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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예상보다 오래가면서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큰 어려움
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
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치료제가 나오면 점차 코로나19에 대한 걱
정은 줄고 사람들은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산업도 조만
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이후의 항공산업은 우리가 전에
알던 항공산업과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려면 코로나19가 사
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아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
과 생활 방식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19가 사라져도 이렇게
바뀐 삶의 방식은 그대로 남아서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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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분야 전망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미팅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삶
의 패턴 변화가 항공산업에 의미하는 바는, 코로나19가 끝나도 비즈니스 여행 수요
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에 항공
여행에서 비즈니스 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항
공사들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으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것이 항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교육과 비즈니스 관련 미팅이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일부
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회귀하겠지만, 전부는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꼭 만나서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나 의
견 교환이 주목적인 비즈니스 미팅은 이동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편
리할 뿐 아니라 더 효과적이기까지 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항공산업에 의
미하는 바는, 코로나19가 끝나도 비즈니스 여행 수요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에 항공 여행에서 비즈니스 여행이 차
지하는 비중이 예전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여가를 위한 여행 욕구는 더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머물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만일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여행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해외여행은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코로나19의 진행과 대응 정도가 달라
서 여행하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국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의
여행은 꺼릴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먼저 국내의 여행지와
코로나19 퇴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를 중심으로 여행수요가 빨리 회복될 것
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면 그동안 해외여행을 못 했던 것
에 대한 반발로 여행을 더 많이 가는, 소위 해외여행에 대한 ‘보복 수요’가 폭발적으
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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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위생과 방역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완
벽한 위생과 방역을 기대할 것이다. 항공 여행에서도 승객들은 기내 서비스나 탑승
전·후의 과정에서도 전보다 한층 강화된 위생과 방역 활동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공항과 항공사에서도 강화된 위생, 방역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셋째,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낯선 지역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일종의 재미로 생각해서 다양한 국가의 오지를 자유 여행하
는 수요가 컸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지역이나 사
람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코로나19가 야생의 동물
에서 유래하였음이 유력하다는 점 때문에 개발이 덜 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여행을 기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재
미보다는 미지의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더 크게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해외여
행에 대한 수요는 검증된 국가와 검증된 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또
한 보증된 여행사가 주선하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여행 형태를 선호할 것이며 또
한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꺼릴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위생과 방역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위생과 방역을 기대
하게 되었다. 항공 여행에서도 승객들은 기내 서비스나 탑승 전, 후의 프로세스에서
도 전보다 한층 강화된 위생과 방역 활동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공항과 항공사에
서도 이에 맞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강화된 위생, 방역 프로세스를 적용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분야의 사정이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항공 관련업에 계
시는 분들은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까울 때’라는 말을 기억하고 힘을 내서 미
래를 준비하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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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산업의 현안 및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항공
네트워크 복원에 대한 제언

우리나라 항공시장은 국제선 비중이 높고 항공 네트워크는 단일 허브를 중심
으로 발달해 왔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과 지역 공항들과의 국제선 연결
성 격차가 크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국제노선 네트워크
복원은 ‘다각화’ 또는 ‘불균형 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들어가며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팬데믹 선언(2020년 3월 11일)으로
부터 약 10개월이 흐른 지난 1월(2021년 1월 26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마침내 1억 명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1억 명이라는 규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의 전파 사례들을 살펴보면1), 가정
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일반 전화가 1억 명에게 보급되기까지 약 75년이라
는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반면 핸드폰은 16년, 월드와이드웹(WWW)
은 7년, 그리고 소셜미디어(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각각 4.4년과
2.2년으로 이용자 수가 1억 명에 도달하기까지 그 소요 기간이 급속하게 감
소해왔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디지털 시대 新커
뮤니케이션 매체의 폭발적인 전파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이루어져 왔음을 가
리킨다.
전 세계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 GDP 성장률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경제 위기 때보다도 더 낮은
박용하 부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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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ichael Kroker. (2017.2.1.). Digital ist schneller : Telefon benötigt 75 Jahre für 100 Millionen Nutzer, Kroker’s Look at
it, 사이트 주소(접속일: 2021.2.8.) : https://blog.wiwo.de/look-at-it/2017/02/01/digital-ist-schneller-telefon-benoetigt75-jahre-fuer-100-millionen-nutzer-candy-crush-nur-13-ja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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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이동 수요의 급감과 더불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
국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항공시장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돌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 항공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약 68%(국내선 : 24%, 국제선 : 84%) 감소하였으며, 취항 노선 수도 2020년 초
202개에서 2020년 말 150개로 줄어들었다.

–4.5~-3.5%를 기록하였다.2) 특히 항공은 팬데

일 최초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3월,

믹 장기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 분

8월, 12월에는 확진자 규모가 급속한 추세로 증가

야 중 하나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전 세계 항

함에 따라 1~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차등적

공여객 운송실적 60% 이상 감소(ICAO), 공항 매

으로 시행되어 왔다.

출 1,118억 달러 감소(ACI), 항공사 유상여객킬

코로나19 발생 이전 우리나라 항공시장은 매우 역

로미터 65.9% 감소(IATA) 등 전례 없는 감소세

동적인 상황이었다. 중국과 일본 의존도가 높은

를 기록하였다. 또한 항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국적항공사들은 사드(THAAD) 배치 갈등, 한·일

는 관광과 무역 분야에서도 매출과 무역량이 각

무역분쟁 등 인접국들과의 정치·경제적 갈등의 여

각 60~78%(1,500억 달러 → 330~590억 달러,

파로 인한 수요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동남아 지

UNWTO), 9.2%(WTO) 감소하였다.

역을 중심으로 신규 노선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본 글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펜데믹에 따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3개 LCCs(플라이 강원, 에

른 우리나라 항공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 되짗어

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항공면허 발급

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2019.3),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

국제항공 네트워크의 주요 특징들을 인접국들과

수,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등 신규 항공사

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

들의 진입과 M&A를 통한 시장 개편이 동시에 추

제항공 네트워크 복원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진되고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이동 수요의 급감과 더불

2020년 우리나라 항공시장 동향

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항공시장은 사실

<표 1>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 동

상 셧다운 상태에 돌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

향, 항공시장, 항공 부문 정부 대응 관련 주요 이슈

년 항공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약 68%(국내선 :

들을 정리한 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

24%, 국제선 : 84%) 감소하였으며, 취항 노선 수

2) ICAO. (2021.2.3.). Effects of Novel Coronavirus(COVID-19) on Civil Aviation: Economic Impact Analysis, 사이트 주소(접속일: 2021.2.8.) : https://www.icao.int/
sustainability/Documents/COVID-19/ICAO_Coronavirus_Econ_Impac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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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코로나19 대내외 이슈에 따른 항공사/정부 대응
월별
2020.1

2020.2

2020.3

코로나19 확산 관련 이슈

항공시장 주요 이슈

항공 부문 정부 대응

- (국내)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
- (국내) 감염병 경계 단계 (지역사회 전파)

- 제주항공, 이스타 항공주식 매매 계약
체결 연기 (2차)

- (국내) 감염병 심각 단계 (전국확산)

- 비상경영 돌입 (항공사 임직원 무급휴
직, 임금 삭감 등 시행)
- 모든 항공사 국제선 운항 축소

- 여행자제 권고
- 코로나19 대응 항공 분야 긴급지원대책
발표 (긴급 금융지원,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관세 인하 등)

- (국외)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국내) 인천공항 제외 모든 공항 여객
無실적 기록
- 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 화물 운
송 영업
- 이스타항공 국내/국제 운항 중단

- 코로나19 대응 항공업계 추가 지원 시행
(운수권, 슬롯 회수 유예, 공항 사용료
감면 등)
- 특별입국 절차 (모든 국가)
- 3개 LCC (티웨이, 에어서울, 에어부산)
긴급지원

2020.4

- (국외) 확진자 수 100만 명 돌파
- (국내) 확진자 수 1만 명 돌파

2020.6

- (국외) 확진자 수 1,000만 명 돌파
- (국내) 1차 재난지원금 시행

2020.7

- 국제노선 인천국제공항 단일화
-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실시
- 공항운영자 항공기 취급업 지원
(공항 사용료 등)
- 국토교통부 진에어 제재 해제
- 대한항공 긴급 자금 지원
- 티웨이, 에어부산 유상증자 지원
-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 국내선 신규 노선 취항
(티웨이 : 광주–양양, 부산-양양)

- 항공사 항공권, 관광상품권 선구매

- 제주항공의 이스타 인수 결렬

- ICAO 공중보건 위기 대응 협력
(CAPSCA) 참여

2020.8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 대한항공 기내식/기내면세 사업 매각
(1조 원)
- HDC의 아시아나 인수 결렬

- 항공산업 추가 지원발표 (금융지원, 고
용안정지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
장 등)

2020.9

- (국내) 2차 재난지원금 시행

- 한중 부정기편 운행
(인천국제공항-칭다오, 정저우, 샤먼)

- 아시아나 항공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2조 4천억 원)

2020.11

- (국외) 확진자 수 5,000만 명 돌파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인수 계획
발표

- 무착륙 비행에 면세 쇼핑 허용
(600달러 면세 혜택)

2020.12

- (국내) 확진자 수 5만 명 돌파 /수도권 지
역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 시행
- (국외)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

-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 시작
-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화물 부문 흑
자 전망

-제
 주항공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321억 원)
-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
- 인천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센터 운영
(출국 전 검사 가능)
- 김해공항 해외 입국자 재허용

2021.1

- (국외) 확진자 수 1억 명 돌파
- (국내) 3차 재난지원금 시행

자료 : 각 언론사 및 정부 보도자료(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손정웅 연구원 작성, 저자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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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Single Hub(에미레이트 항공)

b : Multi Hub(스칸디나비아 항공)

c : Point-to-Point(사우스웨스트)

그림1•주요 항공 네트워크 유형

도 202개(2020.1)에서 150개(2020.12)로 감소

항공 부문 방역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도 적극적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추진되었던

으로 참여하였다.

2건의 항공사 M&A가 모두 무산되었고, 플라이
강원(2019년 11월 취항)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신

우리나라 국제항공 네트워크의 특징

3)

규 LCCs의 운항증명(AOC) 절차도 지연되었다.

다만 국제항공화물의 경우 항공편 감소로 인한 밸

공항 간 노선연결 방식, 허브공항의 유무, 단일 혹

리카고(Vally Cargo) 공급 제약이 높아지고 있는

은 복수 허브 활용 등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항

상황 속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의료·방역·

공사 네트워크 간에는 구조적 차이점들이 존재한

반도체·신선화물 등 화물운송 부문 매출 증가로

다. 대표적인 항공사 네트워크 유형으로는 소수의

2020년 2분기부터 영업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거점 공항(Hub)을 중심으로 주변 공항(Spoke)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시장의 급격한 침체 상황

을 연결하는 Hub-and-Spoke(<그림 1>의 a와

속에서 정부도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지속해 왔

b) 네트워크와 두 공항만을 연결하는 노선들로 구

다. 3차례에 걸친 항공산업 긴급지원대책(금융,

성된 Point-to-Point(<그림 1>의 c)를 들 수 있다.

고용, 공항 사용료 감면,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우리나라의 항공 네트워크는 국제선 시장, 특히

등) 추진과 더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인접한 중국, 일본, 동

CAPSCA(공중보건위기 대응 협력 프로그램) 등

남아 등을 연결하는 조밀한 중단거리 노선 체계의

3) 2020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을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년 1월 말부터는 청주-제주노선 운항 예정
한국경제, (2021.1.10.), 비행기 띄우기도 전에... 신규LCC, 생존 시험대. 사이트 주소(접속일:2021.2.8.)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10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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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한국
Korean Air
Asiana Airlines
Jeju Airlines
T’way Air
Jin Air

100

80
국제노선수

중국
China Eastern Airlines
China Southern Airlines
Air China
Spring Airlines
Xiamen Airlines Company

60

40
일본
All Nippon Airways
Japan Airlines
Peach Aviation Limited
Vanilla Air
Jetstar Japan

20

0
한국

중국

일본

자료 : 박용하(2020), p.67.

그림2•한국, 중국, 일본의 5개 국적항공사의 국제항공 네트워크별 공항 국제노선 수 분포

형태로 발달하였다.4) 2019년 OAG 항공 스케줄

석의 23%와 34%를 차지하고 있어 차순위 공항들

공급석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선 : 국제선 시장 비

과의 국제선 공급 규모 격차가 한국과 비교해 상

중은 약 4 : 6으로 중국 9 : 1, 일본 7 : 3과 비교해

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국제선 시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인

항공사들의 국제노선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단

천국제공항의 국제선 공급석 규모는 약 4,200만

일 허브 중심성이 명확히 나타난다. 2019년 공급

석으로 우리나라 국제선 시장의 약 77%를 차지하

석 기준 상위 5개 국적항공사들의 국제노선 네트

고 있으며, 동북아 공항 중 최대 규모로 확인되었

워크를 살펴보면, 공통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노선

다. 한편, 차순위인 김해공항과의 규모 격차도 7배

집중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참

가까이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경

조). 특히 2개 FSCs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우 국제선 공급석 규모가 1천만 석 이상인 공항이

노선 집중도가 매우 높아 연결 중심성 2위인 김해

각각 3개씩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푸동

공항과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반면, 나머

공항과 나리타공항의 경우 각각 전체 국제선 공급

지 3개 LCCs는 김해, 무안, 대구 등 지역 공항들을

4) 박용하, 「한·중·일 국제항공 네트워크 비교분석: 주요 공항 및 국적 항공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20권 3호, 2020, p. 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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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처럼 국제선 여객 시장이 셧다운된 상황에서도 방역·의료 물품 수급을 위한
국제화물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전염병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화
물운송 부문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차적 거점으로 활용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과

하였을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국제노

차순위 공항들 사이의 노선 분포 격차가 상대적으

선 네트워크 복원은 ‘다각화’ 또는 ‘불균형 완화’에

로 작게 나타나고 있었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반면, 중국의 상위 5개 항공사들은 모두 연결 중심

첫째, 울릉, 흑산 등 도서지역 소형공항들을 중심

성 1위 공항과 차순위 공항들 사이의 격차가 우리

으로 국내노선 개척을 통해 국내선과 국제선 시장

나라의 FSCs에 비해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주

간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 거주

요 공항 간 노선 분포가 균등하다는 특징을 보이

민들의 국제선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키워주기

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5개 항공사 중 2개

위한 전략으로 LCCs를 통한 지방 국제공항들의

FSCs는 한국의 FSCs와 유사하게 2~3개 거점을

국제 연결성 강화가 지속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나머지 3개 LCCs의 경우

다. 셋째,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처럼 국제선 여객

네트워크의 규모가 작고, 특정 허브 중심의 네트

시장이 셧다운된 상황에서도 방역·의료 물품 수급

워크 발달이 미약하였다.

을 위한 국제화물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전염병 사태가 발생할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항공 네트워크

를 대비하여 화물운송 부문을 지속적으로 유지·강

복원에 관한 제언

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 네트워크
구조와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이벤트에 대한 취약

우리나라 항공시장은 국제선 비중이 높으며, 항공

성(Vulnerability) 및 복원 탄력성(Resilience) 간

네트워크는 단일 허브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연관성을 고려한 항공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 관한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

연구가 필요하다.

선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공항으로 그 입지를 굳건
히 다져왔지만, 전략적 집중으로 나머지 지역 공
항들과의 국제선 연결성 격차는 인접국들과 비교
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시장 침체 경험, 그리
고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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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구전략을 위한
국적항공사 지원과제

올해 항공업계는 지난해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레드로 이어지는 힘든 한 해
를 보내야 할 것 같다. 항공사 매출 구성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제선 운항
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90% 정도 준 상황에서 각 항공사들은 유·무급휴직
등 비용 절감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차제에 국적항공사들이 글로벌 항공 경
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들어가는 말

1980년대만 해도 기업은 낮은 원가와 차별화 중 하나만 경쟁우위에 있어도
얼마든지 세계 최강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하
버드대 교수가 말했다. 당시 경제 상황에서는 타당한 말이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
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구
조조정과 같은 획기적인 혁신활동을 전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른바 지
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산업 중 항공운송산업은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항공사
가 국가를 대신하여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여객과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OECD1)에 따르면 항공운송산업은 국가
산업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강력한 산업 부문과의 연계로 경제 전체 측면에서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이 국경을 폐쇄한 이후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던 하늘
길이 막히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김광옥 본부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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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상용 항공기의 대수는

항공사들은 자발적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항공업

2020년 1월 초 약 2만8,000대에서 2020년 7월 10

계는 직접 재정지원 및 세제감면, 대출과 대출보

일 1만9,200대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코로나19

증에 이르는 공동 구제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지금

로 여행 금지가 확대되는 초기 몇 개월간은 약 1만

은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8,000대의 항공기가 멈춰서 장기간 주기되는 최악

ICAO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발

의 상황이 발행하였다.

표하였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여객 교

2)

딜로이트(Deloitte) 에 따르면 에어캐나다는 79

통량, 즉 항공여행 수준이 2003년 수준으로 퇴보

대의 항공기를 퇴역시켰고 웨스트젯은 181대 중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의 좌석 공급량이

135대를 지상에 주기한 상태이다. Air Transat,

50% 이상 감소한 수치이며 총 여객수는 2019년 45

Porter와 Swoop은 운항을 전면 중단하였고 일부

억 명에서 60% 감소한 18억 명을 기록하였다.

표1•운휴 비행기 수(2020.7.10 기준)
지역

코로나19 이전 운항 항공기 수

코로나19 이후 운휴 항공기 수

운항을 재개한 항공기 수

아프리카

1,137

700

262

아시아 태평양

8,689

5,344

3,618

유럽

6,821

5,414

2,871

남아메리카

1,746

1,319

469

중동

1,404

1,059

504

북아메리카

8,087

4,588

2,092

합계

27,884

18,414

9,816

자료 : Oliver Wyman

자료 : ICAO

그림1•1945년∼2020년 세계 여객교통의 성장

2) COVID-19 - Aviation’s recovery flight plan : Stronger ecosystem collaboration needed(Delo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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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여행제한이 계속되는 경제위기에 항

않을까 예상해 본다.

공수요는 큰 타격을 입었고 항공산업 전반에 막대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항공사는 유동성 확보에 어

방역 우수국가들 위주로 트래블 버블이 논의되었

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역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

다면,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빠

는 데 드는 비용과 여객의 행동패턴 변화에 따른

른 나라들 사이에서 트래블 버블과 같은 여행 활

항공여객 수요감소 등의 불확실성으로 암울한 미

성화 정책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

래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항공사의 위기는 곧 항

로 생각한다.

공운송업계 전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2월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될

3)

(OECD, 2020) .

예정이기 때문에 늦어도 3분기부터는 백신 접종

가장 건실한 항공사조차 재정상태가 취약해졌고

률을 어느 정도 달성한 국가들과 우선적으로 항공

각국 정부 또한 항공사가 신용을 유지할 수 있도

여행 관련 협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전망은

그러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백신 보급에

4)

우려스러운 상황이다(McKinsey & Co, 2020) .

도 불구하고 당분간 힘든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향후 글로벌 경제

코로나19와 항공운송산업 회복 시점

회복에 대한 희망을 높여 항공사 주가 상승에 기여
하였으나, 긍정적인 투자 정서가 여행객의 행동 변

항공여행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따

화에까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5).

라서 우리나라만 집단면역이 형성되었다고 자유로

Flightglobal 웨비나(2021.1.15)에서는 화상회

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 등의 기술도입으로 비즈니스 항공수요는 코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

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비관적인 의견을

갈 수 있다. 현재 몇몇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예

내놓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억눌린 항공여행 수요

방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백신 보급량 및 접종속도

로 인해 2021년에는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낙

를 고려할 때 전 세계적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관론을 펴는 등 향후 항공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분

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하다6).

다만, 여러 국가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된 만큼, 접

유로콘트롤에서는 2021년 교통량이 2019년 대비

종률이 어느 정도 달성된 국가부터 코로나19 예

51% 수준에 불과할 것이며, 일자리 손실 등 유럽

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여행자에 한하여 입국 시

내 전체 산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등의 조치를 우선 취하지

하였다7).

3) COVID-19 and the aviation industry : Impact and policy responses(OECD)
4) McKinsey & Co의 Coronavirus: Airlines brace for severe turbulence, 2020.04.
5) https://www.iata.org/en/iata-repository/publications/economic-reports/near-term-outlook-remains-challenging-despite-vaccine-progress/
6) https://www.flightglobal.com/strategy/aerospace-leaders-see-clearing-skies-eye-post-covid-air-travel-b oom/141966.article
7) https://www.eurocontrol.int/publication/what-covid19-did-european-aviation-2020-outlook-2021
    https://www.eurocontrol.int/sites/default/files/2021-01/eurocontrol-think-paper-8-impact-of-covid-19-on-european-aviation-in-2020-and-outlook-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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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감염병 때문에 생긴 경제위기는 궁극적으로 환경 문제와 연결돼 있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가 과거보다 더 자주,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는 얘기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우리 항공업계도 위기를 기회로 포착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림2•유로콘트롤 2020~2024 예측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항공사 재편 과정과 시사점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트렌드를 반영해 사업
모델을 혁신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핵심사업과 신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감염병으로 초래된 경제

성장 동력사업 위주로 재편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적 위기는 궁극적으로 환경 문제와 연결돼 있어

위해 인수합병(M&A)을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다. 세계 경제가 과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는 어쩌면 글로벌 항

거보다 더 자주,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

공사들에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

는 얘기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회가 될 수도 있다.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1980년

우리 항공업계도 어떤한 위기가 오더라고 이에 빨

에는 항공사를 포함하여 150대 글로벌 기업의 세

리 대응하고 기회도 빨리 포착할 수 있는 유연하

계시장 점유율이 27%에 불과했지만, 2000년 이후

고 개방적인 조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IT버블 붕괴를 시작으로 남미와

2021 02 VOL.276

015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산업의 현안 및 과제

우리 국적항공사들이 글로벌 항공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성장세 유지가 꼭 필요하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성장전략 추구는 기업의 내실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숙고해야 한다.
따라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경영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해서 기업경영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비용절감과 같은 내부지향적 이익창출에 치중할 경우 장기적으로
성장과 발전은 어렵다.

유럽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0년 당시 이 수치

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 지표가 아무리 높

가 41%까지 올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도 항공사에 돌아오는 이익의 크기는 커질 수

우리는 현재 항공사 재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없고 내부에서 창출된 이익을 사용한 투자활동은

는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다. 항공사가 살아남기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해서는 외형보다는 수익성을 고려한 적정한 수

다시 말해 글로벌 항공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준의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재편이 검토되어야 할

일정 수준의 성장세 유지가 꼭 필요하다. 다만 지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이 수익성을 고

나치게 높은 성장전략 추구는 기업의 내실을 해치

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성장전략으로 부실을 초래

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경영환경의 불확실

숙고해야 한다. 따라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은 성장보다

이루는 경영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의

는 내실 중시의 경영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다고 해서 기업경영을 지나치게 위

하지만 외형성장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

축시켜 비용절감과 같은 내부지향적 이익창출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적 항공사들은 전 세

치중할 경우 장기적으로 성장과 발전은 어렵다.

계 800개 이상의 정기항공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우리 국적항공사들이 성장하고 글로벌화를 추진

벌이고 있는데,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항공

이상의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는

시장의 M&A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험습득, 학습

여객과 화물 등에 기반을 둔 영업활동을 하는데

능력 배양은 국경 간 M&A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다시 투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데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 하지만 항공사의 성장은 항공
사가 창출한 용역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의 결과

국적항공사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로 얻어지기 때문에 외연 확대와 시장 선점 우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를(BIG KINDS) 활

따라서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요구된다. 즉, 외형

용하여 2020년 언론기사를 분석한 결과, 항공업계

적인 기업 확대와 고정비 경감 등 규모 및 범위의

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의 직접 대상이며, 기

경제를 위해 M&A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간산업으로서 항공산업은 하반기로 갈수록 위기

016

월간 교통

특집 ➋ 코로나19 출구전략을 위한 국적항공사 지원과제

항공업계 2020년 상반기 1월~6월

항공업계 2020년 하반기 7월~12월

그림3•항공업계 빅카인즈 언론기사 연관어 분석

의 심각성이 심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접어들면 코로나 청정 국가 간 항공기 운항 시 자

올해 항공업계는 지난해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가 격리를 면제해 주는 트래블 버블 등 항공수요

레드로 이어지는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할 것 같다.

회복과 확대 방안을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항공사 매출 구성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제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운항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90% 정도 준 상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운송이 붕괴돼 대

황에서 각 항공사들은 유·무급휴직 등 비용 절감

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항공사(Full Service

그러나 항공사의 비용 절감은 이미 한계 상황에

Carrier, FSC)들은 화물운송으로 소폭의 영업 흑

와 있다. 이제는 정부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고

자를 보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상의 국제선 셧다

려해 항공사들의 대외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으로 자금 부족 사태가 빚어지면서 기간산업 안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조

정기금, 유상증자, 자산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

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은 세금을

항공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문제도 심각하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만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전향적인

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240일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로 연장하는 등 대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항구적으로 감면하는

고용 불안이 초래될 것이다.

등 우리 항공사들이 외국 항공사들과 같은 여건에

2020년 3월 18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적

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

으로 500만∼2,500만 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

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할 수 있고, 증가 대부분은 고소득 국가에서 발생

항공사들이 회생하려면 무엇보다 항공수요가 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코

복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로나19로 중국 내 5,280만 개를 포함하여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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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버블 등을 통해 항공수요의 회복을 도모하고, 해외 경쟁국과 공정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등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세
제 소관부처에서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항공기 부품 관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감면해주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

에서 6,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
8)

폐지될 예정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취득세를

고했다(ADB, 2020) .

부과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역시 100% 감면

또 많은 항공기가 공항 계류장에 멈춰서 있는데, 정

이 필요하다.

류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가 올해처럼 감면되지 않

또 대부분의 경쟁국에서 감면하고 있는 항공기 부

는다면 항공사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게 뻔하다.

품 관세도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감면율을 매년

정부는 항공업계에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긴급 유

20%씩 줄여 2026년에는 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

동성자금 지원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공

이다. 주요 경쟁국들은 WTO 민간항공기무역협

항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정 가입 등을 통해 상시로 100% 감면을 해주고 있

해주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 혹독한 시기에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협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에도 가입해 외국 항공사와 같은 조건에서 공정

다시 한번 항공업계가 실질적으로 바라는 대책은

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이다. 미국·일본·유

조속한 시기에 트래블 버블 등을 통해 항공수요의

럽·중국 등 경쟁국들이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

회복을 도모하고, 해외 경쟁국과 공정 경쟁을 펼

처럼 우리나라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

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등 우리나라 항공사들

세의 감면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

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자산규모 5조 원 미만

부 등 세제 소관부처에서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의 LCC 보유 항공기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해주

및 취득세, 항공기 부품 관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 국가처럼 모든 항공사의

감면해주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

항공기에 대해 특별한 제한 없이 감면이 이뤄져야

끝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한다.

정부와 항공업계가 힘을 합해 협력한다면 한 단계

항공기 취득세도 올해 12월까지만 모든 항공사에

더 높은 항공 강국으로 재도약하게 될 것이다.

대해 60% 감면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감면제도가

8) ADB, An Updated Assessment of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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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트래블 버블
추진 현황과 고려사항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여객 운송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
다. 여객운송 중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트래블 버블’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
오르고 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우수 국가 간에 제한된 형태로나마 국제여
객 운송을 재개하자는 것인데, 현재 많은 국가에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트래블 버블 사례를 소개하고 트래블 버블 추진을 위해 고려할 사
항들을 살펴본다.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국제
공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다.1)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 호전될
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다양한 코로나19 백신이 개
발되어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일련의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기까지는 백신 접종 이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종식 이전에도 국제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대
안으로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2) 트래블 버
블을 간단히 설명하면 방역이 우수한 국가 간에 입국관리를 완화하여 제한
된 형태로 국제관광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외교 협
정(Agreement)이 아니라 양국 사이의 협의(Arrangement)에 의해 운영된
다(신용석, 2020). 따라서 국가마다 트래블 버블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적용
대상은 다르다. 트래블 버블 대상으로 고려할만한 ‘방역이 우수한 국가’의
김형종 부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1) 국내의 관행을 따라 이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를 코로나19로 지칭한다.
2) ‘Travel Corridor’나 ‘Air Bridge’ 또는 ‘Air Transport Bubble’ 같은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BBC News, 2020; McMahon,
2020a; Ministry of Civil Aviation,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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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트래블 버블’ 추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트래블 버블의

트래블 버블 추진 현황

형태 역시 협의에 따라 양방향(Two-way)일 수
도 단방향(One-way)일 수도 있다.3) 또한 양국 사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트래블 버블 사례를

이의 협의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돌발적인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트래
블 버블 외에도 면역여권(Immunity Passport)이

싱가포르-홍콩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2020년 12월 22일 자로 양 도

면역여권이란 특정 감염병에 면역이 있거나 백신

시 사이에 지정된 항공기로 일일 1편(승객 200

을 접종하였음을 공식 문건으로 증명하자는 개념

명 이내)의 양방향 무격리 여행(Quarantine-free

이다. 그러나 면역여권은 여러 제약과 기술적인

Travel)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문제들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

변화로 실제 실시 시기를 올해인 2021년으로 연

황이다(신용석, 2020; Kofler & Baylis, 2020). 따

기하였다(신용석, 2020; Park, 2020; Park et al.,

라서 트래블 버블은 현재의 위기를 완화해줄 수

2020). 싱가포르는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 독일,

있는 거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주되고

우리나라와의 트래블 버블도 추진하고 있었으나,

있다.

현재 대내외적인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트래블 버

3) 양 국가에서 모두 격리가 없는 형태의 트래블 버블은 해외 신문기사에서 ‘Two-way’나 ‘Reciprocal’과 같은 단어를 수반하는 형태로 기술되고 있다.
4)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가는 경우에는 무격리(Quarantine-free)지만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관리하는 격리 숙소(Government-managed
Isolation Accommodation)에서 14일간 격리된다.
5) 트래블 버블을 단방향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는 2020년 8월에 호주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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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Al Jazeera English,
2021).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양방향 트래블 버블
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한 상황

호주-뉴질랜드 (브리즈번-오클랜드,

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트래블 버블을 관광 회복

멜버른-오클랜드, 시드니-오클랜드)

계획(Recovery Plan)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작년 10월부터 단방향 트래

(Yusof, 2021).6)

블 버블(Safe Travel Zone)을 실시하고 있었으

그 외에도 도미니카(Dominica), 바베이도스

며 2021년 초에 양방향 트래블 버블로 확대할 예

(Barbados),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앤티

4)

정이었다(Galloway, 2020; McMahon, 2020a).

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등 카리콤

그러나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Caribbean Community, CARICOM) 국가 사이

에 감염된 사례가 발견되어 일시적으로 트래블 버

에 2020년 9월 1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역 트래

블이 중단되었다(BBC News, 2021; Singhal &

블 버블이 존재한다(Morgan, 2020).7)

Estcourt, 2021).5)
트레블 버블 추진 시 주요 고려사항
미국-영국 (뉴욕-런던)

미국 교통부 대변인에 의해 미연방정부

이처럼 매우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국가에서 트래

(the Federal Government), 국제 협력업체

블 버블이 체결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International Partners), 업계 관계자(Industry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Stakeholders) 사이에 시험적인 뉴욕-런던 트

걸까? 우선 무위험 트래블 버블(Risk-free Travel

래블 버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

Bubble)이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실이 확인되었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으나

한다.8) 트래블 버블의 추진은 일정 수준의 위험,

(Edgecliffe-Johnson et al., 2020; McMahon,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

2020b; Passport by ForbesLife, 2020), 아직 이

하면서 국제여객 운송을 재개하겠다는 의미가 있

와 관련한 새로운 기사나 체결 사실이 확인되지

다. 따라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면서 다음의 두

않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영국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는 2021년 1월 18일 자로 영국 이외의 장소에서
잉글랜드로 도착하는 모든 트래블 버블이 잠정 중
단된 상태이다(UK Government, 2021).

(방역준수 측면) 위험 최소화

첫째, 방역준수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

6) 여
 기 제시된 사례 외에도 인도 민간항공부가 트래블 버블 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Ministry of Civil Aviation, n.d.), 유럽연합의 ‘Re-open EU’ 같은 초거대 트래블 버
블도 존재한다. 그러나 유럽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쉥겐협약 가입국 사이에 출입국 절차가 최소화·표준화되어 있었고 각 국가가 연접하여 있는 등 여기서 제시하는 항공 트
래블 버블 사례와는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7) 우리 정부에서는 ‘Caribbean Community’를 카리브공동체로 번역하고 있다(외교부, 2020). 이 글에서는 카리브공동체를 카리콤으로 통칭한다.
8) 무위험 트래블 버블이란 트래블 버블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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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나 백신 생산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 안타
깝지만 올해도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신속한 트래블 버블 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보다 좋지 않은 국가에서도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하
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 앞서 살펴본 해외의 트래블 버블 사례에서도

방역준수와 함께 노선의 수요 역시 고려할 필요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트래블 버블을 중단하

있다. 1년에 100명, 1,000명이 이용하는 수준의

고 있다. 그 이유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

트래블 버블을 체결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9) 트

다. 트래블 버블은 일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면

래블 버블의 실제 운영은 방역준수와 업계지원의

서 어려운 업계상황을 호전시키겠다는 것이지 위

두 발로 외줄타기를 하는 상황과 유사할 수 있다.

험을 무작정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자칫 잘못하여 어느 한 발만 잘못 디뎌도 트래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버블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공적인 트래

있다면 해당 트래블 버블은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블 버블을 위해서는 세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트래블 버블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는 방역도 국제여객 운송도

대상 선정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 배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과 같이 영

제하여야 한다.

토가 매우 큰 국가들은 지역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을 체

(업계지원 측면) 국제여객 증대

결하는 경우 지역이나 노선단위로 구분하여 관리

둘째, 실질적인 국제여객 증대가 필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한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국제여객 운

급변할 때도 방역을 준수하면서 최대한의 국제여

송을 재개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업계의 상황이 어

객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트래블 버블로 인해 우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충분한 모니터링도 필요하

리 업계가 얻는 실질적인 이득도 명확하게 존재하

다. 유럽연합은 소속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을 소속

여야 한다. 만약 트래블 버블 한도가 매우 작아 업

국가만이 아니라 세부 지역까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

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험

다(ECDC, 2021). 우리도 지역별로 혹은 노선별로

은 부담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은 취하지 못하는 역

코로나19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관리하면 트래블

설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트래블 버블은

버블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9) 따
 라서 우리 국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트래블 버블 대상 선정도 중요할 것이다.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기계적인 트래블 버블은 충분한 국제여객 증대 효과를
갖지 못할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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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➌ 해외의 트래블 버블 추진 현황과 고려사항

마치며

트래블 버블이 늦어질수록 그리고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려 할수록 업계의 손실을 포함한 사회적 손

변이 바이러스나 백신 생산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실은 커질 확률이 높다.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올

손실은 결국 다시금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해도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

것이다.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약을 쓰는 것이

인다. 그렇기에 신속한 트래블 버블 체결이 필요한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시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트래블 버블 추진 국가는

만약 트래블 버블로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못한

우려가 발생한다면, 우리의 의지대로 트래블 버블

경우도 다수이다. 이러한 국가들도 추진하는데 우

을 중단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도 코로나19 상

리가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황 악화로 트래블 버블이 중단된 사례는 쉽게 찾

트래블 버블 체결에서 속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

을 수 있다. 먼저 트래블 버블을 체결하고 코로나

다. 코로나19 종식 이전에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

19 상황에 따라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운영의 묘가

주자는 것이 트래블 버블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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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항공교통 소비자 분쟁
사례 분석
코로나19 시대에 항공여객 운송계약에 관한 다양한 분쟁이 일고 있다. 각각
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차제에 코로나19
와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 즉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따른 항공운송 계약
상 분쟁 해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리라 본다.

들어가며

국제선 항공기의 이륙 준비가 한창이었다. 한 승객이 자기가 며칠 전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즉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승무원
에게 호소한 것도 바로 그 시점이었다. 기장은 보고를 통해 해당 승객의 격
리와 모든 승객의 하기(下機, Disembarking)를 조치하였다. 기내방역을 하
였음은 물론이다. 덕분에 항공기는 4시간 지연출발 하였고, 연착에 따른 승
객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여행계획을 수정할 테니 항공권 구입대금을 환
불해 달라면서, 해당 항공기 탑승을 완강히 거부한 승객도 다수 있었다. 코로
나19 감염을 우려한 것이다. 항공사는 정해진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탑승 전
모든 승객의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였으니, 과실이 없다고 주장
하였다. 승객의 환불요구와 항공사의 무과실 주장은 위약금 분쟁으로 이어
졌다. 지난 2020년 3월 미국 JFK공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코로나19(COVID-19)와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지도 한참이다. 지난 1
년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Pandemic)을 선언하고, 각국은 외국인 입국 금지와 국경폐쇄, 자가격리라
이창재 교수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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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소한 정책을 경쟁하듯 쏟아내었다. 그 결과 긴박하고 절실한 경우를 제
외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순수한 해외여행 수요는 라이트형제 시대와 비슷한

특집 ➍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교통 소비자 분쟁 사례 분석

일반적으로 항공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혹은 일상적이지 아니한 외부의 사건이라
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피해 승객의 기존상태가 원인이거나 정상적인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
건은 사고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건강한 승객이 항공 여행 중에 다른 승객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
되었다는 사실은 항공사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수준이 되어 버렸다.

로나19에 감염되어 확진되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

코로나19 시대 초기에는 항공운송 계약과 관련한

배상 책임을 항공사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인

소비자 분쟁의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발생량도

지 문제이다.

급증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 상법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

1월에서 3월 사이에 국외여행에 관한 소비자 상담

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47%가 증가

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하였고, 항공운송 서비스에 관한 상담도 508%가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48조)”라고 규

1)

늘었다고 한다.

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최신 협

이와 같은 분쟁 건수의 증가는 전염병의 세계적인

약인 몬트리올 협약을 이어받은 「상법」 제904조

감염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원인에 따른 분쟁을 해

에 따르면 항공사는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

결하기 위한 모범적인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

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은 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乘降)을 위한 작

이하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항공여객 운송계약

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해석

에 관한 다양한 분쟁 사례를 분류해 보고, 각각의

법학의 원칙에 따라, 위 규정을 현재 상황에 맞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 살

정리하면 ①항공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이 항공운

펴보고자 한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송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②항공사가 그러한

대유행은 절대 다시 없어야 할 것이지만, 불가항

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그리고

력(Force Majeure)에 따른 항공운송 계약상 분쟁

③‘인과관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다.

해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

일반적으로 항공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상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 못한(Unexpected) 혹은 일상적이지 아니한
(Unusual) 외부(External to the Passenger)의

주요 연구방향

사건(Event or Happening)이라는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피해 승객의 기존상태(Pre-existing

여객의 항공운송 중 코로나19 감염

여객이 항공기를 이용한 후 주변 승객으로부터 코

Condition)가 원인이거나 정상적인 항공운송 과
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고로 인정될 수 없다. 따

1) 지광석 (2020), 「코로나19(COVID-19) 관련 소비자 문제의 유형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103)』,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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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건강한 승객이 항공 여행 중에 다른 승객으

공운송 중 혹은 항공기 탑승이나 하기 과정에서

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항공사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항공사로서는 코

예컨대 집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리무진 버스 안

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항공 여행 중

에서, 아니면 탑승 전 공항 시설을 이용하던 중에

감염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도 있었던, 전혀 예상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항공사가 반대로 증명한다

하지 못했던 사건이 아니라는 근거를 들어 항공사

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현재 우리에게 코
로나19는 비일상적(Unusual)이지 않은 일상적인

여객의 항공운송 중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관한

(Usual) 위험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정신적 손해배상

「상법」상 피해 승객의 손해배상 청구범위가 1명
2)

우리나라 판례는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여객의 정

당 11만3천100 계산단위(SDR) 의 금액을 초과하

신적 손해배상의 인정에 인색한 편이다. 반면, 미

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항공사가 다음 중 어느

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는 몬트리올 협약상 항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그

공사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의 해석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

을 확장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인정

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혹은 ②그 손해가 오로

하기도 한다. 여객의 신체 상해와 동시에 혹은 신

지 제삼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

체상해 이후에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

항공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따라서 코로나19의 감염이라는 결과에 대해, 항공

다. 예컨대 항공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의 장애를

사가 기내방역 등 정해진 절차를 잘 준수하여 자

얻은 피해 승객이 장애로 인한 우울증도 앓게 된

신은 무과실이라는 증명에 성공한다면 위 금액의

다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식이다. 이

초과 부분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에 대해 좀 더 진보적으로 신체상해를 동반하지

있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 승객의 코로나19 확진

않은 여객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하자는 주장이

이 항공운송 중 다른 승객으로부터 감염된 결과라

최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면, 항공사는 그러한 손해가 제삼자의 과실 또는

항공 여행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을 염

그 밖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로도 면책을

려하여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승객이 겪은 경

주장할 수 있다.

우,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항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의 확정

것인지는 의문이다. 생각건대 신체상해와 어떠한

은 중요한 절차이다. 그런데 항공 여행 후 코로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 순수한 정신적 손해배

19에 확진된 승객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역

상에 관해서는 아직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학조사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전혀 쉽지 않다. 항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감염 우려에 따른 정신적 손

2) 국
 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을 지칭한다. 2021년 1월 말 현재 1SDR은 약 1.44 USD이다. 113,100SDR은 약 162,900 USD,
한화 약 1억8천6백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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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 즉 불가항력에 따른 항공운송 계약상 분쟁 해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해배상 자체는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
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지연(Delay) 클레임

한다(「상법」 제907조).

지연(Delay)은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개념이다.

한편, 운항 지연과 비슷하지만 구별되어야 하는

예정 출발 혹은 도착 시각에서 얼마나 늦게 운송

개념으로 운항 취소(Cancellation)가 있다. 운항

이 이루어져야만 지연손해의 청구대상인지에 관

지연과 달리 운항 취소의 개념은 비교적 명확한

하여 국제협약이나 우리 국내법에 명확한 기준이

데, 운송계약대로 항공운송이 되지 않은 것을 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약이나 상법은 “연착” 그

한다.

자체를 손해배상 원인으로 설정하지 않고, 대신에

법리적으로 운항 지연은 출발지에서 항공운송이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가 되고, 운송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이행된 이후 연착에 대해서는 불완전이행

예컨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항공기가 4시간 지

이 된다. 반면, 운항 취소는 항공운송 계약상 의무

연 출발하였고 목적지에 3시간 연착한 경우, 그러

가 이행되지 않은 점에서 운송계약의 해제에 관한

한 사실 자체만으로 해당 항공편 승객 전체에 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항공권 대금의 환불과

해 항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같은 계약해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예

3시간 연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합리적이고

정된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되어 출발일이나 편명

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승객의 배상 청구

이 변경되거나 다른 항공사에 의해 운송계약이 대

만 인정되는 것이다. 반면, 여객의 지연손해배상

체 이행되더라도 이는 운항 지연이지 운항 취소가

에 관하여 항공사는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

아니다. 코로나19 관련 운항 취소 이야기는 후술

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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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계약의 해제에 관한 쟁점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사의 운항 취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가 정해진 계획과 달리 항
여객의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자발적 탑승 거부

공편 운항을 취소하거나 운항노선을 일방적으로 변

2015년 신설된 우리 「민법」 제674조의3에 따르

경하였고 이에 대해 여객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

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

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 볼 수 있겠다.

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

먼저 항공사 스스로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우려되는 노선의 운항을 취소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우에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사

코로나19 확산으로 좌석 판매량이 저조하여 수익

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성 악화를 이유로 운항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이다(「민

는 항공사가 경제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운송계약

법」 제674조의4).

을 부당 해제한 것으로 계약 상대방인 여객의 손

위 규정의 해석상, 여객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

해는 배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운항 취

어 항공운송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할 때 ‘부득이한

소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이나 승무원의 안전을

사유’가 아닌 한 항공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로 인정된다면 항공사는

이러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채택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수단이 위약금이다. 이미 구매한 항공권을 환불할

또 다른 경우로 정부 당국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

때 취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

라 운항이 취소되거나 노선이 변경된 경우이다.

는 것이다. 위약금은 사전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

외국 정부에 의한 한국인의 입국 금지나 검역 조

해배상을 예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다. 하지

치의 강화도 마찬가지다. 이때에는 항공사가 정당

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위약금은 금

하게 운송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인정되고, 계약해

지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약금

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항공권 구매대금의 전액

을 합의한 계약조항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민법」

환불)만 부담하게 된다.

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법원이 감액할 수도 있다.
여행계약 해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코로나19가 불가항력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부과가 면제될 수 있

계약상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부

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여행계약을 해

득이한 정당화 사유’가 인정된다면 계약불이행의

제(해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계

책임은 면제된다. 운항 취소를 결정한 항공사는

약상 면책에 관한 이론을 적용할 때 단순히 코로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고, 자발적으로

나19 감염 우려로 일방적으로 운송계약을 해제한

탑승을 거부하고 항공권 환불을 요구한 승객은 위

승객은 위약금을 면제받기 어렵다. 반면, 정부 차

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

원의 입국 금지, 검역 절차 강화, 강제적인 자가격

득이한 사유로 ‘불가항력’과 ‘사정변경의 원칙’을

리 등과 같은 이유로 여행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불가항력(Force Majeure, Act of God)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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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우리는 흔히 재난(災難)을 떠올린다. 그런데

Situation)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계약 당시와 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에는, 태

리 어떠한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상 의무이

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행 시에 일방 당사자에게 극도로 불공평한 결과

가뭄, 폭염, 지진 등과 같은 ‘자연 재난’과 함께 화

(Obviously Unfair)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

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 재난’도 존

사자의 계약변경 요구권 혹은 계약해제권이 발

재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생할 수도 있다. 이는 영미법상 계약목적의 좌절

따른 감염병도 사회재난의 일종이다. 따라서 코로

(Frustration)의 법리와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나19는 사회재난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할 가능성

사정변경의 원칙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를

이 크다. 다만 운송약관이나 계약에서 정당화 사

면제해 주면서, 다른 일방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

유로 ‘불가항력’ 혹은 ‘재난’ 대신에 ‘자연재해’라고

록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점에서 인정 여부에 신

명시하였다면, 코로나19가 계약해제의 정당화 사

중해야 한다.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속적

유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계약에서 주로 인정되며, 항공권 구매계약과 같은

코로나19가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처럼 모든 운송

일시적 계약에서는 인정받기 쉽지 않다.

계약 해제에 정당화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불
가항력 사유로 인정되려면 국제계약에서 통용되

맺음말

는 다음과 같은 면책요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①코로나19가 계약상 의무이행에 영향을 미치

항공교통 소비자 분쟁의 가장 모범적인 해결방

게 됨을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고

안은 당사자 간의 이해와 경청을 통한 합의라

(Unforceable), ②코로나19의 확산이 당사자가

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위약

통제할 수 없는 사유인 점(Insurmountable), 그

금을 모두 면제해 준 항공사의 조치나, 항공사의

리고 ③계약불이행이라는 결과를 당사자가 회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권 환불 대신 할인권

할 수 없었던 점(Unavoidable)이다. 이러한 조건

(Voucher)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항공사와 여객

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당사자는 계약상 의무 불이

간에 위약금 분쟁에 관한 숙려기간을 법률로 설정

행 책임에서 면제된다. 게다가 코로나19와 현재의

한 어느 외국 정부의 조치가 눈길을 끈다.

계약 불이행 상황 간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 예컨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항공편 운항 중

세상에 살고 있다.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

단 명령이나 입국 금지, 엄격한 검역 절차와 같은

유만 있다면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던 항공

조치로 부득이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거나 승객이

여행은 오늘날 기약 없는 꿈이 되어 버렸다. 항공

항공권 환불을 요구한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요의 격감으로 전 세계 항공운송 산업은 그야말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탑승률 저조에

로 바람 앞의 등불이다. 아무쪼록 모두가 웃으며

따른 경제적 손실이나 단순한 감염 우려는 항공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송 계약의 정당한 면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겨울의 끝이 멀지만은

한편, 사정변경의 원칙(Doctrine of Change of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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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장 250km 노선망 갖춘 트램 천국

호주 멜버른
클래식 모델부터 현대적인 감각의 최신형 트램까지 다양한 모델의 트램

글 _ 조주

이 시내 곳곳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호주 멜버른 트램은, 이 지역의 대표
적인 대중교통수단이다. 1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최장 250km
의 노선망을 갖춘 멜버른 트램의 요모조모를 살펴본다.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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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장 250km 노선망 갖춘 트램 천국, 호주 멜버른

호주 동남쪽에 자리한 멜버른은 호주에서 시드니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 통상 멜버른 하면 ‘멜
버른 시’를 포함한 주변 대도시권 즉, 광역 멜버른을 가리키는데 면적 9,900㎢(서울시 면적 605
㎢), 약 5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광역 멜버른의 중심은 빅토리아 주의 주도가 있는 멜버른 시(City of
Melbourne). 면적 37㎢이지만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다. 2019년 6월 말 기준 약 18만 명의

인구가 2040년쯤엔 38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빅토리아 주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시드니 다음으로 한국인이 많이 찾는 멜버른은 주변 대도시권을 포함해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국외 관광객
이 찾는데 그럴만한 유인 요소가 있다. 빅토리아 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도시 곳
곳에 공원이 잘 조성돼 있어 ‘정원의 도시’로 불릴 만큼 자연 친화적이며 쾌적성을 갖춘 도시 특성 때문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멜버른이 늘 수위에 있는 것도 그런 이
유다. 최근 들어 2위로 밀려났지만 2011년부터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멜버른은 안전성, 의료,
문화·환경, 교육, 인프라 등 주거 편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➊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Flinders Street Station) 앞을 지나는 멜버
른 트램.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은 멜버른 최초의 기차역으로 랜드
마크 구실을 한다. (Getty Images Bank)
➋	무료 트램 존을 순환하는 빈티지 관광 트램. 멜버른을 찾는 관광
객에게 특히 인기 있다. (Getty Images Bank)
➌	멜버른 도심 교차로에 고전과 현대 감각의 트램이 신호를 기다리
고 있다. (Getty Images Bank)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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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250km 네트워크 갖춘 트램의 도시 멜버른

➍	서던 크로스 역(Southern Cross
Station) 앞을 지나는 멜버른 트램. 서던

멜버른은 트램 천국으로도 명성이 높다. 우리에겐 조금 낯선 교통수단이

크로스 역은 멜버른 대중교통 네트워크

지만 멜버른에서는 트램이 버스, 트레인과 함께 대중교통의 중추 역할을

➎	트램 내에 설치된 Myki 카드(교통카드)

맡고 있다. 서울의 도로에서 버스를 흔하게 마주하는 것처럼 멜버른에서

➏	Free Tram Zone

는 어느 곳에서나 트램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서울에서 시민의 발이 버
스라면 멜버른에서는 트램이 시민의 발일 정도로 친숙한 교통수단이다.
1884년 멜버른에 트램이 처음 도입됐다. 물론 초기의 트램은 말이 끄는

의 주요 거점이다. (Getty Images Bank)
리더기 (Getty Images Bank)
(Public Transport Victoria (ptv))

➐	멜버른 시내에 있는 무료 트램 구역 표
지판. 이 구역 내에서 트램은 무료이다.
(Getty Images Bank)

원시적인 형태의 트램, 이후 케이블 트램을 거쳐 1906년부터 전기를 동
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전기 트램이 운행을 시작했다. 2020년 말 현
재 멜버른 트램 네트워크는 총연장 250km,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망을
유지하고 있다. 멜버른 트램이 처음부터 1위는 아니었다. 트램망을 대폭
확장했다기보다 트램 연장 상위권 도시들이 노선을 줄인 탓도 있다. 애
초 노선 총연장 1위 도시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도시는 1980
년대까지 300km 이상의 노선을 유지하다 트램을 없애는 정책을 편 끝
에 2010년대 초반 200km 남짓까지 줄어들었다. 국외 다른 도시들이
트램 노선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 때 멜버른은 조금씩 노선을 늘려 오늘
날 세계 1위 트램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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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➐

무료 트램 존, 시민과 관광객에 큰 인기
멜버른 트램이 시민에게 친숙한 이유가 있다. 시민들이 트램 이용을 강력하게 선호하는 데에 맞춰 주 정부
또한 접근성 등을 개선하면서 트램 중심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멜버른 시내의 격
자형 가로망이 트램 노선망 확충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또한 도시형성 초기 도로나 자동차보다 트램 시스
템이 먼저 갖춰진 까닭도 있다. 근래에 와서 멜버른 도심권 내 일정 구역을 무료 트램 존(Free Tram Zone)으로
지정한 것도 시민들이 트램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5년부터 도심 지역 일부를 Free Tram Zone으로 지정, 무료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용객이 급
증하고 있다. 관광전략으로서도 무료 트램 존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심으로 진입하는 승용차 이용이
줄면서 대기 질 개선, 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는 교통카드를 태그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가 크게 높아졌는데 그런 까닭에 트램 신규 이용자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참고로 멜버른 트램
의 한 해 이용자는 약 2억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➑ 멜버른 아트 트램의 모습 (Sunflowerey/Shutterstock.com)
➒	트램 내부의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 (Nils Versemann/Shutterstock.com)

➑

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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➓
⓫

마이키(Myki) 카드로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가능
도시교통의 절반 이상을 트램이 담당하도록 계획
된 멜버른의 트램 노선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50km(복선)에 무료 트램 존을 순환 운행하는 City
Cicle을 포함 총 25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다. 475
대 이상의 트램 차량이 시내를 누비며 9종류의 모
델이 트램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준다. 정류장
수는 1,700곳 정도이며 24시간 운행한다. 2001년
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차량과 승강장이 도
입되었으며 전체 노선의 75% 정도는 다른 교통수

⓬

단과 공간을 함께 쓰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교통
카드와 같은 기능을 가진 마이키(Myki) 카드를 통해

➓	현대 스타일의 트램과 고풍스런 트램이 나란히 트랙을 달리고 있다.
(David MG/Shutterstock.com)

트램, 트레인, 버스 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⓫	Miki 카드. 트램 및 버스, 트레인 탑승 시 필요한 교통카드

잘 구축돼 있다.

⓬	세인트 킬다(St Kilda)에 있는 에이클랜드 스트리트(Acland Street) 트

(Shuang Li/Shutterstock.com)

램 정류장 (Nils Versemann/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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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행사

제15대 오재학 원장 취임식
한국교통연구원은 제15대 오재학 원장 취임식을 2월 4일(목) 2층 본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전
직원이 참석하지는 못하였으나, 주요 간부진과 노조위원장이 참석하여 오재학 원장의 연임을 축하하였다. 오재학
원장은 취임사에서 연구역량 강화와 즐거운 직장 만들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행복과 발
전을 위하여 힘차게 도약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 날 취임식은 YouTube로 생중계되었다.

제15대 오재학 원장 취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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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택시 사업화 위한 4자 간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손창완), 한화시스템(대표이사 김연철), SK

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과 서울 김포공항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1월 27일(수)
4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유기적
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심항공모빌리티
(Urban Air Mobility, UAM) 서비스 실제 사업화

를 위하여 △ UAM 이착륙시설(Vertiport) △
UAM 통합관제 및 항로감시 △ UAM 플랫폼
및 운항사업 △ 수요분석 및 서비스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 사업 협력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SK텔레콤
업무협약 체결식

「2018~20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혁신적 포용국가」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월 2일(화)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 :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주제로 「201820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이 지난 3년간
수행한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
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국민 성과보고회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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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뷰

본원 우승국 연구위원, ‘보행권’ 주제 언론 인터뷰
본원 우승국 연구위원의 인터뷰가 〈[기획특집-보행권]⑤ 우승국 “속도위반 과태료 1만원… 값싼
면죄부 준 꼴”〉이란 제목으로 2월 3일(수) 『뉴스포스트』 지면에 게재되었다. 이번 기획기사는 △국
내 보행 환경의 현주소 △교통 환경 변화가 보행권에 미치는 영향 △보행권 증진을 위한 문제점 개
선 방안 등을 다루었다. 인터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29
일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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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요소수 장치
이상우 문화평론가

최근 출시되는 디젤자동차에는 연료주입구 옆에 또 하나의 주입구가 있다. 요소수를 보충하는 곳이다. 예전
디젤자동차에는 없던 것이 왜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 디젤자동차에 연료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요소수를 보
충해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디젤엔진의 오염물질 : 매연과 질소산화물

연소온도를 높이면 완전연소가 되면서 매연이 줄
어들지만, 한편으로는 질소와 산소가 고온에서 쉽

디젤자동차에 탑재된 요소수 장치를 ‘SCR(Selective

게 반응하면서 질소산화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Catalytic Reduction)’이라고 부른다. 우리말로 풀면

이다.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라는 의미다. 이 장치가 필

이 두 가지 오염물질을 모두 줄이기 위해 개발된

요한 이유는 디젤엔진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것이 바로 SCR이다. SCR을 적용한 디젤차량은 연

디젤엔진은 고온의 압축된 공기에 미세한 연료를

소온도를 높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분사해 자연발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솔린엔진에

다. 당연히 질소산화물 배출은 증가하게 되는데,

비해 열효율과 힘이 뛰어나다. 하지만 실린더에

이때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뿌려서, 질소산화물을

연료를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를 유

질소(N2)와 수증기(H2O)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즉,

발한다.

매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엔진을 세팅하고, 그로

디젤엔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매연(PM)’과

인해 증가하는 질소산화물 처리에 집중하는 방식

‘질소산화물(NOx)’이다. 분사되는 연료가 완전히

이다.

연소되지 않으면 이것이 탄소 입자로 배출되면서
매연(미세먼지)이 발생한다. 도로에서 오래된 디젤
자동차가 배기구에서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것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한계

볼 수 있는데, 이는 엔진 내 불완전연소 때문에 발
생하는 현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디젤엔진에서는

SCR이 등장하기 이전에 자동차제조사들은 질

질소와 산소가 고온에서 서로 반응하면서 대량의

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질소산화물이 발생한다.

(Exhaust Gas Recirculation, EGR)를 사용했다. EGR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

은 배출된 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켜 연료 온도

계에 있다는 것. 매연을 줄이면 질소산화물이 증

를 낮추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인

가하고, 질소산화물을 줄이면 매연이 증가한다.

다.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1973년 처음 개발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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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와 산성비를 유발한다

로미터당 0.08그램까지 줄여야 한다. 유로5 대비

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거의 모든 디젤차에 의무

질소산화물을 50% 이상 낮춰야 하는 셈이다. 기

적으로 장착되기 시작했다.

존의 EGR 방식으로는 유로6의 강화된 규제에 대

하지만 EGR은 엔진 효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불

응할 수 없었고, 결국 자동차제조사들은 SCR 방식

완전연소를 유발하면서 매연을 증가시킨다. 이

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SCR은 배출

매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DPF(Diesel Particulate

가스에만 관여할 뿐 엔진에 관여하는 부분이 없기

Filter, 디젤 미립자 필터)라는 후처리 부품이 필요한

때문에 출력이나 연비 저하 없이 환경규제에 대응

데, 자동차가 노후되면서 EGR과 DPF의 안정성

할 수 있다.

이 떨어질수록 매연은 더 심해진다. 늘어난 매연

SCR 방식은 요소수를 별도의 탱크에 보충해야 한

성분이 다시 흡기 장치로 들어가면 흡입되는 공기

다. 요소수는 요소 32.5퍼센트, 증류수 67.5퍼센

양이 줄면서 매연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

트의 비율로 혼합한 액체다. 이 간단한 혼합액으

는 것이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조사

로 어떻게 질소산화물을 없애는 것일까? 요소에

들은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EGR을

열을 가하면 암모니아(NH3)로 변한다. 재래식 화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

장실에서 맡을 수 있는 바로 그 냄새다. 차량에 들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건은 디젤자동차의 연

어간 요소수는 암모니아로 바뀐 후 질소산화물과

비를 높이기 위해 실험 환경에서만 EGR 등 배출

만나게 되는데, 이때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질소

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고, 실제 주행환경에서는

산화물이 물과 질소로 분리되는 것이다. 원리는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한 사건이다. 또한 2018년

간단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비용

문제가 되었던 BMW 화재사고는 EGR의 쿨러가

이 든다. 분사에 필요한 인젝터는 물론 온도와 농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EGR 내에 누적된 이

도 등을 체크하는 여러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 따

물질에 불이 붙은 사건이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라서 필연적으로 생산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디젤

차량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EGR이 장착된 디젤

차량이 가솔린 차량보다 비싼 것은 이처럼 EGR,

차량의 주기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DPF, SCR 등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제조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내연기관의

유로6에 대응하는 요소수 장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화석연
료를 태워서 사용하는 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

SCR은 EGR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화된 환경규제

하기는 어렵다. 각국의 환경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유럽의 환경규제는

있다. 영국에서는 당장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

1994년 유로1부터 시작되어 2014년 유로6까지 지

량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약 10년 정도의 시간

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유로6의 핵심은 질소산화

이 남은 셈이다. 많은 제조사들이 전기차와 수소

물의 저감이다. 유로5에서는 질소산화물을 킬로

차 제작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미터당 0.18그램까지 허용했으나 유로6에서는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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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선(경전철)과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현재까지 서울의 유일한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강북권 시민이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인식되
고 있다. 하지만 우이신설선이 확실한 사람 중심 교통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역사나 운전석에 최소한의
인원이 배치되어 비상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근시안적 수익 위주의 운행도 문제
점으로 거론된다. 사람을 위한 교통망인데, 사람이 배제되는 운영방식은 분명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우이신설선의 역사

우이신설선은 지난 2009년 9월 15일 착공하여 2017년 9월 2일 완공으로 개
통되어 운행되고 있다. 총사업비 9,299억 원이 들어간 우이신설선은 민간주
도이며 운행 개시일로부터 30년간 운영하며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
박윤경

시민

서울 강북구

시에 서울시에 귀속된다.
총연장 11.4km, 13개 역으로 이루어진 우이신설선은 전 구간이 지화화된
경전철이다. 인구 밀집지역인 강북권 구도심에서 서울 중심가로 막힘없이
빠르게 사람들을 이동시킴으로써 교통서비스와 문화를 한 단계 높였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우이신설선은 무인 운전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역무실과 매표소 등이 없고 전
구간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체계이다. 우이신설선은 다른 지역의 경
전철이나 지하철과는 달리 전 구간이 지하로 되어 있어 지상 교통에 전혀 방
해를 주지 않으며 도심 내 조망권도 해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경전철 개통 필요성

서울의 강북권은 1394년 한양이 조선의 수도가 되면서 한강 이북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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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읍이 만들진 이래 지금까지 오랜 전통과 역

청으로 이동하는 데 버스로 1시간 30분 정도가 걸

사성을 지니고 있다.

렸는데 이제는 경전철 개통으로 무려 50분으로 단

다른 한편으로 서울 중심의 정치, 경제문화가 형

축되었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경전철 개

성되자 각 지역의 특성과 균형발전 나아가 인구

통으로 하루 1시간 이상 줄임으로써 나의 하루는

분산이라는 국가 미래 계획보다는 제한된 공간에

주어진 시간 이상 여유 있는 삶을 얻게 되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도 하다. 한정된 공간에 인

우이신설선은 철도 음영지역에서 1, 4, 6호선 및 2

구 밀도가 높다 보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임

호선 성수지선을 연결시킴으로써 이용객의 환승

에도 불구하고 ‘낙후’라는 이미지로 도시개발에서

수요를 충족시키며 서울의 교통망 연결이라는 중

소외되면서 구도심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 인구 밀집지 강북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주거공간이 형성되면서 도로를 새로 만들거
나 확장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대안으

해외 성공 사례

로 떠오른 교통수단이 경전철이었다.
필자인 나는 경전철을 이용하여 강북에서 서울 도

유럽의 주요 관광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교

심으로 출·퇴근을 반복하는 평범한 서울시민이고

통망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한 성공적 사례이다.

이용객이다. 내가 사는 강북구 인수동에서 서울시

리스본은 거미줄처럼 연결된 ‘트램’(경전철의 기능이

ⓒ shutterstock_Olena Z
포르투갈 리스본(Lisbon) 알파마(Alfama) 거리의 유명한 빈티지 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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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는)이 도심 구석구석을 관통하고 있다.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이 트램을 타고 리스본을
둘러보는, 즉 필수적인 관광코스로 각광 받고 있
다. 국가 경전철 사업에서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 만이 아니다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교통수단은 경제활동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능과

포르투갈 정부는 구도심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함께 사람들의 이동을 보장하는 국가교통정책의

단으로 경전철 기능이 있는 ‘트램’을 통해 도시를

최전선이다. 국가의 교통정책은 단순한 이해타산

하나로 연결하는 방안을 다방면적으로 모색했다.

적 이익 계산이 아닌 사람과 도시 전체를 하나로

단순히 교통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구도심 내에 있

연결해주는 문화이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

는 여러 관광지 등과 연계하는 쪽으로 트램망을

로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

구축하였고, 그 결과 구도심을 관광하려는 해외

우이신설선은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있는 강북권

여행객을 유치하는 데 큰 성과를 보였으며 자국

주민들의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이바지하였다.

거대한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교통의 한 축

트램을 통한 관광객 유치는 도시발전을 촉진하였

으로 바라봐야 한다.

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또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강북지역의

한, 기존 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자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행

심을 안겨주어 도시 시민공동체를 이끌어내는 데

되고 있는 경전철은 국가자본이 아닌 민간투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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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망을 단순히 이동 네트워크로만 인식하기보다는 노선에 따라 특성 있
는 교통 문화를 구축한다면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자연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세워진 여타
지역과는 달리 서울 강북권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으므로 경전철 우이신설선 공간을 잘 활용한다
면 또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교통의 중차대한 역할이

타 지역 경전철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으려면

기대되는 경전철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하다 보니
공공성보다는 수익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북한산과 도봉산 등

교통망 확충에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맹목적

명산을 끼고 있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교통정책을

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

계획해야 할 것이다.

체가 담당해야 할 교통기능과 민간자본으로 운영

논과 밭을 파헤치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되는 간선 형태의 다양한 교통망이 필요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기존 도심을 어떻게 유

우이신설선은 무인 운전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역

지하면서 변화·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

무실과 매표소가 없다. 상주 인력이 없는 까닭에

비전을 제시하는 교통정책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한 대

하겠다.

처에 신속성이 떨어진다. 철저한 수익구조로 운영

다른 지역의 경전철 사업이나 외국의 사례를 굳이

되는 경전철이다 보니 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렸다.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구 천 만 명의 수도 서울에

여기에 열차는 기존 열차에 비해 크기가 작고 2

서 지하철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또한, 경

량에 불과하여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철은 수도 서울을 하나로 잇는 동시에 시민들의

2019년 기준으로 혼잡도 161%를 기록하며 가축

삶의 질과 더불어 경제적 성과와도 연결하는 질적

수송의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도착하는 열차에

통로이다.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오래된 지역을 낙후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것이 아

출·퇴근 시간 외에도 국립공원 북한산을 찾는 산

니라 지역 특성과 장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

행인구가 2019년 기준 무려 560여만 명에 달하는

록 교통망을 구축해 차별이 존재하는 도심을 공존

데, 이 중 많은 사람이 우이신설선을 이용하고 있

하는 시가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다. 강북권 주민을 떠나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

우이신설선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변화시키고 후대에

의 시민이 이용하는 데도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

게는 자산으로, 현재에는 좋은 상품으로 거듭나게

그런데도 경전철이라는 이유로 차량과 역사 공간

해 경제에도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을 늘리거나 확장할 수 없는 구조로 건설된 한계

이다.

를 지니고 있어 미래에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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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선의 아름다운 변화 기대

우이신설선은 다각적인 검토를 토
대로 건설되었더라면 두 칸에 불
과한 차량 문제나 비좁은 역사 공
간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국외의
성공적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건설하였더라면 서울을 더욱 발전
시키는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사람과 아름다운 교통문화가 하나로 어우러

경전철이 지나가는 터널에 지역의 유래를 알리는

지기 위해서는 역사나 운전석에 최소한의 인원이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나 북한산에 깃들어 사는 여

배치되어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

러 동물을 그려놓으면 삭막한 지하터널이 볼거리

다. 근시안적 수익 위주의 운행은 분명 문제가 있

로 가득한 지하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다.

다고 본다. 사람을 위한 교통망인데, 사람이 배제
되는 운영방식은 분명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우이신설선은 지상과 지하를 넘나드는 지하철과

성공적인 서울의 대표 경전철로…

는 달리 전 구간이 지하이다. 지하터널은 늘 환하
게 조명을 밝히고 있는데, 차량 앞 칸 운전석에 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망을 단순한 이동공간

있으면 전방을 바라보며 갈 수 있어 나름대로 재

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노선에 따라 특성 있는 교통

미가 있다. 어둡고 컴컴한 지하 구간을 환하게 밝

문화를 구축한다면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히고 있어 마치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신비감마저

있다. 논, 밭 위에 세워진 여타 지역과는 달리 강

안겨주고 있다.

북권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으므로 공간을

그러나 지하터널의 삭막한 시멘트의 덧씌움을 그

잘 활용한다면 또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다고 생

대로 두기보다는 이용객들에게 친근하게 보일 수

각한다.

있도록 벽화를 장식하는 등 전환이 필요할 듯하

교통을 이익을 남기는 장사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다. 강북지역의 옛 고을 명칭을 써 놓아도 좋을 듯

된다. 교통망은 국가 교통정책의 다름 아니며 후손

하다.

들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도심에서 밀

실제 우이신설선 구간에는 아직도 북한산에서 흘

려난 부도심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경전철을 홀

러내리는 맑은 물을 음용수로 사용한 적이 있는

대하지 말아야 한다. 우이신설선이 서울의 중요한

‘솔샘’이나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흘러내려 동네 사

교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람들이 빨래하던 ‘빨래골’이라는 고유의 명칭을 사

보자. 우이신설선이 성공적인 경전철로 우뚝 설 수

용하고 있다.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더해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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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자전거 이용에 미치는 영향
: 네덜란드의 사례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계를 재구성했다. 비록 우리가 재구성 과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
도, 그 정도는 명확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의료 시스템은 붕
장성훈 해외통신원
네덜란드 아인트호벤공대
교통계획학 박사

괴 직전이며, 대처가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더 나아가 경제는 큰 타격을 입
었고, 생계는 파괴되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더라도 코로나19는 직간접
적으로 더 많은 사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했다. 유럽은 항공교통량의 약
90%가 감소하였다(EUROCONTROL, 2020). 영국 런던의 지하철 수요는 약
95%가 줄어들었으며(UK Department for Transport, 2020),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고속철도는 최대 94%의 승객 감소율을 보였다(Bay Area Rapid
Transit, 2020). 대중교통이 전체 일일 통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쿄에

서, 도에이 지하철은 최대 69%의 승객 감소를 보였다(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20).

코로나19 팬더믹이 유별나고 규모가 전례 없지만, 이전 위기에서 사회가
공중보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 통
행 행동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은 놀랍지 않다. 사스(SARS),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돼지독감(Swine Flu) 및 조류독감(Bird Flu)이 유행하는 동안 실시

된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와 특히 대
중교통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igerenzer, 2004; Ayton et al.,
2019).

대중교통과 달리 자전거는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팬더믹 상황에서 오히려 통행수단으로서 더 선호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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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팬더믹이 자

은 해당 기간 동안 약 25~30% 사이에서 비교적 안

전거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네덜란드의

정세를 유지하였다. 연도별 약간의 차이는 아마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도 날씨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 변동을 보정할 때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분담률은 약 4% 정도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전의 자전거 이용 추세
지역별 자전거 수단분담률
자전거 수단분담률

〈그림 2〉는 네덜란드의 주요 지역별 자전거 수단

〈그림 1〉은 코로나19 이전 10년 동안 네덜란드에

분담률의 지난 10년간 변화를 나타낸다. 기본적

서 자전거의 수단분담률을 나타낸다. 수단분담률

으로 수단분담률은 네덜란드의 주요 지역들에서

(%)
30
25
20
15
10
5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료 : CBS, OViN 2010 to 2017 and ODiN 2018/2019

그림 1•네덜란드의 자전거 수단분담률 변화(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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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네덜란드 지역별 자전거 수단분담률의 변화(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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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자전거 이용에 미치는 영향 : 네덜란드의 사례

증가해왔다. 네덜란드의 4대 도시(암스테르담, 로테

률은 코로나19 이전 10년 동안 소폭 증가하였다

르담, 위트레흐트, 덴하그)에서 도시 내 자전거 수단

(〈그림 3〉 참조). 통학 시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최근

분담률은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특히, 위트레흐트

50%를 넘었고, 통근 시에는 꾸준히 25% 내외의

주민들은 48%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

분담률을 보였다. 〈그림 4〉는 2019년에 네덜란드

면, 로테르담에서는 이 수치가 27%로 현저히 낮

인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근 시 자전거의 주차

았다. 암스테르담, 헤이그 및 로테르담에서 자전

장소와 관련된 통계를 보여준다. 대다수 회사들은

거의 수단분담률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도시에서

자전거 주차시설을 제공한다. 전체 자전거 통근자

트램과 메트로 시스템의 가용성에 기인한다. 레

의 약 3분의 2 정도가 회사가 제공하는 전용부지

이든, 즈볼레, 흐로닝언에서 자전거 수단분담률이

에 자전거를 주차한다고 답하였다. 이 외에도 탈

가장 높으며 최근에는 50% 이상을 보였다.

의실(72%), 샤워실(68%), 자전거 펌프(59%), 사물
함(57%)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

통근 시 자전거 수단분담률

양한 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회사의 51%가 직원

전체적으로 통학 및 통근 시 자전거의 수단분담

들에게 자전거/전자제품 구입에 대한 수당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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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BS, OViN 2010 to 2017 and ODiN 2018/2019

그림 3•통근 시 자전거 수단분담률(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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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nW (2020)

그림 4•통근 시 자전거 주차 장소(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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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전기자전거 임대 제

코로나19 기간의 자전거 이용

도를 도입하였는데,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난 2020
일일 자전거 이용

년 5월, 회사의 10%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자
네덜란드 출신과 이민자 간의 자전거 이용 차이

전거 이용(일인당 통행)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그

2010년 이후, 네덜란드 출신과 이민자 간의 자전

림 6〉 참조). 보행 또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치

거 수단점유율 차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그림

를 보였다. 대부분 교통수단은 코로나19 기간 평

5〉 참조). 코로나19 이전 지난 10년간 자전거의 수

균 통행거리가 짧아졌지만, 자전거 및 보행의 평

단점유율은 네덜란드인들 사이에서는 소폭 증가

균 통행거리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하

하였지만, 이민자들(특히 비서구 출신) 사이에서는

였다(〈그림 7〉 참조). 자전거의 평균 통행거리는 코

많이 증가하였다.

로나19 이전 2019년 9월 3.4km에서 코로나1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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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네덜란드 출신과 이민자 간의 자전거 이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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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코로나19 기간 동안 수단별 일인당 통행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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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코로나19 전후 자전거 및 보행의 평균 통행거리

Car

Previously
March/April
June/July

Train

Previously
March/April
June/July

Bus/tram/metro

Previously
March/April
June/July

Bicycle, e-bike

Previously
March/April
June/July

Walking

Previously
March/April
June/July

■ Positive
■ Very positive

0

20

40

60

80

100 (%)

자료 : De Haas et al. (2020)

그림 8•코로나19 전후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 변화

후 2020년 4월 초에는 4.4km로 증가했다. 이 기

관되었다. 심지어 위기가 장기화되는 2020년 7월

간 자전거 및 보행의 수단점유율은 코로나19 이전

에는 긍정적 인식이 약간 증가하였다(〈그림 8〉 참조).

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
19 위험이 장기화된 2020년 7월에 들어서 소폭 바

자전거에 대한 예상

뀌었다. 향후 이러한 추세변화에 대한 계절적 기

대부분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 요인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가 사라지면, 이전의 수단선택 패턴을 되찾아 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약 20% 정도의 사람들은 전

자전거에 대한 인식

보다 더 자전거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

자전거에 대한 네덜란드 사람들의 인식은 코로나

나 이는 단지 기대일 뿐이며 실제 행동은 궁극적

19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2020년 동안 상당히 일

으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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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향후 수단 사용 예상

맺음말

담률이 20% 이하이나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20%
이상이다. 서울은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60% 이상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네덜란드에서 자전거에 대

인 반면 자전거의 수단분담률은 매우 미미하다.

한 선호도 및 인식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 향

이렇게 서로 다른 수단분담률을 나타내는 지역에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전거가 언택트 수

서 코로나19가 자전거라는 이동수단에 미치는 영

단으로서 단거리 통행 시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

향을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된 결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대중교통 수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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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련 보도자료 중계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김동준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한편,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도를 평가하는 ‘교통

보행자 무단횡단 빈도 여전히 높아

안전 실태(총점 13점)’는 7.73점으로 전년 대비(5.48

전국 229개 시·군·구, 2020년 교통문화지수

점) 41% 증가하여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도는 점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개 시·군·구 그
룹별 가장 점수가 높은 지자체를 살펴보면, 가장 높

국토교통부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

은 점수를 받은 ‘충북 영동군’은 대부분 평가지표에

과, 78.94점으로 전년(76.64점) 대비 2.3점 상승하여

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준수율을 보인 것으

우리 국민의 교통문화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

로 나타났으며,특히,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이

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운전·보행

3.7%로 전년(7.97%)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고, ‘스

행태 조사 항목별 교통문화지수는 대체로 증가 추세

몸비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형 보조신호등 설

를 보였다. 항목별 결과를 보면, 2020년에 이륜차 교

치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문화 향상 노력

통법규 위반 계도·단속 및 홍보가 강화되면서 안전

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모 착용률이 90.65%로 전년 대비 5.7% 이상 개선

시범조사 항목으로 시행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자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

안전띠 착용률 조사(고속도로, 국가산업단지) 결과, 안

수율(81.79%), 횡단보도 보행 신호 준수율(92.50%)

전띠 착용률은 66.6%로 전 차종 운전자 안전띠 착

은 전년 대비(각각 3.17%, 1.82%) 소폭 상승하여 개선

용률(87.5%)보다 약 21% 낮게 나타나, 화물차 운전

되고 있으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빈도(35.27%)는 전

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년 대비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의식개선이 절실한

나타났다.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
(35.92%)는 전년(35.50%) 대비 높게 나타나 이에 대

해서는 지속적인 계도·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자료 |	국토교통부, “보행자 무단횡단 빈도 여전히 높아 … 교통안
전 인식 개선 필요”, 2021.01.27.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3914&call_from=rsslink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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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시성·안전성 높인 S-BRT, 전국 7대 도시로

성능·차체·편의성·안전, 트램 국내 표준규격 수립

확대 구축

사업계획 지원, 차량 제작·유지보수, 안전성·경제성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 부천,
성남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부산, 창원, 세종, 대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에서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도로 위의 지하철인 간선급

트램 사업의 계획 수립 및 트램 차량 도입 시 활용할

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선급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마련

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는 버스운행에 철

하였다. 표준규격은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

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

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35개 세부항목을 선정하

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여 제시하였다. 참고로 트램은 이르면 오는 2023년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전용주행로, 전용교

부터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2

차로, 정류소 등 체계적인 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호선 등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다수 지자체는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청라-강서 구간, 시범운영)

국내 운행사례가 없는 점, 해외 제작사의 다양한 트

및 세종,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다.

램 차량 종류 등으로 인해 차량 선택 및 노선계획 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 BRT

립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시스템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

표준규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트램 차

로부터 S-BRT 사업 신청을 받아 인천계양~부천대

량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

장, 인천·성남·창원 BRT 및 세종 BRT 등 5개 사업을

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부산에서 2개, 대

하였다. 유가선과 무가선 차량의 성능기준은 대부분

전에서 1개의 BRT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BRT

동일하나, 무가선은 에너지 저장방식(Energy Storage

사업비의 경우, 3기 신도시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

System, ESS) 등에 따라 전기성능을 별도로 제시한

책으로 시행하는 BRT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

것이 특징이다. 차량의 성능은 최고속도를 시속 70

하고, 서로 다른 광역지자체의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로,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로, 가

BRT는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보조하며, 그 외 도

감속 수준 등 주요 성능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심 BRT 중 수도권 지역은 25%를, 수도권 외 지역은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무가선 전

국가가 50%를 보조한다.

력공급 방식은 현재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도입 가

자료 |	국토교통부, “정시성·안전성 높인 S-BRT, 전국 7대 도시로
확대 구축”, 2021.0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2377&call_from=rsslink

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터리(Battery), 슈퍼 커패시터
(Super-capacitor, 초고용량 축전기), 수소 연료전지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차체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많
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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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도심지 도로의 차로 폭(2.75m∼)과 육교 등 도로시

급 확대와 국민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기차(134,962

설의 높이(4.5m∼) 등을 고려하여 도로주행에 적합하

대)는 2019년 대비 50%, 하이브리드차(674,461대)는

도록 차량 폭은 2.65m로, 차량 높이는 3.6m로 하였

33%, 수소차(10,906대)는 115%가 증가한 것으로 나

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고려하여 충돌강도와 차량

타났다. 전기차의 경우, 유형별로는 승용차가 2019

무게 등은 유럽 규격(European Norm), 도시철도건설

년 대비 34%(29,690대), 승합차가 122%(1,009대), 화

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하여 제시하였다.

물차가 1,254%(1,140대→15,436대) 증가하였으며,

자료 |	국토교통부, “성능·차체·편의성·안전…트램 국내 표준규격
수립”, 2021.01.1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1577&call_from=rsslink

특히, 수소차는 2018년 말 등록대수가 1천 대 미만
이었으나, 2년 만에 1만 대를 돌파하는 등 보급이 본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용 연료별 신규등
록 차량을 보면, 친환경차의 점유율이 2018년 6.8%

국토교통부

에서 2020년 11.8%로 꾸준히 높아지는 가운데, 경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 대,

유 자동차의 점유율은 2018년 43%에서 2020년

친환경차 80만 대 돌파

31%로 하향 추세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2,168만 대(89.0%), 수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2,368

입차는 268만 대(11.0%)로 수입차 점유율이 꾸준히

만 대를 기록한 이후 2020년 말 기준으로 2,430만

증가(2018년 말 9.4%, 2019년 말 10.2%)하는 것으로

대(24,365,979대, 이륜자동차 229만 대 제외)를 기록

나타났다. 중고자동차 거래 건수는 2019년 말 기준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 2.13명당 자동차 1대

3,614천 대에서 2020년 말에는 3,874천 대로 전년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1.1명), 일본(1.7명),

대비 7.2% 증가하였다.

독일(1.6명)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2019년에는 전체 등록대수가 47만 대 증가(전체
2,368만 대)하였으나, 2020년에는 69만 대가 증가

자료 |	국토교통부, “’20.12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대, 친
환경차 80만대 돌파”, 2021.01.2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2761

(전체 2,437만 대)하여 전년 대비하여 등록대수 증가

율은 1.45배에 달하였다. 신규등록 자동차는 ‘19년

[국토교통부]

180만 대에서 ’20년 191만 대로 증가하였는데 신차

항공교통량 전년 대비 50% 감소,

출시 효과 및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하루 평균 1,151대

분석된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

자동차는 82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3.4%)

길을 이용한 항공 교통량 집계 결과, 2019년 대비

이 전년 (2.5%) 보다 0.9%p 증가하였으며, 등록비중

50.0% 감소한 42만 1천 대(하루 평균 1,151대)였다고

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차 보

밝혔다. 월간 최대 교통량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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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204대
2204
158 대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교통대책 조기

158

확정으로 신속 공급

영공통과
(▵70%)
영공통과

1473
1473

1151대
1151
48 대

(▵70%)
국제선
(▵66%)
국제선

48
498
498

(▵66%)

675
675

국내선
(▵10%)
국내선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
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하여 보상 착수기간을 기

605
605

(▵10%)

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

2020
2020

2019
2019

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항공교통량 증감(하루 평균)

은 지구계획(안)을 마련(2020.10)하여 관계기관 협의
7%
7%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순차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창

4%
4%

29%
29%

릉·부천대장은 지구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2021년

2019
2019

43%
43%

2020
2020

53%
53%

64%
64%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

■ 국내선

■ 국제선

■ 영공통과

■ 국내선

■ 국제선

■ 영공통과

항공교통량 구성 비율

해 입지 발표부터 교통대책(안)을 마련했으며, 사업
별 검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해 기존 대
비 평균 16개월 이상 빨리 교통대책을 확정했다. 3
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

월에 7만 2천 대를 기록했고, 하루 최대 교통량은 1

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월 10일(금) 2,464대로 조사됐다. 하루 최저 교통량

확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

은 태풍(하이선)의 영향으로 9월 7일(월) 393대를 기

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록하였다.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하였다. 광역교통

국제선과 국내선 교통량을 살펴보면, 국제선의 경

개선대책 확정 이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 전년 대비 66.4% 대폭 감소한 20만 대(하루 평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546대)가 운항했고, 국내선은 전년 대비 10.4% 감소

병행하여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22만 1천 대(하루 평균 302대)로 집계됐다. 국제선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특징으로는 철도·S-BRT 등

교통량 가운데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해 다른 나라로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교통도 함께

비행한 영공통과 교통량은 1만 8천 대(하루 평균 48

고려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교통시설 개통

대)로 전년 대비 69.3% 감소했다.

전 입주 초기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버스

자료 |	국토교통부, “20년 항공교통량 19년 대비 50% 감소…하루
평균 1,151대”, 2021.01.2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3334&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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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대중교통운영비용을 지원토록 한 점을 들 수 있
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3기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의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신도시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 혼잡도 개선 등 주변 지역의

반국도의 포장정비 2,238억 원, 차선도색 440억 원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파임 발생구

자료 |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교통대책 조기 확정 등
으로 신속 공급”, 2021.01.2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3336&call_from=rsslink

간을 GPS 위치기반으로 통계화하고 추적관리하는
“도로파임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 5회 이상
도로 순찰을 통해 도로파임을 보다 빠르게 보수하도
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호우 대비 도로 산사태 예

국토교통부

방 1,305억 원, 겨울철 설해 대책비 535억 원 등 도

’20년 도로이용자 만족도, 코로나-19 상황 속

로 유지보수 예산을 전년보다 총 382억 원 증액된

쾌적성 호평

총 6,644억 원을 투자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
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를 발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용자 체감형 도로안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료 |	국토교통부, “20년 도로이용자 만족도…코로나-19 상황 속
쾌적성 호평”, 2021.01.13.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1764

는 고속/일반국도의 이용자들을 무작위 대상(6,640명)
으로, 국가고객만족도지표(NCSI)를 적용하여 조사를

국토교통부

진행하였다. 주요 조사분야는 총 5개로 안전성, 정보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제공, 교통원활성, 환경쾌적성, 휴게시설 등이다.

전국 브랜드 택시 3만 대 돌파, 승차거부 없고

2020년 조사결과 고속국도는 78점, 일반국도는 75

편리한 서비스 기대

점으로, 동일 지표를 적용한 타 공공서비스업과 비교
할 때 고속국도는 우편·상수도 서비스와 동일한 가장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승차거부 없이 대기시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일반국도는 쓰레기 수거,

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다양한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하

경찰·세무행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도로

는 브랜드 택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를 세부분석한 결과, 일반국도에서는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25일 기준으로 국토부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쾌적한 도로환경에 대한 만

면허를 받은 6개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브랜드

족도가 높았으며, 차선도색, 도로파임 등 안전성에 대

택시가 2019년 말 대비 18배 증가하여 총 30,539

해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대라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총

조사 시행된 고속국도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

11,41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대구(6,275대), 경기

았다. 특히, 정보제공, 원활성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

(3,269대), 울산(1,891대) 순으로 브랜드 택시가 많이

다. 반면 도로의 휴게소, 하이패스 등 편의시설에 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택시의 이러

한 국민의 개선 노력 요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증가세는 그간 운송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노후 일

하고,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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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대한 실험을 지원하는 등 플랫폼 기반 택시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

비스의 혁신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온 것에 대해 플

산업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

랫폼 업계와 택시업계가 적극적으로 부응한 결과로

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8개 세

분석된다.

부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올해 4월부터 연구를

2021년에도 브랜드 택시의 확산은 지속될 것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R&D)

전망된다. 기존 6개 전국 단위 가맹사업자들의 사업

투자를 통해 노동의존적이던 생활물류 산업을 로봇,

구역, 운영대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

상되며, 시·도의 면허를 받은 지역 기반 가맹사업자

하여 선진국 수준의 첨단물류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

들도 점차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

는 사업이다.

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4월

올해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총 1,461억 원(국고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시행으로 운송가맹사업이 플

1,095억원)을 투입하여 ①생활물류 배송·인프라 분야

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되면서 소비자들의 요금 선

와 ②물류 디지털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분야의 13

택권이 확대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

개 세부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 중, 생활물류 배

비스의 등장이 가능해지는 한편, 국토교통부가 각종

송기술 첨단화 및 친환경·콜드체인 유통 등 비대면

중복규제 해소, 양질의 기사 확보를 위해 제도적 지

서비스 보편화로 급증하고 있는 생활물류의 효율성·

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향후 가맹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개발이 시급한 8개 과제부터 우

업자의 사업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일

선 착수할 계획이다.

부 업체에서 11인승 승합차량이나 고급차량 등을 활

먼저, 높은 지가 등으로 도심 내 물류인프라 확보가

용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만큼, 여러 업체가 하나의 물류시설을 공동으

자료 |	국토교통부,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2021.01.2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4184&call_from=rsslink

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도시철도·공동구 등
을 활용한 지하 물류 기술개발을 통해 효율을 극대
화하고 물류활동으로 인한 교통체증, 환경오염을 저
감한다. 또한, 배달·신선식품 배송 보편화에 따른 플

국토교통부

라스틱 포장재 등 생활폐기물 급증에 대응하여, 재사

도심 지하물류망, 친환경·사람중심 미래

용 가능하면서도 온도가 유지되는 스마트 포장용기

물류기술 앞당긴다

를 개발하여 탈(脫)플라스틱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아울러, 택배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아파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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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등을 활용한 도심 지하물류 기술, 탈플라

지 내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 높이가 낮은 지하

스틱 시대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포장용기, 택배 종

주차장에도 진입 가능한 저상형 화물트럭 적재함과

사자 부담을 줄이는 저상형 적재함, 상하차 보조장비

차량에 탑재 가능한 상하차 보조장비를 개발한다. 이

등 최첨단 국산 물류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외에도 신선식품·의약품 등 온도민감성 화물에 대한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지하 공공인프라 기반 도시공동 물류기술 개념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

행이 지연되었고, 지난 5월부터 한·중·일 간 지속적

배달이륜차, 전자 화물인수증, 고밀도 스마트 택배보

인 서면협의와 화상회의를 거치면서 마침내 합의점

관함 등의 기술도 함께 개발한다.

을 찾게 되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심 지하물류망, 친환경·사람중심 미래 물류
기술 앞당긴다”, 2021.01.1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1934&call_from=rsslink

이번 합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항
공안전으로 이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1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항공회랑 중 동서 항
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안전 위

국토교통부

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한·중·일 협력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

맡고,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한다.

높인다

2단계에서는 잠정적으로 6월 17일 시행할 예정이며,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ICAO 이사회에 보

국토교통부는 1983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주남단의

고·합의된 대로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

항공로를 구축한다. 지난 37년간 불완전한 운영 체

를 올해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계로 인해 국제항공사회의 장기 미제 현안으로 남아

한·중·일 당국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있던 항공회랑은 설정 당시보다 교통량이 매우 증가

이번 합의는 2019년 1월부터 한·중·일이 국제민간

하여 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안전우려

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협의한

도 높았는데 이번 계기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끝에 2019 11월 27일 ICAO 이사회에 보고된 잠정

있게 되었다.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결정된 것으로, 당초 2020
년 4월 23일부터 새 항공로체계로 전환하고자 했으
나 갑작스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후속 협의와 시

자료 |	국토교통부, “한·중·일 협력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 높인
다”, 2021.01.1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1468&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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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미~사곡(新)~왜관~서대구(新)~대구~동대구~경산으

비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 본격 추진,

로 계획되며, 하루 편도 61회 운행(첨두시 15분, 비첨

2023년 개통

두시 20분 간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공단)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지자체는 차량소유 및

국토교통부는 대구시·경상북도·철도공단·철도공사

운영손실금 등을 부담하며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

와 ‘경북 구미·칠곡~대구~경북 경산’을 잇는 대구권

하는 등 기관별 역할이 정해졌다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대구권 광역철도는 2021년 본격적인 공사 진행과 동

체결했다. 이번 사업으로 대구·경북권역이 40분대

시에 전동차량을 제작하고 2023년 상반기 준공 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특히 서대구역은 광역철

종합시험운전을 통해 2023년 말 개통할 계획이다.

도외에 KTX고속철도 및 대구산업선과 공용으로 사
용하는 허브역사로 계획되어 향후 지역의 교통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국토교통부, “비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 본격 추진…23
년 개통”, 2021.01.05.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0616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선로를
개량하여 전동차를 투입하는 비수도권 최초의 사업

국토교통부

으로, 총 연장 61.8㎞ 구간에 정거장 7개소를 설치

우리 동네 가장 필요한 생활SOC,

(개량)한다. 총사업비는 1,515억 원이다. 정거장은 구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확인
국토교통부는 공공정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누리집
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국토교
통부에서는 공간(空間) 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
현상의 의미와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과학적 의사결
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운영해왔으며, 2020년 5월부터 플랫폼을 일반
에도 개방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고가의 소프트웨어(S/W) 없이도 빅데이터 분
석·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소셜분석(트위터, 뉴스,
블로그 분석) 및 통계분석도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

는 “빅데이터 분석·활용”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산
업종사자, 일반인, 학생 등의 업무 및 학습도구로서
도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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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되는 표준분석 모델은 중앙부처, 지자체

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

등의 수요 반영 및 기술지원을 통해 공간빅데이터 기

위탁운임은 5.9% 수준 인상되었다. 다음으로 수출

반의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분

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

석모델로서, 생활SOC 시설물 입지분석, 저층주거

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하여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

취약지원 분석, 산업단지 입지분석, 스마트횡단보도

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입지분석 등 일반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10개의 표준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분석모델을 구축하였다.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된 표준모델은 공공시설의 접근성 개선, 주거취

보완하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

약환경 개선, 교통안전문제 해결 등의 공공정책 업무

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에 활용할 수 있다. 표준분석 모델은 활용이 검증된
성과물로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으며 유사
업무 수행 시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에 가장 필요한 생활SOC는? 공간빅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2021.01.06.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0807&call_from=seoul_paper

자료 |	국토교통부, “20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
너·시멘트) 확정”, 2021.01.26.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3756&call_from=rsslink

국토교통부

인천·울산 화물차 휴게소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국토교통부

20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국토교통부는 수송 분야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의 일
환으로 10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도입을 위한 대용량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 사업 시행 지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자체로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혔다.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7일부터 3주간 전국 광역·

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 받는 최소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수소·교

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

통·물류·도시계획 등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여 사업 타당성, 입지 여건, 시설 활용·운영 계획 등

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되었으며,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모에 참여한 3개 기관 중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

2개 기관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발

해 고시될 ’21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민간부문 경

운임 인상의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

유화물차의 수소화물차 전환을 위한 시범운행 사업

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 인상되

(2021~2022, 10톤급 5대 운행 예정)을 추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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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수소차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물

152곳을 개선하였으며, 1단계 계획에 이어 이번에 2

류기업(CJ대한통운·현대글로비스·쿠팡), 차량제작사(현

단계(2021~2023)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대자동차)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이번 계획에서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교통량,

이번 수소충전소 구축은 수소 화물차 시범사업 추진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에 필요한 최초의 충전소 구축임과 동시에 향후 수

검토를 통해, 3년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80

소 기반의 물류네트워크 운영의 첫 출발이라는 의의

개 구간을 선정하였다. 향후,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가 있다. 사업자로 선정된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는 모두 항만과 산업·물류단지 인근에 위치한 물류

10~30km/h 낮추고, 교통단속장비, 횡단보도 등 교

거점인 화물차 휴게소를 부지로 하여 수소충전소를

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인천·울산 화물차 휴게소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2021.01.25.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3432&call_from=rsslink

자료 |	국토교통부,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더 안전하게 지
키겠습니다”, 2021.01.29.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455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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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더 안전하게

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 원,

지키겠습니다

수소차 3,750만 원

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2021~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

2023)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대를 보급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

1,9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이 지원되고

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는 상향된

구역을 설정하여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

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개선효과를 제고한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94곳 사업을 추진했으

먼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

며, 사업 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

30.6%, 사상자 수는 3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

보호구간 1단계(2019~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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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

그 사이를 뜻하는 비트윈(B.E.T.W.E.E.N.)의 7가지 단

브를 확대한다.

어로 요약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

사와 함께 최근 3년 동안의 누리소통망과 이동통신·

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카드의 거대자료를 분석, ‘2021년 국내 관광 흐름(트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

렌드)’을 이같이 전망했으며,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

•균열(Break),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산업 변동. 코

개 선언하는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현안이 등장한 이후 여행정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 → 40%)해 법인·기

보 공유와 여행콘텐츠를 소개하는 움직임이 감소

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는 등 기존 여행 산업이 중대한 변화 속에 놓여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한다. 전기버스(650 → 1,000대)와 전기화물(1만

•위로(Encourage), 위로 전하는 일상 속 소소한 치유

3,000 → 2만5,000대), 수소버스(80 → 180대)의 보급

여행. 많은 이들의 심신이 지쳐있는 최근, ‘치유’와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목적으로 나만의

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 원)한다. 아울러, 전기

시간을 위해 떠나는 소소한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

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가하고 있다.

보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연결(Tie), 더욱 끈끈해진 인근 지역과 연결망. 숙박

계획이다.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는 1년 또는 1만

을 포함한 장기여행보다 유명 카페 방문, 쇼핑 등을

km,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km다.  

목적으로 하는 단기간 여행이 인기를 얻음에 따라

자료 |	기획재정부, “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원…수소차 3750
만원”, 2021.01.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
do?newsId=148882953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든 관광지(Wherever),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곳이 여행명소. 국내 다양한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광객들 사이에 새로운 지역에 대한 관

문화체육관광부

올해 국내관광 키워드는 ‘B.E.T.W.E.E.N’,
불안과 기대 사이

심이 부상하고 있다.
•강화(Enhance),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여
행, 소수의 가까운 사람들과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유대감이 강한 동반자와의 여행이 선호

코로나19 시대의 불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되고 있다.

기대감이 공존하는 올해 ‘친밀한 사람과 가깝고 안전

•기대(Expect), 코로나19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한 단기 치유 여행’이 새로운 관광흐름으로 자리잡을

여행 갈망.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실제 여행을

전망이다. 올해 국내관광 흐름은 코로나19 시대에

즐기지는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행에 대한 갈증이

대한 불안함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한 기대감,

잠재적 수요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 02 VOL.276

061

교통 관련 보도자료 중계

•주목(Note), 변화 사이 속, 주목받는 새로운 여행

는 서울시민들이 감염병 국면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형태. 급작스러운 사회 현안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

비대면 교통수단인 따릉이를 즐겨 찾으면서 생활교통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여행의 형태가 주목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분석했다.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에 발맞춰 따릉이를 총 37,500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올해 국내관광 키워드는
‘B.E.T.W.E.E.N’…“불안과 기대 사이””, 2021.01.1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
do?newsId=148882600

까지, 대여소는 총 3,040개소까지 확대했다. 전국 지
자체 공공자전거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용편의도 높
였다. 크기와 무게를 줄인 ‘새싹따릉이’ 2천 대를 도
입하고 이용연령도 13세로 낮춰 나이·체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작년 ‘따릉이’ 이용 2,300만 건 돌파
코로나 대규모 확산 2~4월 따릉이 이용 59.1% 급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
한 QR형 단말기도 도입했다.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작년 ‘따릉이’ 이용 2,300만 건 돌파…
코로나시대 교통수단 각광”, 2021.01.21.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4919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을 살아야 했던 작년 한
해 서울시민들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여건수는 2,370만5천 건으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코로나 안심 이용 앱 My-T(마이티) 출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서울시민 1명당 2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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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를 이용한 셈. 특히, 코로나19 첫 대규모 확

앞으로는 나의 이동정보(교통 마이데이터)를 통해 “코

산이 있었던 2~4월(3개월간) 이용이 전년 동기 대비

로나 확진자 동선과 겹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

59.1%나 증가했다. 3월엔 74.4% 증가해 최대치를

을 덜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 및 도보 이동 시

기록했다.

나의 동선 중 확진자 동선이 겹칠 경우 코로나안심

회원 수도 크게 늘어 누적 가입자 수가 278만6천 명을

앱인 “My-T(마이티)”에서 자동 알람이 울리고, 택시,

돌파, 서울시민 4명 중 1명꼴로 따릉이 회원이 됐다.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가 확진됐을 때에도 동

작년 신규 가입자는 역대 가장 많은 120만7천 명이었

선 정보를 제공하여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사전적으

다. 회원가입은 대다수가 2030세대(64.7%)로 청년층

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에서 인기가 높았고, 이용빈도는 5060세대가 두각을

서울시는 감염병과 공존이 불가피한 시대에 더 안심

나타냈다. 주말보다는 평일에 더 많이 이용하고, 특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

출·퇴근시간대에 이용자 54%가 집중돼 대중교통 이

이동 경로 겹침 알람, 혼잡도가 덜 한 경로 안내 등 다

용 전후의 틈새를 잇는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My-T(마이티)” 어플리

Mile)' 역할도 톡톡히 했다. 출근시간대에는 마곡나루

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My-T(마이티)” 앱은 개

역, 여의나루역 등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여하고, 여의

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개인의 통행 이동 궤적 데이

도 등 업무지구에서 반납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

터(GPS)를 수집하여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개인에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게 통행특성 분석 및 최적화 된 맞춤 교통정보서비스

추가로 관리권고 지역 879곳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를 제공하는 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

도 교통정책에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

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마이데이터(MyData)

하는 것은 물론 시·군에도 분석 결과를 제공해 국고

실증서비스 지원사업」1)에 선정되어 개발됐다.

보조사업 공모 신청이나 교통정책에 적극 활용하도

“My-T(마이티)” 앱에서는 코로나19에도 안전하고 편

록 권고했다.

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노출 알림 정보, 대
중교통 혼잡도 기반 길찾기 서비스, 통행 분석을 통
한 나만의 이동경로 제공,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자료 |	경기도, “도, 데이터 분석으로 교통안전 집중관리지역 172곳
선정”, 2021.01.12.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
do?BS_CODE=S017&number=47148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자료 |	서울특별시, ““코로나 걱정 뚝 !” 마이데이터 대중교통 코로
나 안심 이용 앱 My-T<마이티>출시”, 2021.01.14.
https://opengov.seoul.go.kr/press/22035579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로나19 전후 항공여행 심리 트렌드 분석
결과 발표

경기도

데이터 분석으로 교통안전 집중관리지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외국인 2,873명을 대상으로

172곳 선정

진행한 ‘코로나19 항공여행 심리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항공산업의 포스

경기도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 도로

트 코로나 및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에서 발생한 돌발상황 데이터 99만7,766건을 분석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

해 교통안전관련 집중관리지역 172곳을 선정했다고

까지 온라인을 통해 내국인 및 3개 언어권(중국어, 일

밝혔다. 이들 데이터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보
유중인 것으로 SKT(T맵),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
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서울도시고속도로에서 입
수한 경기도내 교통사고, 차량고장, 긴급공사, 낙하
물 발생 등 도로 돌발상황 데이터다.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전역을 100m×
100m 크기의 격자 약 100만 개로 나누고, 각 격자에
해당하는 돌발상황 데이터를 입력했다. 그 다음 시군
단위로 격자별 5단계 위험등급을 산정해 분류했으
며, 현재 경기도에 설치돼 운영중인 교통CCTV 관리
지역을 추가로 입력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교통안전관련 집중관리지역 172곳을 선정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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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어, 베트남어)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해
외여행 유무를 묻는 설문에 내국인의 91.9%, 외국인
의 81.5%가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1%
(368명)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94.9%
(6,839명)

위험을
느낀적이
있다

위험을
느낀적이 없으나,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34.3%
(2,472명)

60.6%
(4,367명)

반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 해외여행 유무를
묻는 설문에는 내국인의 38.5%, 외국인의 46.5%가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했으며, 2021년 해

교통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외여행 계획 유무를 묻는 설문에는 내국인의 39.7%,

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교통섬 주변에 안전시

외국인의 42.0%가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

설이 미흡하게 설치되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하였다. 또한 선호 여행지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공단이 지난해 12월 전국 7,207명을 대상으로 교통

2019년에는 내국인의 63.7%, 외국인의 55.4%가 해

섬을 횡단할 때 차량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는지 조

외(타국)를 꼽았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9%(6,839명)가 위

해외를 선호 여행지로 선택한 비율이 내국인 12.1%,

협을 느낀 적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

외국인 21.4%로 낮게 나타났다. 2021년 선호 여행

로 나타났으며, 71.9%(5,178명)가 교통섬을 제거하

지로 해외를 선택한 비율은 내국인 43.8%, 외국인

여 차도 또는 보도를 확장하거나, 보행자를 위한 공

37.5%로 소폭 상승하였다.

간으로 활용하자고 응답했다.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코로나19 전후 항공여행
심리 트렌드 분석 결과 발표 !!!”, 2021.01.05.
https://www.airport.kr/co/ko/cmm/cmmBbsView.
do?FNCT_CODE=121&NTT_ID=25128

공단은 보행자가 교통섬에서 위협을 느끼는 원인으
로 지장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와 교통섬에
서 차량의 높은 이동속도를 꼽았다. 실제로 공단이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에 설치된 디지털 운행기

한국교통안전공단

록장치(DTG)를 활용하여 전국 6개 지역(수도권, 대전,

차량소통 위한 교통섬, 국민들은 교통사고에

울산, 부산, 대구, 광주)의 12개 교차로(도류화시설이 설

불안

치된 교차로 6개와 설치되지 않은 인접한 교차로 6개)를

분석한 결과, 교통섬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보다 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를 횡

통섬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의 주행속도

단할 때 94.9%의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는 평균 7.3%, 직진 차량은 평균 4.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적절한 교통섬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

나타나, 교통섬 설치여부가 차량의 속도에 영향을 미

했다.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섬은 자동차의 안전하고

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이나, 일부 교통
섬은 지하철 출입구, 가로수 등 지장물로 인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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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소통 위한 교통섬··· 국민들은 교통
사고에 불안”, 2021.01.22.
http://www.kotsa.or.kr/ind/prt/InqDetNANNewsData.do
?ctgCd=&searchCtgCd=&bbsSn=16566&pageIndex=1&
searchCnd=&searchW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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