노선에서 LCC가 큰 점유율을 보이게 되었다.19) 단거리
노선을 중점으로 운영한다는 전략 외에도 Single-aisle 항공기로 기단을 표준화
시키고, 좌석 등급을 이코노미석 하나로 통일시켜 항공기 내 좌석 수를 늘리는
등의 전략들이 LCC의 성공전략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우스웨스트항

17) Boeing(2019), Commercial Market Outlook 2018-2037, p. 12.
18) ICAO(2018), ICAO World Civil Aviation Report 2017, p. 25.
19) Boeing(2019), Commercial Market Outlook 2018-2037,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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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Southwest Airline), 젯블루(Jet Blue) 그리고 라이언에어(Ryan Air)를 들 수
있다. 공통적으로 해당 항공사들은 단일기체로 기단을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
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항공사는 단거리 노선만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ULCC가 등장한 것처럼, 최근 항공산업 구조와 소비자들의 이용행태가 복
잡해지면서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 저비용장거리(LCLH, Low-Cost
Long-Haul) 모델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LCC의 장거리 노선 취항 또는 LCLH 모델에 대해 Boeing(2019)은 LCC의 성
공전략에 비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장거리 노선은 단거리
노선보다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들이 많고, 단거리 노선 운항 때보다
턴 시간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우위 또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LCLH를 모델로 한 항공사 15개가 신규 진입하였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CAPA(2016)는 북미지역에서는 LCC와 FSC 간 속
성들이 많이 혼합되고 있으므로 하이브리드라는 용어 자체가 구식(Outdated)
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20)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표방하는 항공사
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Bogdan AVRAM(2017)이 정의하는 바에 따르
면 하이브리드 항공사 모델은 LCC와 FSC의 핵심 요소들, 예를 들어 LCC의 가
격과 FSC의 가치의 균형점을 찾아내어 제공한다.21) 이와 같이 항공시장 내에
서는 FSC와 LCC로 명확히 구분되어있던 비즈니스 모델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다변화하는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흐름에서 기존 FSC들은 LCC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기존 고객 외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항공사간 협력단계 심화
CAPA(2018)는 유럽 항공시장에서 중·단거리 노선을 운영하는 LCC와 장거

20) CAPA(2016), “ULCCs, hybrid airlines in the Americas. True LCCs start to look like a
vanishing species”. https://centreforaviation.com/(2019.06.19.)
21) Bogdan AVRAM(2017), “The Hybrid Airline Model. Generating Quality for Passengers”,
Expert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Volume 5, Issue 2, pp. 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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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노선을 운영하는 LCC 또는 FSC 간의 협력(파트너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지젯(easyJet)의 경우, 2018년 런던 게트윅공항(Gatwick
Airport)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맺은 8개의 항공사와 9개 공항에서
‘Worldwide by easyJet’이라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
당 플랫픔올 통해 파트너십을 맺은 게트윅공항에서 노르웨지안(Norwegian)과
웨스트젯(WestJet)을 타고 이들의 대서양 전역의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여 갈
수 있는 것이다. 라이언에어(Ryanair) 또한 에어유로파(Air Europa)와 파트너
십을 맺어 에어유로파 장거리노선 항공편을 라이언에어 홈페이지에서 판매하
고 있다.22) 이러한 항공사간 협력은 조인트벤처(JV, Joint Venture), 얼라이언
스(Alliance) 등을 통해 나타난다. 시장 초창기에는 인터라인(Interlines) 협정
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코드쉐어(Codeshare), 얼라이언스 단계를 거쳐 조인트
벤처까지 항공사간 협력수준이 높아졌다.

자료: accenture(2019), “Evolution of Airline Strategic Partnerships”. https://www.accenture.com
/us-en(2019.06.20.)

<그림 2-9> The evolution of airline partnerships

22) CAPA(2018), “Long haul low cost airlines: Europe’s LCCs see opportunities”.
https://centreforaviation.com/(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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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비용항공사의 장거리노선 확장
저비용항공사들이 장거리 노선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는 타 항공사와의 협
력 외에도 항공기 기술발전의 기여가 컸다. Airbus(2019)에 따르면, 국내선과
지역 내 노선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2007년에 비해 2017년에는 저비용항공사
의 장거리 운항이 증가하였고, ULCC, LCC의 점유율이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
는 항공기의 성능 발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2007년에 비해 2017년의 항공
기들은 항속거리와 용량(좌석 수)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자료: Airbus(2018), Global Market Forecast 2018-2037, p. 44.

<그림 2-10> Share of each business model on Domestic and Intra-regional flights

자료: Airbus(2018), Global Market Forecast 2018-2037, p. 46.

<그림 2-11> Operational Distribution of 2017 A/C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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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산업 내 수익배분 구조적 문제
ICAO(2018)는 항공운송시장 성장이 지속적인 세계 경제 성장과 무역시장
의 성장 그리고 항공사의 비용과 항공권 가격을 줄이는 것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23) KPMG(2018)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GDP 성장이 곧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을 말하지는 않는다. 2014년 이후, GDP 성장률이 감소할 때에도 여객운
송량은 여전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행 등으로 인한 여객수요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GDP 성장률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다.24) 세계 경제 및 무역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요인을 제외한다면, 항공시장
내에서 항공사의 비용과 운임을 줄이는 일이 관건이다. 과거에는 LCC들이 운
임을 낮추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최소화하였으나, 현재는 시장 내 공급자인 항
공사들은 많아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올라가고 있어 서비스를 최소화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운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항공사의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연료와 인건비이므
로 한계가 있다. 또한 비용을 줄였을 때 항공사에게 그 수익이 제대로 배분되
는지의 문제도 있다.
IATA(2013)는 항공시장 구조상 항공사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투
하자본이익률(ROIC, Return On Invested Capital)과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을 비교했을 때,25) 항공사의 가
중평균자본비용은 약 7~10%인데 반해, 투하자본이익률은 약 4% 수준이다. 이
에 반해, 항공기 제작사를 제외한 여행사, MRO 등 대부분의 산업체들은 가중
평균자본비용에 비해 투하자본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IATA는 연료 문제를 제외했을 때, 항공사가 얻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음이

23) ICAO(2018), ICAO World Civil Aviation Report 2017, p. 18.
24) KPMG(2018), The Aviation Industry Leaders Report 2018 : Navigating the Cycle, p. 9.
25) 투하자본이익률이 가중평균자본비용보다 높다는 것은 저렴한 자본비용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해 전략적
투자, 효율적 생산 및 고매출의 영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2019.06.02.), ｢투하자본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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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다고 지적하였다.26)

주: 한정된 샘플
자료: IATA(2013), Profitability and the air transport value chain. p. 19.

<그림 2-12> Return on capital varies throughout the value chain

나.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현황
1) 항공협정에 따른 노선확대
국토교통부(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01개 국가와 항공협정을 체결
하고 있으며, 그 중 복수제는 93개국, 단수제는 8개국이다. 그 중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여객·화물 29개국, 여객 2개국, 화물 13개국이다.

<표 2-16> 우리나라 항공협정 현황(2017.8)
구 분

현 황

비 고

협정체결
국가
(101개국)

․아시아(31), 구주(25), 미주(12), 아프리카(16), 중동(12),
대양주(5)

-

26) IATA(2013), Profitability and the air transport value chain.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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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지정항공사 : 복수제(86), 단수제(8)
․여객(31) : 몰디브, 미국, 중국, 스리랑카, 칠레, 페루, 태
국, 케냐,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우크라이나, 아제르
바이잔,
말레이시아, 일본, 멕시코, 캐나다, 튀니지, 벨라
항공자유화
루스, 브라질, 스페인, 라오스, 에콰도르, 파라과이, 파나
협정체결
(여객 31, 화물
마, 오스트리아, 마카오, 가이아나, 바하마, 홍콩, 대만
42)
․화물(42) : 여객(29개국*), 독일, 호주, 인도,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남아공, 우즈
베키스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홍콩, 대만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2017.8), 항공분야 주요통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선증대(신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합의
된 국가들은 주로 러시아와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다. 2017년 9월 한-태국 항공
회담에서 지정항공사 수를 각각 4개에서 8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7
년 11월 한-필리핀 항공회담에서 마닐라를 제외한 한-필리핀 간 여객 자유화
및 한-마닐라 간 충분한 운수권 설정에 합의하였다. 2017년 12월에는 한-러시
아 항공협정에 따라 노선별 항공사 수가 1개로 제한이 해제되었다. 가장 최근에
는 2019년 1월 16~17일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
권의 약 70%가 증대되었으며,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 전환되었다. 또한 부산울란바타르 노선이 주 1회 증대되었고, 총 운항좌석 제한이 상향조정되었다.
정부의 노선증대 노력 외에 항공사 자체적으로도 보유하고 있는 노선 또는
항공자유화 협정이 맺어져 있는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의 운항횟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특히 5 자유화 국가인 일본의 운
항횟수가 크게 증가한 데에서 알 수 있다. 2016년 이후 국제선 운항횟수는 증
가하여, 2016년 하계 주 4,321회, 2017년 하계 주 4,735회 그리고 2018년 하
계 주 5,165회로 증가하였다. 하계 기준, 2016년 대비 2018년 운항횟수가 가
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일본으로, 2017년 하계에 주 154회, 2018년 하계에 주
189회 증가하였다. 일본 다음으로 2017년 하계에는 홍콩이 주 40회, 2018년
하계에는 베트남이 주 143회로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27)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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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횟수 증가는 LCC의 역할이 크다. 2016년 이후 LCC의 운항횟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6년 하계 주 892회에서 2017년 하계 주 1,143회, 2018년
하계 주 1,460회로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 동남아 및 러시아 운항횟수 증가
및 신규취항 확대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하계 대비 LCC 신
규 취항노선은 일본(구마모토, 기타규슈, 나가사키, 도야마, 시즈오카, 요나고,
가고시마, 마스야마, 미야자키 등), 베트남(나트랑), 필리핀(칼리보), 러시아(블
라디보스톡), 대만(타이중), 말레이시아(조호바루), 중국(연대)였다.

2) 신규 사업자 진입 및 경쟁심화 전망
2019년 3월 5일,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개 신규 사업
자에게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이 결정되었다.28)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해당 3
개 신규사업자는 사업계획이 적정하였으며, 기존 사업자들과는 다르게 사업전
략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플라이강원의 경우, 양양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TCC
(Tourism Convergence Carrier)를 표방하고 있다. 여행사와 연계하여 외국인
대상 강원도 관광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더불어 자연환경, 스키장 등
의 강원도 관광 활성화 목적도 있다. 에어로케이의 경우,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경기남부·충청권의 중국·일본·동남아행 수요를 흡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략
으로 앞세우고 있다. 이는 Ultra LCC로서 초저가 운임을 제공하여 가격 경쟁력
에서 앞서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LCC들이 외국적 LCC와는 달
리 기내식 또는 수하물에 비용청구를 하는 대신 기본적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에어프레미아는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표방하고 있으며, 중·장거리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 제공이 주가
될 계획이다. 또한, 기존 LCC와는 달리 미국, 캐나다, 동남아 등 중·장거리 노

27) 국토교통부, ｢하계 및 동계 항공운항 일정표｣. http://www.molit.go.kr/portal.do(2019.03.05.)
28) 국토교통부,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여부 결정｣. http://www.molit.go.kr/portal.do(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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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어 광동체(복도 2열 여객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전략의 차별화는 기존 항공운송시장 경쟁이 이미 치열함을 반
증하는 측면이 있다. 기존 항공사들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일부 LCC들은 중·
장거리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2019)에 따르면 부산-창이(싱
가포르) 노선 운수권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에 주7회 규모로 배분되었다.29)
제주항공의 경우, 2019년 7월 부산-싱가포르 노선을 취항함과 동시에 뉴 클
래스(New Class)라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30)
또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라운지 개장을 준비중에 있다.31) 이러한 사업전략
은 대형항공사(FSC, Full-Service Carrier)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일등석 비율을 줄이고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비율을 늘리는
등32)의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또한, 대한항공의 경우, 시장 확대를 위해
2018년 5월 미주노선에 대하여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협정을 시행하였다.
국내 6개 LCC는 2019년 5월 중국 유니온페이 카드와 협약을 맺어 통합 마일
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표 2-17> 항공사별 주요 사업전략
항공사

사업전략

비고

플라이강원

․지방공항(양양공항) 거점 운영
․여행사 및 지자체와 협력
․TTC(Tourism Convergence Carrier) 지향

에어로케이

․지방공항(청주공항) 거점 운영
․경기남부·충청권 중국, 일본, 동남아 노선 수요 흡수 목표 운항증명(AOC)
미취득
․ULCC(Ultra LCC) 지향
․초저가 운임 제공

운항증명(AOC)
미취득

29) 국토교통부(2019), ｢몽골 하늘길 활짝,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해소｣. http://www.molit.go.kr/
portal.do(2019.03.05.)
30) 스포츠조선(2019), ｢제주항공,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혁신으로 지속성장 일군다｣. https://sports.
chosun.com/(2019.06.20.)
31) 서울와이어(2019), ｢저비용항공사(LCC), 고급화 전략...긴장한 ‘대형항공사’｣. http://www.seoulwire
.com(2019.06.20.)
32) 한겨례(2019), ｢‘하늘길 좌석’ 1등 지고 2등 뜨는 이유는?｣.http://www.hani.co.kr/(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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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사업전략

비고

․하이브리드 항공사 지향
에어프레미아 ․중·장거리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 제공
․B787(310석) 단일기종 기단 구성

운항증명(AOC)
미취득

제주항공

․인천공항 라운지 운영
․부산-창이 중거리 노선 취항

-

이스타항공

․부산-창이 중거리 노선 취항
․B737 MAX 도입

B737 MAX
운항제한

․일등석 비율 감소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증대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협정 체결

-

아시아나항공 ․일등석 비율 감소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증대

-

국내 6개 LCC ․유니온페이 통해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 제공

-

대한항공

주: 해당 전략 및 현황은 2019년 6월 기준임
자료: 본문 내 자료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4. 항공기제작산업 부문 현황 및 전망
가. 세계 항공기 제작산업 현황 및 전망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보잉(Boeing)과 유럽의 에어버스(Airbus)가
주도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보잉은 상업용 항공기의 약 38%, 에어버스는
약 28%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브라질 엠브라에르(Embraer)
가 약 8%, 캐나다 봄바디어(Bombardier)가 약 6%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33)
Aviation Week Network는 2025년에는 완제기 시장에서 보잉이 약 40%, 에
어버스가 약 3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후, 2018년 보잉이 엠브라에
르의 상업용 항공기 부문을 인수함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2019년 5월
에는 ‘보잉 브라질-커머셜(Boeing Brazil-Commercial) 합작사를 설립34)이 발

33) aviation week network(2016), “Industry Data: 2016 vs. 2025 Fleet Market Share: Top 10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https://aviationweek.com/(2019.06.12.)
34) 연합뉴스(2019), ｢美 보잉-브라질 엠브라에르 합작사 ‘보잉 브라질-커머셜’로 결정｣. https://www.
yna.co.kr/(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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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었다. 이러한 동향으로 보았을 때, 보잉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Aviation Week Network(2016), “2016 Commercial Aviation Fleet & MRO Forecast”.
https://aviationweek.com/(2019.06.12.)

<그림 2-13> 2016 & 2025 Fleet Market Share: Top 10 Manufacturer

보잉은 2017년 기준 상업용 항공기 24,400대가 시장에 공급되어 있으며,
2017년부터 2037년까지 약 20년 동안 항공기 42,730대가 시장으로 새로 공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18,590대(약 44%)는 노후화된 항공기 교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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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는 항공기이며, 24,140대(약 56%)는 항공시장 성장에 따른 신규 항공기
도입일 것으로 전망하였다.35) 대륙별로는 2017년 기준 북미, 유럽, 중국 순으로
보유한 항공기 대수가 많았으며, 2037년에도 마찬가지로 항공기 대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북미와 유럽의 점유율은 각각 30%에서 21%, 20%에
서 18%로 하락하는 것에 반해 중국은 15%에서 18%로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자료: Boeing(2019), Commercial Aviation Market Outlook. p. 2.

<그림 2-14> 대륙별 항공기 수요 전망

에어버스(2019) 또한 2018년 기준 여객기(100석 이상) 수요가 19,803대에
서 2037년 45,265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중, 36,563대가 신규
도입 여객기이며, 11,101대는 노후화된 여객기 대체분이다.36) 이와 같이 보잉
과 에어버스 모두 항공기 제작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 눈에 띄는 변화는 중국의 항공기 제작시장의 성장이다. Aviation
Week Network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는 중국의 코맥(중국상용항공기책
임유한공사, COMAC)이 전 세계 항공기 제작사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35) Boeing(2019), Commercial Market Outlook 2018-2037, p. 23.
36) Airbus(2019), Global Networks, Global Citizens 2018-2037.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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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맥은 2018년 말까지 800여 대의 항공기를 사전주문 받았고, 2021년에 해당
항공기를 인도할 예정이다.37)
ICAO(2019)는 최근 항공기 시스템을 전자화시키고, 전기 항공기 또는 하이
브리드 항공기를 개발하는 항공기 제작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
한 동향은 드론(Drone)38) 개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레크레이션용 항공기(Recreational Aircraft), 대형 상업용 항공기
등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항공기들은 대부분 2020년에서 2030
년 사이를 목표로 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4개 프로젝트(Lilium, City Airbus,
Boeing Aurora eVTOL, Bye Aerospace Sun Flyer 2)는 2019년에 첫 비행에
성공하였다. ICAO가 확인한 현재 개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총 32개로,
ICAO는 해당 타입에 적용되는 SARPs(Standard and Recommended
Practices)가 Annex 16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프로젝트들을 모니터
링하여 적합한 SARPs를 개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39)

<표 2-18> 전기 및 하이브리드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

유형

종류

목표년도

Airbus/Siemens/Rolls Royce
E-Fan X

Hybrid-electric

Large commercial aircraft

2030

NASA X-57 Maxwell

Electric

General Aviation/
recreational aircraft

2020-2021

Zunum Aero ZA10

Hybrid-electric

business aircraft

2020

Uber Elevate

Electric

VTOL

2023

Lilium

Electric

VTOL

2025

Pipistrel Alpha Electro

Electric

General Aviation/
recreational aircraft

2018

Kitty Hawk Cora

Electric

VTOL

2022

37) 시사저널(2019), ｢보잉 추락 사고 계기로 ‘항공굴기’노리는 중국｣. http://www.sisajournal.com/
(2019.06.12.)
38) 통상적으로 무게가 25kg을 넘지 않는 작은 UAV(unmaned aerial vehicle)를 말함
39) ICAO(2019), “Electric and Hybrid Aircraft Projects”. https://www.icao.int/(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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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유형

종류

목표년도

Kitty Hawk Flyer

Electric

VTOL

-

Airbus(A^3) Vahana

Electric

VTOL

2020

Airbus City Airbus

Electric

VTOL

2023

Airbus/Audi Pop up

Electric

VTOL

N.A.

Boeing Aurora eVTOL

Electric

VTOL

2020

Ehang 184

Electric

VTOL

N.A.

Volocopter 2X

Electric

VTOL

2018

Eviation Alice

Electric

business aircraft

2021

Wright Electric/Easy Jet

Electric

Large commercial aircraft

2027

Extra aircraft/ Siemens Extra
330LE

Electric

General Aviation/
recreational aircraft

2016

Magnus Aircraft/Siemens
eFusion

hybrid
diesel-electric

General Aviation/
recreational aircraft

N.A.

Solar Impulse 2

Electric

General Aviation/
recreational aircraft

N.A.

Bye Aerospace Sun Flyer 2

Electric

General Aviation/
recreational aircraft

N.A.

Ampaire TailWind

Electric

business aircraft

N.A.

Embraer Dreammaker

Electric

VTOL

2024

Bell Nexus

Electric

VTOL

N.A.

Boeing Sugar VOLT

Hybrid-electric

Large commercial aircraft

2030-2050

DigiSky SkySpark

Electric

General Aviation/
recreational aircraft

N.A.

Hamilton aEro

Electric

General Aviation/
recreational aircraft

2017

Dufour aEro 2

Electric

VTOL

N.A.

PC Aero Elektra One Solar

Electric

General Aviation/
recreational aircraft

N.A.

PC Aero Elektra Two Solar

Electric

General Aviation/
recreational aircraft

N.A.

PC Aero Elektra Solar
Trainer

Electric

General Aviation/
recreational aircraft

N.A.

Volta Volare DaVinci

Hybrid-electric

General Aviation/
recreational aircraft

2017

Yuneec International E430

Electric

General Aviation/
recreational aircraft

N.A.

자료: ICAO(2019), Electric and Hybrid Aircraft Projects. https://www.icao.int/(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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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 항공기 제작산업 현황
민항 완제기의 경우, 항공우주산업(KAI㈜, Korea Aerospace Industries)이
주로 제작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에서도 일부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우리나라 항공기 제작산업은 주로 국방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에 따라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항공기 제작산업은 군용 완제기(유인기 및
무인기) 및 민항기 부품 제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항공산업 생산액을 보면 군수 비중이 약 61%로 민수 비
중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수와 수출을 구분하여 생산액 추이를 살펴
보면, 내수부문에서는 완제기가, 수출부문에서는 기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
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업계관계자에 의하면, 수출되는 부품 종류는 동체 부품
이며, 그 외 엔진이나 조종계통 부품 제작은 해외에 의존하는 수준으로 모든
부품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수출되는 물량 대부분도 절충교역(Offset
orders)40)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IBK기업연구소(2016), 국내 항공산업 현황과 전망(요약), p. 9.

<그림 2-15> 국내 항공산업 생산액 비중 추이

40)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절충교역(Offset orders)이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기술이전 및 부품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주로 방위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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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18)에 따르면 2018년 1/4~3/4분기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5% 증가하였다. 해당 분기 수주액의 대부분은 보잉 737 MAX 후방
동체 부품 수주와 제너럴일렉트릭(GE) 및 프랫 앤 휘트니(P&W)사 등으로부터
의 엔진 부품 수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부품제작 산업은 완제기 제작시장보
다는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이나, 수출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되지는 않았다.

<표 2-19> ’18년 1~3/4분기 항공우주산업동향 총괄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7년 1~3/4분기

’18년 1-3/4분기

증감률

수출액

1,588

1,838

15.8%

- 완제기 수출액

133

383

186.8%

- 부품 수출액

1,455

1,456

0.1%

수주액

3,464

3,863

11.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8년 1/4~3/4분기 국내 항공우주산업 수출 동향｣. http://www.motie.
go.kr/(2019.06.20.)

산업통상자원부(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업체는 대기업 3사, 중소·중
견기업은 96개사로 총 99개사이다. 그 중 기체구조, 엔진, 항공전자, 보조기기
류, 위성체 제작 분야 등 항공우주분야 주요업체는 약 38개이다.41) IBK경제연
구소(2016)는 KAI㈜를 포함하여 ㈜아스트, 하이즈항공㈜, ㈜샘코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42) 국제 부품수주 경쟁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 개발 지원, 중소업체의 설계·제
작 등 역량 확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보증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43)

41)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8년 1/4~3/4분기 국내 항공우주산업 수출 동향｣. http://www.motie.
go.kr/(2019.06.20.)
42) IBK경제연구소(2016.07), 국내 항공산업 현황과 전망(요약). p. 9.
43)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8년 1/4~3/4분기 국내 항공우주산업 수출 동향｣. http://www.motie.
go.kr/(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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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 사용산업 부문 현황 및 전망
가. 세계 항공 사용산업 현황
항공 사용산업은 크게 기존 항공기 사용산업과 새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드
론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항공기 사용산업의 경우 운송업, 제조업과 달리
규모가 작고, 주 산업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현황을 모니터링하거나 향후
전망 사례를 찾기 어려웠으나 최근 드론이라고도 불리는 소형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ir Vehicle)가 민간시장으로 도입되어 확대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PWC(2018)에 따르면, 드론산업은 잠재적 성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드
론산업 특성상 해당 산업에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는 기업이더라도 드론제작
또는 서비스 제공기업과 협력을 하여 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고 보았다. PWC가 참조하고 있는 DRONEII의 2018년 드론시장 환경을 살펴
보면, 실제 드론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 DRONEII(2018), “The Drone market Environment 2018”. https://www.droneii.com(2019.08.20.)

<그림 2-16> 2018년 드론시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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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2018)는 드론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 크게 농업, 에너
지·공익사업, 환경·미디어, 인프라, 보험, 보안, 통신 그리고 교통·물류를 제시
하였다.44) DRONEII(2019)는 향후 드론시장이 2024년에는 2018년 약 14.1억
달러(한화 약 1,692조 원) 규모에서 약 3배인 약 43.1억 달러(한화 약 5,172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현재 미국과 중국이 주로 드론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아시아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중
인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았으며, 2024년까지 미국과 중국 다음으
로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45)

자료: DRONEII(2019), “The Drone Market 2019-2024: 5 Things You Need to Know”.
https://www.droneii.com(2019.08.22.)

<그림 2-17> 드론 시장 규모 전망

44) pwc·AGORIA(2018), A drone’s eye view. p. 8-9.
45) DRONEII(2019), “The Drone Market 2019-2024: 5 Things You Need to Know.”
https://www.droneii.com(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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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DRONEII(2019)는 자사의 사업을 위하여 드론산업 채용시장 현황 분
석을 수행하였는데, 주로 플랫폼 제공업체의 구인공고가 많았으며 가장 취업
이 잘 되는 직종은 소프트웨어 제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46)

자료: DRONEII(2019), “The Drone Job Market: What is it and Where is it Going?”.
https://www.droneii.com(2019.08.22.)

<그림 2-18> 상위 5개 드론 일자리 종류

나. 우리나라 항공 사용산업 현황
기존 항공기 사용산업의 경우, 등록제로 운영되며 2019년 3월 기준 총 53개
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47) 그러나 항공기 사용사업이 주 사업이 아닌 대한
항공, 한국공항공사를 제외하면 실제 약 51개 업체라고 파악된다. 해당 업체들

46) DRONEII(2019), “The Drone Job Market: What is it and Where is it Going?”.
https://www.droneii.com(2019.08.22.)
47) 한국항공협회(2019), 2019 포켓 항공현황. p. 3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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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사진촬영, 산불진화, 항공촬영, 항공방재, 항공감시, 항공훈련 등 사업
을 수행하고 있으며, 항공기 사용사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정비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도 등록하여 해당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항공기 레저스포츠업도 사용사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데,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과거 있었으나 지형상의 한계, 군 공역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어 크게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드론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초기 단계로 정확하게 분류별 사업자
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에어택시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이 일부 존재하여 정확하게 드론산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드
론을 포함한 무인항공기를 제작하는 업체 수는 약 40여 개48), 드론이 포함되
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체는 약 1,700여 개49)가 있다. 그러나 초경량비행
장치 사용사업체 대부분은 농업, 측량, 촬영업 등 주 사업이 별도로 있고, 단순
히 초경량비행장치를 구입하여 등록한 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서비
스 제공자, 인프라 구축, 교통·물류업자 등에 대한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드론 산업 형성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황파
악에 대한 모니터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드론이 신산업으로 지정되어 육성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은 적극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 활성화를 위해 장애물 정보를
표현한 3차원 정밀지도를 시범 구축하고, 드론 활용 8대 유망분야50)에 대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함께 추
진한다. 사업 발굴 및 이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모델
은 물품수송, 산림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등이며, 시범 사업은 현재 드론 시범

48) 국토교통부 외(2017), 2017년 무인이동체 기업 디렉토리 및 한국 드론기업 연합회 소속 회원사 명단 참고
49) 한국교통연구원(2018),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 p. 161.
50) 국토교통부는 드론활용 주요 8개 분야를 물품수송,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시설문 안전진단, 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해안선 및 접경지역 관리,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촬영·레저스포츠·광고, 기타로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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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용공역을 확보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 등이다.51) 2018년 5월
보은, 영월 및 고성에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공사 착수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 시험장이 운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52) 초기에는 강원 영월, 경남
고성, 충북 보은, 전남 곳흥, 전북 전주, 대구 달성, 부산 영도 7곳만 드론 시범
공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8년 6월 경기 화성,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3곳을
추가 지정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무
조정실이 함께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드론 산업 성
장에 지속적으로 규제가 문제가 되면서 이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로드맵은 인프라와 활용분야로 구분하여 단계별 시나
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투자 촉진, 전후방 산업 확산, 미래유망 신모델
창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53)

51) 국토교통부, ｢신산업 육성-드론｣, http://www.molit.go.kr/7works/content/sub_0201.jsp(2019.10.21.)
52) 국토교통부, ｢국내 최초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_보은 영월 고성 첫 삽｣. http://www.molit.go.kr/
(2019.10.21.)
53) 국토교통부, ｢드론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http://www.molit.go.kr/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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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2019), ｢드론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http://www.molit.go.kr/(2019.10.21.)

<그림 2-19> 로드맵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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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항공산업 생태계 분석
1. 항공산업 정의 및 구성요소
항공산업은 통상적으로 항공기가 제작되어 유통되고 활용되며 유지·보수되
는 전 과정에 따른 산업활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로 민간항공산업을 말
한다. 과거에는 주로 항공운송산업과 항공기 제조업을 총칭하였으나, 항공산
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외 산업들도 항공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54)
항공산업 전반의 구성요소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바는 목적에 따라 각 국가
나 기관마다 다소 상이하나 유사성을 띄고 있다. ICAO에서는 통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해 민간 항공산업 활동을 크게 상업용항공운송서비스, 공항 서비스,
항행서비스, 상업용 항공기제작, 항공 훈련, 정비, 규제적 기능 그리고 기타 활
동으로 구분하고 있다.55) 보잉의 경우, 항공서비스 시장 전망을 위해 시장 구
성요소들을 기능에 따라 그룹화하였다. 크게 4개 그룹으로 ‘지상조업, 터미널
및 화물 운영‘, ‘마케팅, 계획 및 고객서비스’, ‘항공기 운영’ 그리고 ‘정비, 엔지
니어링, 부품 및 업그레이드’로 구분하였다. 해당 그룹들에 속하는 각 구성 요
소들은 지상조업 운영, 여객 터미널 운영, 화물 운영, 객실 서비스, 정비 지원
등이 있다.56)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사업법에서 항공산업에 속하는 사업들과 해당 사업자
들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
항터미널업 및 공항운영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분류는 통계청
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분류

54) 국토교통부(2018),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 p. 19.
55) ICAO(2013), Reference Manual on the ICAO Statistics Programme. p. I-1-1 – I-1-2.
56) Boeing(2019), Service Market Outlook 2018-2037.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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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소 상이하다. 예를 들어, 항공사업법 기준으로 항공기취급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는 도시락류 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업 등으로 분류된다. 그 외 항공안전법에서 별도로 사업 또는 사업
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항공기 제작 및 항공종사자 양성 기관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다.
<표 2-20> 각 기관 또는 법령별 항공산업 분류 방법
ICAO

Boeing

Commercial air
Flight
transport
Operation
service
(Marketing and
Planning·Sales
and Customer
Schedule
Service·Flight
Deck, etc)
Non Schedule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항공운송업

항공운송업

-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기
사용사업

General
aviation

-

Airport service

Station
Operation

공항운영업

-

Air Navigation
Service

Flight
Operation
(Airline Operation
Center)

-

(항공교통
업무증명)

초경량비행장
치사용사업

-

(제작증명)

-

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공항운영업
기타항공운송지원서
비스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ivil aviation
manufacturing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부품등제작
자증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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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Aviation
Training

-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
관

(교육서비스업)

Maintenance
and overhaul

Maintenance,
Engineering,
Parts, and
Upgrades

항공기
정비업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Regulatory
functions

-

-

-

-

Ground
Operation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항공운송총
대리점업

-

Cargo
Operation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항공기
취급업

Other activities

-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기
대여업
항공레저스
포츠사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도시락류 제조업)
-

-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서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산업 구성요소는 항공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
2) 항공안전법에서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산업구성요소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별도의 산업 구성요
소를 볼 수 있는 사항임
자료: 본문 내 자료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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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항공기 제작산
업을 포함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제정된 드론
법에서는 ‘드론산업’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정의는 항공사업법을
근간으로 한다. 이처럼 항공산업은 ‘항공기’와 관련된 제조업, 운수업, 기타 서
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
에서는 사용되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사업체 조사, 운수업 조사 등으로는 항공산업 전 부문의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일자리 정책 필요성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2017년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항
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에서는 산업구분을 항공사업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9
차)를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항공사업법의 사업 구분이 사업자들의 사업
(면허)을 인가 또는 승인에 근거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서울,
부산, 제주)에서 각 업체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현황파악이 용이하
고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각 산업의 구분을 항공사업법을 기준으로 살펴
보되, 항공기 엔진 제조업 등과 같이 포함하지 않는 각 구성요소들은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이용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산업분류는 항공
부문 외 산업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참고하였다.

2. 항공산업 생태계 정의 및 구조분석
1) 산업생태계 개념 및 정의
’산업생태계‘라는 용어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으
로 정의된 바는 없다. 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57)는 1993년 James
F.Moore에 의해 처음 기업의 경쟁전략을 세우기 위한 개념으로 제시되었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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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1993)는 산업생태계 구조를 핵심산업(Core Business), 확장기업
(Extended enterprise) 그리고 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로 구분하다. 여
기서 산업생태계는 생산자와 그 경쟁자, 소비자, 기타 이해관계자 등 상호작용하
는 조직들과 개인들로 구성된다.

자료: Jaems F. Moore(1996), Business Ecosystem; Marko Karhiniemi(2009), Creating and
Sustaining Successful Business Ecosystems. p. 38.에서 재인용

<그림 2-20> 산업생태계 구조(Moore, 1996)

이후 Marco Iansiti·Roy Levien(2004년), Mirva Peltoniemi·Elisa Vuori(2008
년)가 산업생태계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객체
들의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공통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객체들이 산업생
태계 분석을 통해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7) 산업생태계(Industrial Ecosystem)와 혼동할 수 있지만, 둘은 다른 개념으로 James F. Moore의 산업
생태계(Business Ecosystem)는 무리 또는 가치사슬의 개념에 더욱 근접한 반면, 산업생태계
(Industrial Ecosystem)는 산업시스템을 통한 재료 및 에너지 흐름에 관한 개념으로 1989년 Robert
Frosch와 Nicholas E.Gallopoulos에 의해 대중화되었음
58) Jaems F. Moore(1993), “Predators and prey : a new ecology of competition”,
https://www.ncbi.nlm.nih.gov/pubmed/10126156(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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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산업연구원(2011)이 발전된 개념을 바탕으로 산업생태계를
정의하였다. 산업연구원은 동시에 “가능한 기회환경에서 다양한 영역과 상호작
용을 거치며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생태계에 속한 주체들은 기술혁신을 둘러
싼 역량을 공진화시키면서 새로운 제품을 지원하고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다음 단계의 기술 혁신을 통합하기 위해 협조적이면서도 경쟁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 산업생태계를 정의하였다.59)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은 “디지
털 생태계를 디지털 환경을 구성하는 각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동반 성
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생태계 번영을 가져오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
다.60)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은 관광산업 생태계를 “협력적 경쟁과 공진화
를 기반으로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이해관계자들이 형성하는 상호
관계의 영역”으로 정의하였다.61) 또한, “관광소비자인 관광객과 지역사회, 관광
활동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핵심산업,
연관산업(1차 연관계층), 유관기관(2차 연관계층) 및 외부환경” 총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62) 생태계 분석 이후,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여행업, 관
광호텔업, 국제회의업에 대해서는 세부 생태계 구조(네트워크)를 분석한 후, 세
업종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여 관광 산업생태계의 네트워크 구조를 최종
도출하였다.

59)
60)
61)
62)

산업연구원(2011), 신성장동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방안 연구. p.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미래인터넷 산업 생태계 분석. p. 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방안, p.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방안,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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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방안, p. 56.

<그림 2-21> 관광산업의 네트워크 구조

2) 교통 및 항공산업생태계 분석사례
① 교통산업 생태계
Kamaargianni와 Matyas(2017) 는 교통 분야의 최근 이슈 사항인 통합 모
빌리티 서비스(MaaS, Mobility-as-a-Service)에 대한 생태계 분석을 수행하였
다. MaaS 생태계에서는 MaaS 공급자를 중심으로 데이터 제공자, 운수업자 그
리고 이용객(고객)이 주요 핵심산업을 구성하게 된다. 연관산업으로는 ICT 인
프라, 보험사, IT 인프라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D.M.Karim(2017)은 새로운 이동수단들이 기존의 운송 패러다임을 바꾸며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로 점차 도약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모빌리티 계획 모
델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빌리티 생태계 모델의 체계를 개
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모빌리티 생태계의 기본 원칙, 도시계획분야를 위한 혁
신적인 모빌리티 생태계 체계 등에 대한 모델 컨셉을 구축하면서 모빌리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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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크게 교통, 차량 공유, 차량 대여, 택시·카풀,
차량소유 등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 어떠한 사업체들이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지 보여주고 있다.

자료: Kamargianni, M and M.Matyas(2017), The Business Ecosystem of Mobility-as-a-Service, p. 7.

<그림 2-22>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

자료: D.M.Karim(2017), Disrupting Mobility-Creating an Innovation Mobility Ecosystem for Urban
Planning Areas, p. 35.

<그림 2-23> 모빌리티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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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 산업생태계
항공 예약·발권 시스템을 제공하는 Amadeus(2013)는 공항 생태계 시스템을
모형별로 분류하였다. 이는 공항생태계 내에는 단일 업무가 없고, 업무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모형은 6가지로 개념모형, 인프라
모형, 수익창출모형, 고객참여모형, 서비스제공모형, 금융모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2-21> 공항생태계 모형 분류 및 개념
모 형

내 용

개념 모형
(Conceptual model)

공항이 추구하여야 하는 역할

인프라 모형
(Infrastructure model)

인프라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한 접근 방법에 따른 모형

수익 창출 모형
수익 창출 방법에 따른 모형
(Revenue generating model)
고객(Airline 등)의 공항 운영 및 소유권(ownership)에
고객 참여 모형
(Customer Engagement Model)
따른 모형
운영의 우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을 구성하는 방법에
서비스 제공 모형
(Service delivery Model)
따른 모형
금융 모형(Financing Model)

투자자 종류에 따른 모형

자료: amadeus(2013), Reinventing the Airport Ecosystem, p. 41.

자료: amadeus(2013), Reinventing the Airport Ecosystem, www.admadeus.com/airportecosystem(2019.02.21.)

<그림 2-24> 공항생태계 구조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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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2014)은 항공운송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 분석을 수행하였
다. 핵심사업자, 유관사업자 및 연관사업자를 통합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산업
을 분석하였다. 또한, 역할에 따른 구성요소 분류 및 구성요소 간의 연관 네트
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63)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4), 2014년도 ICAO 등 주요회의 의제개발 및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중 항공산업
생태계 분석 및 기초산업 육성방안 연구, p. 44.

<그림 2-25> 항공운송 산업 생태계 구조 및 네트워크(1차 연관산업)

김명현(2017)은 항공운송산업과 항공기제작산업을 5개 층으로 구성된 피라
미드 형태로 보았으며, 최초 생산단계 및 관련 제반 산업부터 최종 서비스수요
자까지로 구분하였다. 항공산업 변화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파악을 목적으로 분석이 수행되어 산업분류표 기준으로 생태계 구성요소
들이 정의되어 있다.64)
ATAG65)(2018)는 항공산업 생태계를 별도로 정의하고 분석하지는 않았지
만, 항공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항공산업을 직접산업, 간접
산업, 유발산업 및 기타연관산업(관광산업)으로 구분하였다.

63) 한국교통연구원(2014), 2014년도 ICAO 등 주요회의 의제개발 및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중 항공산업
생태계 분석 및 기초산업 육성방안 연구. p. 44.
64) 김명현(2017), ｢항공산업생태계 분석 및 전망｣, 제5회 항공산업전망세미나 발표자료. p. 4-18.
65) ATAG(Air Transport Action Group)는 미국의 항공사 연합체로 세계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결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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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명현(2017), ｢항공산업생태계 분석 및 전망｣, 제5회 항공산업전망세미나 발표자료. p. 9.

<그림 2-26> 항공운송산업의 계층 피라미드

주: 김명현(2017), ｢항공산업생태계 분석 및 전망｣, 제5회 항공산업전망세미나 발표자료 기반으로 추가분석 함

<그림 2-27> 항공기제작산업의 계층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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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산업에 속하는 직업 또는 사업체는 공항운영자, 항공사, 항행서비스 제
공자, 항공기 제작자, 기타 공항 관계자(Airport on-site)들이다. 기타 공항 관
계자에는 세관 및 검역 등 정부기관, 화물 포워더, 케이터링업체 등이 포함된
다. 또한, 기타연관산업 중 관광산업만 별도로 분류하여 항공산업이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그 외 국제무역, 보건, 투자, 인력공급 등 기타연관산업은 별
도로 살펴보지 않았다.

자료: ATAG(2018), Aviation Benefit Beyond Borders, p. 79.

<그림 2-28> ATAG의 항공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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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 산업생태계 정의 및 구조66)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분석사례를 토대로 항공산업 생태계를 ‘항공운송 및
항공기 사용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이해관계자들이 형성하는 상호관계 영
역’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소비자인 항공교통서비스이용자, 항공
기사용서비스이용자 그리고 항공기 구매자에게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공급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항공 산업생태계는 핵심산업, 1차 연관산업, 연관기관, 2차 연관산업 및 외
부환경 다섯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핵심산업은 항공소비자가 소비하는 제
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영역으로 공급부문의 가치사슬을 형성한다.
이때 항공소비자는 소비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이용자,
항공기사용서비스이용자 그리고 항공기 구매자로 구분할 수 있다. 항공교통서
비스이용자에는 항공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두 지점(공항)간 이동하는 여객과
화물을 보내는 화주가 있다.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서비스이용자는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사용하여 화재진압, 항공사진 촬영, 레
저, 농약살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항공기 구매자는 항공기를
구매하는 자로, 항공사, 기업, 국가, 일반인 등이 있다. 따라서 각 항공소비자
가 소비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영역인 항공운송업, 공항운영
업, 항공기사용산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 정비업, 항공기 리스업
그리고 항공기 제조업이 핵심산업으로 분류된다.
1차 연관산업은 핵심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또는 제품 생산을
수행하는 산업으로, 항공소비자 유형에 따라 연관산업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핵심산업이 항공운송업일 경우, 1차 연관산업으로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
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 리스업, 항공기 제조업 등이 해당되는데, 여기서 항공
기 리스업과 항공기 제조업은 항공기 구매자 기준으로는 핵심산업에 해당되는

66) 기본적으로 항공사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를 기준으로 항공 산업생태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등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단어들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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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발생한다.
연관기관은 핵심산업 및 1차 연관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해관계자 집단으로 항공관련 국제기구, 중앙 및 지방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그리고 연구기관 등이 해당된다. 국제기구로는 ICAO, IATA, ACI 등이 있으며,
항공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로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
부산·제주지방항공청 등이 있다. 지자체 및 지역사회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공항의 소음 및 환경 등에 대한 건의, 조례 수립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 항공 관련 연구기관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있다. 그 외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협회, 대한민국
항공회 등 유관기관이 있다. 다만, 국제기구나 중앙정부의 경우, 국제조약, 국
가간 항공협약 체결, 운수권 배분 등 1차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
기도 하므로, 기능에 따라 1차 연관산업 또는 유관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
2차 연관산업은 핵심산업 및 1차 연관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타 산업분야로 주로 관광산업, 여행업, 제조업, 반도체산업, 금융업 등이 포함
된다. 그 외 항공 산업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술적 외부환경 요소도 항공 산업생태계에 포함되어 고려되어 진다. 특히,
항공산업은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항공수요(여객 및 화
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중국의 한한령, 일본 불매운동 등에 따
른 수요감소가 그 예이다.
Moore가 제시한 협의 및 광의의 산업생태계로 구분한다면, 협의의 항공산
업생태계에는 핵심산업과 1차 연관산업이 포함되며, 광의의 항공산업생태계
에는 유관기관, 2차 연관산업 및 외부환경이 포함될 것이다.

<표 2-22> 항공 산업생태계의 구성요소
구분

내용

핵심산업

․항공소비자가 소비하는 최종재(서비스 또는 제품)를 제공하는 산업영역으
로 공급부문의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주체
․항공소비자 분류에 따라 핵심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이 변경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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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연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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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핵심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영역

유관기관

․핵심산업 및 연관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집단
․항공관련 국제기구,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

2차 연관산업

․핵심산업 및 연관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타 산업분야
․시대변화에 따라 영향력 여부 또는 정도가 변함으로서 2차 연관산업에 해당
되는 산업영역이 변경될 수 있음

외부환경

․항공 산업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외부 환경 요인

자료: 분석사례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자료: 분석사례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그림 2-29> 항공 산업생태계 구조

위 항공 산업생태계 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자 유형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제조업, 운수업 그리고 사용사업으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공항운영업과
항공기 정비업, 항공기 리스업이 핵심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 운수업 또는 사용사업을 지원하거나 해당 서비스로부터 파생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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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항공 산업생태계 구조는 현재 법적
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공산업 용어 정의와 항공산업 일반현황을 기준으로 작
성되어 신산업인 드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드론법에
서는 드론을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정
의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사용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드론산업
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람이 탑승하는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
장치는 정의되어 있지 않고 관련 제도 및 산업 등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항공
운송업에 포함되는지 또는 드론산업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개발되고
있는 기체 성격상 드론에 포함되며,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측면에서는 항공운
송업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용 자
율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기체가 개발되고 상용화된다면 기존 항
공산업 생태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개인용 자율항공기와 드론의 산
업규모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항공 산업생태계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항공 산업생태계 구조를 토대로 각 구성요소들의 연관관
계도를 도식화한 것으로 각 산업체간 연결선은 산업 내 가치사슬
(value-chain)을 의미한다. 미래 항공 산업생태계 지도(안)을 보면, 에어택시
사업자의 진입은 항공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타 운수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형 자율항공기의 특성상 타 교통수단과 경쟁하
거나 상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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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항공 산업생태계 지도 >

⇓

< 미래 항공 산업생태계 지도 전망(안)>

자료: 분석사례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그림 2-30> 항공 산업생태계 지도(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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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 항공산업 내 산업체 구성 특징
항공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들은 총 2,800개로 크게 항공사업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들과 관련 기체를 개
발·제작하는 사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분류되는 사업은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정비업,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 사용사업, 공항운영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으며, 그 중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해당
되는 사업체 수가 현저하게 많다. 그러나, 이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일반 사업체도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경량비행장
치 사용사업체는 농·임업, 측량업, 촬영업 등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해당 사업체를 제외하면, 항공산업 내 핵심산업에 속하는 사업체
들은 전체 사업체 수의 약 10% 수준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은
항공기 제조업, 항공운송사업 그리고 공항운영업이었다. 특히, 공항운영업이
포함된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은 사업체당 부가가치가 항공운송업보다 높은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체당 매출액은 항공운송업이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보다 다소 높았다. 크게 운수업과 제조업으로 분류해서 살펴보
면, 운수업이 제조업보다 매출액, 부가가치 등의 생산성 면에서 모두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수로만 따졌을 때는 2017년 기준, 운수업 사업체 수
약 120개, 제조업 사업체 수 약 150개로 제조업 사업체수가 운수업보다 상대
적으로 더 많았으나, 전체 매출액, 부가가치, 사업체당 매출액 및 부가가치 지
표는 운수업이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항공산업 제조업 대
부분이 부품제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제기 제작부문을 키울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 항공사로
납품하는 완제기 대부분이 보잉과 에어버스 양사에 의해 제작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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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장인 eVTOL 제작시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드론 제작의 경우,
통계청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워 관련 조사를 수행한 보고서를
참고한 결과 제작기술을 갖추고 직접 개발을 하는 업체가 소수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드론 산업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업체 검증 및 관리 방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교통산업 내 항공산업 특징
교통산업은 항공산업과 마찬가지로 운수업과 제조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운수업은 운송업과 운송지원 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항
공산업이 타 교통산업과 구분되는 큰 특징 중 하나는 항공산업 부문 중 하나인
사용산업을 타 교통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운수업 부문에서 항공산업과 육상(자동차, 철도, 버스 등), 수상 교통산업과
비교해 본 결과, 항공산업이 가장 사업체 수가 적었으나, 철도 부문을 제외하
고 가장 사업체 당 종사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운송지원서비스
업 부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급여수준 또한 타 교통 운수업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도부문과 급여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육상운송업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사업체당 매출액은 철도 부문을
제외한 육상 운송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비하여 항공부문
은 사업체당 매출액과 사업체당 부가가치가 높은 편에 속했다.
제조업 내 항공산업은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과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은
타 산업부문에 비해 사업체당 또는 종사자당 매출액, 부가가치 등이 높지 않은
편이었다.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
조업 다음으로 사업체당 또는 종사자당 매출액과 부가가치가 높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공산업 제조업은 실질적으로 산업 규모가 작고, 그 중 특히, 항공
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부문은 민간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기술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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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내 항공산업
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산업 규모 또한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다.

3. 항공산업 생태계 특징
본 연구에서는 항공산업의 정의와 구성요소들을 살펴보고, 생태계 분석사
례들을 검토하여 항공 산업생태계를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항공 산업생태계는
‘항공운송 및 항공기 사용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이해관계자들이 형성하
는 상호관계 영역’으로, 항공부문 소비자인 항공교통서비스이용자, 항공기사
용서비스이용자 그리고 항공기 구매자에게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급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항공 산업생태계를 크게 핵심산업, 1차 연관산업,
유관기관, 2차연관산업 그리고 외부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핵심산업과
1차 연관산업을 소비자 유형을 기준으로 재분류해보면 크게 운송업, 제조업
그리고 사용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사용산업은 타 교통산업에서 볼 수 없는 특수한 분야이다. 최근 드론
기술이 발전하고 상용화되면서 사용산업 내 드론산업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
다. 드론산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UTM 구축, 항행관리 등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VTOL 등 자율형무인항공기가 개발되면
서 운수업도 드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에어택시라는 신규 서비
스 도입으로 현재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하던 운송업의 서비스 제공 대상범위
가 지선도로 역할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항공산업의 경우, 2
차 연관산업 및 외부환경이 핵심산업 및 1차 연관산업에 직·간접적이 영향을
계속 미치므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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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산업의 변화와 대응
항공운송산업은 항공여객 및 화물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으며, 항공기 제작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전략을 보다 수월하
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례로 저비용항공사들이 저소음고효율 항공기를
구입하여 장거리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항공시장이 성장
해오면서 항공사간, 공항간 경쟁도 심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항
공사들은 네트워크 확대, 항공사간 다양한 협력(조인트벤처, Alliance 등), 저
비용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취항 시작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오고 있다. 공항
의 경우, 스마트 공항 구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
라 인천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은 다싱신공항 개장, 하
네다와 나리타의 복수공항 체제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항공기 제작산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민항기 시장은 보잉과 에어버스가
주도해오고 있다. 다만,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는 중국의 코맥(COMAC)으로,
코맥은 항공기 제작시장에 진입하여 2021년부터 중국 항공사들에게 항공기를
인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제기 제작은 주로 항공우주산업(KAI)에
서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이 일부 제작해오고 있다. 그 외 대다수 업체는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이다. 항공기 부품 제작도 물론 중요하나, 완제기 제작에
비해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고 주로 절충교역에 의해 수출되는 것으로 파악
되어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기 사용산업의 경우, 드론 개발 및 상용화로 인해 산업이 확대되고 있
는 추세에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신산업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
으나, 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이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모니
터링 기능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구축이 필요하다.
항공산업은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작산업 기반
이 약하다는 점에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항공산업은 타 교통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이다. 국가 경제 발전 측면에서 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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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 다싱신공항 개장과 같은 주변국가의 경쟁력
강화는 곧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를 미리 예
측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과거 항공산업에서 이루어져
온 혁신과 성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항공산업에는 어떠한
혁신이 필요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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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혁신과 성장
1. 정부 정책으로서의 혁신성장
가. 우리나라 혁신성장 현황
현 정부가 구상하는 혁신성장이란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
는 공급 중심 정책으로 인프라는 정부가 주도하고,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
기업이 맡는다.’고 정의된다.67)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 후반기 이후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
으며, 잠재 성장률은 2~3%로 하락하였다.68) 혁신성장은 이러한 성장률 둔화
와 생산 가능 인력 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와 체질
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이다. 혁신
성장의 개념은 시장으로 이야기하면 창조적 파괴, 국가경제로 이야기하면 구
조 개혁이다.69)

67) 혁신성장 포털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pa/archiveInvGrowthNdNcssty.do(2019.06.03.)
68) 혁신성장 포털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r(2019.05.21.)
69) 혁신성장 포털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pa/archiveInvGrowthNdNcssty.do(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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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혁신성장포털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2019.05.21. 검색)

<그림 3-1>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 및 잠재성장률 추이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강점을 가진 산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70) 산업화모형에서 지식경제
로 이행 중인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함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혁신
성장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경
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4대 분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71) 4대 분야
로 과학기술, 산업, 사람, 사회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분야별 추진전략 방향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도입,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을 포함하는 규제 타파, 인프
라를 위한 투자확대, 4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R&D 최대 규모 예산 편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공개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다.
혁신성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임에 따라 국정과제에도 해당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

70) 혁신성장 포털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pa/archiveInvGrowthNdNcssty.do(2019.06.03.)
71) 혁신성장 포털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pa/archiveInvGrowthNdNcssty.do(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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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제시하였다.72) 그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는 5대 전략, 총 26개 과제
가 있으며, 혁신성장 개념이 포함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과 세부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73)

자료: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page2(2019. 06.12. 검색).

<그림 3-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더불어 잘 사는 경제 5대 전략 26개 과제

72)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page2(2019.06.12.).
73)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page2(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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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혁신성장 현황
1) 미국
미국은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2015년 10월 ‘미국
혁신전략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3대 전략적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로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이 있으며, 3대 전략적 계획에는 양질의 일
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
신적인 정부 구현이 포함된다.74)
한편, 2018년 12월 11일 미국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에서는

신흥교통기술위원회(NETT,

Non

Traditional

and

Emerging

Transportation Technology Council)의 책임과 의무를 설정하는 명령(order)을
시행하였다.75) NETT는 교통관련 신기술에 대한 세 가지 책임을 가진다. 첫째,
정부기관의 관할 및 규제 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
는데, 여기에는 안전, 환경, 금전적 지원이 포함된다. 둘째, NETT의 프로젝트
에 대하여 정부부처와 외부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 역할을 한다. 셋째, NETT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계획, 해결방안, 우수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NETT에는 DOT 장관(당연직)과 함께 차관 등 관련부서 책임자 등이 포함되
며,

R&D

및

예산

담당기관,

연방항공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연방주택청(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연방운
송회사안전청(FMCSA,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연방
철도국(FRA,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연방교통관리국(FTA,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해운청(MA, Maritime Administration), 연

74) 강문상(2018), KISTEP 기술동향 브리프-미국의 연구개발 동향, p. 9-10.
75) US DOT,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Non-Traditional and Emerging Transportation

Technology Council(DOT 1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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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파이프라인 및 유해물질안전관리청(PHMSA,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등 다양한 정부부처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다. NETT에 포함된 인원들은 NETT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야 하며, 프로젝트 제안, 부서간 역할 중재, 법적 규제 및 정책이슈 도출 등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2019년 3월과 5월 실제 장관 주재 회의가 진행
되었으며, 주로 하이퍼루프(Hyperloop)에 관련된 기술적, 정책적 이슈가 도출
되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부처 내 또는 부처
간의 역할 불확실성에 따른 업무 조정 역할이다.76)

2) 중국
2005년 중국은 저숙련된 노동력과 자원 집약적 제조업 및 외국기술의 의존
도를 줄이기 위해 ‘기업 중심의 혁신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2006년에
는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세계 혁신 경제의 리더를 목
표로 하는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을 수립하였다.77)
중국 「2018년 정부업무보고」 에서는 지난 5년 동안 혁신성장 전략의 성과
를 회고하고 향후 과학기술 혁신분야의 중점 추진 업무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국가혁신시스템 보완, 혁신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보완, 대중 창업·
혁신의 수준 업그레이드가 있다.78)

76) NETT Council 홈페이지, https://www.transportation.gov/nettcouncil
77)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 「OECD 중국 혁신정책 분석 보고서 주요내용」, now.k2base.re.kr(2019.05.28.).
78) 윤대상(2018). 중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동향과 한·중 협력방안, p. 15.

78

자료: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OECD 중국 혁신정책 분석 보고서 주요내용」, now.k2base.re.kr(2019. 05. 28. 검색).

<그림 3-3> 중국 혁신정책의 시대적 변화

중국은 혁신기술기업 성장을 통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펴오고 있으며, “선 개발 후 규제”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의 드론업체인 DJI의 경우 선도적인 규제 완화 덕분에 드론 관련 첫
개발사가 아님에도 드론산업을 선점할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79) 중국 정부
는 드론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드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비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혁신과 성장의 의미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현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장’은 기본적으로 혁신을
통한 성장이며, 혁신의 주체는 시장 참여자들(ex, 기업), 성장 대상은 국가 경

79) 신지연(2018), 관행중국: 중국의 신성장 산업발전 비결: 선 개발 후 규제(신지연), http://aocs.inu.ac.
kr/webzine/app/view.php?wp=396(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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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혁신을 하겠
다고 말함으로써 혁신의 주체가 정부로 확장된다. 이러한 개념은 ‘시장으로 이
야기하면 창조적 파괴, 국가 경제로 이야기하면 구조개혁’이라는 개념 정의에
서 명확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성장의 의미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항공산업의 혁신성장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물론, 혁신과 성장의 사전적 정의
가 이용되었겠지만, ‘창조적 파괴’라는 부분에서 혁신의 경우 이론적 의미가
적용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혁신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았다.

가. 사전적 정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혁신(革新)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
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함’으로 정의되어 있다. 성장(成長)은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그리
고 ‘생물체의 크기·무게·부피가 증가하는 일. 발육(發育)과는 구별되며, 형태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증량(增量)을 이른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산업 또는 경제의
성장을 말할 때는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의 정의가 적용된다.

나. 이론적 관점에서의 혁신
기업이 혁신을 촉발한다고 한 것과 같이, 혁신은 주로 경영학에서 다뤄지곤
한다. 경영학에서는 혁신을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탐구하고 다양한 기준으
로 분류하여 연구하고 있다. 조용래·김원준(2010)이 정리한 혁신이론 계보에
따르면, 2007년까지의 혁신이론은 총 4기로 구성되며 당시 Christensen
(1997·2003·2004)과 Chesbrough(2003·2006)의 혁신이론이 가장 최근에 등
장하였다. 1기는 Schumpeter의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이론 등장, 2기는
Schumpeter 가설규명 연구, 3기는 지식 경영 이론 등장 그리고 4기는
Christensen의 존속적·파괴적 혁신이론과 Chesbrough의 개방형·폐쇄형 혁신
이론을 말한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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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용래·김원준(2010), 혁신이론 고찰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산업 혁신전략: 스마트폰 시장 사례분석, p. 5.

<그림 3-4> 혁신 관련 이론의 계보와 주요 논의

1) 혁신 4.081)
Christensen(2015)은 혁신을 존속적 혁신(Sustaining Innovation)과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르면 “존속적 혁신은 꾸준
히 제품을 개선하는 것이다.” 반면, “파괴적 혁신은 현재 고객들에게 중요한
여러 측면과 성능을 희생시키는 대신 (아직) 중시되지 않은 다른 속성들을 제
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82) 이 새로운 속성들은 완전히 다른 시장을 개방하
며, 관련 사례로 소니의 초기 트랜지스터라디오 생산이 휴대용 소형 라디오시
장을 개척을 들고 있다.
파괴적 혁신은 저가 시장 혹은 신규 시장에서 시작되며, 품질이 따라잡을 때
80) 조용래·김원준(2010), 혁신이론 고찰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산업 혁신전략: 스마트폰 시장 사례분석, p. 4.
81) Clayton M. Christensen(2018), 파괴적 혁신 4.0,, 김태훈 역.
82) Clayton M. Christensen(2018), 파괴적 혁신 4.0,, 김태훈 역, p.16.

제3장 항공산업의 혁신과 성장

81

까지 주류 고객에게 인기를 끌지 못한다고 한다. 저자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
어가 남용되고 있으며, 혁신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혁신
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전략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사례로 우버가 파괴적
혁신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을 때, 저자는 우버가 1) 저가 시장이나 신규 시장에
서 기회를 찾지 않았고, 2) 우버의 서비스가 기존 택시 서비스보다 품질이 떨어
지지 않으므로 존속적 혁신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파괴는 과정이고, 파괴적 혁
신을 이루는 기업은 해당 산업 내 기존 기업들과 다른 사업모델을 구축하며, 반
드시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또
한, 파괴적 기업이 나타났다고 해서 과잉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해당 저서에서는 혁신이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존속적 혁신인지 파
괴적 혁신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용자 또는 대상자의 목적에 적합한 혁
신이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가 만족하지
못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2) 혁신 5.083)
이상문·임성배(2019)는 새로 혁신을 정의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혁신이 어
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혁신을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방식을 이전
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여 해당 기업과 이해당사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84) 혁신의 본질 이해를 위해 다양한 기준
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혁신 유형들을 살펴보면, Christensen의 존
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의 개념 또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3) 이상문·임성배(2019), 혁신 5.0. 참고하여 작성함
84) 이상문·임성배(2019), 혁신 5.0.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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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혁신의 분류
기준
혁신의
정도

혁신의
대상

혁신의
지향점

기존
지식의
활용 여부

혁신 유형
점진적 혁신
(Evolutionary Innovation)
혁명적 혁신
(Revolutionary Innovation)
요소 혁신
(Component Innovation)
구조적 혁신
(Architectural Innovation)
지향적 혁신
(Directional Innovation)
교차적 혁신
(Intersectional Innovation)
역량강화 혁신(Competence
Enhancing Innovation)
역량파괴 혁신(Competence
Destroying Innovation)

내용
현재의 시스템을 지속적, 점진적으로 향상
혁신의 폭을 넓힘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창안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분만을 향상
제품과 서비스의 구조 전체에 변화를 주거나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줌
달성해야 할 목표가 명확하여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모든 혁신 역량을 투입하는 경우
정해진 방향 없이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창조적인 혁신의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승화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시장에 있던 제품과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향상
기존의 제품, 서비스 또는 지식을 쓸모없게
만드는 혁신

자료: 이상문·임성배(2019), 혁신 5.0. p. 63-37.

혁신의 진화를 총 5기로 구분하였으며, Chesbrough(2003·2006)의 개방형·
폐쇄형 혁신의 개념이 일부 적용되어 있다. 조용래·김원준(2010)이 정리한 혁
신이론 계보와는 다소 상이하나, 혁신 진화 시기를 구분하고 현 시대의 필요한
단계의 혁신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혁신은 1기 폐쇄적 혁신, 2기 협력적 혁신, 3기 개방형 혁신, 4기 공동혁신
그리고 5기 살아있는 혁신으로 진화한다. 1기 폐쇄적 혁신은 시장선도자 역할
선점을 위해 외부에는 개방하지 않고 조직 내에서의 협력만을 통해 혁신을 이
루는 것이다. 2기 협력적 혁신은 글로벌 경쟁 심화, 고객의 욕구 및 니즈의 급
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혁신을 이루기 위해 타 기업과의 협력이 이루는 단계이
다. 3기 개방형 혁신은 2기에서 나아가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기관, 대학,
전문가 집단, 개인 등으로 협력 대상이 확대된다. 4기 공동혁신은 3기 개방형
혁신에서의 한계인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동기 마련을 보완하는 단계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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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플랫폼을 통해 보완되며, ‘공동창조(Co-Creation)’을 이루어낼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혁신 5기 살아있는 혁신은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개념은 비교적 최근 등장하였으며, 이 패러다임은 크게 2가지 특징
을 가진다. 고도로 발전된 아이디어와 시스템들이 혁신을 하나의 살아있는 시
스템으로 만든다는 것과 혁신의 목표가 기존 ‘가치 창출’ 개념보다 더 미래지
향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표 3-2> 혁신의 진화
단계

1기

2기

3기

4기

5기

명칭

폐쇄적 혁신

협력적 혁신

개방형 혁신

공동 혁신

살아있는 혁신

기업과 기업

외부
연구기관,
대학, 전문가,
개인 등

플랫폼

생태계

특징

조직 내

자료: 이상문·임성배(2019), 혁신 5.0. p. 82-92.

5기 살아있는 혁신의 단계는 결국 4기 공동혁신이 그랬듯이, 그 전 단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플랫폼 전략의 한계인 협력 대상의 한정(플
랫폼 주도 기업이 협력 대상을 선택하게 됨), 협력 범위의 제한(단일시장이나
산업으로 제한됨) 등을 보완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구별되는 5단계 혁신의 특
징은 참여자의 확장, 산업간 가로지름(구글이 검색엔진, 컴퓨터 운영체계 등
기존 산업을 넘어 무인자동차 분야를 시도), 생태계 중심기업과 참여 기업간
공동진화, 개방성 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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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항공산업의 혁신 및 성장 사례 분석
1. 항공산업의 혁신성장 정의
앞 절에서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혁신에 대한 개념, 그리고 혁신과 성장
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혁신성장 정책의 배경인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창
출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전반적인 활력 저하는 우리나라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항공산업은 국제적으로 혁신
을 통한 양적 성장보다는 지속가능개발을 통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 ICAO는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의 2030 아젠다인 지속가능개발과 연계하여 전
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85) 혁신,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은 지속가능개발
을 위한 목표들의 일부이다. 그러나, 기업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혁
을 이룬다는 개념 자체는 혁신성장이 대두된 배경과 별개로 정책적으로 적용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의 혁신성장 개념에서 나타나는 창조적 파괴는
Christensen의 파괴적 혁신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혁신의 개념을 해당 유형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혁신의 개념을 적용하되 기본적으로 사전적 정의를 따르기로 한
다. 즉, ‘방법 또는 조직 등의 변화’와 ‘새로운 사물, 서비스 또는 가치’의 유무
를 기준으로 하였다.
혁신성장은 혁신을 통한 성장을 말한다고 하였다. 성장 또한 혁신과 같이
사전적 정의를 따르는데, 사실 산업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다.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GDP 기여도로 판단을 하거나, 그 외 사업체, 종사
자, 매출액, 부가가치 등 규모 및 생산액 측면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 또는 파
급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통해서도 성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산
업 내의 혁신요소가 그 항공산업 부문의 규모를 확대시키거나 타 산업에 미치

85) ICAO 홈페이지, “Aviation Development”, https://www.icao.int/about-icao/aviation-developmen
t/Pages/SDG.aspx(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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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급효과 정도가 커지는 것을 성장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말하는 혁신성장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산업은 안전 문제로 타 산업보다 규제적 성격이 비교적 강하고, 국가
간 운송이 이루어져 국제성을 갖기 때문에 국가가 단독으로 혁신성장을 위해
임의로 규정을 바꾸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혁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
자 한다. 그러기에 앞서 항공산업에서는 어떠한 혁신이 이루어졌고, 혁신이 이
루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항공산업에서 과거 어떠한 혁신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현
재는 어떠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단, 혁신이 모두 성장으
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LCC의 출현은 기존 항공운송산업의 틀을
재구성하고 항공운송의 대중화 및 양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혁신 사
례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콩코드(Concorde) 여객기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
객기로 주목받았으나 너무 비싼 요금, 소음 등의 문제로 이용객들에게 외면받
다가 결국 2003년 상업운행을 중지하고 만 실패한 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항공산업 내 혁신 사례
가. 저비용항공사(LCC, Low-Cost Carrier)86)
기존 항공운송산업 시장은 LCC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에는 항공사 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비용구조 변화 및 FSC와 LCC 간 사업 모델
의 유사화 등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FSC들은 LCC들을 인수 또는
자회사 형태의 LCC를 설립하면서 비용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을 진행 중이
며, LCC들은 중·장거리노선 진출, LCC 간 제휴 확대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
고자 하고 있다.

86) 국토교통부(2018),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허 및 사후관리 전략 연구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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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의 등장은 실제 항공시장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LCC는 소비자에 대
한 직접 판매, 2차 공항(Secondary airport) 활용, 기존 hub&spoke 전략에서
point to point 전략으로 전환, 기종 단일화를 통한 유지관리비용 절감, 주기시
간(turnaround time) 단축, 기내서비스 최소화, 유료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입
창출 등을 통해 저비용 및 저가 구조를 이뤄 항공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단일기종을 보유, 두 도시간 직행 노선을 중심으로 2차
공항(Secondary airport) 및 비혼잡 공항 위주 운항 전략을 통해 서비스 혁신
을 이뤄낸 대표적 항공사이다. 유럽의 라이언에어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취하
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항공사로, 영국 스탠스테드공항 및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을 허브로 하여 유럽 전역에 걸쳐 200개 이상의 공항에 취항하고 있다.
라이언에어는 영국과 아일랜드 이외 유럽 주요국에서도 거점 공항이나 혼잡한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2차, 3차 공항을 이용한 서비스를 통해 운영비용을 지
속적으로 줄여 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다른 전략으로 크게 성장한 항공사는 젯블루항공으로, 뉴욕 JFK공항
및 보스턴 로건공항,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공항을 허브로 하여 미국 서부 및
중남미 지역을 잇는 장거리 직항노선을 통해 성공적으로 미국 대표항공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아가 보스턴을 허브로 하는 대서양 노선에도 관심을 보이
고 있어, 앞으로 노르웨이항공과 더불어 기존 대서양 노선의 지형을 흔들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 그림은 사우스웨스트와 젯블루의 노선 현황을 나타내
고 있는데, 사우스웨스트는 많은 지역에 대한 직항노선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젯블루는 동부 세 공항을 기점으로 한 다수 노선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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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Blue>

자료: 국토교통부(2018),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허 및 사후관리 전략 연구, p. 212.

<그림 3-5> 사우스웨스트 vs. 젯블루 노선도 비교

나. 기술 혁신
1) 콩코드 비행기87)
흔히 알고 있는 콩코드 비행기는 앵글로 프렌치 사(Anglo-French)가 개발
한 초음속 비행기 중 한 모델이다. 당시 초음속 비행기들 중 유일하게 상용화
되었으며, 영국항공(British Airways)과 에어프랑스(Air France)에서 콩코드기
로 운항을 하였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협력해서 콩코드를 개발했기 때문이
다. 1950년대 말부터 개발하여 1970년까지 총 20대를 생산하였으며, 최대 마
하수 M=2.2까지 낼 수 있어 일반 여객기가 대략 7시간이 걸리는 노선을 대략
절반인 3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혁신적인 시간 절약이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03년에 27년 만에 콩코드 운항을 중단하
였는데, 지나친 투자비와 낮은 연비, 사고88)로 인한 승객 감소, 높은 운영비용
과 유지 비용, 잦은 고장, 소음 공해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문제로 시장이
87) 장조원(2015), 비행의 시대, pp. 161-164; 네이버 지식백과, ｢콩코드 오류｣ 참고하여 작성
88) 2000년 7월 25일 파리 샤를 드골 국제 공항에서 뉴욕으로 가기 위한 에어프랑스 4590편 콩코드기가
이륙하던 중 활주로 바닥에 있던 티타늄 조각에 타이어가 파열되면서 화염 발생, 이로 인해 탑승자 100명,
승무원 9명, 사고기 추락지점 인근에 있던 4명 등 총 113명이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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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지 못하였다. 또한, 항속거리가 7,250킬로미터로 짧아 대서양 횡단은
가능하지만 태평양(인천-로스엔젤레스 9,613킬로미터) 횡단은 불가능하여 노
선 확장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미국은 1971년 초음속기를 여객기로서 실용
성이 없다고 판단, 초음속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였으나, 현재 보잉, 록
히드 마틴, 걸프스트림 등 3개사가 NASA의 기술 도움을 받아 미래형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 중에 있다.

2)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기술의 발달로 항속거리, 연료 효율 그리고 기내환경 등이 개선된 보잉사의
B787, B727-MAX, 에어버스사의 A350, A350-ULR(Ultra Long Range), 봄바
르디어 사의 CS300 등의 차세대 항공기가 국내·외 항공사로 인도되고 있다.
해당 항공기들은 기체 제작시 신소재를 사용하고,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차용
함으로써 항속거리가 길어지고 연료 효율이 개선되었다. 특히, 주목받았던 차
세대 항공기 기종 중 하나는 싱가포르가 에어버스에 주문 제작한 A350-900
ULR이다. A350-900 ULR은 A350-900에 연료탱크용량을 증가시켜 약 20시간
이상, 약 1만 7천㎞까지 비행이 가능하다.89) 싱가포르항공은 2018년 10월 싱
가포르-뉴욕 구간에 A350-900 ULR 기재 운용을 시작했다. 싱가포르-뉴욕 구
간의 비행시간은 약 18시간 45분, 비행거리는 약 1만 5289㎞이다.90) 이후,
2019년 콴타스항공은 선라이즈 프로젝트(Project Sunrise)91)를 통해 B787-9
드림라이너로 현 기준 세계 최장거리 구간인 런던-시드니 구간을 운항했다.
런던-시드니 구간은 약 1만 7800㎞로 비행시간만 약 19시간 19분이다. 콴타
스 항공은 해당 비행시험 이후에도 해당 구간들을 정기적으로 운항할 계획임

89) KBS NEWS, ｢환승없이 20시간 세계 최장 논스톱 비행…지구 반바퀴 한 번에」, http://news.kbs.co.kr
/(2020.01.13.)
90) 국민일보, 「하늘서 19시간… 싱가포르~뉴욕 세계 최장 항공노선 뜬다」, http://www.kmib.co.kr/new
s/(2020.01.13.)
91) 선라이즈 프로젝트는 콴타스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시드니-뉴욕 및 시드니-런던 구간 최장거리 비행시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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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혔다.92)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의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는 두 사례와 같이
최장거리 노선 운영에 활용되고 있다. 항공기 사양이 좋아짐에 따라 항공사들
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항공교통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다.

3) VTOL 개발
최근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 항공기 개발과 운영이 시작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키티호크(Kitty hawk)사의 코라(Cora)는 2021년 VTOL 상용
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토요타에서 신생 스타트업(카티베이터)을 지
원하여 도쿄올림픽에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또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에
서는 VTOL을 대표 교통수단으로 활용 추진 중이며, 이항(2018.7.) 및 독일 볼
로콥터(2017.9.) 시범운영으로 테스트베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93) 볼로콥터
의 경우 2019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ITS 세계대회에서 영국의 스타트업
건축회사 Skyports와 협업하여 이착륙인프라 컨셉 발표와 함께 시범운영을 수
행하였으며, 이항의 경우 중국, 오스트리아, 카타르, 네덜란드 등에서 지속적
으로 시범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VTOL을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체제작사와 자동차
기업, 모빌리티 공유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Uber,
Airbus, Porsche, NASA 등의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 중이다. 세계적인 모빌
리티 플랫폼 기업인 Uber는 Uber Elevate프로젝트를 통해 eVTOL 항공기를
활용한 도시지역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UberAIR 서비스를 추진94)
하고 있다. Uber에서는 UberAir의 추진 현황 및 서비스 방향을 주제로 2017

92) 뉴시스, 「콴타스, 시드니~런던 19시간19분 '논스톱 비행'…세계최장기록 경신」, https://newsis.com/(202
0.01.13.)
93) 김명현(2018), eVTOL 활용 도심 여객 운송서비스 추진현황과 미래, 2018 제1회 항공정책 연구협력
세미나 발표자료.
94) Uber(2018), Uber Elevate Summit 2018 : Live Stream(Day2), https://youtu.be/f138_lTsIvc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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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댈러스, 2018년 LA에 이어 2019년 워싱턴DC에서 Uber Elevate Summit을
개최하였다. 2017년에는 UberAir의 컨셉을 제시하였고, 2018년에는 협력 제
조사와 건축회사 및 실물(안)을 공개하면서 활용 항공기 및 스테이션 컨셉이
연차를 거듭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제3회 행사에서는 댈
러스에서의 구체적인 시범운영계획 및 기체 내부 디자인, JUMPbike 등 개인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Uber는 5개의 항공기 제작사와의
협업을 토대로 2020년 시범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FAA 와의 항행
규정을 협의함으로써 구체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료: Uber(2017), UBERAIR: Closer than you think, https://www.youtube.com/watch?v=JuWOUEFB
_IQ,Uber(2019.06.14.)

<그림 3-6> Uber Air 서비스 추진 미래상

대표적인 항공기 제작사 중 하나인 에어버스에서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도
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항공기를 활용한 도심 교통망 구축에 주목
중이다. Vahana Project는 2018년 1월 1인 또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eVTOL
시험비행을 하였으며, Tilt-Wing과 베터리 동력을 활용하고 Hovering이 가능
한 중거리 항공기체를 제시하였다.95) 에어버스는 파리공항공단(ADP) 및 파리
교통공단(RATP)와 협업하여 2024년 하계올림픽에서의 실제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5) Airbus, https://www.airbus.com/content/dam/corporate-topics/publications/backgrounder
s/Urban-Air-Mobility-Backgrounder-E.pdf(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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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sche Consulting은 eVTOL을 활용한 Mobility Service를 “The Future
of Vertical Mobility” 보고서에서 검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도심부 또는
공항 셔틀 등 도시지역 내에서 활용을 시작하고 정착단계 이후 도시 간 통행까
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향후 eVTOL 운영에 있어
기반시설은 공공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Future of Virtual
Mobility의 시장규모로는 2035년까지 1만 5천 대의 eVOTL을 보유하며 210억
달러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였다.96)

자료: Porsche Consulting(2018), The Future of Vertical Mobility, p. 14.

<그림 3-7> Future of Virtual Mobility의 시장규모 예측

최근 세계 VTOL 시장 발전에 따라 2019년 5월 국토교통부는 ‘에어택시와
자가용 드론을 현실화할 미래 드론 교통 추진’이라는 과제명으로 행정안전부
에 ‘벤처형 조직’을 신청하였으며,97) 제2차관 직속 직제로 지난 2019년 8월

96) Porsche Consulting(2018), The Future of Vertical Mobility,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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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족하였다. 이 조직은 미래형 혁신, 생활·공공서비스 혁신 등 새로운 아
이디어를 제안하는 공무원이 부서장이 되어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2023년 드론택시 상용화‘를 과제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2019~2023년까지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운용기술개발 사업 R&D를 시행하고 있다. 본
R&D에서는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안전운항 기술을 개발하고
OPPAV 안전성 검증 및 비행안전 확보를 위한 운항체계 연구, OPPAV 교통
서비스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제3절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혁신이론들과 과거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항공산업의 혁신사례
들을 살펴봄으로써 혁신의 배경, 주체, 방법 그리고 대상을 알 수 있었다. 혁신
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기존 방법이나 기존 서비스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또는 수시로 변하는 외부환경과 이에 따라 고객들의 니즈가 변하는 상황
이다. 여기서 문제란 혁신 주체들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에 목
표했던 바가 달성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정의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을 문제로 정의할 수도 있다. 혁신의 주체는 모든 시장 참
여자들이다. 과거와 달리 이용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으
로써 이용자들도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과거 항공사들은 주체적으로 저비
용항공사 비즈니스 모델 구축, 항공사 간 협력단계 심화 등을 통해 서비스 혁
신을 이루어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대형항공사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략을 가지고 항공시장에서 성공한 사례이다. 직
접 판매, 기종 단일화, 기내서비스 최소화 등을 통해 항공시장 내 저비용 시장
구조를 만들고, 항공권 가격을 낮춤으로써 기존 항공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97) 매일경제, ｢드론택시 타고 서울시내 누빌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
/05/323060/(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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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잠재수요층을 시장으로 끌여 들였다.
이러한 혁신은 기존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
출하는 데서 이루어지거나 시장의 니즈를 파악해서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때로는 잠재수요를 파악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이
루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 콩코드 비
행기는 혁신사례에 들지만, 시장에서는 실패 사례로 남았다. 콩코드 비행기는
기존 운항시간의 절반만으로 여객이 이동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이루어냈으
나 높은 운영비용, 소음공해 등 다양한 문제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였다. 현
재 다양한 사업자들이 개발 중에 있는 eVTOL도 혁신이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
해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해야 한다. 다만, eVTOL은 기존 항공운송사업 내 소
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에어택시와 관련한 잠재수요를 가진 이용자를 대
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
고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어
야 할 것이다. 미국의 신흥교통기술위원회(NETT) 및 중국의 “선 허용 후 규제”
전략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혁신의 대상은 주로 서비스와 상품이나, 이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나 인프라
그리고 관련 규제가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혁신사례
로 꼽히는 드론택시의 경우 드론택시가 상용화되고 기술이 점차 개발되어 실
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착륙인프라, 공역 문제 등 시스템 개선과
함께 교통 및 운항 관련 법제도를 기존 체계과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변화시켜
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항공산업의 혁신성장은 다양한 주체, 방법 그리고 대상
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 제시가 목적이
므로 구체적인 항공사 등 사업자의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다만,
사업자가 주체인 혁신 소재가 정부정책과 연관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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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항공산업의 혁신 목적, 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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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항공산업 혁신성장 추진 방향 설정
항공산업 현황과 혁신성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항공산업의 혁신성장 목표
를 1)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2) 급격한 외부변화 대응을 통한 산업 지속성장으
로 설정할 수 있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세 가지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를 종합
하여 혁신성장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였다.
① 표적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FGI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집단별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일대일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보다 여러 명의 조사 대상자가 집단으로 참여해 의견을 나
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98)
앞서 항공산업을 크게 항공운송산업, 항공기 제작산업 그리고 항공기 사용
산업으로 분류하였으므로, FGI 표적집단도 각 부문별 종사자(전문가)로 구분
하였다. 다만, 항공기 사용산업은 드론산업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98) NAVER 지식백과, ｢FGI｣,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25238&cid=42266&categor
yId=42269(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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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산업 범위 확대에 따른 이용자 수용성 조사
수용성 조사는 새로운 수단이 도입되거나 특정한 변화가 생긴다고 가정할
때, 이용자의 수용 정도를 알아보는 조사방법이다. 대표적으로, 교통 분야에서
는 자율주행자동차 수용성조사가 수행되었다. Zmud(2016)는 자율주행자동차
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통행특성 변화 및 향후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2016)에서는 수용성 조
사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에 따른 운전행태 변화를 예측하고, 이와 관련
하여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99)

③ SWOT 분석
SWOT 분석은 내부 및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경영전략을 수립하
는 기법으로, 미국 경영컨설턴트인 알버트 험프리(Albert Humphrey)에 의해 고
안되었다.100) 앞서 수행한 항공산업 현황분석, 표적집단면접조사, 그리고 이용
자 수용성 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규정하여 전략을 도출하였다.

99) 한국교통연구원(2016),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및 운전자 수용성 기초연구.
100)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www.moef.go.kr/mi/socecowd/detailTbCurEcnmyW
ordView.do?searchSn=MOSF_000000000023690&menuNo=9050000(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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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항공산업 전략 도출 방법 및 결과
1. 표적집단면접조사(FGI) 수행 및 결과
가. 개요
주요 항공산업 부문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업계 내 현황, 문제점 그리고 변
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FGI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업계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혁신성장에 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는 실제 현직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도출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 조사 개요
- 설문 방법 : FGI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101)
- 설문 대상
· 공항 운영업 : 전문가 2인
· 항공운송산업 : 전문가 4인
· 제조업(유인기·무인기 제작사, 항공기 부품 제작사 등) : 전문가 8인102)
· 정비업(항공사 내 라인정비, 중정비, MRO 업체 등) : 전문가 2인
· 기타(지상조업업체, 여행업계 등) : 전문가 1인
◦ 조사 내용
- 현재 종사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 여부 및 내용
-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
-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
-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의견
101) 일부 표본집단의 경우, 서면 설문조사로 대체함.
102) 사용산업(드론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대부분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들은 주요 사업이 농업, 측량업, 촬영업 등이므로 설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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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의하는 혁신성장의 주체는 민간이므로, 실제 혁신성장의 주역인
산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혁신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이 주도적으로 혁신을 꾀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
이며, 해결을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를 실제 확인할 필요가 있
다. 그 외로 민간에서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 분야별 의견수렴 결과
1) 현재 속한 분야 또는 항공산업에서의 혁신 노력
현재 근무하는 분야 또는 항공 산업부문에서 정부와 기업의 혁신을 위한 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17명 중 15명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답하였다. 항공운송업에서는 셀프체크인 및 웹·모바일 체크인 등 자동화
추진, 효율화 제고를 위한 고효율 항공기 도입, 일자리 창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등을 통해 혁신에 힘쓰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이나 드론 산업
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혁신에 비해 항공운송업에서는 괄목할만한 혁신이 없다
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항공운송업에서도 혁신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실무진까지는 형성이 되지 않아 실제 시행에는 어
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공항운영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공항을 테스트베드로
한 민간기업의 R&D 지원, 해외사업 진출, 공항경제권 조성, 스마트 공항 구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스마트 공항 구현, 대국민 서비스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대다수가 정부가 드론 또는 수직이착륙기 등을 제작
및 사용과 관련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인증 부문에 있어서는 항공안
전기술원을 통해 국내 인증이 외국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 등을 위해서도 R&D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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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였다. 기업에서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력이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을
모른 채 진행되어 실제 산업 발전 및 성장을 가로막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2) 혁신을 가로막는 문제점
산업계에서는 본인이 속한 사업 분야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6가지 문항을 주고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매기도
록 하였다. 문항은 설문조사 이전에 업계 관계자들과 진행한 회의와 2장의 현
황 분석을 토대로 설정하였다. 문항은 ① 사업기반 열악, ② 정부의 과도한 규
제, ③ 외부환경요인에 의한 수익성 악화, ④ 인력 부족, ⑤ 타 산업 대비 경쟁
력 부족, ⑥ 기타로 구성하였다.
조사결과, 가장 큰 문제 1순위로 외부환경요인에 의한 수익성 악화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꼽혔다. 그 중, 외부환경요인에 의한 수익성 악화는 2순위로도
다수 언급되어 항공산업 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제 항공사나 공항 운영자들은 대내·외 정치·경제적 문제나 유가·환율 문제로 인
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최근 한 예로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일본
여행객 감소가 항공사와 공항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들 수 있다.
제조업에서는 해외 업체와의 경쟁, 국내시장의 수요한계 그리고 수요 변화에 따
른 재고관리 문제를 들었다. 특히, 타 산업과는 달리 안전성 문제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공고하기 때문에 부품 제작을 해도 납품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항공사는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 사
업계획변경인가 절차, 노선면허 및 운항시각 유지 조건 등이 해외에 비해 과하
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소비자 편익 위주의 과도한 규제는 있는 반면 항공사를
블랙컨슈머 또는 기내 난동자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현 정부의 노동법 및 근로기준 강화도 항공사 운영 측면에서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제한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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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요인에 의한 수익성 악화 외에 1위부터 3위까지 가장 많이 문제로
꼽힌 항목은 사업기반 열악이었다. 주로 제조업과 공항운영업에서 문제점으로
꼽았는데, 공항운영업에서는 환경변화에 맞는 공항 인프라 부족과 다양한 사
업 추진 주체 간의 관계를 이유로 들었다. 제조업의 경우, 부품 원재료 수급
및 국산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 활성화 및 투자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여행업의 경우, 최근 온라인 기술력을 가진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들이 진입하면서 시장이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기반이 열악해
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 외 제조업에서는 기이한 드론 수요공급 방식에 따른 드론 기업 간 불필
요한 과당경쟁, 이에 따른 드론 사용 목적 및 운영에 따른 기술 융합 불가, 작
은 시장 규모에 따른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공항 운영업에
서는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 공고화로 인한 국민들의 항공여행 선택권 저해 문
제, 항공운송업에서는 안전, 정시성을 우선시하는 산업 특성상 조직 및 사업
혁신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주: 누적 분포 그래프로 2순위는 1순위 값,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 값이 누적된 값임

<그림 4-1> 혁신을 가로막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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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방법
위에서 선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해결방법이 필요한지 항목별로 1위부
터 3위까지 매긴 후,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항목은 총 6개
로, ① 정부 정책 지원, ② 정부 규제 완화, ③ 기업의 경쟁력 강화, ④ 인력
양성, ⑤ 신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 ⑥ 기타이다.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해결방안은 정부 정책지원이다. 주로 제조업에서
정부 정책지원을 1순위로 많이 선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영
세하고 소규모임에 따라 현재 가격 경쟁력을 갖출 만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
고 있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제조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국내산 제품 구입, 국내시장 내 수요처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제조업 육성을 장기적으로 보고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항공기 제조업체의 생산 공장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핵심 기술 국산화에 집중지원이 필요하며, 산
하기관보다는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항공운송업에서
는 정부 정책지원을 주로 2순위로 꼽았는데, 주로 공정경쟁 시장 조성과 노선·
슬롯 확보 등의 항공네트워크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공정경쟁
시장 조성의 경우, 중국과 중동 항공사의 불법 보조금 지원 문제 해결 그리고
정부의 FSC와 LCC의 차별 정책 중단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
외 항공기 도입 등 사업에 필수적인 자원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 정책지원 다음으로 1순위로 많이 선택된 해결방법은 정부 규제 완화이
다. 해당 방법은 주로 항공운송업에서 필요하다고 선택하였다. 글로벌 경쟁에
서 우리나라의 규제가 타 국가보다 강하기 때문에 항공기 도입,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 추진, 사업계획 변경 및 이에 따른 인프라 운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
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과태료와 과징금 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금액이 타 국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필요한 해결방법으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기업
의 경쟁력 강화였다. 제조업에서는 주로 기업에서 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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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힘쓰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동시에 완성도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아이디어 제품 또는 다양한 목적에 특화된 맞춤형 제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공항 운영업에서는 외부환경이
끊임없이 변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
혔다. 항공운송업은 가장 외부환경요인에 의한 수익성 악화가 문제인 만큼, 외
부 환경변화에도 버틸 수 있는 자본구조를 구축하고 대처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자체적인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며, 글로벌 시
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 외 전문적인 인력 양성 필요, 관광업에 대한 정부와 관련 담당자의 인식
변화, 혁신이 적용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전문성 있는 인력을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지식습득 및 실습만이 아닌 성장할 수 있는 훈련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주: 누적 분포 그래프로 2순위는 1순위 값,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 값이 누적된 값임

<그림 4-2> 문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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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항공 산업부문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
할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항공기 제조업 및 사용산업 부문에서는 주로
정부의 역할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단위의 큰 규모의 신규 인프라 구축, 투자
등에 있다고 답하였다. 민간은 공역 문제로 제한된 구역에서만 드론을 시험
비행할 수 있고, 부품이나 기체도 인증받아야 하므로 기업 차원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시장을 확대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드론 산업은 시장 조성 초기 단계이므
로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창출하여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 제품을 생산
했을 때 이를 보호해주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항공운송산업 부문의 경우, 공정거래 및 자유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든지,
항공자유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었
다. 그 외로 모든 산업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사항은
항공산업 생태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지원, 산업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인력양성 등이 있었다. 또한, 정부가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져야 하며,
정부 부처 간 원활한 업무 소통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간의 역할은 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산업 부문별로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부각되었으나, 대부분의 역할들이 공통적
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간은 대외 수출,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을 투자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
업 자체적으로도 공정거래에 힘써야 하며, 항공시장이 글로벌 시장인 만큼 국
제적으로 타 기업과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 외 혁신에 대한
정부시책에 동참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기업
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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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

제조업 및
사용산업

공통 부문

항공운송
산업

정부의 역할
․공공수요 창출
․신규 인프라 구축 및 확장(공역, 시험시설 구축 등)
․제도 개선(산업용 드론 자유 비행 규제 완화 등)
․국내 기업 보호제도 마련(지적재산권 보호 등)
․민간부문 현황 모니터링
․민간에서 어려운 대규모 투자 시행
․인력 양성
․일관된 정책 방향
․산업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정부 부처내 원할한 업무 협조
․항공산업 생태계 지속가능 성장 지원
․공정거래 및 자유경쟁 위한 환경 마련
․시장 확대(동북아, 글로벌 시장 등)
․기존 인프라 개선 및 확장

민간의 역할
․기술 투자 및 확보
․대외 수출 경쟁력 확보
․가격 경쟁력 확보
․역량 강화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 개발
․시스템 개발
․사회적 가치 확대
․정부 시책 동참
․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기업 내부 혁신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맞춤 상품 구성
및 제공
․공정거래
․생산성/효율 제고

5) 시사점
산업 부문별로 혁신을 가로막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은 다소 상이하였다.
항공운송업의 경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단기간에 많은 국적사가 생겨
나면서 과당경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과 중동항공사의 보조금 문제로 불공정 경쟁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항
공운송산업은 어느 정도 성숙된 시장으로 인식하여, 정부의 지원보다는 정부
의 규제 완화를 바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항공운송업 특성상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외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본구조를 확립하고 경영체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은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특히 드론이나 수직이착륙기
제작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드론이나 수직이착륙기 제작은 초기 단계로 가격경쟁력을 갖출 만큼 규
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고 기술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제4장 항공 산업부문 혁신성장 추진 방향 설정 및 전략 도출 105

우리나라 항공기 제작산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자의 형태는 R&D 사업, 공공부문 내 드론 사용처 및 수요 확대, 기술 투자
등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규모의 일이나
성격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항공산업 특성상 민간에
서 네트워크나 시장 규모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의 시장 확대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외에 인력양성, 민간부문 현황 모니터링, 국내 기
업 보호제도 마련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항공산업의 범위 확대에 따른 이용자 수용성 조사
가. 개요
개인용 자율항공기(PAV)가 개발되고 상용화되어 산업 규모가 확대되기 위
해서는 이용자들의 수용 의향이 중요하다. 이용자 수용성 조사를 통해 잠재적
소비자들의 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찾고, 단계별 에어택시 서비
스 이용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용자 수용성 조사를 수행하였다.
◦ 조사 개요
- 수행기간 : 2019년 9월 3일 ~ 9월 9일(7일간)
- 수행장소 : 서울역 공항철도 역사, 도심공항터미널(삼성)
- 표본수 : 811명
-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
- 조사대상 : 출국을 목적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 중 수도권(서
울, 인천, 경기) 거주자
◦ 조사 내용
- 응답자 기본정보(성별, 연령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등)
- 응답자 통행 행태(공항이용 횟수, 여행 목적, 동반자 수, 캐리어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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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등)
- 당일 이용 교통수단(출발지, 수단, 비용, 시간 등)
- 응답자의 의사결정 성향
- 에어택시 이용의향 및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응답자의 단계별 에어택시 서비스 이용 의사

조사 대상은 출국을 목적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으로 한정하였는
데, 이는 해외에서 헬기를 이용한 에어택시 서비스가 주로 공항 셔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자율항공기를 이용한 에어택시 서비스가 도입
된다면, 시행 초기에는 공항 셔틀을 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발 중인 자율항공기의 배터리, 운항 가능 거리를 감안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자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인
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이 많을 것으로 파악되는 서울역 공항철도 역사와 도
심공항터미널(삼성역)에서 수행하였다.103)
조사 내용은 에어택시 서비스 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통
행 행태와 당일 이용 교통수단 그리고 의사결정 성향에 대한 내용과 단계별
에어택시 서비스 이용의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104) 에어택시 이용행
태에 대한 질문을 수행하기 이전에 미래 에어택시에 대한 동영상 시청을 간략
하게 한 후에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였다.

나. 조사결과105)
전체 응답자 811명 중 시간과 비용에 따라 비교 후 에어택시를 이용하겠다
는 응답자는 648명으로, 약 79.9%가 이용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절대 이용하

103) 당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인천공항공사 협조 문제로 시행하지 못했음
104) 조사내용 구성은 한국교통연구원(2016),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및 운전을 참고하였으며, 자동차와
항공기 이용에 대한 규제 및 현황이 상이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만 따로 검토 후 적용하였음
105) 조사결과를 요약 기술하였으며, 세부 데이터 및 결과는 부록 3에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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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겠다는 응답자 163명 중 약 39.9%는 위험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으며,
약 28.2%는 가격이 비쌀 것 같아서, 약 16.6%는 기존 수단 이용이 편리해서,
약 9.2%는 에어택시가 익숙하지 않아서, 약 1.2%는 일찍 출발해서 공항에 도
착하는 것이 편해서라고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답했다.

<표 4-2> 에어택시 서비스 이용의향
구분

(단위: 명, %)

응답자 수

구성비

시간과 비용 비교 후에 이용할 의향 있음

648

79.9

절대 이용할 의향 없음

163

20.1

합 계

811

100.0

전체 응답자의 에어택시 인지 여부는 약 24.5%였다. 에어택시를 알고 있는
응답자 199명 중 177명(약 88.9%)이 에어택시를 이용하겠다고 답하였으며, 에
어택시를 알지 못했던 612명 중 477명(약 77.9%)이 이용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단계별 에어택시 이용의향은 단순 에어택시 이용의향을 조사했을 때와 다
소 상이하게 나왔다. 기술의 차이가 이용자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보기 위해 에어택시 단계를 설정하였다. 1단계는 헬기 이용, 2단계는 전기동
력기체(eVOTL 등) 이용, 3단계는 무인화이다. 이용의향을 1(전혀 없음)부터 7
(매우 많음)까지로 설정하여 답변을 받았을 때, 5 이상으로 답변한 것을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1단계 이용의향은 약 63.7%, 2단계 이용의향은
약 58.8%, 그리고 3단계 이용의향은 약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와 2
단계의 이용의향은 약 4.9%p 정도 차이 났으나, 3단계에서는 2단계의 약 절반
수준으로 이용의향이 감소하였다. 기체의 추진동력 차이보다는 무인화 기술,
즉,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용자의 수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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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단계별 에어택시 서비스 이용의향
구분
응답자 수
구성비
응답자 수
2단계
구성비
응답자 수
3단계
구성비

1단계

전혀 없음
36
4.44
64
7.89
177
21.82

없음
39
0.05
45
0.06
133
0.16

다소 없음
40
0.05
43
0.05
85
0.10

(단위: 명, %)

보통
179
0.22
182
0.22
199
0.25

다소 많음
149
0.18
149
0.18
82
0.10

많음

매우 많음

238
0.29
199
0.25
74
0.09

130
0.16
129
0.16
61
0.08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였을 때 이용자의 지불가능금액을 살펴보았다. 기
존 교통수단 대비 이동시간이 1/2로 감소한다는 상황을 제시했을 때, 최대 지
불가능 금액은 평균 약 3만6천 원이었다. 군집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3만 원대
가 약 28.6%, 5~6만 원대가 약 19.4%, 4만 원대가 약 14.4%, 2만 원대가 약
13.8%였다. 에어택시 이용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안전성’인 것으로 나타났
다. 에어택시 이용의향의 유무를 떠나서 안전성이 가장 우려된다고 답하였으
며, 그 다음으로는 높은 비용, 인프라 부족, 보안 문제 순이었다. 차이가 있다
면 이용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비이용의향자보다 안전성에 큰 우려를 나타냈
고, 높은 비용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이는 응답자들이 에어택시 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인식하고 있고, 이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은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에어택시 이용 의향자를 대상으로 기존 이동수단과 비교하여 에어택시 비
용과 시간이 변했을 때, 이용의향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공항리무진을 이용
한 응답자가 공항철도를 이용한 응답자보다 에어택시를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사점
에어택시 인지도에 비해 응답자들의 에어택시 이용의향은 약 80%로 높은 편
이었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교통수단 진입에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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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변화를 두어 구체적인 에어택시 이용단계를 제시하자 이용의향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헬기에서 전기동력장치로 변경되는 단계보다, 운전
자가 없는 무인화 단계에서 이용의향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안전성이 가
장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용이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최대 평균 이용의향 요금이 약 36천 원이었다. 업
계 관계자에 의하면 헬기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최소 1인당 약 20만 원 수준의
단가는 되어야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실제 우버의
UberCopter(맨하탄-JFK공항) 운임도 1인당 230USD 수준으로, 장래 기술 혁신
및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단가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성, 비용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무인화 기술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항 리무진 및 공항철도와
비교하여 수단을 선택한 것과 같이, 향후 다양한 교통수단(ex, 차량, 택시 등)
이용자 및 타 목적통행을 대상으로 수단선택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교통수단과 보완관계에 있는지, 경쟁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수단전환
율을 예측하여 인프라 구축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에어택시의 경우 빠
른 속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착륙장으로의 접근성이 수단 선택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부 서비스를 위한 통합모빌리티서비스
체계도 구상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는 에어택시 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규정
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허 발부체계 및 인증 체계 등도 마련해야 한다.

3. SWOT 분석 수행 및 결과
가. 개요
항공산업 생태계 분석결과, 항공산업은 개별 부문별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
니라 각 부문 간 연결을 통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항공산업
관련 전문가/종사자 대상 의견 수렴 결과 항공운송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가들의 경우 FSC-LCC, 국적사-외항사 이해관계에 따른 경쟁환경 변화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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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규제에 대한 의견이 많았던 반면, 항공기 제조업 및 사용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우 관련 신규 사업 지원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항공산업 부문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항공기(PAV)의 도심
여객 수단으로써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나 안전성과 비용이 용인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
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항공산업의 현황 및 생태계 분석, 전문가 및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항공산업의 부문별 변화와 문제점을 나열하고, 장래 혁신성
장을 위한 전략을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SWOT 분석은 내부 및 외
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
(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으로, 미국 경영
컨설턴트인 알버트 험프리(Albert Humphrey)에 의해 고안되었다.106)
- 강점(strength): 내부환경(자사 경영자원)의 강점
- 약점(weakness): 내부환경(자사 경영자원)의 약점
- 기회(opportunity): 외부환경(경쟁, 고객, 거시적 환경)에서 비롯된 기회
- 위협(threat): 외부환경(경쟁, 고객, 거시적 환경)에서 비롯된 위협
SWOT 분석은 내외부 환경을 동시에 파악하여 기회는 살리고 위협은 회피
하며, 강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한다는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SWOT 분석에 의해 경영전략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SO 전략(강점-기회전략): 강점을 살려 기회를 포착
- ST 전략(강점-위협전략): 강점을 살려 위협을 회피
- WO 전략(약점-기회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포착
- WT 전략(약점-위협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회피

106)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www.moef.go.kr/mi/socecowd/detailTbCurEcnmyW
ordView.do?searchSn=MOSF_000000000023690&menuNo=9050000(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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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은 매우 간결하고 응용범위가 넓은 일반화된 분석기법으로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본 절에서는 항공운송산업과 제조업 및 사용
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장단점 및 기회/위협 사항을 정리하고 SWOT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 분석 결과
1) 항공운송사업 부문 혁신전략 도출
항공운송서비스는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국제선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2009년 LCC 취항
이후 LCC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2019년 3월 3개 항공
사가 추가로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총 11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공급석 증대, 운임 하락 등을 야기하여
항공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실제 제주 여행
또는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까
지 버스, 철도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항공교통수단(항공기)도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서비스 분야는 기본적으로 타 사업분야에 비해 낮은 수익률
을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중국 사드 갈등으로 인한 몇 년간의 중국 수요 급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항
공사의 수익이 감소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국가 간 경쟁이 필수불가결한
항공운송서비스의 특성상 중국, 동남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항공사 대비 비용
구조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공항, 김해공항
등에서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신공항 건설이 이슈가 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국내 공항의 인프라 한계
도달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며, 최근 오너일가의 부적절한 일부 행
태, 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등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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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공운송사업의 경영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모델이 지
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은 해당 산업의 가장 큰 변화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운영하던 LCC들이 장거리 노선에 진출하거
나 프리미엄 좌석을 배치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 대형항공사
들은 타 대륙 거점 항공사와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하
고 있다. 또한, 양대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과 에어버스에서 장거리 운항이 가
능한 협동체 항공기를 개발하여 상업화하면서 협동체를 활용한 다양한 노선
발굴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흑산, 울릉 등 도서지역 신규 인프
라 확대가 추진 중으로, 향후 소형 항공기 및 운송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대로, 최근의 유가, 환율 상승은 항공운송사업에서 가장 큰 위협요소이며,
불확실성 해소, 비용구조 개선 및 사업 추진 효율화를 위해 대형사 중심으로
항공사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다수 항공사가 병렬적으로 사업
을 진행 중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수요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이용자의 불만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항공사들
에게는 해결해야 할 이슈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항공운송산업은 국가기간교
통망을 담당하는 항공기를 보유한 서비스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수요 증가 및 항공교통 대중화 추세와 함께 점차 이용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7일 이내 환불규정이 항공
권에 적용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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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항공운송사업 부문 SWOT 분석

항공운송사업 부문의 장단점, 기회 및 위협 분석을 토대로 4가지 방향을 구
분하여 도출된 8개 전략은 다음과 같다.
SO – 신규 노선 개척, 장거리 노선 진출, 소형운송사업 등 사업 범위 확대
도서지역, 산간벽지, 도시부 등 서비스 공간적 범위 확대
ST – 항공회담, 운수권 배분 등에서 정부의 국적사 보호 및 적극 지원
늘어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WO – 국적사 간 협력을 통한 비용구조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새로운 기술(스마트공항 등) 도입을 통한 공항인프라 효율성 개선
WT – 중국/동남아 항공사와의 서비스 차별화(고급화 전략)
불확실성(수요/유가 등) 해소를 위한 사업 다각화(육상교통/관광/M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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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기 제조 및 사용사업 부문 혁신전략 도출
항공 관련 기술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는 단연 드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드론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고 H/W 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는 제트여객기
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트여객기의 경우 기존의 보잉, 에어버스와 같은 대형
제작사들과 관련 부품업체 간 거래관계가 공고화 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자체 기술 확보를 통한 여객기 및 부품 개발이 시도되어 왔으나 부품
인증 및 안전성 확보, 내수시장 부족 등의 문제로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다만, Uber에서 2016년 전기동력수직이착륙항공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도심 적용 방안을 제시한 이후 전 세계적
으로 개발 열풍이 일어나고 있으며, 해당 기술에 대한 기반 및 표준은 아직 명
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하고자 하고 있는 상
황이다. 특히 eVTOL의 경우 전기동력을 활용하여 기존 항공기 대비 소음, 배
기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직이착륙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복잡한 도심에서도 활주로 없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아직까지도 PAV(Personal Air Vehicle)에 대한 개념이 기존의
차가 날아갈 수 있다는 플라잉카(Flying Car) 개념과 최근의 eVTOL 개념이 혼
재되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실제 도심부 교통체계 적용 상황에 따라
해당 개념이 명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기를 활용한 도심 서비스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가
는 상황으로, 우선 개인이 소유하는 개념보다는 최근의 카풀,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경제 기반의 이동 서비스가 선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가장 계획이
구체화된 곳은 미국의 Uber로 2023년 수직이착륙전기항공기를 활용한 도심
부 통합모빌리티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항공기 활용 도심부 서비스를 계획
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 중 하나인 유럽의 에어버스는 파리 대중교통 운영사인
파리교통공단(RATP)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심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볼로콥터의 경우 영국의 스타트업 Skyports사와 협업하여 싱가포르 2019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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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회에서 실제 에어택시 이착륙장을 구축하고 시연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카카오, 쏘카 등으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셰
어링, 카풀 등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의 사업 추진 의지는 확
인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 및 국토부에서 혁신성장의 주요 소재 중 하나
로 에어택시라는 개념을 인지하고 있어, 정부 및 민간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실
제 적용의 속도 및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2019년 7월 제2차관
직속 직제인 “미래드론교통담당관실”을 신설하여 미래 UAV 활용 여객 수송 및
물류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에서는
2019년 10월 NASA 출신의 기술자를 부사장으로 선임하고 플라잉카를 주요 사
업 분야로 격상하는 등 에어택시 관련 민관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림 4-4> 항공기 제조 및 사용사업 부문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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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조 및 사용사업 분야에 대한 장단점, 기회 및 위협 분석을 토대로
4가지 방향을 구분하여 도출된 8개 전략은 다음과 같다.
SO – 플랫폼업체 기반 드론 활용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지원
신규 항공기 시험 및 시범운영을 위한 인프라 마련
ST – 기존 산업과의 상생 방안 마련
민간 주도 사업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방안 마련
WO – 선활용 후규제 정책 추진
eVTOL 등 신개념항공기 기술 개발 및 교통수단 활용 추진
WT – 미래 사회 변화 대비 항공수단 활용 로드맵 마련(단계별 적용범위 확대 계획)
R&D 예산투자 확대를 통한 신기술 개발 환경 조성

제3절 항공산업 혁신성장 추진방향 및 전략 설정
항공산업의 혁신성장목표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이다. 이는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태를 포함한다. 혁신성장의 방향은
산업부문에서는 혁신가능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은 산업의 혁신을 준비하는 것
이다. 소비자 행태나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혁신을 주도
하여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항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은
산업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성장 방향 하에 산업부문의 혁신전략 4개와 정책부문의 혁신전략 4개를 제
시하였다. 산업부문 혁신전략은 1) 다양한 사업모델 및 전략 수립, 2) 저소음 고
효율 항공기 도입을 통한 신남방·신북방 노선확대, 3) 신개념 항공기 기술 개발,
4) UAV 활용 신규 서비스 발굴이다. 정책부문의 혁신전략은 1) 사업자 간 공정
한 경쟁환경 마련, 2) 항공산업 인프라 개선, 3) 항공 관련 분야 인력 양성, 4)
항공기 활용 신규 서비스를 위한 운수사업 관련 법제도 검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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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항공 산업부문 혁신성장 추진방향 및 전략

8개의 추진전략은 제2장의 항공산업 현황 및 생태계 분석결과와 본 장에서
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1. 다양한 사업모델 및 전략 수립
항공운송산업부문의 혁신성장 방안으로 장거리 노선확대 경향, 다양한 비
즈니스 모델 확산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어 수립된
전략이다. SWOT 분석에 따라 수립된 항공운송산업 WO 전략과 WT 전략을
포함하며, 포함되는 WO 전략은 국적사간 협력을 통한 비용구조 개선 및 글로
벌 경쟁력 심화, WT 전략은 불확실성(수요/유가 등) 해소를 위한 사업 다각화
이다. 해당 전략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들이 다양한 사업모델 및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들(ex, 조인트벤처, M&A 대비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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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소음 고효율 항공기 도입을 통한 신남방·신북방 노선 확대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여 도출된 전략이다. 항공운송
산업 SO 전략 중 하나인 신규노선 개척, 장거리 노선 진출, 소형 항공운송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를 포함한다. 신남방·신북방 노선으로 대상을 확정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관련 산업, 관광
등의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저비용항공사들이 협
동체(Narrow-Body, 복도 1열 여객기)로 취항할 수 있는 동남아 최대노선은
싱가포르로 한계가 있지만, 향후 저소음 고효율 항공기가 도입되면 항속거리
가 증가하여 더 다양한 도시에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신개념 항공기 기술 개발
신개념 항공기 기술 개발은 우리나라 항공기 제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항공 산업생태계 분석결과, eVTOL 개발 지
원을 통한 항공기 제작산업 활성화가 필요하였다. FGI 수행결과, 항공기 제작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수용성
조사 결과, eVTOL 및 무인화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제조 및 사용산업 SWOT 전략 중에서는 WT 전략 중 하나인 R&D 예산
투자 확대를 통한 신기술 개발 환경 조성이 해당 전략에 포함된다.

4. UAV 활용 신규 서비스 발굴
UAV 활용 신규 서비스 발굴은 항공 산업생태계 분석결과, 드론산업으로의
항공산업 범위 확대 및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확대에 따른 법률 정비 및 지
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시된 전략이다. 항공기 제조 및 사용사업 SWOT
전략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UAV라는 새로운 기체가 상용화되고 시
장규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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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O 전략 중 하나인 플랫폼업체 기반 드론 활용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지원,
WO 전략인 선활용 후규제 정책 추진, eVTOL 등 신개념항공기 기술개발 및
교통수단 활용 추진이 해당 전략에 포함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 SWOT 전략
중 SO 전략인 도서지역, 산간벽지, 도시부 등 서비스 공간적 범위 확대 전략도
포함된다.

5.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 마련
해당 전략은 FGI 수행결과, 항공운송산업의 정부 규제완화 및 정부정책 지
원 필요에 따라 도출된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전문가 그룹은 공정경쟁시
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국제기준에 맞춰 규제수준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에 따른 전략이기도 하다. 중국,
일본 등 외부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환경인지 검토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항공운송
산업의 ST 전략 중 하나인 항공회담, 운수권 배분 등에서 정부의 국적사 보호
및 적극 지원을 포함한다.

6. 항공산업 관련 인프라 개선
항공산업 관련 인프라 개선은 FGI 수행결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도출되었다. 또한, 항공산업 현황분석 결과, 중국, 일본 등 외부 경쟁력이 강화
됨에 따라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도출된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다싱신공항, 일본의 복수공항체제 등이 인천공항에 위협
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도출된 전략이다. 이는 항공운송산업 WO 전
략 중 하나인 새로운 기술(스마트공항 등) 도입을 통한 공항인프라 효율성 개
선 전략을 포함하며, 항공기 제조 및 사용사업 SO 전략인 신규 항공기 시험
및 시범운영을 위한 인프라 마련 전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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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공 관련 분야 인력 양성
항공 관련분야 인력양성은 항공산업 및 생태계 분석에서는 주로 산업 전반
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항공종사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
근 5년간 계속해서 조종사와 정비사의 부족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
는 상황이다. 또한, FGI 수행결과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는데 대부분이 인력양
성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의견이었다. 인력양성은 항공기 제조 및 사용사업 ST
전략 중 하나인 민간 주도 사업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방안
마련에 포함된다.

8. 항공기 활용 신규 서비스를 위한 운수사업 관련 법제도 검토
항공 산업생태계 분석결과, 항공산업 범위 확대 및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확대에 따른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용성 조사 결과에
서도 이와 유사하게 에어택시 사업자에 대한 면허발부 등 관련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며, 동시에 공공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해당 전략은 항공기 제조 및 사용산업 SO 전략 중 하나
인 플랫폼 업체 기반 드론 활용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지원, WT 전략 중 하나인
미래 사회 변화대비 항공수단 활용 로드맵 마련의 일부 과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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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항공 산업부문 혁신성장 추진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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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업부문 혁신성장 추진 전략
1. 다양한 사업 모델 및 전략 수립
2000년대 이후 항공운송사업은 인수합병 및 자회사 형태로 산업구조가 재
편 중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2000년대 이전 많은 항공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였
으나 JetBlue 등 일부 항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자취를 감춘 상황이며, 최근에
는 기존 항공사 인수합병 외 신규항공사 신청이 없는 상태이다.107) 가장 최근
설립된 항공사는 2007년 설립된 Virgin America로 해당 항공사도 2016년 알래
스카항공에 인수되었다.
현재 미국 항공사는 11개(실제 미국에서는 regional, commuter 형태의 수
십 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존재하나, 여기서는 제외)로,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
티드, 사우스웨스트 등 주요 항공사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세력을 키워왔다.

107) USA TODAY, “So you want to start an airline?”, https://www.usatoday.com/story/travel/c
olumnist/mcgee/2017/03/15/start-new-airline/99202234/(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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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미국의 주요 항공사 설립 및 인수합병 사례
구분

미국

’90년

’00년

’10～’18년

‧ Alaska–Virgin
America 합병
(2016)
‧ Valuejet(1992)
‧ American
(이후 AirTran) ‧ Delta –
Airlines - US
airways 합병
‧ Allegiant(1997) Northwest
‧ Frontier(1994)
합병(2010)
(2013)
‧ Jetblue(1998) ‧ Virgin
‧ Southwest
America(2007)
- Airtran 합병
‧ Eastern
파산(1991)
(2012)
‧ United –
Continental
합병(2010)

현재
11개사
(FSC 5, LCC 6)
FSC

LCC

Alaska
American
Delta
Hawaiian
United

Allegiant
Frontier
Jetblue
Southwest
Spirit
Sun country

주: 지역항공사로 분류되는 항공사(Regional/Commuter)는 제외되었으며, FSC/LCC 여부는 CAPA(Centre
for Aviation)의 분류체계를 따랐으나, 최근 설립된 항공사들의 경우 항공기 보유 현황, 노선 등을 검토했을
때 FSC/LCC의 경계가 모호함
자료: CAPA(Centre for Aviation) 및 각 항공사 홈페이지 내용 기반으로 연구진 구성

독일, 일본, 중국은 주요 항공사의 인수합병과 함께 기존 대형항공사의 자회
사 형태로 지배구조가 개편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대표 LCC 중
하나인 유로윙스(Eurowings)는 루프트한자(Lufthansa)의 자회사이며, 루프트
한자는 다수의 지역항공사 및 시티라인들을 보유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유럽 내 다수 국가에 자회사 형태의 항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5-2> 독일의 주요 항공사 설립 및 인수합병 사례
구분

’90년

’00년

’10～’18년

현재
5개사
‧ Hamburg(2010,
(FSC 2, LCC 3)
2014 파산)
FSC
LCC
‧Eurowings(1993)
독일
‧ TUIfly(2006) ‧ Eurowings –
Condor
‧Germanwings(1997)
Eurowings
Germanwings
Germania
TUIfly
합병(2016)
Lufthansa
주: 지역항공사로 분류되는 항공사(Regional/Commuter)는 제외되었으며, FSC/LCC 여부는 CAPA(Centre
for Aviation)의 분류체계를 따랐으나, 최근 설립된 항공사들의 경우 항공기 보유 현황, 노선 등을 검토했을
때 FSC/LCC의 경계가 모호함
자료: CAPA(Centre for Aviation) 및 각 항공사 홈페이지 내용 기반으로 연구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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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일본항공과 전일본공수 두 항공사 중심으로 항공운송사업 재
편과 함께, 춘추항공, 콴타스, 에어아시아 등 외국 자본이 유입된 항공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5-3> 일본의 주요 항공사 설립 및 인수합병 사례
구분

’90년

’00년

’10～’18년

현재
11개사
‧ Airasia
(FSC 2, LCC 7)
Japan(2012)**
FSC
LCC
‧ Jetstar Japan(2011)
Air
Do
‧Air Do(1996)
‧ Peach(2011)
Airasia
‧Skymark(1996)
Jetstar
‧ StarFlyer(2002) ‧ Spring Airlines
일본
‧Solaseed(1997)
Peach
ANA
Japan(2012)
Skymark
JAL
‧ Vanilla Air(2013)
Solaseed
‧ Peach-Vanilla
Spring
Japan
합병(2018)
Transocean
주: * 지역항공사로 분류되는 항공사(Regional/Commuter)는 제외되었으며, FSC/LCC 여부는 CAPA(Centre
for Aviation)의 분류체계를 따랐으나, 최근 설립된 항공사들의 경우 항공기 보유 현황, 노선 등을 검토했을
때 FSC/LCC의 경계가 모호함
** 2012년 설립된 법인은 Vanilla로 변경되고 현재 airasia japan은 2019년 새로 운항 시작
자료: CAPA(Centre for Aviation) 및 각 항공사 홈페이지 내용 기반으로 연구진 구성

에어아시아 그룹은 항공사들 사이에서도 사업 확장 및 지배구조에 있어서
매우 혁신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현지법인 설립에 참여하여
각국의 항공운송산업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운항은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우
는 전략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이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일본 현지 법인을 이용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권 직항 또는 1
회 환승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다.108) 최근 캄보디아, 중국 진출도 모색하
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베트남 TMG 그룹과 함께 베트남 법인을 추진
중이다.

108) 국토교통부(2018),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허 및 사후관리 전략 연구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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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에어아시아의 해외 진출
사명

IATA
코드

국가

설립
연도

비고

에어아시아

AK

말레이시아

2001

말레이시아 국영항공사 인수

타이에어아시아

FD

태국

2003

태국 합작 회사

에어아시아인도네시아

QZ

인도네시아

2004

인도네시아 Awair 인수

에어아시아X

D7

말레이시아

2007

쿠알라룸푸르 기반 장거리
운항

에어아시아제스트

Z2

필리핀

2010

필리핀 합작 회사
필리핀 Zest항공 인수(2013)

에어아시아재팬

DJ

일본

2011

일본 합작 회사
2013년 운항 중단, 2019년
재취항

타이에어아시아X

XJ

태국

2014

방콕 돈무앙 기반 장거리 운항

인도네시아에어아시아X

XT

인도네시아

2014

응우라라이 기반 장거리 운항

에어아시아 인디아

I5

인도

2014

인도 합작 회사

자료: 국토교통부(2018),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허 및 사후관리 전략 연구 p. 214.

항공사의 전략적 제휴형태는 협력 정도에 따라 심화되어 인터라인
(interline), 코드쉐어(Codeshare),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인터라인 협정은 제휴를 맺은 상대편 항공사의 운항 구간을 대신 판
매하는 것으로, 주로 글로벌 항공 동맹체(Alliance) 가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코드쉐어는 인터라인 협정에서 더 나아가 각 항공사의 항공편 좌석을 공유하
게 된다.109) 조인트벤처는 2개 이상의 항공사가 공동 투자하여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항공사간 조인트벤처 협정을 맺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
다. 그러나 반드시 2개 이상의 항공사가 공동 투자하지 않더라도, 항공사가 외
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자본(지자체 또는 해당 지역의 기업 자
본)을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또한 조인트벤처 합작회사로 보는 경우
도 많다.

109) 한국교통연구원(2015),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 확대와 국내 정책 방향」, 현안분석 보고서.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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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설립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5),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 확대와 국내 정책 방향」, 현안분석 보고서. p. 6.

<그림 5-1> 전략적 제휴 형태별 협력 정도

조인트벤처 합작회사 설립의 주요 사례는 앞에서 언급한 에어아시아이다.
에어아시아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위주로 합작
회사를 설립하였다. 에어아시아의 주 시장인 동남아시아 지역은 외국적 항공
사들이 진입하여 설립한 합작회사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CAPA(2018)에 따르
면 동남아시아에서만 해당 합작회사들에 의해 약 230대 이상의 항공기가 운영
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동남아지역 항공기의 약 12% 수준이다.

<표 5-5> 동남아시아 지역 내 조인트벤처 합작 회사
항공사(합작회사)

국가

운영
시작연도

협력 외국적
항공사

타이에어아시아
젯스타아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어아시아
젯스타패시픽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거에어 필리핀

태국

2004

에어아시아

협력
항공사
국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004

젯스타/콴타스

호주

18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필리핀

2005
2008
2012
2012

에어아시아
젯스타/콴타스
에어아시아
타이거에어

말레이시아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3
17
21
N/A

항공기
대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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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합작회사)

국가

운영
시작연도

협력 외국적
항공사

타이거에어 만달라
마린도 에어
타이라이온에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2012
2013
2013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태국

2014

타이비엣젯에어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엑스
녹스쿠트

태국

2014

타이거에어
라이온 에어
라이온 에어
에어아시아
엑스
비엣젯에어

인도네시아

2015

태국

2015

협력
항공사
국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항공기
대수
N/A
46
31

말레이시아

7

베트남

4

에어아시아엑스

말레이시아

2

스쿠트

싱가포르

4

주: 항공기 대수는 2018.04.23. 기준
자료: CAPA(2018), “Cross-border airline JV model: is there still room in Southeast Asia?”
https://centreforaviation.com/(2019.06.20.)

일본도 조인트벤처 합작회사 설립 및 조인트벤처 협약 체결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항공사간 조인트벤처 합작회사로는 젯스타재팬(2012)이 있으며,
콴타스 그룹과 일본항공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되었다. 그 외 춘추항공재팬, 에
어아시아재팬이 있다. 일본의 FSC인 전일본공수와 일본항공은 2011년부터 미
국 및 유럽 항공사들과 조인트벤처 협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전일본공수는 유
나이티드항공, 콘티넨탈항공, 루프트한자항공과 조인트벤처를 체결했으며, 일
본항공은 아메리칸항공, 영국항공, 핀에어, 이베리아항공과 조인트벤처를 체
결했다. 일본항공은 조인트벤처를 통해 고객들에게 일부 노선 공동운임 제공,
통합된 고객 지원, 편리한 스케쥴 및 최적 가격 책정을 위해 4개 항공사의 모
든 항공편 동시 검색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언급하고 있다.110)

<표 5-6> 전일본공수 및 일본항공 조인트벤처 협정 현황
항공사

협력 항공사

협정 구간

체결 연도

전일본공수

유나이티드
항공·콘티넨탈항공

태평양(아시아-미주)

2011

루프트한자·스위스국제

일본-유럽

2011·2012

110) 국토교통부(2016), 동북아 항공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p. 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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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일본항공

협력 항공사

협정 구간

체결 연도

항공·오스트리아항공
루프트한자 화물

일본-유럽

2014

태평양(일본-미주)

2011
2012·2014·
2016

아메리칸항공
영국항공·핀에어·이베리
아항공

일본-유럽

자료: 국토교통부(2016), 동북아 항공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p. 270-271.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5월 1일부로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협력이 시행되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아시아지역(대한민국 외 14개국 포함)
과 미국 간 노선에서 여객과 Belly Cargo(여객기 동체 하부 화물적재공간) 부
문에 대해 협력을 시행한다. 양사가 하나의 항공사처럼 출도착 시간, 운항편
등을 조정하여 스케쥴을 최적화하는 높은 수준의 협력이다.111)
이와 같이 항공사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타 항공사와의 다양한 수준
의 협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
추기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단순히 규제해서는 안 된
다. 다만, 이러한 변화들이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규제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조인트벤처는 해당 노선 수를 줄이고, 가격을 높인다는 우려가 있
다. 즉, 담합의 기능을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미 DOT
와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를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규제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략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같이
살펴보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하다. 실제
노선이 감소하거나 가격이 높아졌다면,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 정부는 가장 높은 협력수준인 합병(M&A)을 고려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각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과 슬롯을 어떻

111) 대한항공(2018), ｢대한항공,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시행 고지문｣. https://www.koreanair.com/
korea/ko.html,(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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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재배분할 것이며, 급작스럽게 운영이 중단되는 노선의 경우 항공교통이용자
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계속해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외국인 지분 비율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
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항공산업 성장을 위해 외국인 지분 비율을 30%에서
34%로 상향 조정하였다.112) 외국인 지분 비율이 높아지면, 다양한 전략을 구
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 조인트벤처 합작회사 설립이 한 예이다. 다만,
마찬가지로 외국인 지분이 증가하면 국내 항공산업 시장이 외국 투자자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현황분석 및 전망을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

2. 저소음·고효율 항공기를 도입한 신남방·신북방 노선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약 40% 이상의 국제선 실적이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으로 집
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또는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해당 노선의 운송실적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동북아 3국 간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또는 정치적 문제를 떠나 식민지 수탈, 역사 왜곡, 독도 주권 등 역사적
문제를 같이 지니고 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적 항공사들은 일본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여객이 감소하자 중
국, 동남아, 대만 등으로 신규 취항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 노선을 빼고
신규 노선을 취항하여 항공기를 넣을 수 있는 배경에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체
결한 항공자유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항공 자유화가 되어있어 별도로 운수권
을 배분받을 필요가 없고, 노선 운영 시에는 상대 공항의 슬롯만 확보하면 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주요한 해결방법은 국가가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맺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항공 자유화 협정을 맺기 위
해서는 상대 국가와 원활한 교류가 있음을 보일 필요도 일부 있다. 이러한 측
면과 더불어 항공사의 대외환경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대비하고 국가 기

112) 뉴스핌(2019), ｢베트남, 항공사 규제 완화...급성장 항공산업 뒷받침｣, http://www.newspim.com/
news/view/20191118001218(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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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맞춰 신남방 및 신북방 국가에 노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신남
방·북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해당 국가에 대한 비즈니스 수요(여객·화
물)와 관광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적 항공사들은 이
러한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며 수요 확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협동체
위주로 기단을 구성하고 있는 LCC들도 마찬가지이다.
신남방 국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ed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지칭한다. 아세안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
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이 포함된
다.113) 현재 국적 항공사에서 취항 중인 도시는 다음과 같다. 현재 LCC들은
보유한 기재 항속거리 문제로 인도네시아까지는 취항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발리에는 FSC가 취항하고 있다.

자료: Tableau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진이 직접 작성

<그림 5-2> 동남아 취항 도시

113)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국가｣, http://www.nsp.go.kr/main.do(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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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 국가는 러시아를 필두로 동슬라브 3국(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
나)·카프카즈 3국(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중앙아시아 5국(키르기
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중국 동북 3
성(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몽골 등 총 14개국이다.114) 현재 국적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 신북방 국가는 러시아, 중국 동북 3성 그리고 몽골만이 포함된
다. 중국 동북 3성을 제외하고, 2018년 8월 기준, 몽골은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이 취항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 항
공이 취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남방 국가에 비해 취항지가 많지 않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운항거리를 살펴보았다. 노란색
으로 표시된 지점이 운항거리 4,000㎞ 이상 5,000㎞ 미만,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5,000㎞ 이상인 지점들이다. 국적 LCC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협동
체(Narrow-Body aircraft)의 항속거리가 약 5천~6천 ㎞로 인도네시아와 같은
일부 5천 ㎞ 이상 지점들도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여객과 화물을
최대로 실었을 때 항속거리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싱
가포르는 인천으로부터 약 4,628㎞ 거리이나, 최근 개설된 제주항공의 싱가포
르 노선의 경우 항속거리가 약 5,796㎞인 B737-800 기종을 좌석 수를 조정하
여 유상하중(payload)를 줄여 운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취항지
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효율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경유하여 갈 의향이
있는 수요를 파악하여 해당 지역 기반 항공사와 협력체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신북방 국가들은 기존의 항공기로도 취항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해당 국가들에 대한 노선이 증대되지 않
은 것은 내국인들의 수요가 불분명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남아는 휴양
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신북방 국가들은 날씨 요인과 잘 알려지

114) 홍완석(2019), ｢신북방정책의 다중적 함의에 대한 해제｣, KNDA Policy Forum 자료,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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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관광요소로 인해 관광수요가 적다. 그러나 최근 블라디보스톡 취항이
많아지고 수요가 증대한 만큼, 수요가 증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북방 국가 중심으로 관광 및 비즈니스 수요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Tableau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진이 직접 작성

<그림 5-3> 인천공항 기준 도시별 운항거리
<표 5-7> 국적 LCC 기단 중 주요 항공기 제원
기종
B737-800
A320-200
A321-200

좌석수
189
77
195

항속거리(㎞)
5796
6165
5416

이륙활주길이(m)
2777
2388
2408

착륙활주길이(m)
1800
1434
1588

자료: 한국항공협회(2019), 2019 포켓 항공현황. p. 90.

LCC들의 장거리 노선 취항은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유류비 비
중 증가, 기재 다양화로 인한 정비 부담 증가 등을 문제로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그러나 일부 외국적 LCC들은 단거리 노선 포화, 타 항공사와의 경
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장거리 노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LCC 항공사들은 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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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노선 진입 초반, 3열 좌석체계를 갖춘 광동체 항공기를 활용하여 노선 운영
을 시작하였다. 장거리 노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회사는 호주의 젯스타 및 말
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로, 젯스타는 단거리 A320, 장거리 B787, 에어아시아
의 경우 단거리 A320, 장거리 A330 단일 기종 전략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표 5-8> 장거리 취항 저비용 항공사 현황
항공사명
Jetstar
AirAsia X
Scoot
노르웨이항공
Air Canada rouge
세부퍼시픽
진에어
Azul
타이 에어 아시아 X
NokScoot
라이온 에어
웨스트 제트
베이징 캐피탈
Eurowings
WOW Air
French Blue
LEVEL

모기업
Qantas
AiraAia
싱가포르항공
노르웨이항공
에어 캐나다
세부퍼시픽
대한항공
Azul
에어아시아
싱가포르 항공
라이온
웨스트 제트
하이난
루프트한자
WOW
IAG

설립 연도
2006
2007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4
2015
2015
2015
2015
2015
2016
2016
2017

대표 항공기
787-8
A330-300
787-8 / 9
787-8 / 9
767-300ER
A330-300
777-200
A330-200
A330-300
777-200
A330-300
767-300ER
A330-200 / 300
A330-200
A330-300
A330-300
A330-200

자료: CAPA(2017), Long haul low cost becomes mainstream as full service airlines gradually
embrace new business models, Airline Leader, Issue 40 p. 20.

저비용항공사 중 가장 공격적으로 장거리노선에 투자하고 있는 항공사는
노르웨지안항공과 에어아시아X로, 노르웨지안항공의 경우 유럽 주요도시뿐
아니라 오슬로공항과 게트윅공항을 기반으로 대서양횡단노선(미국 주요 도시
및 브라질 리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아시아 노선(싱가포르(중
단), 방콕)을 운항하고 있다. 에어아시아X의 경우 쿠알라룸푸르, 방콕 등 아시
아 다수 거점을 중심으로 중장거리 노선을 운영하여 세계 어디에서든 한 번
환승으로 모든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주요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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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위) CAPA(2017), Long haul low cost becomes mainstream as full service airlines
gradually embrace new business models, Airline Leader, Issue 40 p.22.
(아래) 노르웨지안항공 홈페이지, https://www.norwegian.com

<그림 5-4> 에어아시아X와 노르웨이항공의 장거리 노선 현황

제5장 항공 산업부문 혁신성장 세부 추진 전략 135

이러한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국적 LCC들도 장거리 노선 확대를 적극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양대 항공기 제조사의 성능 개선 협동체 제작은 LCC가 장
거리 노선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B787, A350 등 양
대 항공기 제조사의 신규 광동체(Widebody)뿐 아니라 B737MAX, A320NEO
등 성능 개선 협동체 출현으로 협동체를 활용한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해졌
다. 특히 대서양 횡단 노선, 북미동서부 횡단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게 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협동체를 활용하여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주요 항공사는 미주 및
유럽 항공사로, 파나마의 코파항공, 미국의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델타, 유럽
의 아이슬란드에어, 터키항공, 노르웨지안항공, 시베리아(러시아), 에어링구스
(아일랜드) 등이 있다. 단, B737MAX 항공기가 잇따른 추락사고로 인해 2019
년 3월 이후 세계적으로 운항중지 중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자료: Statista, “The New Trend: Narrowbody Aircraft Flying Long Haul”, https://www.statista.com/(2019.10.23.)

<그림 5-5> 협동체 활용 장거리 노선 운영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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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에어부산에서 A321neo 기종을 이용한 부산-싱가포르
노선 운항을 시작으로115) 운항이 불가능했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노선
운항이 가능해졌다. 제주항공도 2019년 7월 기존 B737-800 항공기의 유상하
중을 줄여 부산-싱가포르 노선을 운항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선 취항 변화
는 최근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B737MAX 도입을 추진하던 대한항공, 이스타항공과 티
웨이항공의 경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이미
B737MAX 2대를 도입한 상황에서 운항불가 조치가 내려져 결국 B737-800 항
공기로 대체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능개선 협동체가 각 항공사로 인도되
어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일은 그리 멀지 않은 일로 예측되므로, 각 항공사
들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항공사가 중장거리 노선을 운영함
에 따라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단거리 노선의 과당경쟁 이슈가 공간적으로 확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표 5-9> 국내 항공사 신규기재 도입 계획(2019년 6월 현재)
항공사

현황

기종

계획**

대한항공

174

매우 다양

3

아시아나항공

84

매우 다양

2

제주항공

44

B737-800

1

기종
B737MAX-8(2)
B787-8(1)
A321neo(1)
A350-900(1)
B737-800

진에어

26

B737-800(22), B777-200(4)

-

-

에어부산

26

A320-200(8), A321-200(18)

-

-

에어서울

7

A321-200

-

-

티웨이항공

27

-

-

이스타항공

21

B737-800
B737-800(17), B737-900(2)
B737MAX-8(2)*

1

B737MAX-8

주: * 이스타항공은 기 도입한 737MAX 2대 대신 B737-800 기종으로 대체 도입하였으며, 현재 주문 중인
항공기도 대체 고려 중임
** 현재 주문이 이루어져 제작 중인 항공기로, 각 항공사의 장기 계획과는 상이함
자료: Planespotters.net 홈페이지, www.planespotters.net, (2019.06.24.)

115) 부정기편 취항을 시작으로 하여 정기편 운수권을 배분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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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개념 항공기 기술 개발
최근 항공기 제작 분야에서 가장 크게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단연 전기추진
수직이착륙항공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다.
eVTOL은 기술적으로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뉜다.116) 먼저 Vectored Thrust
& Lift + Cruise는 추력편향(추력의 방향을 변화하면서 항공기 제어) 기능을
탑재한 항공기로, 로터의 방향을 바꾸거나(tilting) 수직/수평 방향의 로터를
각각 이용하여 수직이착륙 및 전진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Wingless
(Multicopter)는 헬리콥터가 하나의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것과 달리 다수 로터
를 이용하여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Hover Bikes & Personal
Flying Devices는 공중부양보드 또는 오토바이를 의미하며, Electric
Helicopters는 전기 동력 헬리콥터이다.
여기서, Wingless 형태의 항공기를 저속형, Vectored Thrust & Lift + Cruise
형태의 항공기를 고속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Wingless 형태의 경우 로
터가 고정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추력을 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직이착륙항공기 활용 여객운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Uber, Airbus의 경
우 도심부 내 중장거리 통행에서 더 우위를 점하고자 고속형 항공기를 활용하
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추진항공기는 배터리 용량 한계로 인해 긴 시간 먼 거리를 비행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기존 대형 여객기의 경우 필요한 동력에
너지(특히 이륙 시)를 배터리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항공기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같이 내연기관의 효율 향
상 및 탄소배출 감소 효과 및 전기배터리 용량 한계 극복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 2019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선보인 Bell 사의 Nexus는
전기동력원과 함께 가스터빈을 함께 이용하는 하이브리드수직이착륙항공기로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기존의 여객기도 보잉(Zunum, Cuberg), 에어버스(롤
116) The Vertical Flight Society 홈페이지, http://evtol.news(2019.10.23.)

138

스로이스, 지멘스) 등 기존의 항공기 제조사와 함께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하이브리드여객기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산업용으
로 활용되는 드론도 활용시간을 늘리기 위해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발되어 이
용되는 상황에 있다.
기존의 항공기 및 드론 제작 산업에서 기존 제작업체와의 기술 격차, 내수
시장 부족, 단가 문제 등으로 산업 발전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한 전기 및 하이브리드 추진 항공기 출현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수직이착륙항공기 개발을 위한 R&D 추진과 함께
한화시스템의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K4 Aeronautics) 인수, 현대자동차의
NASA 출신 기술자 부사장 영입 등 민관에서의 다양한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직이착륙항공기는 기존 항공기의 장거리 통행수
단으로써의 역할에서 벗어나 도심부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며, 이에 활용되는 기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할 필요가 있다.

4. UAV 활용 신규 서비스 발굴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중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은 아마존이다. 아마존 프라임
에어의 경우 2013년 12월 처음 소개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적자에도 불구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토가 방대하고 인구
밀도가 낮은 미국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업 활성화 시 일반적인 공로 활
용 물류에 비해 비용이 혁신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 사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ber Eats의 경우 최근 맥도날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드론을 활
용한 배달 서비스를 추진 중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드론만을 이용해 최종
배달지점까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 일정 허브에서 배달차량 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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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하여 해당 차량이 최종적으로 배달지점에서 음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드론의 보안 및 안전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드론 활용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영역에서는 구호품, 혈액 등 배송 분야, 해양오염 관리, 방송 영상 콘텐
츠 제작 분야, 산불 등 감시 방재 분야, 국방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공수요 및 국내 드론 제작 업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요조사
및 예산 지원을 진행 중에 있다.
드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발굴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드론만”을 이용한
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드론을 포함한” 서비스를 도출하는 것이다. 안전, 보안,
운용시간 등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드론만을 활용한 서비스에서는 활용 범
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대중의 드론에 대한 시선
이다. 아무리 안전하고 편리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방해물로 여
겨지게 된다면 활성화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활용 사례를 노출하고 분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항공서비스는 결국 여
객을 운송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다. 최근 항공운송서비스의 규모 확대로 항공
교통이 대중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찾아볼 수 있으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항공이라는 글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항공교통수단이 아직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의 Uber를 중심으로 항공수단을 포함한 도시
내, 도시 간 통합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며, 항공교통이 기존 장거리 지점 간을 연결해 주는 수단의 역할만을 벗어나
도시 내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에어택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제3회 Uber Elevate Summit에서 가장 핵심이 된 주제 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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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port를 기반으로 한 수단 간 환승체계 구축이었다. 기존 Uber에서는
Vertiport와 Vertistop을 구분한 이착륙인프라 개념을 제시하였다. Vertiport
에서는 이착륙과 충전, 정비가 모두 가능하고 Vertistop에서는 이착륙만 가능
하도록 하는 컨셉으로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이는 최대한 많은 지점에서 이착
륙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최대한 가까운 지점에서 에어택시를 이용하
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한 Skyport 개념은 도시 내 주요 지점에 이착륙, 충전, 정비와 함께 도시
내 주요 교통수단(승용차, 택시, 우버, 자전거, 전동스쿠터 등) 간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지점으로 에어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중되도록 하
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자료: Uber Elevate Summit 2019 발표자료, “Moving cities session(day 2)”. (연구진 촬영)

<그림 5-6> UberCopter의 뉴욕시내-JFK공항 서비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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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어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최초
출발지에서 이착륙장까지, 이착륙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Uber에서는 2009년 사업 시작 후 전 세계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지역별 OD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기
반으로 2023년 에어택시 서비스 도시로 선정된 미국의 LA, 댈러스 및 호주 멜
버른의 주요 Skyport 지점 선정 및 비용 감축을 위한 승객 풀링 계획을 수립하
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버는 자사가 획득하고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
로 지속적인 분석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아가 Uber에서는 2019년
7월 UberCopter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는 향후 에어택시 상용
화에 대비한 사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뉴욕 로어맨하탄-JFK공항 간 서
비스 예정으로 1인당 가격은 230USD 수준이다. UberCopter는 서비스 시작
당시 플래티넘 및 다이아몬드 회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는데,117) 이는
Uber에서도 해당 서비스의 타겟을 일반 시민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뜻
이다. 다만, 향후 전기화, 무인비행, 풀링을 통한 운임 감소를 통해 일반 시민
대상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도 Blade 사에서 뉴욕시
내-JFK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와의 차이는 결국 출발지에
서 로어맨하탄까지, 로어맨하탄에서 공항터미널까지 Uber의 서비스를 통합하
여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

117) 플래티넘(다이아몬드) 회원 조건: 6개월 간 2,500(7,500) point 이상 적립(1USD 당 UberPool
1point, UberX 2point, Uberblack 3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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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부문 혁신성장 추진 전략
1.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
항공운송산업이 성장해오면서 다양한 국적 항공사들이 출현하고 외국적 항
공사의 시장 진입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의 오너 리스크, 일본 불매운동 등
은 국적항공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기임과 동시에 다양한 사업모델로의
확대를 도모하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항공사의 다양한 사업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항공 자유화이다.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타국과
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과거 미국, 일본과의 항공 자유화
이후에도 실제 국적 항공사들의 노선 점유율이 더 높게 나타나며 충분히 경쟁
력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1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약 3년간 여객부문
항공자유화가 체결된 국가는 가이아나(’16년), 바하마(’16년) 그리고 필리핀
(’17년, 마닐라 제외)뿐이다. 물론, 항공자유화 체결에는 항공부문을 제외하더
라도 외교, 무역 그리고 정치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향후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시장은 중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시장이 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특히 아세안 항공자유화 협정을
통해 시장을 확대시켰다. 2004년 채택된 ‘Action Plan for ASEAN Air
Transport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2005-2015’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간 다자조약으로 발전시킨 후, 2016년 ASEAN의 10개국의 1~5자유 자유화가
체결되었다. 이는 에어아시아 그룹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라
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동남아 일부 국가들과 3~4자유 자유화협정이 체결되
어 있는 상태이다. 향후 국적 항공사들이 저소음·고효율 항공기를 도입하여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아세안 시장과의 자유화
또는 양방향 항공협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18) 국토교통부(2016), 동북아 항공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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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국제 항공수요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두 나라는 결국 경
제, 사회, 문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중국이다. 이 중 일본과는 이미 자
유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항공자유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및 일본과 계속해서 대외적 이슈가 주기적으로 발생하
고 있으므로 항공사들의 운수권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공자유화가
필요하다. 다만, 중국의 경우 사업 규모, 인건비 등 비용 측면에서 우리나라
항공사 대비 비교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자유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노선 또는 공항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항공자유화에 앞서, 중국 항공사와 중동 항공사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몇 년 전부터 중국과 중동 지역의
해당 국적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국적 항공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
공사들로부터 문제라고 제기되어 왔다. 2019년 7월 미국 Open&Fair Skies는
중동 항공사인 카타르항공, 에티하드항공 그리고 에미레이트항공이 2004년부
터 해당 정부로부터 약 520억 달러(약 한화 61조 원)의 불법보조금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지적한 바에 따르면, 무이자 대출 및 주주 대출, 지분 투입, 보조금(항
공기 구매 등), 이자 절감, 정부의 유류비 헤징 손실 인수, 공항세 보조금 그리고
여객세 면세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항공사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19) 그러
나 카타르항공에서는 이러한 자금은 우리 정부 기금이 소유한 회사의 적절한
정부 자본이라며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120) 중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는 없으나 항공업계에
서는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6년 베이징·상
하이·광저우를 제외한 지방정부가 국적 항공사에 지원한 보조금이 최소 86억
위안(한화 약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21)

119) 머니투데이(2019), ｢‘보조금만 60조’ 중동 항공사, 한국 하늘길도 위협｣. https://www.mt.co.kr/(2019.10.24.)
120) 대한항공 뉴스룸, ｢델타항공 제작 영상 - 중동항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https://www.youtube.co
m/watch?v=KSOqearP8Cw&feature=youtu.be(2019.10.24.)
121) 아주경제(2018), ｢중동은 보조금으로 세계시장 잠식...규제 막힌 한국, 경쟁력 상실 시간 문제｣.
https://www.ajunews.com/(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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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은 항공사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
요하다. 또한, 중동 항공사 및 중국 항공사의 저가 항공권 공세는 인천공항의
허브화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미 미국, 유럽,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많은 항공사들과 국민들
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례로 호주의 콴타스 항공은 중동 항공사
들로 인해 유럽노선 수요를 많이 잃었고, 그 결과 일부 유럽 노선 운항을 중단
하였다. 이로서 국민들은 직항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반드시
경유를 해야지만 해당 유럽국가로 갈 수 있게 되었다.122) 이러한 상황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 또는, 미국, 유럽, 호주와 함
께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환경은 내부적으로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적 FSC들
은 정부가 국적 LCC 위주로 항공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입장
인 반면, LCC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기존 항공운수사업자들을 보호해주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러한 갈등은 운수권 배분 결과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적 FSC는 신규 노선에 대한 배분이 국적 LCC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국적 LCC 위주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국적 LCC는 항공산업 내에서 기존 항공운수사업자에게 우선권
을 보장해주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이 경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운수권 배분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배분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설명을 해주
지 않기 때문에, FSC와 LCC의 입장이 상반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운수권
배분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다. 운수권 배분 과정은 공개되지 않으며, 배분결과는 단순 통보하
도록 되어있다. 배분 주체는 해당 규칙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항공
교통에 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이다. 별표에서 제시하
고 있는 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높은 점수를 받은 항공사 순서로 운수권 배분

122) 머니투데이(2019), ｢‘보조금만 60조’ 중동 항공사, 한국 하늘길도 위협｣. https://www.mt.co.kr/(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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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는데, 평가지표의 일부 항목이 정성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항
공사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러한 정성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지 의
심하는 것이다. 평가과정을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운수권 배분을 신청한 항공
사들에게는 평가결과와 부연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항공산업 관련 인프라 개선
가. 기존 산업 인프라 개선 및 확대
기존 항공산업 내 인프라는 공항과 공항간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배분받아야 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국제선 노선
은 인천에서 출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 수요 증가와 함
께 인기시간대 슬롯이 부족해지면서 신규 노선 확장이 필요한 국적 LCC 중심
으로 지방공항 단거리 노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때 슬롯 확보가 중요
한 만큼 공정성이 요구되어 2018년 3월 슬롯 배분 주체가 변경되었다.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 조직’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슬롯을 배분받는 항공사들은 배분 업무에서 배제
되었다. 이와 동시에 문제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슬롯을 시간당 63회에서 65회
로 상향 조정하였다. 해당 개정내용은 슬롯 배분을 위한 지침인 항공기 운항시
각 조정업무 세부운영지침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항공사들의 운항실
적이 증가하고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공정한 슬롯 확보를 위한 방안만큼 슬롯
확대가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인천공항은 제4활주로 신설 사업을 시작하여
2023년 슬롯이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슬롯이 확대되기 위
해서는 단순히 활주로 신설 외에도 중국 및 북한과의 공역 문제, CIQ 및 관제
인원 부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
기간 내 해결이 어려우나 단계적으로 문제를 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슬롯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문제는 김포공항의 활용 확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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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포공항은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나리타 단일 허브공항 정책에서 탈피하여 하네다공항의 국제선
노선을 늘리기 시작했다. 물론 이는 나리타공항의 시설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오히려 대부분의 국제선 노선이 하네
다 위주로 신설되면서 양 공항체제에서 하네다 공항 위주의 발전으로 나타나
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포공항을 기존 김포-하네다 노선, 김포-송산 노선
과 같이 도심부에 위치한 공항과 연결되는 노선 위주로 배분하는 것은 공항
접근성 측면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천공항 허브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포공항의 국제선 노선은 일본 하네다, 오
사카(간사이), 중국 북경, 상해(홍차오) 그리고 대만 송산뿐이다. 주변 단거리
노선 위주로 확대가 된다면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 주변 지역 주거민들과의 소음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전체 국
가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상호간 협의가 필요하다.
CIQ 인원 부족 문제는 스마트공항을 구현함으로써 일부 해결할 수 있다. 스
마트공항을 통해 공항운영자는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할 수 있다. 최근 개장한
중국 다싱신공항에는 다양한 첨단기술이 적용되었다. 자동 체크인, 자동 수화
물 위탁 기기, 인공지능 및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된 보안검사대 등이 있어 수
속시간이 획기적으로 축소되었다는 평이다.123) 우리나라에서도 인천공항과
일부 공항들이 스마트공항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에 도입된 로
봇은 공항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항 내에서
의 즐거운 체험 기회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편의성 및 신속성 제고
를 위해 정부에서는 스마트공항 구현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주도해 나갈 필요
가 있다.

123) 한국경제(2019), ｢‘홍콩섬 절반 크기’ 中 다싱공항, 여권·티케 없이 지문인식으로 탑승｣,
https://www.hankyung.com/(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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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도심부 항공물류에 대한 국토부 내 추진 조직이 신설
되고, 관련 R&D도 진행되는 등 미래 도심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인식은 존재
하는 상황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구성된 상황은 아니다. 실제 도심부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수직이착륙항공기 등 기술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도시부 공역
및 항로, 이착륙장 개발 및 운영관리, 통합플랫폼 개발, 기존 운송업계와의 사
회적 합의 등 해결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매우 다양하게 얽혀 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
집하고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에어택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헬기 또는 활용 가능한 기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추진하고, 법제도적 한계
및 이용자의 수용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제 적용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경기에서 공항 간 에어택시를 추진한다면, 지방정부, 국토부, 국방부, 인
천국제공항공사, 플랫폼사업자, 헬기서비스 가능 항공기사용사업(또는 소형운
송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건축설계사 등 많은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
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헬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면, 실제 운항에
있어 발생할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실
제 수직이착륙항공기 개발과 함께 운항되는 항공기만 교체하여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항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교통체계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며, 민간업체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자,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 장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굳이 해당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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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인력양성은 정부의 역할로, 특히 항공산업은 종사자들의 전문적인 지식, 기
량 및 경험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인력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조종사의
중국 이직 및 국적 항공사의 숙련된 정비사 부족 문제는 급격하게 성장해 온
국내·외 항공운송시장 규모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크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조종사 및 정비사를 항공사에서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교육·훈련을 받
은 군 인력이 민간으로 이동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인력이 공급되어져 왔다. 과
거 항공시장 규모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항공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짐
과 동시에 기술 개발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적응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훈련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2018)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부조종사 및 초급 정비
사의 수급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공급을 말한다. 2018년 항공사 인사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과에 따르면, 신입 정비사에 대한 만족도는 각 사마다 상이하다. 이는 항공사
마다 신입 정비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서이기도 하겠지만, 일부에서는 영
어능력이 출중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평도 있었다. 이러
한 문제를 정부에서는 인식하여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항공정비사의 A320
및 B737 기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일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설하였
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정비사 교육훈련기관에서는 항공사들의 기단과는
상관없는 세스나 등을 대상으로 정비교육을 수행하고 교육·훈련이 종료되므
로 보다 효율적인 교육·훈련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적과실(실수)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정비사 교육·
훈련에 VR을 활용하고 E-learning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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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MPL 과정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
종사 양성방안으로 대두되었다. 현재 MPL 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와 항공
사는 많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MPL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과정은
전무하다. 이는 민관이 협력하여 바뀌어야 하는 부분으로 MPL 과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항공운송산업 종사자 양성 외에도, 드론 산업의 성장과 에어택시의 실
현 가능성 그리고 제조업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양성 제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무인항공기 조종사 양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
만, 실제 해당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의 기술자 양성
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같은 기술자들은 여
러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력
양성과 동시에 항공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4. 항공기 활용 신규 서비스를 위한 운수사업 관련 법제도 검토
드론을 통상적으로 25kg 미만의 무인비행장치라고 인식한다면, 이러한 드
론을 활용한 농업, 측량, 감시 등의 활용 서비스는 현재의 법체계 상에서 임무
에 맞춰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장래 드론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나아가 여객 또는 화물의 물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법제도적으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아지게 될 것이다.
에어택시가 실제 도심부 운수업으로 활용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항공사
업법을 그대로 따르기도 어렵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그대로 따르
기도 어렵다. 다음 표에 제시된 바를 근거로 할 때, 지자체 또는 소형항공운송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여 초기에는 항로별 면허를 발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장래 더 복잡한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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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체에 대한 면허 형태로 확대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도심부
활용 항공기가 항공사업법에 정의될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운수사업법이 마
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산업 또는 서비스가 출현하였을 때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는
법규정 자체를 구성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과의 마찰을
해결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타다의 경우에도 기존의 운수사업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서
비스가 시작되었으나 기존의 택시업계(특히 개인택시)가 반발하면서 해결 방
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결국 국토교통부에서는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와 같은 모빌리티 사업자가 각각의 비즈니스모델에 따른 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택시면허를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각 사업자가 택시업체를 사들이는 등
의 상황에 놓여 있다.
도심부 항공교통서비스의 경우 기존 항공운송사업자와 사업 범위가 겹치지
않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카풀-차량공유-택시업체 간의 갈등과는 다
른 양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래 교통서비스 양상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갈등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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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면허

법 근거

등록/신고/면허/
허가 등 여부

X

X

-

법인의 국적
제한 여부
(등록지 또는
지분 제한 등)

외국인 임원
취득제한
여부

기타

결격사유

일반철도

구분

-

X

X

-

X

X

면허
(시내,농어촌
)
등록(마을)

시내(마을)

운수종사자 마약, 성폭력 등 전과자 금지
(법 24조)

-

개인택시는 과거
운수사업 관련
경력자여야 함
(시행규칙
제19조)

-

X

X

X

면허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임원의 1/2 이상
제한
(법 제54조)

면허(법인)
등록(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외(고속)

X

면허
(50인승 이하 소형은
등록)

면허
(국가/지자체
가 아닌 경우)

택시

외국법인이 지분 50%
이상 보유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10조)

항공사업법

항공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표 5-10> 국내 주요 운수업 별 면허 및 운영 체계 비교

-

X

외국인
해상여객운
송사업 인정
(법 제6조)

항로별 면허

해운법

해운

1대 이상

인가
(법 제14조)

노선, 운항계획,
항공기 수, 형식,
손익계산서, 인력
계획, 항공 관련법
위반 사항 등
(시행규칙 제8조)

도시철도사업
계획에서
정한 대수
충족
신고
(법 제31조)

노선,
운행횟수,
운영시설,
종업원
확보여부 등
(시행령
제4조)

철도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승인

제한없음

신고
(상한 제한)
(법 제9조)

노선,
운행횟수,
운영시설,
종업원
확보여부 등
(시행규칙
제3조)

철도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승인

운송수단 보유
요구 수준 및
대여가능 여부

요금의 결정체계
(인가, 신고 등)

사업계획서 주요
요구내용

안전사항 요구
수준

X

시외(고속)
X

시내(마을)

사무소영업소 명칭 위치,
대수, 정원, 연식, 배차계획,
운행계통별 터미널, 정류소
명칭 및 거리, 차고지 계획 등

안전띠, 보험, 운행기록장치(DTG),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정보 제공(음주여부 등) 등
(법 제21조)

사무소 명칭
위치, 대수 종류
연식, 차고지
계획 등

신고
(법 제8조)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기준 충족

X

택시

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공되고 있는 교통수단별 관련 법령을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진에서 직접 작성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승인

50억 이상

X

X

자본금 요구 수준

항공

도시철도

일반철도

구분

여객선
안전관리 및
이력 공개
(법 제11조3)

항로, 사용
선박,
운항횟수,
출발도착시
간, 시설계획,
3년간
예상수지,
부대사업계
획등
(시행규칙
제2조)

신고
(법 제11조)

제한없음

X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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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및 시사점
항공산업은 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 제조업이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이 중 최근 LCC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항공운송사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기존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더불어 2000년대 이후 6개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함과 함께 2019년에는 3개
항공사가 추가로 면허를 발급받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다만, 최
근의 유가 상승, 일본 불매운동 이슈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항공사의 사
업 다변화 및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 제조업의 경우 우
리가 흔히 항공기하면 떠오르는 제트여객기의 경우 보잉, 에어버스 양대 기업
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격차, 내수 기반 부족 등으로 운송사업 대비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용기 중심의 완제기 제
작 및 일부 부품 납품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드론산업 출현은 항공산업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
력이라고 할 수 있다. 드론의 범위를 기존의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로 한정
하지 않고 여객이 이용하는 (무인)항공기까지 확대한다면 4차산업혁명시대의
항공 부문 이슈는 모두 드론으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 이슈는 항공기 제조 분야의 새로운 기술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운송사업의 범위가 기존 장거리통행 중심에서 도시 내 중단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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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될 수 있다. 또한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의 헬기 활용 대체
및 새로운 서비스 도출을 통해 항공기사용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항공산업 이슈 및 문제점을 파악
하고, 장래 변화를 예측하여 항공산업의 혁신성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혁신과 성장이 항공산업에서 어떻게 정의될 것인지와 함께 실제 LCC와 같이
혁신이 성장으로 이어진 사례와 콩코드와 같이 혁신이 성장으로까지 이어지지
는 못한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LCC와 콩코드의 차이점은 수요자(고객)의
니즈에 부합하였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으며, 앞으로 나타날 항공 관련 신규 산
업 및 서비스와 더불어 기존의 산업에서도 이용자의 니즈를 고려한 혁신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항공산업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인터뷰를 통한 혁신성장 관련 정책 이슈
청취 결과 항공운송산업 종사자는 공정경쟁환경 마련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제조업 및 사용사업 관련 종사자는 산업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장래 혁신성장 소재 중 하나로 예상되는 에어택시
에 대한 수용성 조사 수행 결과 이용자들은 안전과 운임(비용) 문제를 매우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산업 및 혁신성장 관련 현황 조
사, 전문가 및 종사자 대상 개별 인터뷰를 토대로 항공운송산업 분야와 항공기
제조업/사용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산업 부문 혁
신성장 추진 전략 및 정책 부문 혁신성장 추진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다소 성장동력이 약화된 항공운송산업의 저변 확대
를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 및 시장 확대를 도모해야 하며, 수직이착륙항공기,
하이브리드항공기 등 신개념 항공기 개발을 통해 항공기 제조업의 새로운 성
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드론(UAV, 무인항공기)을 활용한 신규 서비
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산업생태계가 수평적으로 확대되고 타 산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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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문에서는 항공자유화 확대와 함께 5자유 노선을 지속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국, 중동의 사례와 같이 정부의 불법보조금이 의심되
는 등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적항공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공항의 슬롯 부족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소음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김포공항 활성화, 인프라 효율성 개선을
통한 슬롯 확대, 스마트공항 기술 도입 및 다양한 기존 공항인프라 개선과 함
께 에어택시 등 신규사업에 대비한 이착륙인프라 등 다양한 신규 인프라에 대
한 고민을 선제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
장 부족 등 기존 항공운송사업의 인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장래 드론 신규 사
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하며, 신규사업 관련하여 기존의
항공 및 교통관련 법·제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
해야 한다.

제2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이슈가 된 사항은 과연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혁신과 성장
을 구분하여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항공산업에서의 혁신성장이 무엇이냐에 대
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항공산업 이해당사자 또는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 혁신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면 모두가 다른 대답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러한 화두는 지속될 것이며, 관련
이슈에 대한 거대 담론이 이루어지는 장이 계속해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산업 및 직간접 연계 주요 사업에 대한 생태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드론산업의 주요 산업 편입으로 인한 항공산업 생태계 변
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항공운송
사업,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확대될 드론 관련 산업의
장래 예측 관련 추가 연구를 통해 직간접 연계 주요 사업의 확장 및 변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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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혁신성장 세부 추진전략의 각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
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항공운송사업 관련 연구에서는 운임, 수익 등의
자료 한계로 수요의 탄력성, 운송사업자의 효율성 분석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
이며, 국가 내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대내적 요인과 더불어 대외적 요인 및 불확실성이 타 산업 대비 크게 존재한다
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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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미래 항공교통수단 공항 이용자 선택 행태 조사결과
1. 응답자 일반 특성
ㅇ 응답자의 48.1%는 남성, 51.9%는 여성이며, 연령은 30대 31.3%, 20대
25.3%, 40대 21.1%, 50대 14.2% 순임.

<부표 3-1> 응답자 특성
표본수(명)
811

구성비(%)
100.0

남성

390

48.1

여성
10대

421
4

51.9
0.5

20대

205

25.3

30대
40대

254
171

31.3
21.1

50대

115

14.2

60대 이상
관리자

62
50

7.6
6.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7

16.9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296
87

36.5
10.7

전체
성별

연령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자동차
보유대수

단순노무/기타

6

0.7

전업주부
학생

82
96

10.1
11.8

기타

57

7.0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6
77

0.7
9.5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194

23.9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356
164

43.9
20.2

일정한 소득 없음

14

1.7

없음
1대

222
431

27.4
53.1

2대
3대 이상

137
21

16.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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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 행태
가. 최근 1년간 해외 출국 횟수
ㅇ 최근 1년간 해외에 출국한 횟수는 평균 4.0회로 2회 출국한 경우가
29.6%, 1회 출국 23.8%, 4~9회 출국한 경우는 20.6%로 나타남.

(단위: %)

<부도 3-1> 해외 출국 횟수

나. 여행 목적
ㅇ 여행은 주로 ‘관광/여가(65.1%)’의 목적으로 가고 있으며, 26.1%는 ‘업무
/출장’의 목적, 7.6%는 ‘가족(친지방문)’의 목적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부도 3-2> 여행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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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항까지 동행인원
ㅇ 공항까지는 평균 2.1명(본인 포함)이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부도 3-3> 공항까지 동행인원

라. 여행 캐리어 수
ㅇ 여행 캐리어수는 1개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64.6%로 가장 많았고, 2개
는 22.2%, 3개 이상인 경우는 13.2%로, 평균 캐리어수는 1.5개로 나타남.

(단위: %)

<부도 3-4> 여행 캐리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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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좌석 클래스 종류
ㅇ 좌석은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가 88.5%로 가장 많았고, 프리미
엄 이코노미 5.8%, 비즈니스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5.7%로 나타남

(단위: %)

<부도 3-5> 좌석 클래스 종류

3. 오늘 이용한 교통수단
가. 출발지에서 공항까지 이용한 교통수단
ㅇ 공항까지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공항리무진(56.7%)’이며, 그 외 ‘공항
철도(39.0%)’ 등을 이용

(단위: %)

<부도 3-6> 출발지에서 공항까지 이용한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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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발지에서 공항까지의 소요시간과 비용
ㅇ 응답자들이 공항까지 공항리무진을 이용하여 이동한 경우 평균 86.5분이
소요되었고 비용은 평균 19,568원을 사용(응답자들은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임)
-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시간은 가장 길었지만 소요 비용은 가장
적었고,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부도 3-7> 출발지에서 공항까지의 소요시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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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어택시 이용 행태
가. 에어택시 인지여부
ㅇ 에어택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는 24.5%임.

(단위: %)

<부도 3-8> 에어택시 인지여부

나. 에어택시 이용 의향과 이용하지 않는 이유
ㅇ 에어택시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79.9%
ㅇ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 39.9%는 ‘위험할 것 같아서’, 28.2%는 ‘가격
이 비쌀 것 같아서’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
(단위: %)

<부도 3-9> 에어택시 이용 의향과 이용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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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계별 에어택시 이용 의향
ㅇ 단계별 에어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1단계인 ‘헬기 이용 수도권에서
20~30분 내 공항도착 가능’인 경우 이용하겠다는 비율(5점 이상의 합계)
이 63.7%로 가장 높았고, 2단계인 ‘전기 동력 기체 같은 서비스’는 이용
하겠다는 비율이 58.8%로 나타남.
ㅇ 3단계인 ‘운전자가 타지 않는 무인 시스템’인 경우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26.8%로 1단계에 비해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수준 이하로 나타남.
(단위: %)

<부도 3-10> 단계별 에어택시 이용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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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동시간 감소시 에어택시 이용 의향 비용
ㅇ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이동시간이 1/2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최대 지불
가능 금액은 35,997원으로 나타남.
(단위: %)

<부도 3-11> 이동시간 감소시 에어택시 이용 의향 비용

마. 에어택시 이용시 우려사항
ㅇ 에어택시 이용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안전성’이며, 그 외 ‘높은 비
용’, ‘인프라 부족’, '보안문제‘ 등이 응답됨.
(단위: %)

<부도 3-12> 에어택시 이용시 우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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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발지에서 공항까지 수단선택
<부표 3-2> 오늘 이용한 교통수단별 응답 비율-A타입(에어택시 이용 의향자만)
공항까지 이용한 교통수단
전체

승용차

공항
리무진

공항
철도

택시

210

10

115

81

4

기존

71.4

30.0

60.9

92.6

50.0

에어택시
40분-50,000원

28.6

70.0

39.1

7.4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존

64.8

20.0

55.7

84.0

50.0

에어택시
40분-40,000원

35.2

80.0

44.3

16.0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존

49.5

20.0

36.5

72.8

25.0

에어택시
30분-40,000원

50.5

80.0

63.5

27.2

7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존

23.3

-

11.3

43.2

25.0

에어택시
30분-30,000원

76.7

100.0

88.7

56.8

7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존

17.1

-

7.8

33.3

-

에어택시
20분-30,000원

82.9

100.0

92.2

66.7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존

8.6

-

5.2

14.8

-

에어택시
20분-20,000원

91.4

100.0

94.8

85.2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본수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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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3> 오늘 이용한 교통수단별 응답 비율-B타입(에어택시 이용 의향자만)
공항까지 이용한 교통수단
전체
승용차

공항
리무진

공항
철도

택시

207

-

113

86

8

기존

46.4

-

31.0

69.8

12.5

에어택시 40분-30,000원

53.6

-

69.0

30.2

87.5

계

100.0

-

100.0

100.0

100.0

기존

24.2

-

10.6

44.2

-

에어택시 40분-20,000원

75.8

-

89.4

55.8

100.0

계

100.0

-

100.0

100.0

100.0

기존

29.5

-

10.6

57.0

-

에어택시 30분-30,000원

70.5

-

89.4

43.0

100.0

계

100.0

-

100.0

100.0

100.0

기존

12.6

-

2.7

25.6

12.5

에어택시 30분-20,000원

87.4

-

97.3

74.4

87.5

계

100.0

-

100.0

100.0

100.0

기존

22.2

-

5.3

46.5

-

에어택시 20분-30,000원

77.8

-

94.7

53.5

100.0

계

100.0

-

100.0

100.0

100.0

기존

6.3

-

1.8

12.8

-

에어택시 20분-20,000원

93.7

-

98.2

87.2

100.0

계

100.0

-

100.0

100.0

100.0

표본수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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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4> 오늘 이용한 교통수단별 응답 비율-C타입(에어택시 이용 의향자만)
공항까지 이용한 교통수단
전체

승용차

공항
리무진

공항
철도

택시

232

1

125

100

6

기존

75.9

100.0

70.4

81.0

100.0

에어택시
40분-50,000원

24.1

-

29.6

19.0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존

59.5

100.0

52.0

69.0

50.0

에어택시
40분-40,000원

40.5

-

48.0

31.0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존

62.1

100.0

52.8

74.0

50.0

에어택시
30분-50,000원

37.9

-

47.2

26.0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존

43.1

100.0

32.0

56.0

50.0

에어택시
30분-40,000원

56.9

-

68.0

44.0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존

49.6

100.0

41.6

59.0

50.0

에어택시
20분-50,000원

50.4

-

58.4

41.0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존

27.2

-

15.2

43.0

16.7

에어택시
20분-40,000원

72.8

100.0

84.8

57.0

8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본수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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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novation & Growth Policy and Strategy of Aviation Industry
Myeonghyeon Kim, Se-yeon Jeong and Sunwook Park

Aviation industry has been facing some changes affected by technical
innovation and fourth industrial innovation. Most of the remarkable
change is Drone. After the commercializing and developing drone, one
of parts of the industry, aircraft rental services, is growing up and has
a lot of possibilities of growth. Due to possibility of growth,
government designated the drone industry as one of the new growth
motive industries. However, the drone industry which government
regulated is small part of the whole aviation industry. Besides the part
of drone, there are many changes in the aviation industry such as
diversion of business models of the airlines, development of electric
powered vertical takeoff and landing(eVTOL), and so on. At this point,
we need to review the changes and make strategies for innovation of
aviation industry including drone.
Structure of this study can be divided to four phases. At the first,
characteristics of components and some noticeable transformation are
analyzed by connected with analysis of aviation business ecosystem.
The aviation industry can be divided into big three parts, transportation,
manufacturing, and utilization. Remarkable changes and status of the
World and Republic of Korea are reviewed in each sections. Second,

186

policies and strategies about innovation & growth are reviewed.
Background of the governments’ innovation & growth policies is the
low productivity and economy problems. In the aspects of the
background, government basis is not fit with the status of aviation
industry but adjustment of the innovation & growth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statement of a lot of alterations. In this phase, a purpose
and targets of innovation & growth are determined. Third, strategies for
innovation & growth are drew by using FGI(Focus Group Interview),
Social Acceptance of UAM(Urban Air Mobility) and SWOT analysis.
FGI is intended to listen the opinions and insights from experts in each
part. Social Acceptance of UAM conducted using by SP(Stated
Preference) method for drawing components of determination and
worries of using UAM. SWOT analysis is popular way for making
strategies by analyzing the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and threat
of the analysis target. Finally, we suggest the four strategies for each
industry and government part. However,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strategies for government. Strategies of industry part drew for
supporting the government policy. Hence, strategies of industry part
could not have specific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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