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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항공산업 위기가 더욱 악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힘겹게 버티던 항공산업은 이제 생존
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
고자 이번호에서는 「일어서기」라는 주제로 특집호를
발간합니다.
특집 제7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기구 정책동향,
지역적 변화와 네트워크, 디지털 뉴딜, 최근 미국 대선
후보별 항공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후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특별호를 발간하고자 하며,
조금이나마 항공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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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Insight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의 항공부문 COVID-19지원 전략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박진서 연구위원(park727@koti.re.kr)
The World Bank Group, Sr. Air
Transport Specialist
(現 세계은행 파견)

전세계적으로 항공산업에서 COVID-19의 부정적인 효과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
과는 지역적 차이가 발생해 선진국 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많은 개발 도상국
들은 항공산업에 긴급 자금을 제공할 재정적인 여유가 없고, 많은 항공사들이 쉽게 파산되어 시장에서 사라질 것
이다. 또한 이를 복구하는 데 잠재적으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복구가 불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개별 국가의 정부와 국제기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COVID-19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교통
부문 실태

· 해상운송: 컨테이너 선박과 트럭 운송 용량의 상당

COVID-19로 인한 국경 폐쇄나 여행 제한 정책은

· 항공운송: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이 붕괴되

사람과 상품의 이동성과 연결성, 서비스의 지속성을 제한

부분이 남아돌고 있으며 화물 운송요금이 폭락

었고 항공사의 경영위기 발생

하는 등 교통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교통과
물류,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도시 및 지역의 경제활동과
발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고용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은행1)의 사업
대상인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보면 이러한 위기는 주로
대중교통과 해상교통, 항공교통에서 크게 감지되고 있다.

COVID-19으로 인한 이동행태의 변화와 영향이 언제
까지 지속될지, 어떻게 지속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예측
할 수는 없지만,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필수적인 대중교
통 시스템은 그 수요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임수입
감소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더 나
아가 아프리카 국가 등 저개발 국가에서는교통수단이 붕

· 대중교통: 기존의 버스운송과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괴되어최 소한으로 유지되던 식량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

승차공유 플랫폼서비스에서도 승객의 상당수가 감소

다. 이런 현상은 식량을 비축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서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1) 세계은행그룹은 개발도상국에 금융지원과 기술원조를 제공하여 조화롭고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제금융기관이다. 개발도상국의 최저
생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빈곤퇴치와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 향상을 큰
가치로 두고 있다.

저개발 국가2)에서 도시의 대중교통은 공공성이 확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개인 소유구조이다. 버스운영자와

1

운전기사, 그리고 자가 택시는 승객을 태워야 소득을 얻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COVID-19으로 많은 운송사업자들이 노선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교통 네트워크가 축소되거나 아예
폐쇄되고 있다. 이는 운송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이어져
교통서비스의 제공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항공산업의COVID-19 효과
항공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항공산업은 항공수요 붕괴

자료: Airline Situation Report, Ishka

<그림 1> COVID-19 이후 전세계 항공사 공급량 추이

에 따라 교통산업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항공산업에서는 최근 COVID-19 이후 항공운송 실적이

또한 현재 COVID-19로 인해 입국이나 환승 제한, 건

2020년 1월 100%을 기준으로 하여, COVID-19피크시

강 요구조건 필요 국가, 공항 및 국경 폐쇄, 비행 금지에

점인 4월에서 5월까지는 약 20% 수준으로 공급량이 감

대한 현황은 [그림3]과 같은데 거의 모든 국가가 부분 또

소했으며, 이후 서서히 회복하여 9월 말 기준으로는, 평

는 전제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현실이다.

균 약 45%까지 공급량이 감소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
은 [그림2]와 같이 2019년과 2020년의 전 세계 항공기
연결망 분석결과를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자료: COVID-19 Impact on Global and Regional Flight Departures, IATA

<그림 2> 전세계 항공연결망 현황

2)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저소득국가(LIC)는 1인당 국민소득 1035달러 이
하, 저중위소득국가(LMIC)는 1035~4045달러, 상중위소득국가(UMIC)
는 4046~1만2535달러, 고소득국가(HIC)는 1만2336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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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iatatravelcentre.com/world.php

<그림 3> COVID-19 Travel Regulations Map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많은 항공사들이 파산에 직면하

안전, 공항개발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수요와 재무구조가 취약한 신
흥시장에서 더욱더 커질 것이며, 특히 20년 이상 수익성
이 없는 아프리카 항공 및 라틴아메리카 항공 산업에서
는 더욱 자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위기
로 인하여 항공사 및 공항 직원, 기타 연관 산업의 직원
이 해고되어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큰 영향을 줄 것이

세계은행그룹의 차관사업은 Loan, Credit, Grant등
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투자프로젝트융자(Investment
Project Financing)와 개발정책융자(Development
Policy Financing)로 구분된다.
<표 1> WBG의 주요 항공교통 프로젝트 현황(1)

다. 하지만 국가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은 이
러한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세계은행3)의 항공부문 포트폴리오 구성

구분 : IBRD/IDA, 2019년 기준

국가

사업 주요내용

카보베르데

카보베르데(Cabo Verde)항공사 51% 지분 민영화

콩고민주
공화국

고마공항
안전 개선 프로젝트(Goma Airport
Safety Improvement Project)

카메룬

2019년도 기준, 세계은행에서 진행 중인 항공교통 프
로젝트는 36건이며 포트폴리오는 9억2800만달러 수준
이다. 세계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연계하거
나 별도의 자금지원을 통해 COVID-19을 지원하고 있
다. 주요 프로젝트는 국가 항공정책, 항공사 운영, 항공

케냐
잠비아

항공안전 개선프로젝트
항공안전 및 보안, 정부조직 개편
공항시설 민영화 정책 수립

통가

푸아모투
국제공항(Fua’amotu International
Airport) ICAO 인증 획득

우즈베키스탄

국가 항공정책계획 수립(항공사, 공항, 안전, 항행
안전시설 등 전반)지원

키르기스
공화국

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공분야 안전 및 서비스 개선

하이티, 센트
루시아, 도미니카

허리케인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세인
트 루시아, 도미니카의 공항 개선 프로젝트

3) 세계은행그룹의 차관사업은 Loan, Credit, Grant등으로 이루어지는
데 크게 투자프로젝트융자(Investment Project Financing)와 개발
정책융자(Development Policy Financing)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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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나 Webinar를 통해 기존에 성공적으로COVID-19

<표 2> WBG의 주요 항공교통 프로젝트 현황(2)
구분 : IFC, 2019년 기준

국가

사업 주요내용

요르단, 튀니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페루
등
자메이카,
사우디아라비아,
불가리아,
레바논, 필리핀
등

퀸 알리아Queen Alia Airport), 엔피다 공항 건
설(Enfidha
Airport), 자그레브 공항(Zagreb
Airport), 베오그라드(Beograd Airport), 리마 공
항(Lima Airport)의 PPP 추진
킹스톤 공항(Kingston Airport), 사우리 26개
공항 소피아 공항(Sofia Airport), 베이루트 공항
(Beirut
Airport)and 클락국제공항(Clark
Airport) 항공 투자 자문

대응했던 항공분야의 Best practice와 전문지식을 공유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
면서 항공산업의 회복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지원할 예
정이다. 이를 위해 항공운송 서비스 및 공급망의 기능을
확보하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활용할 것이다. 또한 장기
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항공운송산업의 재정적인 문제를

세계은행의 항공부문 COVID-19대응
COVID-19 발생 이후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대응이
요구되면서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즉각적
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단기(6
개월)와 중장기(12-36개월)로 구분해서 COVID-19에
대응하고 있다.
단기

방안으로

CERC(Connecting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COVID-19인하여 중단되거나 일
시 중단될 수 있는 항공투자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것
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고용 창출 및 항공 네트워크
기능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규 항공 프로젝트
를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다.

글로벌 항공업계의 전망
기존에

세계은행에서

Emergency

운영하는
Response

Component)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재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의 교통 관련 월드뱅크 사업예산을 이용하여
COVID-19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기존에 진행
하고 있는 Development Policy Financing (DPF)을

2020년 6월8일 세계은행이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
고서(Global Economic Prospects)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전 세계가 깊은 불황에 빠질 것이며, 기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를
-5.2%로 전망했다. 당초 2020년 세계 항공산업 전망은

통해 COVID-19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IATA는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유

Investment Project Financing (IPF)을 통해 긴급 프

가에 근거하여 2020년 세계 항공업계가 293억 달러의

로젝트를 수행하며 추가적인 자금 조달 등이 이루어 질

순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19년 순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마련된 긴급 자금은 교

익 259억 달러에 비해 상당히 증가된 것이었다. 하지만

통 관련 정부 기관 및 항공사업자를 위한 COVID-19 대

2020년 초부터 시작한 COVID-19 대유행은 초기 전망

응 정책 개발 및 로드맵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항

을 크게 수정했다. 항공운송산업은 지금까지 회복되지

공교통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 수립도 지원

못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개발도상국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흥 국가에서 많은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운항하지 못하

COVID-19 대응역량확보 및 항공시설 업그레이드에도

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의 재정의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직면했고, 많은 항공노선이 중지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항공산업의 일시
해고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4

되었고 항공사들이 파산신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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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응을 위한 시사점

이익률을 보일 것이며 843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
로 2020년 세계 항공운송산업을 전망했다. 항공사의 매

전세계적으로 항공산업에서 COVID-19의 부정적인

출액은 2019년 8,380억 달러에서 2020년 4,190억 달

효과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러로 5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승객 수도 2006년

효과는 지역적 차이가 발생해 선진국 보다는 개발도상국

수준과 거의 같은 22억 5천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에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많은 개발 도

것으로 예측했다.

상국들은 항공산업에 긴급 자금을 제공할 재정적인 여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데이터 분석 컨설팅 회사

가 없고, 많은 항공사들이 쉽게 파산되어 시장에서 사라

Cirium은3가지 시나리오로 항공수요의 회복을 예측했

질 것이다. 또한 이를 복구하는 데 잠재적으로 수년이 걸

다. 첫번째는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약 2년 이상

릴 수도 있으며 복구가 불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의 시간이 걸려서 2021년도 후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개별 국가의 정부

예측이며, 두번째 시나리오는 항공수요가 V 형태로 급격

와 국제기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항

히 회복하여 2019년 수준이 2021년 전반기에 도달하는

공업계가 당면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공서비스를 최

시나리오, 세번째 시나리오는 2023년2분기에 2019년

소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다

수준으로 복구되는 것으로 소요기간이 3년 정도 걸리는

함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를 위

것으로 예측했다.

해 항공사의 세금지원, 공항시설의 사용료 감면, 다양한

DPF는 IFP와 다르게 특정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책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세계은행

또는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 1~3

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년의

항공운송 서비스를 위해 개발도상국들에게 적극적인 투

단기로 제공한다.

COVID-19

같은

DPF의 경우

정부의

일반적으로

직접예산지원(budget

자와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support)이 가능하다. IPF는 빈곤경감이나 경제발전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참고문헌]

것으로 보통 5~20년간에 걸쳐 공여된다.

https://afraa.org/
https://www.cirium.com/
https://www.ishkaglobal.com/
https://www.iata.org
https://www.icao.int/Pages/default.aspx
https://www.worldbank.org/

자료: Navigating the Flight Plan to Recovery, Cirium

<그림 4> COVID-19 이후 전세계 항공사 공급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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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세계 항공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본 기고문은 2020년 1~6월 동안 전
세계 국가별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와 동 기간 세계 항공 네트워크의 전역적·지역적 축소 양상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두 시공간 패턴 간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상반기 동안 세계 항공 네트워크는 중·대형
허브들을 중심으로 연결성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네트워크의 범위와 밀도가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또는 국가 간 연결성의 감소 시기와 정도에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국가 간에 관찰된 차별적인 항공 네트워크의
축소 추세는 향후 항공 네트워크의 회복 또한 국가·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안전한 국제선 시장 재개를 위해 상대국의 전염병 확산 추세와 방역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는 단계적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확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른 항공사들의 연매

연구 배경 및 목적

출 손실은 약 3,160~3,900억 불(USD)에 달할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또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세계항공시장의 침체가 지속되
고 있다. OAG(Official Airline Guide)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전 세계 항공편 스케줄은 전 년 동기 대비
약 66%

감소하였다.5)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2020년 전 세계 항공좌석
공급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예측 대비 42~52% 감

예측하고 있다.6) 항공 수요와 공급의 급감, 국가 간 출입
국 제한 및 격리 조치 확대 등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항공시장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전염병의 초국가적 확산은 세계항공시장의 흐름과 긴
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는 항공교통이 해외 이동수요
의 급증, 항공사들의 노선 확장 및 고밀도 운영에 따라
전염병 전파의 통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전염병
확산, 경제 침체, 테러 등 외부 요인의 영향에 매우 취약

4) 본 기고문은 “박용하·손정웅(2020), 코로나19(COVID-19)의 초국가적
전파와 세계 항공 네트워크의 변화 간 연관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연결
중심성을 이용한 항공 네트워크의 전역적·지역적 변화 탐색 (공간과 사
회, 30권 3호, pp. 138~166)”을 수정·요약한 것임.
5) OAG. 2020. “UNDERSTAND THE AIRLINE SCHEDULE CHANGES AND MANAGE
THE IMPACT.” https://www.oag.com/coronavirus-airline-schedules-data
(검색일: 2020.7.27.)

6

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이다.7) 다만, 이번 코로나19 펜데

6) ICAO. 2020. “Effects of Novel Coronavirus(COVID-19) on Civil
Aviation: Economic Impact Analysis.” https://www.icao.int/sustainability/
Documents/COVID-19/ICAO_Coronavirus_Econ_Impact.pdf 검색일: 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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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 영향에 따른 항공시장의 충격은 2003년의 중증 급성

소되어 왔다. 나아가 국가 간 전염병 확산 추세와 그에

호흡기 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대한 대응 방식이 상이함에 따라 항공 네트워크의 구조

Syndrome)이나

증후군

적 변화도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

(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다. 따라서 본 기고문의 주요 초점 중 하나는 지역 또는

Coronavirus) 사태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장기간

국가 간 관찰되는 항공 네트워크의 차별적인 변화 양상

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탐색하는 것이다.

2015년의

중동

호흡기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과거 유행했던 전염병들에 비해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파력이 높다는 특징8)
과 더불어, 세계 항공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른 초국가적
전파가 지역사회 전파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등한
확산 양상이 심화되어 팬데믹 종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ICAO, ACI(Airport
Council International),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등 항공 관련 국제기구들은 항
공여객시장 침체가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기고문은 박용하·손정웅(2020)의 내용을 수정·요
약한 것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패턴과 동 기간 세
계 항공 네트워크의 전역적·지역적 변화 패턴을 분석하
고, 나아가 이 두 패턴 사이의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2020년 1~6월 전 세계 국가별 일일 누적
확진자 수 데이터와 주 단위 항공 스케줄 데이터를 이용
하여 각각의 시공간적 패턴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K평균 군집 분석(K-means clustering analysis)을 이용
하여 확진자 규모에 따른 도달 시기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은 국가들을 분류하고, 각 군집에 포함된 국가들의 지
역적 분포를 탐색하여 코로나19의 시공간적 확산 패턴을

항공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항공 네트워크의 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별 확진자 규모와 증가 속도가 다

역적·지역적 구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르고, 시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

항공시장은 2008~2009년 글로벌 경제 침체 이후 코로

려하여 특정 확진자 규모에 도달한 국가들의 도달 시기

나19 사태 이전까지 연평균 성장률 5% 이상을 기록하며

를 기반으로 전염병 확산의 공간적 분포를 단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

살피기 위해서이다. 또한 동 기간 항공 네트워크의 구조

에서 중·장기적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기존 네트워크 분

적 변화를 살피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의 연결 중심성 지

석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항공 네트워크의 규모와 밀도가

표를 이용한 항공 네트워크 연결성의 시계열적 변화 추

증가함에 따라 연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다는 점

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시공간적 패턴 사이의

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 항공 네

연관성을 살피고, 향후 항공시장의 전망에 대한 시사점

트워크는 그 이전의 발달 양상과는 반대로 급격하게 축

을 도출하였다.

7) Suau-Sanchez, P., A. Voltes-Dorta and N. Cugueró-Escofet.
2020. “An early assessment of the impact of COVID-19 on air
transport: Just another crisis or the end of aviation as we know
it?.”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86, 102749.
8) McKinsey & Company. 2020. “COVID-19: Briefing note #2(2020.3.9.).”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risk/our-insights/covi
d-19-implications-for-business?cid=soc-app# (검색일: 2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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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항공 관련 국제기구의 2020년 항공 여객 수요 전망
기관

전망

발표시점

IATA9)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내+국제(RPK) 54.7% 감소

2020년 4월

ACI10)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국내+국제(여객) 50.4%감소

2020년 5월

ICAO11)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내+국제(여객) 43% ~ 51%감소
- 국내 35% ~ 41% 감소
- 국제 56% ~ 65% 감소

2020년 6월

UNWTO12)
(World Tourism Organization)

국제관광객 60% ~ 80% 감소

2020년 5월

COVID-19 확산과 세계항공시장

요와 화물수요 간 차별적인 회복 기간은 9/11 테러, 사
스(SARS) 등 과거 유사 사례 연구에서 부정적인 외부 충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혼란과

격에 대해 여객수요가 화물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 항공

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예측이기도 하

시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수요 감소와 국가 간 이동

다.14) 다만 항공시장은 이와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회

제한 강화에 의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복

최근 팬데믹에 따른 항공수요의 침체가 단기간 내 회
복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제시되고
있다. 항공 관련 국제기구들은 2020년 항공여객 수요가
약 50~8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표 1 참조).
또한 최근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되는데 여객수요는 약 2~6년, 화물수요는 약 1~3년 정
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13) 여객수

9) IATA. 2020. “Air Passenger Forecasts.” https://www.iata.org/en
/publications/economics/ (검색일: 2020. 4.)
10) ACI. 2020. “ACI ADVISORY Bulletin.” https://aci.aero/wpcontent/uploads/2020/05/200505-Third-Economic-Impact-B
ulletin-FINAL.pdf (검색일: 2020.5.5.)
11) ICAO. 2020. “Effects of Novel Coronavirus(COVID-19) on Civil
Aviation: Economic Impact Analysis.” https://www.icao.int
/sustainability/Documents/COVID-19/ICAO_Coronavirus_Econ
_Impact.pdf (검색일: 2020.6.26.)
12) UNWTO. 2020. “INTERNATIONAL TOURIST NUMBERS
COULD FALL 60-80% IN 2020.”
https://www.unwto.org/news/covid19-international-tourist-numbers-could-fall-60-80-in-2020
(검색일: 2020.7.6.)
13) Gudmundsson, S. V., M. Cattaneo, and R. Redondi 2020.
“Forecasting recovery time in air transport markets in the
presence of large economic shocks: COVID-19.” Availabl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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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이

높다는

특성(rubber-band

또는

bounce-back effect)으로 인해 팬데믹 종식 시 신속하
게 회복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해외여행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한국공항공사,
2020년 5월)에 따르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
지는 조사 대상자의 60% 이상이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나아가 코로나19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더라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을 위해 국제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
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염병 감염에 대
한 불안감으로 인해 팬데믹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전
사례들과 달리 항공수요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
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SSRN 3623040.
14) Chi, J. and J. Baek. 2013.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air
transport demand and economic growth in the United States:
A new look.” Transport Policy, 29, pp.2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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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항공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항공

수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해외 입출국 제한, 검역 및 격리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 발생 이

강화 등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이동통제

후, 2020년 3월부터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

정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020년 8월 24일 기준

여 동년 6월 넷째 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약 980만 명

91개 국가·지역이 입국금지 조치를, 6개 그리고 67개 국

을 넘어서고 있다. 동북아(AS4) 지역은 2월 이후 누적 확

가·지역들이 각각 격리 조치와 검역 강화 및 권고 사항

진자 수 증가 추세가 완화된 반면, 서유럽(EU1)은 3~4

조치를 시행하였다.15) 최근 중국, 이란 등 일부 사례지역

월 사이 확진자 수가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그 이후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노선 이용 제

증가 추세가 완화되고 있다. 북아메리카(NA)는 급속한

한이 전염병 전파 초기 단계에서 확산 추세를 늦추는데

증가가 시작된 시기가 서유럽과 비슷하나 그 증가 추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16). 하지만 이러한

가 지속되어 5월부터는 서유럽의 누적 확진자 규모를 추

강력한 국제이동 제한 정책의 실효성과 유효 기간, 그리

월하였다. 남미(LA) 지역은 다른 권역보다 뒤늦은 5월부

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

터 매우 급속한 증가 추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6월부터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 간 제한 정책의 시행 시

는 북미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 규모가 큰 권역이

점, 대상 지역, 제한 강도 등이 상이하고 전염병 확산 양

되었다. 그 외에도 남아시아(AS1), 동유럽(EU2), 중동

상에 따라 변동이 빈번하여 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현

(ME), 아프리카(AF) 권역의 확진자 수 증가가 지속되고

시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Anzai et

있으며, 특히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은 5월부터 확진

al.(2020)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염병 확산을 통제

자 수가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약하

하기 위한 이동 제한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면, 코로나19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을 시작

손실 간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17)

으로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미, 남아시아, 동유
럽 등 전 세계에 걸쳐 점차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코로나 확산 동향

전염병의 전파 시기와 확산 속도 측면에서 권역과 국가
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림 1>은 국가별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1 ~ 6월 전 세계 권역별 누적 확진자

15) 외교부. 2020.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
황.” http://overseas.mofa.go.kr (검색일: 2020.8.24.)
16) Chinazzi, M., J. T. Davis, M. Ajelli, C. Gioannini, M. Litvinova,
S. Merler, A. P. Piontti, K. Mu, L. Rossi, K. Sun, C. Viboud, X.
Xiong, H. Yu, M. E. Halloran, I. M. Longini JR and Vespignani,
A. 2020. “The effect of travel restrictions on the spread of the
2019 novel coronavirus (COVID-19) outbreak.” Science,
368(6489), pp. 395-400.
17) Anzai, A., T. Kobayashi, N. M. Linton, R. Kinoshita, K. Hayashi,
A. Suzuki, Y. Yang, S-M. Jung, T. Miyama, A. R.
Akhmetzhanov and H. Nishiura. 2020. “Assessing the impact
of reduced travel on exportation dynamics of novel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9(2), 601.

<그림 1> 전 세계 권역별 2020년 1~6월 주단위 누적
확진자 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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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만, 5만, 10만, 20만 명

<그림 2> 국가별 누적 확진자 수 기준 도달 시기 기반 5개 군집의 시계열 범위와 소속 국가 수 분포

코로나19 확산 양상의 시공간적 격차를 국가 단위에

도달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서 탐색하기 위해 1만~20만 명 사이 4개의 누적 확진자
수 기준(1만, 5만, 10만, 20만 명)을 설정하고, 국가별
각 기준치에 도달한 날짜를 기반으로 K-평균 군집 분
석18)을 실시하였다. <그림 2>는 각 기준치에 따른 국가
간 도달 시기의 유사성을 토대로 도출된 5개 군집의 시
간적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4개
기준치에 도달한 국가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65개(1만
명), 29개(5만 명), 18개(10만 명), 11개(20만 명) 국가
로 나타났다. 누적 확진자 수 기준 1만 명에 도달한 국가
들의 도달 시기에 따른 5개 그룹의 시간적 범위를 살펴
보면, 첫 번째 그룹(중국, 2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그룹은 3월 10일~6월 23일 사이 시간적 범위는 20~27
일 단위로 구분되었다. 세 번째 그룹(4.9~4.30)에 가장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20개국) 해당 기간 동안 기준치
에 도달한 신규 국가들이 급속하게 등장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군집에도 각각
12개와 16개 국가가 포함되어 4월 30일 이후에도 신규

<그림 3>은 누적 확진자 수 기준에 따른 5개 국가 군
집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다. 1만 명에 도달한 65개 국
가들은 군집 1(Cat1)의 동북아시아를 시작으로 군집
2(Cat2)에는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기
준치에 도달한 국가들이 복수로 등장하였으며, 군집
3~5(Cat3~5)에는 동유럽, 중동, 라틴아메리카, 남아시
아, 아프리카 등으로 도달 국가들의 지역적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그림 3 좌상단 지도 참조). 이러한 공간
분포 경향은 5만 명에 도달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난다(그림 3 우상단 지도 참조). 반면, 10만 명
(그림 3 우하단)과 20만 명(그림 3 좌하단)에 도달한 국
가들의 경우 서유럽, 중동, 북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를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전반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 기
준이 높아질수록 도달 국가 수의 감소로 인해 도출된 5
개 그룹 간 시간적 간격이 증가하는 반면(그림 2 참조),
도달 국가들의 공간적 분포는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8) K-평균 군집 분석은 주어진 객체들을 K개의 군집으로 구분하기 위해 K
개의 임의의 중심을 설정하고, 1) 근접성 척도에 기반한 객체들의 중심
할당, 2) 할당된 객체들의 평균으로 중심 재설정, 이 두 과정의 반복을
통해 객체 간 거리를 최소화하는 조합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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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만 명, 우상단: 5만 명, 좌하단: 10만 명, 우하단: 20만 명

<그림 3> 누적 확진자 수 기준별 5개 국가 군집의 공간적 분포

2020년상반기전세계항공네트워크의변화동향

려하는 연결 중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세계 항공 네트워
크의 전역적·지역적 축소 경향을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에 따르면 네트워크
는 흐름의 결절점인 노드(node)와 흐름의 통로인 링크
(link)로 구성된 유무형의 연결체계를 가리킨다. 네트워
크 분석(network analysis)은 네트워크 이론에 따라 복
잡한 현실 세계의 네트워크를 노드 간 링크의 유무 또는
속성에 기반한 수리적 행렬로 표현하고, 다양한 계량 지
표들을 통해 노드 및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와 특성을 이
해하기 위한 실증적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본 기고문에
서는 네트워크 분석의 다양한 중심성(centrality) 지표
중 노드의 1차적 연결성, 즉 연결된 진출 링크의 수를 고

<표 2>는 2020년 1~6월, 그리고 전년 동 기간 동안
의 주 단위 항공 네트워크 관련 지표 분석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총 공항 수와 노선 수는 2020년 1월 셋째 주
에 각각 3,905개와 4만 6,883개에서 6월 셋째 주에는
3,317개와 2만 6,719개로 감소하여, 노선 수 감소율(약
43%)이 공항 수 감소율(약 1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동 기간 연결 중심성 평균은 11.25에서 6.41로 감소한
반면, 네트워크의 연결 중심성 분포의 멱함수 추정 계수
인  값은 2.29에서 2.45로 증가하였다.  의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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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에서와 같이 연결 중심성(x축)이 커질수록
확률 분포(y축)가 감소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나타
난 결과이다. 이는 기존의 연결성이 높은 주요 공항들을
중심으로 노선 감축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축소에 따
라 연결 가능한 OD 쌍의 비중 또한 1월 셋째 주에
86.2%에서 6월 셋째 주에는 60.35%로 감소하였다. 한
편, 항공시장 공급 관련 지표인 총 항공편 수와 공급석
수는 각각 약 70만 편과 1억 석에서 29만 편과 4,000만
석으로 감소하여, 공급석 감소율(약 63%)이 항공편 감
소율(약 60%)보다 미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대
형 항공기의 운항 비중이 높은 중·장거리 국제노선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항공편 감축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주: 1월둘째주, 3월셋째주, 6월넷째주의주단위항공스케줄기반, 로그-로그스케일

<그림 4> 2019년(좌)과 2020년(우) 상반기 세계
항공네트워크의 연결 중심성 분포 추이 비교

<표 2> 2020년(2019년) 상반기 세계 항공 네트워크 및 항공시장 공급 관련 주 단위 지표 변화 추이
해당 월
셋째 주
시작 일자
2020.1.20
(2019.1.21)
2020.2.17.
(2019.2.18.)
2020.3.16.
(2019.3.18.)
2020.4.20.
(2019.4.22.)
2020.5.18.
(2019.5.20.)
2020.06.15.
(201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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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수
()
3,905
(3,852)
3,894
(3,823)
3,890
(3,838)
3,189
(3.831)
3,182
(3,850)
3,317
(3,871)

항공 네트워크 관련 지표
평균 연결
노선 수
중심성

 

 
(   )
46,883
(45,989)
43,238
(46,157)
41,887
(46,198)
22,294
(48,681)
25,633
(49,647)
26,719
(51,834)

11.25
(11.94)
10.38
(12.07)
10.05
(12.04)
5.35
(12.1)
6.15
(12.9)
6.41
(13.39)

2.29
(2.30)
2.30
(2.27)
2.34
(2.29)
2.47
(2.30)
2.45
(2.26)
2.45
(2.26)

항공시장 공급 관련 지표
연결 가능
OD 비중
(   , %)

총 항공편

총 공급석

86.20
(83.64)
85.58
(82.81)
85.23
(83.29)
53.15
(83.42)
54.03
(84.01)
60.35
(84.96)

711,643
(703,603)
644,902
(716,171)
630,180
(716,800)
241,684
(737,411)
243,182
(737,801)
285,771
(770,748)

106,147,856
(103,675,691)
93,367,006
(105,564,814)
89,939,886
(105,481,841)
30,982,414
(109,218,920)
33,312,157
(109,222,238)
39,608,503
(114,5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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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항

<그림 5>는 전 세계 주요 항공시장인 동남·동북 아시

공 네트워크 및 공급 관련 지표들은 매우 역동적인 변화

아(a,b), 유럽(c), 북미(d)의 연결 중심성 분포 변화 추이

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지표들은 공통적으로 4월까

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아시아 지역을 살펴보면, 동남

지 급속하게 감소하였으며, 5~6월을 기점으로 증가 추

아시아(a) 지역은 3월 이후 기존의 연결 중심성이 높은

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전 년 동 기간의 지표 변화 추이

공항들을 중심으로 급속한 연결성 감소가 진행되된 반

를 살펴보면  ,  ,   및 연결 중심성 분포(표 2와 그림

면, 동북아시아(b)는 1~3월 사이 유사한 변동 패턴이 소

4 좌 참조)는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나머지 지표들은 일

폭 나타났지만, 그 이후 기간에는 다른 지역이 비해 변

반적인 항공시장의 계절적 변동 패턴에 따른 점진적 증

동이 크지 않았다.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 또한 변동 폭

가 추세가 관찰되었다. 한편, 2020년 5~6월에 나타난

에는 격차가 존재하지만 (a)와 다소 유사한 변동 패턴이

증가 추세 전환은 코로나19 사태가 수 개월 동안 지속됨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동북아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

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북미 등 전 세계 주요

들의 노드 연결성 분포 변화는 WHO의 팬데믹 선언

항공시장에서 국내선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급 증가의

(2020.3.11.)을 기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특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지표들의 변동 추세

히 동남아와 서유럽의 경우 기존 허브 공항들의 연결 중

전환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좀 더

심성 감소 경향이 나머지 권역들에 비해 매우 뚜렷하게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타나고 있었다.

(a) 동남아시아

(b) 동북아시아

(c) 서유럽

(d) 북미

<그림 5> 세계 주요 권역별 노드 연결 중심성 분포 변화 추이(로그-로그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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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항공 네트워크의 축소 경향

(a) 누적 확진자 수 기준 1만 명(65개 국가)

국가 간 차별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항공 네트워
크 축소 양상을 함께 살피기 위해, 누적 확진자 수 기준
에 따라 도달 시기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도출된 5개 국
가 군집의 연결 중심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국가
간 확산 초기에 나타나는 항공 네트워크의 차별적인 축
소 패턴을 관찰하기 위해 누적 확진자 수 기준 1만 명과
5만 명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6>에서
누적 확진자 수 기준[(a) 1만 명, (b) 5만 명]별 5개 군집

(b) 누적 확진자 수 기준 5만 명(29개 국가)

(Cat1~5)에 소속된 국가들의 연결 중심성(국가 단위 진
출 링크 합계) 증감률19) 분포를 살펴보면, 도달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국가들의 군집일수록 연결 중심성의
감소폭이 크고, 군집 내 국가 간 감소폭의 편차는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누적 확진자 수 기준
1만 명에 도달한 65개 국가 중 군집1(Cat1)에 소속된
중국은 첫 확진자가 발견된 주로부터 확진자가 만 명에
도달한 약 3주 사이 연결 중심성의 감소가 거의 나타나
지 않았고, 군집2(Cat2)의 16개 국가는 평균 6.3주 동

<그림 6> 누적 확진자 수 기준별 5개 국가 군집의
연결 중심성 증감률 분포

안 약 34% 감소하였다. 한편, 군집5(Cat5)의 16개 국가
는 평균 13.9주 동안 약 61% 감소하여 5개 군집 중 감
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간 이동통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염병 확산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전개된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국제선
중심의 노선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2020년 상반기 동안 누적 확진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었던 국가들은 증가 추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국가들 비해 연결 중심성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은 누적 확진자 수 기준이 증가함에 따
라 이에 도달한 국가군과 도달하지 못한 국가군의 연결
중심성 감소율 평균을 제시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 수 1
만 명을 넘어선 65개 국가 중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증
가한 29개 국가의 감소율 평균은 약 35%로 5만 명에 도
달하지 못한 나머지 36개 국가의 평균인 60%에 비해 상
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이러한 경향은 기준치가 5만
명에서 10만 명, 그리고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의 증
가 구간에서도 비록 도달 국가들의 평균 감소율은 점차

19) (누적 확진자 수 기준에 도달한 주의 연결 중심성-첫 확진자를 발견한
주의 연결 중심성) / 첫 확진자를 발견한 주의 연결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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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관찰된다. 본 분석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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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양 국가 그룹 간의 감소율 격차는 전염병 확산을 제

가 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대응 체

어하는 데 항공 노선 공급 제한 정책의 유효성을 나타내

계의 상호 비대칭성으로 인한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전염

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항공여객이동이

병 대응 전략의 글로벌 표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와

급속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통한 전파

관련하여 ICAO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민간항공 공공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보건 이벤트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협력 협정(CAPSCA:

차별적인 감소 경향에는 국가 간 상이한 항공시장의 구

Collaborative Arrangement for the Prevention

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누적 확

and Management of Public Health Events in Civil

진자 수 20만 명에 도달한 11개 국가 중 연결 중심성 감

Aviation)’은 국제적 공조를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판단

소율이 50% 이하인 국가는 총 6개국으로 미국(9.49%),

된다(우리나라는 2020년 7월부터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이란(14.89%), 이탈리아(39.68%), 멕시코(39.63%), 러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은 동년 8월부터 파트너 기관으

시아(42.97%), 인도(44.2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로 활동 중임).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코로나19 이전
에도 국내노선 수가 국제노선보다 많았으며, 팬데믹 이
후 국제이동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노선을 중심으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상반기 동안 지역 간 항공 네
트워크의 차별적인 축소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그 배경
에는 국가별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대응 방식의 차이와

로 공급이 지속되고 있었다.

더불어 항공시장의 구조적 특성 차이가 함께 영향을 미
<표 3> 누적 확진자 수 기준 상승에 따른 소속 국가들의
평균 연결 중심성 감소율 변화
구분

누적확진자
수 기준
1만명→5만명

누적확진자
수 기준
5만명→10만명

누적확진자
수 기준
10만명→20만명

도달한 국가

35.18% (29개국)

49.53% (18개국)

53.38% (11개국)

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국가 간 항공 네트워
크 축소 경향의 차별성은 향후 항공시장의 회복 또한 국
가 간에 차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
하기도 한다. 특히 국제선 시장의 경우 코로나 방역 수
준이 우수한 국가 또는 지역 간 우선적으로 트래블 버블

도달하지
못한 국가

60.34% (36개국)

63.74% (11개국)

61.99% (7개국)

(Travel bubble) 노선 개통(예: 호주-뉴질랜드, 홍콩싱가포르 등)이 추진됨에 따라 국소적·단계적으로 국제

결론 및 시사점

선 시장의 재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베트남, 일본 등과 국제노선 재개가 단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 간 상이한 전염병의 확산 양

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제노선 재가동에 앞서

상 및 대응 체계로 인해 향후 국제항공시장의 회복에는

상대국의 전염병 확산 양상과 방역 체계에 대한 지속적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는 전염병의 확산에 따른 대

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향후 트래플 버블 구축 및

응 체계가 국가 간에 상이하고 비대칭적인 현 상황 속에

확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 단순히 한 국가가 전염병 관리를 성공적으로 유지하
고 있다고 하여 타국과의 국제노선을 재개하기에는 위

본 연구에서 사용된 WHO의 국가별 일일 코로나19

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를 극복하

확진자 수 데이터와 OAG의 항공스케줄 데이터는 코로

고 국제항공시장이 다시 원활히 가동되기 위해서는 국

나19 확산과 항공 네트워크 변화의 실제적 변화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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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확진자 데이터는 국
가 간 검역 방식과 수준에 편차가 존재함에 따라 일부
국가들의 경우 실질적인 감염 규모 대비 확진자 규모에
는 과소 추정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
다. 또한 국가 단위로 집계된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각
국가 내에서 지역 간 전개되는 불균등한 전염병 확산 양
상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OAG의 항공
스케줄 데이터는 올해 상반기와 같이 항공사들의 운영
제약에 대한 변동이 큰 상황 속에서 빈번하고 긴급한 공
급계획의 변경이 사전에 수집된 항공스케줄 데이터에
완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항공
수요의 급감에 따라 공급 기반의 항공 네트워크과 항공
여객의 실제적 이동 양상 간 격차가 코로나19 이전에 비
해 증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확
산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과 수요 네트워크 간 차이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논
의했듯이, 연결 중심성의 변화만으로 네트워크의 구조
적 변화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향후 항
공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구조 변화를
민감하게 추적하기 위한 지표 개발 연구의 필요성을 시
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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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Insight
디지털 뉴딜 : 항공분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적용방안 제언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윤석재 부연구위원(sjyun@koti.re.kr)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가 제시되었으며, 디지털 뉴딜 중 디지털 트윈을 중점으로 항공분야 적용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서론: 한국판 뉴딜 발표와 제언의 목적
우리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
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1) 디지털 뉴딜, 2) 그린 뉴딜, 3) 안전
망 강화로 구분되며,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10대 대표과제를 제시했다.20)
특히,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가상공간(Digital)
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를 구현한 뒤, 시뮬레
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 예측하여, 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0대 과제에
제시되었다. 세부 과제로는, 정밀도로지도, 스마트 항만,
스마트시티 등의 투자사업이 제시되었으며, 도로·지하공
간·항만·댐 대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수요가 과거 대비 약 80%21) 줄
었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요는 다시 회복될 전망
이다. 공항 내 여객 혼잡 관리 및 공역 내 항공교통흐름
관리의 필요성이 다시 중요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
라,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항공분야의 디지털 트
윈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림 1> 한국판 뉴딜의 구조

20) 기획재정부(2020.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보도자료
21) 인천국제공항 국내·국제·화물 운항실적(출처: FOIS), 1,228대/일(1월
24일), 218대/일(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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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정보 통합, 시설관리, 예측 및 운영

뮬레이션 환경(디지털 트윈)을 구현한다면, 시설관리 및
운영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증가에 따라 지연시간(서비스수준)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22) 이 때문에 공항운영자
및 관제 당국에서는 일정 지연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즉, 적정 서비스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공항 및
공역 운영 최적화를 위한, 자원 배정등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출처: DLR & NLR(2010), Total Airport Management

<그림 2> 및 <그림 3>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도 실시간

<그림 2> TAM(Total Airport Management)의 개념

정보공유를 통한 최적화된 자원 및 순서 배정 관련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항 운영 분야에서는 A-CD
M23)의 확장 개념인 TAM이 연구되고 있고, 공역운영 분
야에서는 DMAN24) 등 항공교통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한
체계가 개발 및 도입되고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측 정확성이다. 예를 들어,
한 시간 뒤의 특정 위치에의 항공기 도착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야, 최적화된 항공기 도착순서 배정 등 올바른 의
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수학적
(analytical) 기법 또는 시뮬레이션 기법이 활용되는데,
본문에서는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분야에 대
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출처: Eurocontrol(2010), Operation concept for Pre-departure
Runway Sequence Planning and Accurate Take-Off Performance

<그림 3> DMAN 등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의 시간적범위

제언: 항공분야 디지털 트윈 적용방안
<그림 4>는 본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5단계로 구성한
항공분야 디지털 트윈 구축 및 활용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설의 규모에 따른 시설 관리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건물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도입되고 있다. 이 시스템 또한 가상의 공간에 시설을 구
현하는 것으로 디지털 트윈이라 볼 수 있다.
예측 및 시설관리는 데이터가 통합되고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어야 구현할 수 있다. 통합정보시스템과 시

22) FAA(2002), National Plan of Integrated Airport System (20012005)
23) Airport-Collaborative Decision Making으로, 공항협동의사결정 체
계
24) Departure Manager로, 출발항공기의 순서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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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Airport Research Centre 및 AirTOp Soft 홈페이지

<그림 4> 디지털 트윈 – 구축 및 활용 방안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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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데이터 통합 관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
서는 관련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공항 분야의 경우 A-CDM 구현 및 TAM으로의 확장
등 스마트 공항 관련 계획을 통해,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고도화 사업(정보의 확장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항공운항 분야의 경우, ATFM25), CDM 등의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플랫폼 구축
등의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정보가 통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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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분야의 경우, 스마트 공항과 관련하여 BIM26) 등
을 구축하고 고도화를 진행하여 공항시설 유지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공항의 경우 여객 혼잡 예측 및
의사결정을 위해 CAST 등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
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활
용한 최적 설계안을 도출하고 있다.
항공운항 분야에서도 비행절차 설계, 활주로 및 공역
수용량 분석에 TAAM, AirTOp 등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시설·비행절차의 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예: 검역 관련 여객정보 교환

(또는 시설별), 특히 국가 공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

등)와 보안 문제(예: 레이더 자료) 등, 아직 한계가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합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

부분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각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역의 항공교통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고, A-CDM, ATFM 등에 동일한

2)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디지털 트윈)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한 뒤, 가상공간에 현실을
표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을 제언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은, 곧 항공분야의 디지털
트윈을 의미한다.

예측치를 전달하여, 각 체계 내에서 같은 결과를 활용한
유기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뮬레이션 모형의 경우 대부분 해외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어, 국내 실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국내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개발 사업 시행을

시뮬레이션 구축의 공간적 범위는 크게 접근교통, 공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항시설(여객터미널, 이동지역 등), 공역으로 구분할 수

활용하여 향후 공항 및 공역 패키지 형태의 수출(각국의

있다. 시뮬레이션을 구축한다면, 접근교통, 여객, 이동

실정을 반영하여)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지역, 공역의 혼잡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영

3) 시뮬레이션 모형 검증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물의 정보를 구축하여, 시공, 유지관리, 구조분석
등 공항시설의 생애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뮬레이션 모형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의 현실 모사력이 중요하다.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도출해 낸 결과가 현실과 차이가

25) Air Traffic Flow Management로, 지상지연프로그램, 출발·도착
관리 등 항공교통흐름관리

26)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으로, 시설의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
해 가상공간에 시설을 구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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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올바른 의사결정 내리는 데에 한계가 발생할 수

<그림 6>은 실시간 자료(레이더 항적 등)를 받아 시뮬

밖에 없다. 따라서, 결과의 현실성을 검토하기 위한 모형

레이션을 보정(Calibration)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검증이 필수로 수행되어야 하며, 검증되기 전에는 상대

09시에 시뮬레이션 수행 시, 10시 30분경 항공기의

적인 비교(설계 a안과 b안의 상대적 차이 분석)만 수행할

위치가 예측되었으나, 10시 30분 당시 벡터링 등에 의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여 실제 항공기 위치가 예측치 달라졌다. 이때, 해당

검증된 시뮬레이션 모형은 공항시설물 재배치 및 추가
도입 검토, 공역 구조 설정, 신규 비행절차 설계,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장래 항공 정책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실시간 연동 및 예측 시스템으로 활용

정보를 수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재수행(보정)한다. 시뮬
레이션 재수행 결과, 특정 섹터 내 운항순서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벡터링이 수행될 것으로 예측되어, 예상 도착
시간이 기존 1105에서 1115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보다 나은 예측을 하기 위해, 시뮬레이
션은 주기적으로 재수행 되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모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

특히, ATFM 등의 항공교통관리 기술은 예상 도착

한다면, 앞서 언급한 테스트베드와 같이 정적(Static)인

시간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최적의 운영방안

활용뿐만 아니라 실시간 예측 시스템과 같은 동적

(순서배정, 지연 요구량 등)을 도출하기 때문에, 시뮬레

(Dynamic) 활용 또한 가능해진다.

이션을 활용하여 실시간 예측을 수행한다면, 더욱 정확한

공역 분야에서 동적인 활용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그림 5>와 <그림 6>은 실시간 항공교통흐름 예측을 위
한 시뮬레이션 활용의 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의 상단아 위치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행계획
및 레이더 자료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된다. 입력된
자료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수 시간 동안의
공역 내 항공기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특정 공역 내 실
시간 항공기 수요, 항공기 도착 예정 시간 등이 예측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접근교통, 여객터미널, 에어사이드, 공역
등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부 분야별 운영
시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CAST 여객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통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여객 혼잡 예측과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도화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
AMAN, ATFM 등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에서는 비행
타 항공기를 교행을 막기 위한 고도변경 시점 지연,
벡터링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제 업무가 수행되므로,
잔여 거리와 비행 속도만으로 도착예정시간이나 실시간
섹터 내 교통량 수요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관제 규칙이나 운영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다면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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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예측을 위해 수학적 기법 또는 Heuristic 기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항공교통 내 여러 분야에서 유사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공항 및 서비스제공자 별로 적용 단계
및 수준이 다른 실정이다. 이러한 방법을 법정 계획 등에
반영하여, 각 분야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October
November

2019 Vol.00

2020.Vol.02. No07

출처 : Airport Research Centre 社의 Real Time Prediction 기능, AirTOp soft 社의 WIZer 기능, 한국항공대 내부 연구 자료를 조합하여 재구성한 것임

<그림 5> 디지털 트윈 – 실시간 항공교통흐름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작동(안)

출처 : 한국항공대 내부 연구 자료를 조합하여 재구성한 것임

<그림 6> 디지털 트윈 – 실시간 항공교통흐름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작동 상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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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 시나리오 분석
시뮬레이션이란 현실을 가상의 시나리오(What-if)를
구성할 수 있는 도구다. 시뮬레이션 검증 이후 또는 실

교환이 필요한데, 올해 법·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가능
하게 되었다. 이처럼 보안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간 연동 이후에, 시설 설계에 대한 대안평가, 비행절차

시뮬레이션의 경우, 공항 여객터미널은 상당 수준 연구·

설계, 수용량 분석, 비정상 상황 시 영향평가 및 매뉴얼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이미 일부 공항에 적용되어 실시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의사결정 및 설계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고 고도화가 진

실제로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와 항공교통시스템 도입
시 예상 편익 분석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즉, 항공
관련 정책·계획이나 신규 기술을 사전에 시험해보는
테스트배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활용과 개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 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시뮬레이션 활용 시 모형 검증이 필수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기획단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결론

행되고 있다.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면, 정책적
지원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공교통(공역,
활주로 등)의 경우, 상용으로 판매되는 시뮬레이션의
한계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27), 이를 보완한 시뮬레
이션 모형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향후 한국판 공항 및
공역 패키지 수출도 기대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제시한 방향을 적용한다면, 향후
항공 정책이나 기술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각 분야에서 동일한 결과를
바라보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운영·정책적 지원
도구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문에서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중 디지털 트윈을
중점으로 항공분야 적용방안을 제언하였다.
스마트 공항, 빅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 기술개발
등, 항공교통 세부 분야에서 본문에서 제언한 내용의
필요성을 이미 식별하고, 데이터 통합 등의 내용을 선제
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제공자에 따라 진
행의 단계의 차이가 있으며, 그 깊이 또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를 수행하면서 일부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책적 차원으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데이터 통합관리의 경우, 자료의 보안성과 개인정보
이슈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 공항 내용
중 One-ID의 경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무부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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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윤석재(2019), 행위자 기반 미시적 항공교통 시뮬레이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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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Brief]
ㅇ 미국 대통령 두 후보의 항공산업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
- 도널드 트럼프는 ‘항공의 재부흥(make aviation great again)’에 초점을 둔 반면,
- 조 바이든은 ‘항공의 환경친화적 미래(the greener future of aviation)’를 핵심 목표로 설정
ㅇ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항공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두 후보 모두 항공사 긴급구제(bailout) 정책(예: HEROES act)과 해외여행 제한 조치 지지
-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방역체계 강화에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ㅇ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 성향과 달리 바이든은 장기적으로 법인세, 환경부담금 등 기업 대상 과세
강화 추진 예상
- UN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가능성 높음(협약 탈퇴는 ’20.11.4에 공식 발효)
ㅇ 두 후보 모두 아직 미국의 항공산업 관련 세부 정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정권 교체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시장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ㅇ 다만 두 후보에게서 언급된 항공산업 부분의 정책 개선안 내용과, 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미국
내 전문가적 관점에서 분석한 항공교통 관련 정책 방향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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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트럼프와 조 바이든 후보의 항공정책 비교

부문
법인세

(1천만 달러 초과시)

항공 회복 로드맵

트럼프
2017년 법인세 인하 적용 35% --> 21%

조 바이든
21% --> 28% (항공사 부담세율 증가)

CARES act 610억 달러 지원(20.10.1 고갈)
act 지지 (2009년 오바마-비든 행정부
HEROES act (580억 달러 지원) 결정/추진 하였 HEROES
대규모 원조 전력 있어, 전폭 지원 추진 예측)
으나 상원의원 통과 못함

여행 제한

여행 금지(중국, 영국, 브라질 등)

안전 규정

각 사업자(항공사, 공항운영자 등)가 자체적인 안 미 교통부에서 포괄적인 지침 제공 예측
전 규정 마련 및 적용

공공장소,
항공여행 시
마스크 착용
공중보건 서비스
에어브릿지/
트래블버블

여행 금지 조치 지지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공항 및 기내 마 공항 및 기내 포함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
스크 착용 권고안 거부
용 의무. 필수 적용
의무 자가격리 취소
(공항 자가격리 연계 서비스 등 불필요)
뉴욕-런던 구간 에어브릿지 추진

접촉자 추적(고용 창출) 법령 개정: 검사·치료·예
방 서비스 포함
검사 및 백신 비용 부담 최소화 (250억달러 투자)
신기술 투자 및 국가 테스트 프로그램
-

항공사 대상 정책
개선안

-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수 상승으로 공항 시설 요금
8달러 한도로 인상
항공료에 대한 국내소비세 7.5%를 보조수입에 적
용
환경 목표를 위해 더 높은 요금과 세금 적용
항공사가 각 항공편의 배기가스 정보를 승객에게
공개하도록 요구
항공사가 모든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 탄소 배출권
구매하도록 요구
15대 대형 공항의 수용력 확장을 위한 보조금 마
련(기존 예산의 두배 증액)

ATC(관제)

항공교통관제(ATC) 시스템 민영화 추진 (민주당
반대로 지연 중)

-

친환경 정책

혁신 추진.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달성을
그린 뉴딜 비용 비판. 재선 후 별도의 환경 정책 에너지
위해 저탄소 항공 및 해운 기술 개발에 10년간
수립 예정
4000억 달러 투자 약속

2009년 이후 무사고 달성 발표
항공 안전 및 보안 이슬람 제한 조치 (이슬람 주요 7개국 국적자 입 NextGen 기술 시스템 구현으로 안전한 항공 시
국 금지, 및 해당 국적 조종사/객실 승무원 미국 스템 유지를 약속
행 항공편에 근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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