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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코로나19가 글로벌 항공산업을 휩쓴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기는 진행 중이며 항공산업 전반에서 생존을
위한 노력과 위기를 기회로 바뀌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계속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호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분석과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책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후에도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항공·
공항 정책을 위한 특별호를 발간하고자 하며, 조금이나마
항공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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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의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항공정책·공항연구팀
오성열 부연구위원(exitko@koti.re.kr)

2019년 겨울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촘촘한 항공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사람들을
매우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 2020년 연말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여 그나마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전 세계 인류가 골고루 백신 접종을 하는데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선진국은
올해 내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이들 국가 간의 이동은 곧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항공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가
미친 경제적 충격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1).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2020년 전 세계 항공 여객이 전년 대비
27억 명 줄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전 세계 정기 항공편
여객 수는 201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 공급 좌석 수 50% 감소

․ 국제선 공급 좌석 수 66% 감소, 여객 수 13억7천6백만 명
(전년 대비 74% 감소), 항공사 수익 약 295조 원 감소
․ 국내선 공급 좌석 수 38% 감소, 여객 수 13억2천3백만 명
(전년 대비 50% 감소), 항공사 수익 약 142조 원 감소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급 좌석 수를 기준으로 2019년
대비 감소율이 낮은 곳은 북미 43%, 아시아․태평양 45%

․ 여객 수 26억9천9백만 명 감소(전년 대비 65% 감소)

이다. 50%~59% 정도 감소한 지역은 남미, 유럽, 아프
리카이다. 중동은 60%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국내선

․ 항공사 수익 약 438조 원 감소2)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제선
이 더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이 작은 지역은 감소 정도가 크다.
이 밖에 지역별로 여객 수 감소율과 항공사 수익 감소율은
<그림 1>과 같다.

1)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 Effects of Novel Coronavirus
(COVID-19) on Civil Aviation: Economic Impact Analysis, 10 March
2021, pdf, pp.1-125. (ICAO, 2021). ICAO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음.
2) 3,710억 USD, 2020년 평균 환율(하나은행) 1USD=1,180.11KRW

1

<그림 1> 2020년 전 세계 지역별 항공 운송 시장 변화
ICAO는 올 연말까지 항공 운송 시장을 전망하였다.
불확실성 때문에 2가지의 큰 시나리오를 <그림 2>와 같
이 제시하고 있다. 공급좌석 수 기준으로 연말이 되면
2020년 1월의 약 80~90% 수준까지 회복한다는 시나
리오이다.
여객 수는 <그림 3>과 같이 공급 좌석 수보다 회복 수
준이 낮아 70~80%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
행의 지속 기간과 크기, 격리 방법, 항공 여행에 대한 소
비자의 확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료 : ICAO(2021)

<그림 3> 2021년 12월까지의 여객 수 회복 시나리오
2021년 연간으로 살펴보면 정기 여객 수는 2019년
대비 약 20~25억 명 줄어 들고 공급 좌석 수 감소율은
35~43% 정도로 보고 있다. 항공사들의 손실액은 약
332~414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2/4분기에서 회
복세가 커지지 않으면 연말에는 <그림 4>와 같이 공급
좌석 수 기준 70%, 여객 수 기준 60% 수준까지 밖에 회
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료 : ICAO(2021)

<그림 2> 2021년 12월까지의 공급 좌석 수 회복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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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4분기부터 북미와 유럽에서 점차 회복하는 추
세였지만 2021년 초부터는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2021년 3월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은 아직 –80%대이고
나머지 지역은 –60%대이다.
<그림 6>은 지역별 국내선의 공급 좌석 수 감소율이
다. 국제선에 비해 더 빨리 회복하고 있다. 유럽을 제외
주: 파란색 실선과 점선은 공급 좌석 수 고, 저 시나리오이고 붉은색 실선과 점선은 여객
수 고, 저 시나리오임.
자료 : ICAO(2021)

한 나머지 지역들은 2021년 3월 초 거의 –20%대로 회
복하였다. 특히, 북미와 중국은 최근 반등세가 강하다.

<그림 4> 2019년 대비 2021년 회복 수준

국내선 시장은 국제선에 비해 회복이
빨랐다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구분해서 좌석 수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아시아․태평양과 북미
는 국내선이 국제선보다 20~25% 덜 감소했다. 이는 우
리나라의 사례와도 유사하다.
자료 : ICAO(2021)

지역별 국제선의 공급 좌석 수 감소율은 <그림 5>와

<그림 6> 지역별 국내선 공급 좌석 수 감소율

같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0년 2월 초에 급격히 낮
아지는데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먼저 확
산하여 항공 운항이 멈췄기 때문이다.

2021년 말에 국내선은 거의 회복될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21년의 항공 운송 시장을 전망
하였다. 크게 2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으며 공급 좌석 수,
여객 수 등을 국내선과 국제선, 지역별로 구분하여 예측
하였다. 이 글에서는 시나리오 1만 살펴보기로 한다3).
먼저, 국내선과 국제선을 모두 포함한 공급 좌석 수
전망을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2020년 4월 거의 –
80~-90% 수준(2019년 대비)에서 2021년 12월에는 –
5~-10%대(유럽, 북미), -10~-20%대(중남미, 아시아․

주: 날짜 표기, 일/월/연도(두 자리).
자료 : ICAO(2021)

<그림 5> 지역별 국제선 공급 좌석 수 감소율

태평양), 중동은 –30%대로 회복한다고 보고 있다.
3)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보다 회복이 더딘 경우이다. 약 10%p 이내 수준
으로 차이가 있다.

3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보고서에는 여객 수, 항공사 수
익에 대해서도 공급 좌석 수와 같은 틀로 전망하고 있는
데 더 자세한 것을 보고자 한다면 참고 문헌(ICAO,
2021)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자료 : ICAO(2021)

<그림 7> 지역별 공급 좌석 수 변화(시나리오 1)

우리나라는 2021년에 국내선이 거의
회복하고 국제선은 4/4분기부터 서서히
회복 예상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림 8>,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의 눈은 각국의 백신 접종 소식

<그림 9>와 같다.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2021년 초부터

에 쏠려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을 이겨내고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기울기는 국제선이 더 급하다.

2019년 실적만큼 회복하는 데는 백신이 가장 중요하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연말까지 대부분 이루

국제선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회복 정도가

어지고 후진국에서도 접종률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낮고 유럽과 아프리카는 높은 편이다. 국내선은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20% 이내로 회복한다고 보고
있다.

방역 당국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올해 집단 면
역이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 수준으로 안
정화된다면 국내 여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은 회복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한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 간에는 항공 여행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4/4분기부터는 주요 선진국 노선
에서 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 : ICAO(2021)

참고 문헌:

<그림 8> 지역별 국제선 공급 좌석 수 변화(시나리오 1)
1.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 (ICAO), Effects of Novel

Coronavirus (COVID-19) on Civil Aviation: Economic Impact
Analysis, 10 March 2021, pdf, pp.1-125

자료 : ICAO(2021)

<그림 9> 지역별 국내선 공급 좌석 수 변화(시나리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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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경쟁과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항공정책·공항연구팀
한익현 연구원(ih3854@koti.re.kr)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책·공항연구팀은 국가와 국익관점에서 항공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급변하는 항공운송산업 환경과 경쟁에 대한 내용을 그간의 연구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고찰해본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경쟁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그 안에 혁신이라는 씨앗을 계속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항공운송산업의 경쟁
체제 변화와 논의점

되었고, 현재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에 착수된 상태
이다. 아시아나항공-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이후로 인수·합병이 무산되었고, 2020년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을

11월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발표되었다.

송두리째 위기로 몰아넣었다. 국가 간의 이동이 막히면
서 국제 여객운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항공운송산업

초대형항공사의 등장에 따른 독과점 문제, 저비용

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국적을 가릴 것 없이 다수의 항공

항공사와 신생항공사의 생존 위기 등 코로나19 이후의

사가 적자로 인한 정리해고, 파산, 인수·합병, 국유화 등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양한 형식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본 저자
가 앞선 호에서 강한 회복력의 대표사례라고 소개했던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Southwest Airline) 역시 창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정리해고를 고려4)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국익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코
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경쟁과 정책
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추론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경쟁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슈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상황이 급격
히 악화되면서 이스타항공-제주항공 인수·합병이 무산
4) 주) 최근 뉴스를 보면, CEO 새해 메시지에서 임금 감액은 있어도 해고는
없다는 발언을 해 해당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봄

경쟁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 정책 변화
우리나라 민간항공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10월 「대한국민항공사」가 최초로 설립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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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교통연구원(2016), 한국의 교통, p.148

<그림 1> 우리나라 국적항공사 설립(1962~2016)

경영적자로 파산하였고, 1962년 국영 「대한항공공사」가

시장 효율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6) 2005년 최초

설립되었으나 다시 적자운영으로 인해 1969년 우리가

의 국내 저비용항공사인 한성항공이, 2006년에는 제주

알고 있는 「(주)대한항공」으로 민영화 되었다. 이후 약

항공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다수의 항공사가

20년간 단일항공사 체제가 유지되었다. 1980년대는 미국

경쟁하는 체계로 변하게 되었다.7)

에서 시작된 규제완화정책이 세계 각국으로 펴져나가던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저유가·저달러·
저금리’의 3저 호황과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정부가 국민의 해외여행을 대폭
자유화되어 항공수요가 급격히 팽창하였다. 이에 독점
을 지양하고 경쟁체제에 의한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제2
민항사업자를 선발하였는데, 사업권을 획득한 금호그룹
이 1988년 「서울항공」을 설립하였고, 다시 우리가 알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공운송산업은
국제적인 특징과 공익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서비스와
적정한 운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규제로 시작하여
점차 규제완화 정책이 실행되어져 왔다. 우리나라 항공
운송 정책은 지난 약 65년간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맞춰
“단일항공사-복수항공사-경쟁체제”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있는 「아시아나항공」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5)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경쟁
그 뒤 약 20년간 유지되어 온 복수항공사 경쟁 구도가
바뀌게 된 것은 2005년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왜 이런 경쟁체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론과

LCC)가 등장하면서 부터다. 미국, 유럽에 이어 2000년

논문이 있지만 본 고에서는 「국가경쟁력」 혹은 「국가 경쟁

대부터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도 등장한 저비용항공사의

우위」 의 개념과 이론으로 국익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다.

성공 모델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6) 참고) 한국교통연구원은 2001년 「항공운송사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를 통해 저비용항공사의 경제성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5)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2006), 교통, 발전의 발자취 100選, p18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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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2016), 한국의 교통, p.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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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과 국가우위라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M.

본 주제인 ‘경쟁’과 관련한 ‘기업전략 및 구조’는 기업

Porter(1990)8)의 “다이아몬드 이론”을 들 수 있다. 그

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조직되며 관리 되는가를 지배하

는 기존 경제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원, 노동력, 화폐가치

는 국가의 여건과 국내 경쟁의 특성을 의미한다. 특히

등에 기반 한 우위가 아닌 국가 내 산업이 보유하고 있

그의 연구에서 ‘치열한 국내 경쟁’과 ‘한 산업에서 경쟁

는 능력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짐을 주장하였다.

우위의 창출과 유지’가 매우 유의한 관계가 있다 설명하
고 있다. 경쟁으로 인한 국가 경쟁우위의 이점은 다양하

다이아몬드 이론에서는 국가우위의 결정요소를 다음
네 가지(요소, 수요, 관련 및 지원, 기업전략 및 구조)의
넓은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4가지 결정요소들은 개별적
으로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한 국가의 기업들이 생
겨나고 경쟁하는 여건을 창출한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
한 여건은 기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의 압력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상호강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결정요소의 효과는 다른 결정요소들의
상태를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유리한 수요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경쟁요소가 충분하지 못하면 우위를 획득할
수

다. 치열한 국내 경쟁은 국내 기업들 간의 성장, 해외 판
매와 진출에 대한 압력을 가한다. 이는 다시 지속적으로
혁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압력을 만들어 내는데, 경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냄으로써 타성(inertia)을
극복한다. 정부와의 관계도 보호가 아닌 솔직한 견제로
바뀌며, 동시에 정부 지원은 산업 전반에 더욱 건설적인
형태(해외시장 개방 지원, 전문적 요소창출 등에 대한
투자 등)로 전환된다. 실제로 2005년 저비용항공사
(LCC) 설립 이후 우리나라 항공산업 고용창출, 산업규모
확대 등에 대한 보고서와 데이터는 꽤 많다.

없다.9)
이를 통해 항공운송산업에서 지속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Porter(1990)는 국가의 경쟁우위는 단계적으로 발
전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국가 경쟁력
발전의 4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요소-투자-혁신이라
는 3단계의 발전단계(부 지향은 쇠퇴를 의미함)를 제시
하고 있다. 특히 혁신지향은 각 다이아몬드 요소가 상호
작용이 강력하게 일어나며, 각 요소별로 혁신을 추구하
자료: M.Porter(2009)

게 된다.

<그림 2>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이론

8) Porter, M.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Competitive Intelligence Review, 1(1), 14-14.
9) 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연구원 유튜브 Song’s TV [항공 읽
어주는 남자]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를 보면
자세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M.Porter(2009)

<그림 3> 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력 발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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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제3차

혁신 요소를 도입해보면 아직 그 순위가 아직 항공선진국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수립방안 연구」를 진행

최상위권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항공경쟁력은

하였다. 우리나라 항공정책 각 분야별(운송, 공항, 안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항공선진국이라는 더

등) 지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성이 이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지향이 아닌 혁신을

미 대규모 투자나 국제기준을 따르는 ‘투자지향’을 넘어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항공운송산업 분야에서 지금

‘혁신지향’의 단계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였다. 이에 따

까지 정부가 추구해온 경쟁체계가 더 지속·발전해야 함을

라 국가 항공정책의 첫 번째 목표를 ‘혁신’으로 정하고

시사한다.

좀 더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강조하여 고시
하였다.10) 송기한 외(2020)11)는 앞선 다이아몬드 이론

핵심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경쟁정책 추진

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을 국가간의 효율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각 요소별 데
이터 중 경쟁에 대한 지표는 노선별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12)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항공경쟁력은 항공운송산업 순위(‘19년 기준
전 세계 6위)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항공정책은 최근 20년 넘게 경쟁체계를 구축
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경쟁체계가 어떻게 국익에 도움
이 되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앞
으로도 항공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지향과
경쟁지향이라는 큰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 단순히 항공운송산업에
현재의 통합항공사 형성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여 부
정적이라는 식으로 섣불리 결론을 지으면 안 될 것이다.
어떤 이론과 정책이든 산업의 특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
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항공산업의 특성과 코로나19
로 인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자료: 송기한 외(2020)

<그림 4>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분석(안)

아래 <그림 5>는 민간항공운송 역사가 시작된 1945
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항공수요와 이에 따른 정책 변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분석한 항공정책 연구를 통해 다

화를 표현한 내용이다. 태동기부터 제2세대(약 1970년

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항공산업 규모와 각

대까지)까지 항공산업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은 하

지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국가경쟁력과

였지만 크지 않고 정부의 규제와 산업보호가 아주 강하
던 산업이었다. 그러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1970년

10) 참고 : 국토교통부(2020),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문

대 후반부터는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었고 수요가 더

11) Song, K. H., Choi, S., & Han, I. H. (2020). Competitiveness
Evaluation Methodology for Aviation Industry Sustainability
Using Network DEA. Sustainability, 12(24), 10323.

욱 크게 상승하는 2000년대부터는 시장경쟁체계가 강

12) 주)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시장 내 모든 사업자의 각
시장점유율(%)를 제곱하여 합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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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항공정책 역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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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유튜브(2021), Song’s TV [항공 읽어주는 남자]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 5> 전 세계 항공수요에 따른 정책 변화(1945~)

라 경제와 항공수요가 상승하며 크게 변화된 시기에 맞

고, 이후 정부 주도의 법정 관리 이후 재매각을 추진하

춰 경쟁체계가 변하게 된 것이다. 송기한(2021)13) 한국

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자 ’20년 3월 국유화를 선언하

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였다. 20년 10월 10일, 기존의 조직과 운영 능력으로는

급격히 하락하였던 항공수요가 회복되면서 30년 동안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항공사의 기본 요소인

있었던 수요 및 항공정책 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날 것으

직원, 항공기만을 남기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15)

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 항공사 국영화 정책처럼 코로나19 위기라는 변
실제로 미국·유럽 등 전 세계 항공선진국에서는 과거

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항공운송 경쟁력을

항공산업을 보호하던 시기처럼 자국의 국적항공사를 보

유지할 수 있는 방어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

호하기 위한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지키는

정부의 자금이 항공사를 지원하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

정책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과 국익을 위해

는 항공사의 국영화일 것이다. ‘20년 5월, 독일정부는

서라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해당 방어정책을 어떠한

자국 국적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 항공사에 대

정책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독일의

한 국유화를 선언하였다.14) 이탈리아의 알리탈리아 경

사례를 보면 해당 보호조치는 자국의 항공운송산업을

우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17년부터 파산 신청을 하였

보호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독일정부는
해당 국유화가 단기간 부분 국유화(temporary part
nationalisation)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올라프 숄츠

13) 한국교통연구원 유튜브(2021), Song’s TV [항공 읽어주는 남자] 코로나19 이
후 항공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14) 자료 :
https://www.trtworld.com/business/germany-announces-temporary
-part-nationalisation-for-lufthansa-36623

15)자료 : :
https://www.reuters.com/article/airlines-italy-alitalia-idUSKBN26V0E4

9

독일 재무장관은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인 기간에 이뤄

물론 유럽 항공자유화는 유럽 전체를 통합하는 정치

질 것"이라며 루프트한자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지분을

적인 상황과 함께한 항공자유화이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매각할 예정이라 밝혔다.

는 맞지 않다. 하지만 국외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서도 전략적으로 해외 국가와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협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지원은 코로나
19 위기가 끝나는 단기간 지원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이
위기를 잘 방어하고 새로운 시장 환경이 형성되면 정부
정책은 다시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방향으로 재설정되
어야 할 것이다.

통합항공사는 도전적으로 글로벌 경쟁에 참여
해야 한다

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의 항공협
정 입장은 국외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선택적으로 보수
적인 입장을 취해왔다.17) 하지만 이제 통합항공사는 우
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경쟁의 범위를 타 국가로
확장하여 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의 항공정책은
통합항공사와 국외 항공사의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통합항공사의 역할과 책임감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국가대표라는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경쟁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이 국제선에
의존하는 취약점이 확연히 나타났다.16) 국제선 수요는
코로나19, 메르스 등 감염병 외에도 정치, 경제 등 불확
실성 요인이 강하게 작용해왔다. 실제 미국, 중국 등 상

사명감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향상 노력이 더욱 필요
하다.18)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 항공자유화와
규제 완화 조치가 진행되면서 국가 재정 혹은 지원에 의존
하던 항공사는 결국 파산 및 합병으로 타 국가 항공사에
통합되었고,19) 이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허브 공항 실적은
같이 감소하게 되었다.20)

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국내선 수요가 받쳐주
고 있는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송산업 피해를
국내선을 통해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선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
으로 회복되었지만 우리나라 국내선 시장은 대부분 제
주도 노선에 국한되어 미국, 중국과 같은 대규모 수요를
창출 할 수 없다. 안정적 시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자료 : Burghouwt, G., & Huys, M. (2003)

<그림 6> 유럽 주요 허브 공항 환승실적 변화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타 국가와의 자유화 협정에 따른
시장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
례가 유럽 항공자유화일 것이다. 유럽은 항공자유화를
통해 유럽 내 국제선 수요를 국내선처럼 운영하여 안정

17) 주) 해당 입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장이 아닌 저자의 입장입니다.
18) 주) 우리나라 국적항공사 경쟁력이 낮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대한항공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화물 경쟁력으로 전 세계 거의 유래 없는
흑자경영을 할 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적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19) 주) 구체적으로는 벨기에 Sabena 항공과 스위스 Swissair가 파산하면
서 허브공항으로 사용되던 벨기에 Brussels 공항과 스위스 Zurich 공항
실적, 특히 환승 승객이 급감하였다.

16) 주) 코로나19 위기 이전 우리나라 항공여객 국제선 비중은 약 70%

20) Burghouwt, G., & Huys, M. (2003). Deregulation and the
consequences for airport planning in Europe. disP-The Planning
Review, 39(154), 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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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항공수요 회복이 늦고 정부 지원이 없는 최
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면, 통합항공사 외에 나머
지 항공생태계의 존립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항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책·공항연구팀은 최근 항공운

공선진국에 비해서 불균형하게 그나마 유지해오던

송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우리나라 항공운송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항공운송시장을 대표하는

판단된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3월 3일

국가와 우리나라간 특징을 비교해보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 을 통해 항공사

」

「항공산업

맞춤형 정책지원을 발표하였다.
미국, 유럽, 중국 등 항공운송시장 강국은 1) 높은 수
요의 단일 시장(국내선과 같은), 2) 대형항공사-저비용

앞서 언급하였듯 우리나라는 ‘88년 아시아나항공

항공사-지역항공사 생태계, 3) 비즈니스모델 간 경쟁이

설립이후 복수민항체계에서 ‘05년 이후 저비용항공사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형항공

(LCC) 등장을 거쳐 약 20년 넘게 항공사 체제를 구축

사(FSC), 저비용항공사(LCC),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뉘

하여 산업 다양성과 경쟁력 확보하였다. 앞으로의 항

어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선이 취약하여 지역항공사 불

공운송시장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현재 구축해놓은

릴 수 있는 소형항공운송산업은 거의 부재한 수준으로

항공운송생태계를 방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운영 중이다. 대부분 여객실적은 대형항공사(FSC)와

나오길 기대해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새로운

저비용항공사(LCC)가 경쟁 중이다. 종합해보면, 해외

신생항공사의 지원과 면허 발급이 계속 검토되어 기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시장과 지역항공

항공사의 ’타성‘을 극복하고 경쟁과 혁신이 이뤄지길

사라는 기반이 부족한 역피라미드 구조로 표현해보았

바래본다.

다.(아래 <그림 7> 참고)

<그림 7> 주요 항공 선진국과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 생태계 비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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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항공산업과 항공정책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항공정책·공항연구팀
최솔샘 연구원(thftoa9@koti.re.kr)

현재,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최초 발병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으며, 항공산업 내에서도 다양한 사건들이
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및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시간(유행)의 경과에 따른 종합적인 트렌드를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전략을 꾸릴 수 있는 ‘기반’으로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서론

연구 구성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

본 브리프 연구 주제는 ‘코로나19의 경과에 따라 항공

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왔다. 현재까지 코로나

분야는 어떤 트렌드를 보였는가?’이다. 이에 따라 본 텍스트

19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 명에 육박하며 백신이라는

마이닝 연구는 세 가지의 연구 구성요소를 확정해야 한다.

‘게임 체인저’가 1년 만에 나왔지만, 변이 바이러스 또한

첫 번째는 연구에 쓰일 검색 키워드, 두 번째는 연구의

등장하여 미래 불확실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러한 상

시간적·공간적 범위, 마지막은 텍스트 분석 기법이다.

황에서 선행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일이라면, 시간의 경
과에 따른 트렌드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시간대에서 나타나는 사건
및 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성원별 니즈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인 니
즈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시기별로 적합한 전략을 구
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21) 따라서 이번 항공·공
항 정책 브리프에서는 국내 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
공’의 종합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키워드는 ‘항공산업’과 ‘항공정책’으로 설
정하였다. 본래는 종합적인 항공 단어 자체를 검색 키워
드로 설정하려 하였으나 여타 불용어 및 스포츠와 같은
테마, ‘대한항공’ 이슈에 편중된 한계점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슈 편중을 줄이고 국가정책연구에 적합한 결과
를 도출하고자 ‘항공산업’과 ‘항공정책’ 두 단어를 메인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에서 먼저 공간적 범위는
네이버 뉴스 검색 포털을 선정하였다. 종합적인 특성을
갖는 키워드 분석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수가 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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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방법론

으로 나타날 수 있는(신뢰성·타당성) 검색 공간으로 선
이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크롤링

현재 네이버 뉴스 포털 정책상 검색 결과에 대한 최대

(Crawling)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본

페이지 수는 총 400페이지(기사 4,000건)로 제한되어

연구에서는 네이버 뉴스 검색 포털을 통해 앞서 선정한

있어, 본 연구에서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부

‘항공산업’과 ‘항공정책’ 검색 키워드 결과를 잘 나타낼

터 2021년 2월 최근까지 월별 최대 4,000건으로 뉴스

수 있으며, 나아가 관련 기관들의 니즈를 판단할 수 있

기사 헤드라인 크롤링으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다

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본래의 경

<표 1> 월별 수집 기사 수(항공산업)

정되어야 한다.

우 월별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 추세에
따른 정부 대응 및 기업 대응과 월별 추이는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방역 단계 격상이
적용된 시기로써 ‘1·2·3차 유행’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22)
마지막으로 텍스트 분석 기법으로 단순 빈도 분석과
지난 브리프에서 활용한 Word2Vec 분석23), 그리고 이
를 기반으로 한 t-SNE 매핑을 진행하였다. 먼저 단순 빈
도 분석으로 불용어를 제거한 상태의 대략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Word2Vec 유사도 분석을 통해서는 분
석 기간 트렌드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어’ 발굴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t-SNE를
이번 브리프 분석에서 도출하였다. t-SNE는 데이터 시
각화 방법론으로써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 데이터로
축소하여 각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가장 잘 보존하는 2
차원의 표현 결과를 찾는 방법론을 의미한다.24)

날짜(월별)
2020년 1월
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6월
2020년 7월
2020년 8월
2020년 9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
2020년 2월

기사 수
3,517 건
3,564 건
3,491 건
3,500 건
3,518 건
3,521 건
3,515 건
3,516 건
3,551 건
3,510 건
3,120 건
3,509 건
3,531 건
3,453 건

<표 2> 월별 수집 기사 수(항공정책)
날짜(월별)
2020년 1월
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6월
2020년 7월
2020년 8월
2020년 9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
2020년 2월

기사 수
3,058 건
3,553 건
3,602 건
3,624 건
3,038 건
3,618 건
3,254 건
2,390 건
2,832 건
2,554 건
3,528 건
2,981 건
2,758 건
2,554 건

22) 1차 유행: 20년 2월~4월, 2차 유행: 20년 8월~10월, 3차 유행: 20년
12월~ 21년 2월으로(각 3개월) 구분
23) 항공 공항 정책 Trend&Insight Vol.2 No.4 - 항공수요 회복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 머신러닝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2 (최솔샘)

(중복 기사는 제거).

24) Maaten, L. V. D., & Hinton, G. (2008). Visualizing data using t-SN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9(Nov), 2579-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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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 결과, 총 수집된 기사는 ‘항공산업’ 키워드
48,816 건, ‘항공정책’ 키워드 43,344 건으로 도출되었
다. 위 결과는 기사 헤드라인의 중복된 건수를 제거하였
으며, 네이버 기사 검색 ‘관련도순’으로 정렬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Word2Vec 모델의 경우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서 기
사별 헤드라인을 구분하기 위한 태그 모듈로써 파이썬
Konlpy 패키지의 Okt 모듈, 불용어 제거를 위해서는

<표 3> 1차 유행 단순 빈도 분석결과 순위(항공산업)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키워드

빈도수

코로나
지원
대한항공
아시아나
정부
위기
업계
인수
기간산업
기업

1,845
1,582
941
864
760
728
705
606
583
502

각 토큰에 대한 명사(Noun) 형태 선택 및 2글 자 이상
의 단어를 추출 결과로 선정하여 사전 데이터로 구축하
였다. 본 모델의 경우 파이썬 Gensim 패키지의
Word2Vec Model 모듈로써 임베딩 단어 벡터차원
300개, 컨텍스트(Context) 윈도우 크기 10, 단어의 최
소 빈도 수 50개 제한, 학습 프로세스 수 6개,
Skip-gram 방식, 20번 반복(Iteration), 단어 라벨에

<그림 1> 1차 유행 단순 빈도 분석결과 WordCloud(항공산업)

대한 다운 샘플링 비율 0.001의 파라미터로 설정하여
구축하였다.25) 추가로 t-SNE의 경우 파이썬 사이킷런
(sklearn) 패키지의 TSNE 모듈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26)

‘항공산업’ 검색 키워드 1차 유행기간 단순빈도 분석
결과(검색 단어인 항공·산업 단어 제거), 코로나, 지원,
대한항공, 아시아나, 정부, 위기, 업계, 인수, 기간산업,
기업이 상위 10개 단어로 도출되었다.

단순 빈도분석
1차 유행 기간의 단순 빈도분석 결과로만 보았을 때,
(1) 1차 유행(2020년 2월 ~ 2020년 4월)

코로나 만큼 가장 높게 도출된 단어는 ‘지원’으로 하위에
있는 ‘정부’, ‘기간산업’과 같은 단어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1차 유행에 대한 ‘항공산업’ 키워드 단순 빈도분석 결
과는 <표 3>, <그림 1>과 같다(불용어 제거).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와
같은 대형항공사(FSC)들이 비슷한 결과(빈도수)로써 상
위권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대형 항공사 금융 지원 및
구조조정 이슈 27)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1차
유행에 대한 ‘항공정책’ 키워드 단순 빈도분석 결과는

25) Jatnika, D., Bijaksana, M. A., & Suryani, A. A. (2019).
Word2Vec Model Analysis for Semantic Similarities in English
Words. Procedia Computer Science, 157, 160-167.
26) Maaten, L. V. D., & Hinton, G. (2008). Visualizing data using
t-SN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9(Nov),
2579-2605.

14

<표 4>, <그림 2>와 같다.

27) 황기선. “산은·수은, 대한항공 1.2조-아시아나 1.7조 긴급지원”,
「news 1」. 2020년 4월 24일.

October
March

<표 4> 1차 유행 단순 빈도 분석결과 순위(항공정책)
순위
키워드
빈도수
1
코로나
2,635
2
지원
1,182
3
경제
855
4
정부
815
5
기업
601
6
산업
491
7
위기
452
8
대책
418
9
고용
374
10
입국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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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차 유행 단순 빈도 분석결과 순위(항공산업)
순위
키워드
빈도수
1

아시아나

1,996

2

현산

723

3

지원

704

4

코로나

693

5

매각

659

6

금호

530

7

무산

477

8

공항

470

9

대한항공

459

10

인수

434

<그림 2> 1차 유행 단순 빈도 분석결과 WordCloud(항공정책)

‘항공정책’ 검색 키워드 1차 유행기간 단순빈도 분석

<그림 3> 2차 유행 단순 빈도 분석결과 WordCloud(항공산업)

결과(검색 단어인 항공·정책 단어 제거), 코로나, 지원,
경제, 정부, 기업, 산업, 위기, 대책, 고용, 입국이 상위
10개 단어로 도출되었다.

‘항공산업’ 검색 키워드 2차 유행 단순빈도 분석 결과,
아시아나, 현산, 지원, 코로나, 매각, 금호, 무산, 공항,
대한항공, 인수가 상위 10개 단어로 도출되었다. 이에

빈도수로만 보았을 때는 ‘항공산엄’ 검색 키워드 결과

대한 원인으로는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HDC 현

와 비슷하게 도출되었으나 ‘경제’, ‘대책’, ‘고용’, ‘입국’

산의 아시아나 인수 무산 이슈의 파급효과가 매우 컸기

등과 같은 세부 정책 키워드가 상위로 나타난 것을 확인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28)

할 수 있다. 또한, 1차 유행 결과의 경우 ‘항공산업’과
‘항공정책’ 모두 ‘위기’ 단어가 높은 순위로 나타난 것을
보아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분석한다면 세부 연구로 이

2차 유행에 대한 ‘항공정책’ 키워드 단순 빈도분석 결
과는 <표 6>, <그림 4>와 같다.

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2차 유행(2020년 8월 ~ 2020년 10월)
2차 유행에 대한 ‘항공산업’ 키워드 단순 빈도분석 결
과는 <표 5>, <그림 3>과 같다.
28) 강경민/이상은. “아시아나항공 M&A 결국 무산”, 「한국경제」. 2020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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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차 유행 단순 빈도 분석결과 순위(항공정책)

<표 7> 3차 유행 단순 빈도 분석결과 순위(항공산업)

순위

키워드

빈도수

순위

키워드

빈도수

1

코로나

804

1

대한항공

1,191

2

산업

481

2

아시아나

1,050

3

공항

461

3

코로나

565

4

지원

355

4

기업

497

5

기업

288

5

통합

473

6

정부

258

6

사업

438

7

한국

258

7

한화

395

8

경제

249

8

한진

377

9

드론

224

9

지원

377

10

고용

208

10

공항

368

<그림 4> 2차 유행 단순 빈도 분석결과 WordCloud(항공정책)

‘항공정책’ 검색 키워드 2차 유행기간 단순빈도 분석
결과, 코로나, 산업, 공항, 지원, 기업, 정부, 한국, 경제,
드론, 고용이 상위 10개 단어로 도출되었다.

<그림 5> 3차 유행 단순 빈도 분석결과 WordCloud(항공산업)

‘항공산업’ 검색 키워드 3차 유행기간 단순빈도 분석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 코로나, 기업, 통합, 사업, 한
화, 한진, 지원, 공항이 상위 10개 단어로 도출되었다.

1차 유행과 비교했을 때, 2차 유행 결과에서 ‘위기’,

이를 통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현상은 대한항공과 아

‘대책’과 같은 키워드들이 줄어들었다는 특징이 나타난

시아나의 M&A 이슈29)이다. 국내 항공역사 최초의 거

다. 그러나 ‘항공정책’ 검색 키워드 결과에서는 1차 유행

대 FSC 탄생이라는 이슈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큰 임팩

과 2차 유행 모두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확인되

트로 다가온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었다. 이를 통해서는 ‘항공산업’ 검색 키워드 보다 이슈
에 대한 민감도가 작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3차 유행에 대한 ‘항공정책’ 키워드 단순 빈도분석 결
과는 <표 8>, <그림 6>와 같다.

(3) 3차 유행(2020년 12월 ~ 2021년 2월)
3차 유행에 대한 ‘항공산업’ 키워드 단순 빈도분석 결
과는 <표 7>,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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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나기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첫걸음...연결 탑승수속서비스
시작”, 「세계일보」. 2020년 12월 16일.

October
March

<표 8> 3차 유행 단순 빈도 분석결과 순위(항공정책)
순위
키워드
빈도수
1

코로나

461

2

공항

374

3

산업

322

4

기업

253

5

경제

210

6

드론

197

7

지원

167

8

인사

160

9

사업

158

10

국토부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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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2Vec 유사도 분석
(1) 1차 유행(2020년 2월 ~ 2020년 4월)
1차 유행에 대한 ‘항공산업’ 키워드 Word2Vec 유사
도 분석30)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1차 유행 Word2Vec 유사도 분석결과 순위(항공산업)
순위
키워드
유사도 값
1
개발
0.294
2
코로나
0.276
3
천리안
0.267
4
산업혁명
0.262
5
정부
0.254
6
산업부
0.253
7
기업
0.249
8
지원
0.242
9

업계

0.241

10

항공사

0.239

‘항공산업’ 검색 키워드 1차 유행기간 Word2Vec 유
사도 분석 결과, 개발, 코로나, 천리안, 산업혁명, 정부,
<그림 6> 3차 유행 단순 빈도 분석결과 WordCloud(항공정책)

‘항공정책’ 검색 키워드 3차 유행기간 단순빈도 분석

산업부, 기업, 지원, 업계, 항공사가 상위 10개 단어로
도출되었다.

결과, 코로나, 공항, 산업, 기업, 경제, 드론, 지원, 인사,
사업, 국토부가 상위 10개 단어로 1, 2차 유행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이슈에 영향을 크게 받는
단순 빈도분석과는 확실히 차별되게 도출되었다는 점이
다. 특히 ‘항공’+‘산업’ 키워드의 유사도 결과로써 ‘개

이와 같은 단순빈도 분석결과를 통해 가정해볼 수 있
는 점은 단순 빈도분석 결과 ‘항공산업’ 검색 키워드는
이슈에 민감하고, ‘항공정책’ 검색 키워드는 어떤 키워
드가 주제어인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트렌드의 변화를 명확
하게 볼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론을 적용해보

발’ 단어가 ‘코로나’를 제치고 유사도 1위를 차지한 것으
로 보아 추가적인 연구를 적용한 이후에 주제어(topic)
관련 연구 포인트로써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개발’ 단어의 경우 단순빈도 분석 결과에서는 앞서 언
급한 단어보다 하위의 단어로 도출된 점은 차별성을 부
각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사도 값 상위 순위 결

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자체 개발한 Word2Vec 모델을 적용하여 위에서 가
정한 한계점을 극복해보고자 시도하였다.

30) 유사도 값 산출에 있어 ‘항공산업’ 검색 키워드 결과는 ‘항공’과 ‘산업’
두 단어를, ‘항공정책’ 검색 키워드 결과는 ‘항공’과 ‘정책’ 두 단어를 혼합
한 결과를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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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차이가 0.2~0.3으로 차이가 크게 도출되지 않는다

(2) 2차 유행(2020년 8월 ~ 2020년 10월)

는 점은 추후 모델 구축 및 개선에 있어 추가로 연구되
2차 유행에 대한 ‘항공산업’ 키워드 Word2Vec 유사

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도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1차 유행에 대한 ‘항공정책’ 키워드 Word2Vec 유사
<표 11> 2차 유행 Word2Vec 유사도 분석결과 순위(항공산업)

도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1차 유행 Word2Vec 유사도 분석결과 순위(항공정책)
순위

키워드

유사도 값

1

노선

0.332

2

지원

0.285

3

산업

0.261

4

기간산업

0.257

5

수혈

0.254

6

지사

0.238

7

공항

0.238

8

수소

0.235

9

게임

0.229

10

코로나

0.226

순위

키워드

유사도 값

1

산업혁명

0.292

2

아시아나

0.278

3

현산

0.264

4

계약금

0.243

5

협약

0.239

6

담판

0.233

7

수순

0.228

8

지원

0.226

9

업무

0.226

10

책임

0.222

‘항공산업’ 검색 키워드 2차 유행기간 Word2Vec 유
사도 분석 결과, 산업혁명, 아시아나, 현산, 계약금, 협

‘항공정책’ 검색 키워드 1차 유행기간 Word2Vec 유
사도 분석 결과, 노선, 지원, 산업, 기간산업, 수혈, 지
사, 공항, 수소, 게임, 코로나가 상위 10개 단어로 도출
되었다. 항공정책 검색 키워드 결과 또한 항공산업 키워
드 결과와 마찬가지로 빈도분석 결과와 다르게 도출되
었다. 특히 ‘코로나’의 결과보다 높게 나온 단어가 9개로
나타났으며, ‘노선’ 및 ‘지원’과 같은 단어들이 상위로
도출된 것으로 보아 1차 유행기간 동안의 위 단어들의
중요성에 대해 재검토 및 연구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
져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31).

약, 담판, 수순, 지원, 업무, 책임이 상위 10개 단어로 도
출되었다.
마찬가지로 단순빈도 분석결과와 다르게 도출되었으
나, 아시아나 인수 이슈 관련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단어보다 ‘계약
금’, ‘협약’, ‘담판’, ‘수순’ 등 단순빈도 분석결과의 표면
적인 단어들보다 더욱 세부적인 단어들이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혁명’ 단어는 앞서 언급한
‘개발’ 단어와 마찬가지로 주제어 구분과 관련하여 추가
연구 포인트로써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2차 유행에 대한 ‘항공정책’ 키워드 Word2Vec 유사

31) 추가로 ‘공항’, ‘수소’, ‘게임’ 단어와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종사’,
‘유가’ 등의 상위 단어들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는 주제어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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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석 결과는 <표 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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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3차 유행 Word2Vec 유사도 분석결과 순위(항공산업)
순위

키워드

유사도 값

1

진에어

0.269

2

가처분

0.256

3

대한항공

0.249

4

업종

0.239

0.292

5

기각

0.233

업계

0.286

6

직원

0.230

6

물류

0.279

7

양성

0.222

8

글로벌

0.220

7

방안

0.278

9

법원

0.214

8

지원

0.276

10

증시

0.208

9

안전

0.275

10

기금

0.272

순위

키워드

유사도 값

1

강화

0.306

2

학교

0.301

3

의회

0.295

4

업종

5

‘항공정책’ 검색 키워드 2차 유행 기간 Word2Vec 유
사도 분석 결과, 강화, 학교, 의회, 기안, 업종, 업계, 물
류, 방안, 지원, 안전이 상위 10개 단어로 도출되었다. 1
차 유행 기간과 달리 ‘학교’ 및 ‘의회’와 같은 정책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의 유사도가 높게 도출되었
다. 또한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1차 유행
기간 결과와 달리, ‘물류’와 ‘안전’, 그리고 ‘기금’이 상
위로 도출된 것을 보면, 코로나19와 같이 전례 없는 상
황이 발발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 및 지원안이 나왔다는 것으로 추
측이 가능하며, 이는 2020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
표한 지원안32)과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3) 3차 유행(2020년 12월 ~ 2021년 2월)

‘항공산업’ 검색 키워드 3차 유행 기간 Word2Vec 유
사도 분석 결과, 진에어, 가처분, 대한항공, 업종, 기각,
직원, 양성, 글로벌, 법원, 증시가 상위 10개 단어로 도
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기간 단순빈도 분석결과의 연관
성이 틀어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단순빈도분석의 경
우 ‘항공산업’ 검색 키워드 결과로써 대한항공 아시아나
M&A 관련 단어들이 상위권으로 나타났지만, 동기간
Word2Vec 유사도의 결과는 ‘진에어’, ‘가처분’의 단어
가 나란히 1,2위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가처분’의 경우 대한항공 신주발
행과 관련하여, KCGI의 가처분신청 기각33) 이슈가 반
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에어’의 경우
FSC 통합으로 인한 관련 시스템 개편34), 시장 재구성으
로 인한 제주항공 간의 LCC 양강체계 이슈35), 또는 순

3차 유행에 대한 ‘항공산업’ 키워드 Word2Vec 유사도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33) 박승완. “법원, KCGI 가처분 신청 기각...아시아나항공 인수 ‘급물살’.”,
「한국경제TV」. 2020년 12월 01일.
34) 정민주. “항공은 디지털 뉴딜 최전방... 대한항공 진에어, 시스템 전환
속도”, 「한국경제TV」. 2021년 01월 05일.
32) 국토교통부, 『고용 경영 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 방안』.
2020년 8월.

35) 김희진. “진에어 vs 제주항공...LCC 양강 구도로”, 「뉴데일리 경제」.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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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사내 정책으로 진에어의 기내 태블릿 PC 비치(디

기를 통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집중 감시37)와 관련된 이

지털화 전환)36)와 같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있을

슈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시점으로 보았을 때, 1차유

Word2Vec 모델의 한계점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

행기간과 마찬가지로 단순빈도 분석은 ‘항공산업’ 키워

다. 유사도의 경우 비교되는 키워드와 가장 유사한 부분

드 분석에 있어 현상 자체에 대한 표면적인 부분을 분석

을 나타낼 수 있지만, 구축된 모델의 파라미터 값에 따

할 수 있다면, Word2Vec 유사도 분석은 해당 이슈와

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대표성을 띄는 단어라고

관련된 복합적 ·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수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브리프에서 도출하였던
3차 유행에 대한 ‘항공정책’ 키워드 Word2Vec 유사
도 분석 결과는 <표 14>과 같다.

Word2Vec 모델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t-SNE 매핑 결과(시각화)를 통한 분석을 추
가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14> 3차 유행 Word2Vec 유사도 분석결과 순위(항공정책)
순위

키워드

유사도 값

1

초미세먼지

0.316

2

교통

0.298

3

농도

0.293

4

호텔

0.281

5

뉴욕증시

0.275

6

양성

0.271

7

스마트

0.267

8

고용

0.267

9

특별

0.256

10

일자리

0.241

t-SNE 시각화 결과
(1) 항공산업 검색 키워드 결과(1차~3차 유행)
‘항공산업’ 검색 키워드에 대한 t-SNE 시각화 결과는
<그림 7> ~ <그림 9>와 같다.

‘항공정책’ 검색 키워드 3차 유행 기간 Word2Vec 유
사도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 교통, 농도, 호텔, 뉴욕증
시, 양성, 스마트, 고용, 특별, 일자리가 상위 10개 단어
로 도출되었다.

<그림 7> 항공산업 t-SNE 분석 결과(1차 유행)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해석한 3차 유행기간 동안의
단순빈도 분석결과와는 제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초미
세먼지’와 ‘교통’ 그리고 ‘농도’의 경우 환경당국의 항공

36) 김민석. “진에어, 태블릿 PC 활용 기내 스마트 업무 환경 구축”,
「News 1」. 2021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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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김은경. “고농도 초미세먼지, 항공기로 집중 감시한다...오늘 첫 운항”,
「연합뉴스」.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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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 검색 키워드에 대한 t-SNE 시각화 결과는
<그림 10> ~ <그림 12>와 같다.

<그림 8> 항공산업 t-SNE 분석 결과(2차 유행)

<그림 10> 항공정책 t-SNE 분석 결과(1차 유행)

<그림 9> 항공산업 t-SNE 분석 결과(3차 유행)

‘항공산업’ 검섹 키워드로 나타낸 t-SNE 분석 결과, 1
차 유행 결과에서는 ‘항공’과 ‘산업’ 단어를 중심으로
‘코로나’, ‘지원’, ‘위기’, ‘지원’ 등의 단어가 인접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유행 결과에서는 ‘코로나’,
‘지원’ 과 같은 단어들이 인접해 1차 유행과 유사하게 나

<그림 11> 항공정책 t-SNE 분석 결과(2차 유행)

타나지만, ‘협력’, ‘추진’ 등의 단어가 인접한 것으로 나
타난다. 그리고 3차 유행 결과에서는 ‘코로나’, ‘사업’,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항공우주’와 같은 단어
들이 인접 단어로 도출되었다. 이를 보았을 때, 분석결
과는 단순빈도 분석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단어별 인
접 결과가 여러 갈래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세부 주제
와 관련된 결과들도 위 t-SNE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단순빈도 분석과 Word2Vec
유사도 사이의 교집합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항공정책 검색 키워드 결과(1차~3차 유행)

<그림 12> 항공정책 t-SNE 분석 결과(2차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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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 검섹 키워드로 나타낸 t-SNE 분석 결과, 1

적으로 연구된 데이터 툴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차 유행 결과에서는 ‘코로나’, ‘지원’, ‘정책’, ‘대응’, ‘정

세 가지 분석 기법의 특성을 ‘항공’이라는 주제로, 그리

부’, ‘긴급’, ‘위기’의 단어들이 인접 단어들로 도출되었

고 두 가지 시점(항공산업, 항공정책)으로 구분하여 결

며, 2차 유행 결과에서는 ‘코로나’, ‘정부’, ‘지원’, ‘종

과를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

합’, ‘미래’, ‘고용’의 단어가 인접 단어로 도출되었다.

과를 통해 추가 연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그리고 3차 유행 결과에서는 ‘사업’, ‘코로나’, ‘지원’,

추가로 들 수 있다.

‘계획’, ‘혁신’, ‘미래’, ‘관광’, ‘바이든’의 단어가 인접
단어로 도출되었다. 위 키워드 분석을 통한 트렌드 유추
를 하자면, 항공정책에 있어 ‘위기’, ‘긴급’, ‘지원’ 과 같
은 시급성을 띄는 단어들이 초창기 때 나타났으며, 시간
이 지나면서 ‘종합’, ‘미래’, ‘정부’ 등 정부 주도의 계획
필요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타났다.

즉, ‘항공산업’·‘항공정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으로 인해 구체적인 방안이 구비되지 않아 시급
성이 높은 키워드 위주로 나타났다가, ‘항공산업’의 경
우 코로나19로 인한 인수·합병 이슈가 시간별로 나타났
으며, ‘항공정책’의 경우 2차 유행을 기점으로 단기 정책
에서 중·장기 정책 관련 주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이와 같은 요인들이 더욱 세분

나타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적용한

화되어 ‘혁신’, ‘관광’, ‘물류’ 등 세분화된 계획 및 단기

방법론의 특성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단순빈도 분석의

를 넘어선 장기 지원 계획 관련 추세로 넘어갔다는 해석

경우 현상 자체에 대한 표면적인 부분들을, Word2Vec

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사도 분석의 경우 현상에 대한 세부적·복합적인 부분
들을, t-SNE 분석의 경우 단순빈도 분석과 유사하지만,

결론

2차원에 시각화된 결과로써 세부적인 부분들도 그 인접
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총 세 가지의 키워드 분석 기법을 통
해 구분된 각 연구 시간대별 특성 및 추세를 파악하고자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 종합

하였다. 물론 한계점은 존재한다. 첫 번째는 1~3차 유행

적인 트렌드를 유추해 본 것과 같이, 이에 추가적으로

으로 기간을 구분한 것이 타당한 지이며, 두 번째는 검

디테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본다면, 텍스트 마이닝으

색 소스로 쓰인 ‘네이버 뉴스 포탈’이 정책 연구에 있어

로 얻은 데이터를 항공 관련 예측모델 및 지표화에 응용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할 것이라 연구자로서 생각한다.

는 모델의 파라미터가 적절하며, 해당 결과가 해당 기간
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이다. 키워드 분석 결과는 연구

필자는 위와 같은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현재와 같이

자의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나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항공 연구의 전략 마련 발판을 마련하

기준들을 최대한 명확하고 타당하게 나타낼 수 밖에 없

고, 더 나아가 텍스트 기반의 파생 연구들이 포스트 코

는 본질적인 연구 문제이며, 키워드 분석에서 끊임없이

로나19 시대에서도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

따라붙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현재 지속

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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