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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항공정책 비교와 대응 전략
- 항공 연결성 분석을 통한 신남방·신북방 항공정책 제안 Comparing Multi-dimensional Aspects of Aviation Markets in
Korea, China, and Japan

박용하ㆍ손정웅

서 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아시아 항공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세계항공
시장의 발달을 추동해 온 주요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한·중·일 3국을 중심
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
으로, 아시아 항공시장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아 항공시장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단, 동북아 지
역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도 ASEAN을 중심으로 항공시장이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 또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움직
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아시아 항공시장 속에서 한·중·일 3국의 경쟁은 더욱 치
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항공정책, 항공
시장, 항공 네트워크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경쟁
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동
남아·중앙아 시장에 대한 향후 진출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보았습
니다.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 자료
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연구진과 자문위원 등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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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항공 여객시장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침체 이후 연평균 5.3%라는 높은
성장률(2009~2018년)을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 인도, 동남아 등 신흥경제국들을 중심으로 급속한 시장 확대가 이루
어짐에 따라 2010년대에 들어 규모 면에서는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넘어 세계 최
대의 항공시장으로 발돋움하였다.
아시아 항공시장은 다양한 내·외부 요인들에 의해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장 내적으로는 LCC(Low Cost Carrier) 시장 확대, 항공 자유화, 대형 신공
항 건설 등 시장 활성화를 추동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시장
외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우 한·중 사드 사태, 한·일 무역분쟁 등 국가 간 정치·경제
적 충돌이 항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동남아와 중앙아 지역은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등 초국가적 경제 공동체의 등장에 따라 국가 간 교류
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1)2)
이러한 역동적인 아시아 항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1) 코트라해외시장뉴스(2016.04.17.),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유망해진 진출분야는?｣, https://news
.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49778(검
색일: 2020.08.16.)
2) 코트라해외시장뉴스(2017.10.18.), ｢유라시아경제연합(EAEI경제통합과정 성과와 과제｣, https://news
.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1750(검
색일: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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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국제항공시
장에서 이 3국 간의 관계는 지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높은 상호 의존성과 치열한
시장경쟁이 공존한다는 특징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 3국은 공통적으로 잠
재성이 높은 동남아·중앙아 지역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전략을 구축함에 있어 중국과 일본의 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항공시장에 대한 다층적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
라 국제 항공시장 전략 방향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중·일에
초점을 맞추어 항공정책, 항공시장, 항공 네트워크 측면에서 국가 간 주요 특징들
을 비교분석하였다. 나아가, 이 3국의 동남아·중앙아 지역에 대한 진출 전략과 해
당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신흥시장 진출 관련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 한·중·일 항공정책 동향 분석, 2) 아시아 항공시장 현황
분석, 3)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구조 분석, 4) 동남아·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신흥지역 잠재력 분석, 5) 우리나라의 국제 항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모색, 이렇게 5개 주요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가. 한·중·일 항공정책 동향 분석
먼저, 한·중·일의 항공 관련 정책 동향을 공항개발, 공항운영, 항공노선 전략, 아시아
지역 진출 전략, 이 5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1) 공항개발 정책

요 약

한국

→

‘개발 운영’
공항 정책의 전환기에 근접
- 국가공항체계 구축 완료
단계 진입
- 일부 공항의 이전 또는
신공항 건설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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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적극적인 공항 인프라 확충

공항 운영 개선을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 초점

- 2035년까지 216개의 신공항
추가 건설 추진
(총 450개 공항)

- 기존 공항의 운영 개선과 국
제경쟁력 향상에 초점
- 올림픽 대비 수도권 공항들의
용량 확대 추진

한국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에 따라 4개 권역(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
3단계 위계(중추, 거점, 일반) 기반의 국가공항체계 구축이 완료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다만, 김해, 제주 등 일부 지역 공항들의 경우 공항 혼잡으로 인한 운영 제약
이 증대됨에 따라 공항 이전 또는 신공항 건설(새만금, 제주 제2공항, 김해신공항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울릉, 흑산 등 도서지역 소형공항 개발도 진행(또는 추진)
하고 있다.
중국은 내륙 전 지역에 걸친 국가공항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을 5개 권역(북방,
화동, 중남, 서북, 서남)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공항 인프라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항공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16~’20)에서는 계획 기간 중 44개의 신공
항 건설 계획을 포함하였고,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215개의 공항을 추가 건설하
여 총 450개의 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가공항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3)4)
일본은 국가공항체계 구축이 완료된 상태로 향후 신공항 건설 계획은 알려진 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도쿄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도권 공항(하네다, 나리타 등)의 용량 확대를 추진하였다.5)
종합하면, 한·중·일 3국은 국가공항체계 구축 단계가 서로 상이하여, 중국은 국
가 전역에 걸친 인프라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기존시설의
유지·보수·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 중간 단계에 위치

3) (원출처) 중국민용항공국(2017), 중국 민용항공 발전 5개년 계획(13차); 한국교통연구원(2017), 2017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 중 중국 ‘민용항공발전 13년 차 5개년 계획(2016~2020)’ 주요 내용과 그 의미, p.10.
4)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p.18.
5)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common/001081149.pdf(검색일: 2020.03.23.) 정책 기
본방향에서 내용을 참고 및 인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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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공항운영 정책
한국
중앙정부 소유/공사 운영
- 총 15개 공항(8개 공항 민·군
겸용)
- 중앙정부 소유, 2개 공항 공
사 운영

중국

일본

중앙·지방정부 소유·운영

중앙·지방정부, 민간 운영

- 총 234개 공항

- 총 80개 공항

- 중앙정부(민용항공국), 성급·

- 운영·관리 주체 다각화

시급 지방정부 등에 의해

(공항주식회사, 중앙정부,

소유·운영

지방정부 등)

- 민간 지분 참여 일부 허용

- 운영 부문 민간 참여 확대

우리나라는 민간여객화물 운송 목적으로 총 15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공항은 민·군 겸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모든 공항의 소유권은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공항의 운영은 인천국제공항공사(IIAC)는 인천공항을, 그리고 한
국공항공사(KAC)는 나머지 14개 공항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공항의 소유·운영권에 대한 지방정부 이전을 추진
해왔다. 특히, 2002년에는 민간항공 재편성 계획을 통해 129개 민간공항의 운영·
관리를 성급·시급 지방정부로 이전하였다. 또한 동일한 해에 발효된 항공산업 외
국자본 투자규정에 따라 공항 소유권에 대한 외국 자본 참여 인가를 허용함에 따
라, 지방정부는 공항의 개발·운영 주체로서 개인 또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가능
해졌다.6)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항운영회사로 공항의 운영 주체가 다각화
되어 있다. 주요 공항들의 경우 주식회사를 통한 민영화가 진행되었으며, 지방공
항은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개발 비용에 대한
분담 비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공항 운영 부문에서는 Landside(터미널
등)뿐만 아니라 일부 Airside(활주로 등) 부문까지 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7)
중국과 일본은 민영화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중국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자본

6)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7)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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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수단으로 민영화를 활용되는 반면, 일본은 공항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한
적자운영 완화의 수단으로 민영화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8)

3) 항공노선 전략
한국

중국

일본

국제선 시장 다각화 추진

1·2차 허브의 국제선 연결성
강화

1·2차 허브의 국제선 연결성
강화

- 허브공항 중심 국제노선 네
트워크 확대
- 47개 항공사 운영(FSC 6개/
LCC 11개, 그 외 지역항공사
포함)

- 허브와 지방공항 국제노선
네트워크 확대 동시 추진
- 17개 항공사 운영
(FSC 2개/ LCC 6개, 그 외
지역항공사 포함)

- 중국, 일본 중심의 시장 구조
다각화 추진
(동남아 노선 확대)
- 8개 항공사 운영
(FSC 2개 / LCC 6개)

한·중·일 공통 LCCs 확대 및 JV(한국은 1건, 중국과 일본은 각각 5건) 추진 중
주: LCC 수 기준은 CAPA 기준(검색일: 2020.07.12.)으로 작성함

한·중·일 3국은 공통적으로 자국 국제 노선망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 중반부터 국제선 시장 비중이 높은 중국, 일본과의 정
치·경제적 마찰로 인한 항공시장 침체를 경험한 후, LCCs를 중심으로 동남아 등
국제노선 다각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동남아 지역과의 항공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중 하나로 ASEAN과의 항공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에는 ASEAN 10개국 중 9개 국가와 항공자유화 체결을 완료하였다.9)
중국과 일본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17년부
터 국제선 여객 실적이 가장 큰 국가가 한국 또는 일본에서 태국으로 순위 구조가
뒤바뀌었다. 또한, 1·2차 허브공항들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인도, 남미, 아프리
카 등 적극적인 중장거리 노선 개척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동남아 지역을 향후

8) 한국교통연구원(2017), 2017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 일본의 항공운송 및 안전정책 주요 내용과 정책적
의미, p. 6
9) 외교부 홈페이지(2020.02.25.), ｢우리나라 항공협정 체결 현황(2020.5)｣, http://www.mofa.go.kr/www/b
rd/m_4059/23view.do?seq=36439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
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검색일: 2020.06.09.)

xviii

핵심 시장으로 판단하여, ASEAN과의 항공 자유화 추진과 더불어, 주요 공항뿐만
아니라 지방공항을 통한 직항 노선 개설에 적극적이다.
항공사의 네트워크 확장 및 매출 공유 전략으로 주로 FSCs 간 사용되는 JV(조인
트 벤처)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9년 대한항공과 델타가 최초로 체결하였다. 반
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2010년대부터 자국의 주요 FSCs를 중심으로 북미와 유럽
FSCs와 5건의 JV를 체결하였다.10)

4) 아시아 지역 진출 전략
한국

한반도 신경제 지도 실현을 위한
토대로서 신남방·신북방 전략
추진
- 신북방·신북방 전략 추진
- 점(Point) 단위 개발전략
추진

중국

일본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현

인도-퍼시픽 전략

- 중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
상 기반 동맹라인 구축 추진
- 아시아인프라은행(AIIB)을를
통한 아시아 국가 원조 및 투자
- 점(Point)-선(Line)-면(Plane)
단위로 개발전략 세분화

- 북미·호주·일본·동남아·인도
연결 동맹라인 구축 추진
- ADB, JICA를 통한
아시아 국가 원조 및 투자
- 점(Point)-면(Plane)
단위로 개발전략 세분화

우리나라는 외교 부문 주요 국정과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두 번영의 축으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11)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시아 신흥
지역에 대한 인프라 개발, 대외협력, 투자 등 경제적 교류에 있어 중국과 일본에
비해 후발주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아시아 지역 투자는 제

10) 1) 한국경제매거진(2017.8.23.), ｢글로벌항공동맹, 조인트벤처로 진화｣, http://magazine.hankyung
.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7082101134000261&mode=sub_
view(검색일: 2020.03.20.) 2) Route online(2018.6.6.), “Air Canada and Air China forge joint venture”,
https://www.routesonline.com/news/29/breaking-news/278992/air-canada-and-air
-china-forge-joint-venture(검색일: 2020.03.20.) 3) 카고뉴스(2018.12.4.), ｢에어캐나다, 에어프랑스-KML
JV 협력관계 확대｣, http://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67(검색일: 2020
.03.20.)
11) 통일부홈페이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 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
olicy/project/task/precisionmap(검색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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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별 기업 단위의 민간 투자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이후에야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
다. 또한 제한된 범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국소적인 개발·투자가 주를 이루어 왔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1) 아시아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FTA, 역내경제동반자협
정(RCEP)과 같은 광역 FTA의 체결, 2) 전략적 혹은 포괄적 동반자관계 수립, 3)
일대일로 건설과 연선국가와의 협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중국은 이와 더불어 경
제적 투자 채널로 2016년 중국을 중심으로 설립된 아시아인프라은행(AIIB)을 활
용하고 있다. AIIB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80개 국가가 가입된 국제개발은행으로
아시아 지역의 교통, 통신, 전력, 수력 개발, 도시개발 등 인프라 개발 및 생산성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왔다.12)
일본 또한 중국과 유사하게 아시아 신흥지역 진출을 위한 협력 전략과 경제적
투자 채널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투자 채널로 1970년대 이후 일본
국제협력단(JICA)의 기술원조와 차관을 바탕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항만, 육상교통
망, 항만, 산업단지 등 개발을 추진해왔다.13)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한
인프라 개발도 이루어졌다. 참고로 ADB는 60여 국 이상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
지만,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이 결정되는 ADB 내에서 미국과 일본은 가장 큰 지분
을 가지고 있다.14)
종합하면, 한국과 달리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 신흥지역 진출에 있어 협력체계
구축 전략과 경제적 진출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진출 전략, 기간, 규모 등
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에 신흥지역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양국의 교통부문 투자는 육상교통망(고
속도로와 고속철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 AIIB 웹페이지, https://www.aiib.org/en/about-aiib/index.html(검색일: 2020.09.28.) 해당 내용을 참고
13) 위키피디아(2008), ｢아시아 개발 은행｣,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C%8B
%9C%EC%95%84_%EA%B0%9C%EB%B0%9C_%EC%9D%80%ED%96%89, (검색일: 2020.07.08.)
14) 한국국제협력단(2008), 「일본의 ODA통합(공여국 동향)」,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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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시아 항공시장 현황 분석15)
1) 한국 시장 현황 및 전망
① 한국
우리나라의 전체 여객 실적은 2018년 기준 약 1억 5천만 명 수준이며,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8.8%이다. 이중 국내
여객은 약 6천 4백만 명으로 6.4%, 국제 여객은 10.9%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화물은 약 3천 2백만 톤으로 연평균 3%씩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여객 수요 예측을 보면 2040년까지 전체 여객 수요가 연평균 4.1%
증가하여 약 3억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고 국내선은 연평균 3.4% 증가
하여 약 1억 3천여 명으로 증가, 국제선은 연평균 4.5% 증가하여 약 2억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화물은 연평균 1.1% 증가하여 약 4백만 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2개의 FSC와 2개의 지역항공사, 6개의 LCC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항공사 좌석수 약 7천 3백만 석이며 그 중 LCC는 약 3천 6백만 석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의 약 49.4%로 절반가량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시장은 10년간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세부적으로 도착 국가 수
는 43개국에서 53개국으로, 도착 공항 수는 150개에서 181개로 늘어났다. 우리나
라를 출·도착하는 항공사는 72개에서 100개로 증가했다. 전체 좌석 수와 전체 운
항 횟수는 약 2천 5백만 석에서 약 5천 5백만 석, 약 12만 회에서 약 26만 회로
2010년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LCC 성장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15) 항공시장 분석에서 우리나라는 항공 실적은 한국공항공사(2020), 2019 항공통계 중국과 일본 실적은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전망은 ACI(2019), ACI World Airport Traffic
Forecasts(WATF) 2019-2040.로 분석 했으며 기타 항공사 정보 등은 OAG(2019), Schedule Analyser,
Traffic로 분석함(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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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
중국의 전체 여객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여객은 약 13억 명으로 최근 5년
연평균 11.1%씩 증가했다. 특히 국내여객이 크게 증가했는데, 2014년 약 4억 6천
여 명에서 2018년 약 7억 명으로 11%의 연평균 성장을 보였다. 국제여객은 2018년
약 1억 1천 명을 기록했고, 연평균 7.1%로 증가했다.
화물 전체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연평균 5.7%씩 성장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1천 3백만 톤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화물이 약 7백만 톤, 국제화물이 약 6
백만 톤으로 실적을 보였다. 화물 항공운송에서 특징적인 것은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내화물보다 국제화물에서 더 높은 평균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이다.
중국의 여객 수요 예측을 보면 2040년까지 전체 여객은 연평균 4.7% 증가하여
약 35억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고 국내여객은 연평균 4.3% 증가하여 약 28
억 명 증가, 국제여객은 연평균 7.0% 증가하여 약 6억 9천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화물은 연평균 3.3% 증가하여 3천 4백만 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었다.
중국 항공사는 FSC와 지역항공사 33개, LCC는 9개로 전체 42개로 구성되어 있
다. 가장 규모가 큰 항공사는 중국 남방항공사와 동방항공사이다.
2010년 중국의 도착 국가는 65개, 도착 공항은 157곳이었으나 10년 후 77개,
232곳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좌석 수는 약 4천 1백만 석에서 약 1억 석으로 증가하
였다. 운항횟수 역시 약 22만 회에서 약 52만 회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③ 일본
일본의 전체 여객은 2018년 기준 약 3억 2천만 명에 달하며 최근 5년 연평균
4.9% 증가했다. 그중에서 국내 여객은 약 2억 2천만 명, 국제여객은 약 1억 명이
며, 국내 여객은 2.7%, 국제 여객은 10.8%의 연평균 성장을 기록하였다. 화물은
약 5백 60만 톤으로 평균 1.8% 증가했다.
수요 예측을 보면 2040년까지 연평균 2.5%씩 증가하여 약 5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고 국내선은 연평균 1.4% 증가하여 약 3억 명 증가, 국제선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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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2% 증가하여 약 2억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항공 화물은 연평
균 2.3% 증가하여 약 9백 8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일본의 국적항공사는 18개로, 그 중 LCC는 7개이며, 모두 국내선이 국제선보다
많다. 일본 전체 항공사 좌석수 1억 6천만 석 중 LCC는 3천만 석으로 18%를 차지
한다.
국제선의 도착 국가는 2010년 45개국에서 2019년 58개국으로 증가하였다. 도
착 공항 수 또한 과거 121개에서 2019년 164개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전체 좌석
수는 약 3천 5백만 석에서 약 6천 5백만 석으로, 총 운항 횟수는 약 16만 회에서
약 30만 회로 증가했다. 일본을 출·도착하는 항공사 수는 87개에서 44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131개가 있다.

④ 신남방
전망에 따르면 여객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2040년까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국가로
1위가 베트남, 4위 필리핀, 5위 인도네시아, 10위가 말레이시아로 분석되었다.
신남방 국가들에서 출발하는 노선 스케줄의 지역별 도착 수를 살펴보면,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가 가장 많고, 동북아 지역, 중동과 남서태평양 순으로 많다. 신남
방 국가들의 아시아 국가 환승 공항 이용 현황을 보면 한·중·일 국가 중 지리적으
로 가까운 중국의 광저우 바위윈(CAN)공항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천공항을 많이 이용하여 북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
에도 신남방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주변의 싱가포르 공항, 홍콩 공항, 대만 공항을
환승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
신남방 국가와 한중일 국가의 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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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1> 한·중·일 - 신남방 주요 국가 스케줄과 환승 수
한·중·일
국가

– 신남방 주요 국가 직항 스케줄과 환승 빈도

직항 좌석수

한국

중국

일본

환승 빈도

1) 베트남(5,644,488 / 51.8%)

1) 필리핀(373,294)

2) 필리핀(3,331,464 / 43.6%)

2) 베트남(322,658)

3) 태국(2,894,139 / 14.3%)

3) 태국(189,724)

4) 말레이시아(1,466,571 / 22.1%)

4) 인도네시아(84,657)

5) 싱가포르(920,846 / 12.4%)

5) 싱가포르(79,222)

1) 태국(13,188,722 / 65.4%)

1) 태국(1,070,112)

2) 싱가포르(4,521,359 / 60.8%)

2) 베트남(587,311)

3) 말레이시아(4,169,951 / 62.8%)

3) 필리핀(460,726)

4) 베트남(3,335,964 / 65.4%)

4) 싱가포르(426,726)

5) 캄보디아(2,808,520 / 90.5%)

5) 캄보디아(407,738)

1) 태국(4,092,338 / 20.3%)

1) 필리핀(241,713)

2) 필리핀(2,228,269 / 29.2%)

2) 베트남(207,662)

3) 싱가포르 (1,992,947 / 26.8%)

3) 태국(193,599)

4) 베트남 (1,907,525 / 17.5%)

4) 싱가포르(169,037)

5) 말레이시아 (1,000,503 / 15.1%)

5) 인도네시아(118,483)

주: 직항 좌석수는 2019년 기준 OAG Schedule이며, 환승 빈도는 OAG Traffic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Traffic

우리나라의 경우 신남방 10개국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항공협정을 체
결했을 만큼, 이곳을 중요한 항공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승 시장의 경우, 역외 시장인 북미(미국, 캐나다) 지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중·일 국가 중에서는 거리가 가까운 중국 공항의 이용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를 통한 환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로 다른 국가들의 수요
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⑤ 신북방
신북방 국가들에서 출발하는 노선 스케줄의 지역별 도착 수는 유럽, 북동아시
아, 중앙아시아 순으로 많다. 유럽의 많은 도착 스케줄 수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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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활동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북방 국가에서 출발하여
한·중·일로 도착하는 스케줄 수는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많다. 신북방 지역의
모든 나라에서 중국과의 스케줄 수가 많다. 신북방 국가들은 한·중·일 공항 중 인
천공항을 통해 가장 많이 환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북방 국가와 한중일 국가의 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요약표 2> 한·중·일 - 신북방 주요 국가 스케줄과 환승 수

–

국가

한국

중국

일본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한·중·일
신북방 주요 국가 직항 스케줄과 환승 빈도
직항 좌석수
환승 빈도
러시아(971,241 / 26.8%)
1) 러시아(114,938)
몽골(278.372 / 53.4%)
2) 몽골(56,058)
우즈베키스탄(183,357 / 64.4%)
3) 우즈베키스탄(39,423)
카자흐스탄(123,908 / 34.9%)
4) 카자흐스탄(14,861)
5) 러시아(2,275,313 / 62.8%)
1) 러시아(259,446)
카자흐스탄(223,222 / 62.8%)
2) 몽골(66,071)
몽골(187,532 / 36.0%)
3) 카자흐스탄(42,260)
우크라이나(108,504 / 100.0%)
4) 키르기스스탄(24,917)
우즈베키스탄(86,411 / 30.4%)
5) 우즈베키스탄(24,868)
러시아(374,740 / 10.3%)
1) 러시아(34,378)
몽골(55,704 / 10.7%)
2) 몽골(5,100)
우즈베키스탄(14,820 / 5.2%)
3) 우즈베키스탄(111)
카자흐스탄(8,134 / 2.3%)
4) 카자흐스탄(9)
투르크메니스탄(582 / 1.6%)
5) -

주: 직항 좌석수는 2019년 기준 OAG Schedule이며, 환승 빈도는 OAG Traffic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Traffic

신북방 시장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깝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문화권이 다르
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신북방 지역 국가의 역외 환승시장을 봤을 때 아직은 미미
한 수준이다. 북미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우리나라는 한·중·일
국가 중 가장 큰 환승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점을 지속적으로 확장해갈
필요가 있다. 신남방·신북방 지역 국가들은 한·중·일 국가의 여행객을 가장 큰 시
장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기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신남방과 신북방 전체
국가를 공략하기보다는 유망있는 몇 개의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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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분석
1) 한중일 항공 네트워크(공항)
한국

단일 허브 중심의 우월한
네트위워킹 잠재력
- 인천의 연결, 중개, 근접 중심성
은 아시아 최상위권 유지
- 인천과 나머지 국내 공항 간 큰
중심성 격차

중국
다중 허브 중심의 급속한
국제항공 네트워킹 확대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외
광동, 청두 등 다중 허브 중
심의 국제선 네트워크 체계
구축 중
- 홍콩은 정치사회적 불안의
영향으로 인한 네트워킹 잠
재력 감소

일본

듀얼 허브 중심의 네트워킹
잠재력 지속
- 나리타와 오사카 중심의 듀
얼 허브 국제선 네트워크 체
계 발달
- 하네다의 국제선 네트워킹
잠재력 상승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의 연결, 매개, 접근 중심성 지수 모두 아시아 지역 1~2위
를 기록하고 있어, 전 세계 항공 네트워크에서 아시아 중추 공항으로서의 잠재적
네트워킹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9년의 순위 상승은 강력한 경쟁 상
대인 홍콩의 정치사회적 불안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국과 일본
은 연결 및 중계 잠재성 측면에서 동남아의 주요 허브인 싱가포르(SIN), 태국
(BKK, HKT, DMK), 대만(TPE), 말레이시아(KUL) 등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게 나
타나고 있었다. 일본은 나리타와 오사카의 네트워킹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어 3개
중심성 지표 모두 아시아 지역 20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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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일 공항 흐름 중심성
한국

중국

중계 기능의 잠재성과 퍼포먼스
간 격차 존재

지역공항과 국제공항 간 발달된
연결망으로 인한 중계성 강화 /
접근성은 하락

- 인천의 경험적 중계 기능은 잠
재성에 비해 낮음
- 인천과 나머지 국내 공항 간 퍼
포먼스 격차는 잠재성 격차에
비해 감소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외 쿤밍,
청두 등 주요 허브의 중계 기능
강화
- 국내선-국제선 환승에 따른 이용
자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감소

일본

지역공항과 국제공항 간
발달된 연결망으로 인한
중계성 강화
- 나리타와 하네다의 높은 중계성
- 나리타, 하네다, 오사카의 높은
근접성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항공여객이동 패턴에 기반하여 각 공항의 중계성과 근접성
을 경험적(empirical) 퍼포먼스 기반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매개 및 근접 중심
성 지표들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인천의 경험적 중계 기
능이 잠재성(매개 중심성)에 비해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이는 중계 잠재성과 퍼포먼스 모두 상위권에 위치한 싱가포르와는 대조적이다.
반대로 김포, 제주, 김해의 경우 경험적 중계 기능이 잠재성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되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대부분의 주요 공항들이 매개 중심성보다
(가중) 흐름 매개 중심성 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베이징, 상하
이, 광저우, 일본의 하네다와 나리타, 모두 인천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러
한 중국과 일본의 순위 상승 경향은 양국 모두 지역공항과 국제공항 간 연결망 체
계가 발달함에 따라 국내선-국제선 간 환승 빈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중계성 평가와 대조적으로, 인천의 경험적 근접성 순위는 잠재적 근접성 평가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순위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이
는 앞서 경험적 매개 중심성 증가 경향과 연결지어 이해될 수 있다. 즉, 국내선-국
제선 환승 빈도의 증가는 항공여객의 네트워크 경로 거리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하여, 항공여객의 목적지 공항으로의 네트워크 접근성(이동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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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일 주요 항공사 네트워크
한국

중국

일본

FSCs: 인천 중심의 단일 허브
네트워크 운영

FSCs: 단일 및 듀얼 허브
네트워크 혼재

FSCs: 나리타, 하네다 중심의
듀얼 허브 네트워크 운영

LCCs: 인천과 지역 거점 중심의
1강 1중 듀얼 네트워크 발달

LCC: 상하이 중심의 단일 허브
네트워크 구축

LCCs: 나리타, 오사카 거점의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한국, 중국, 일본의 FSC 네트워크들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인천 중심의 단일 허
브 네트워크를, 일본은 나리타와 하네다 중심의 듀얼 허브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중국은 동방항공의 경우 상하이와 쿤밍을 중심으로
한 듀얼 허브 네트워크가 발달한 반면, 남방항공은 광저우, 에어차이나는 베이징
을 중심으로 한 단일 허브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었다. 다만 남방항공의 경우 광
저우와 우르무치, 우한, 광동(센젠 바오) 등 복수의 2순위 허브들 간 연결성 격차가
작아 일반적인 단일 허브 네트워크에 비해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연결망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라. 아시아 신흥지역 잠재력 분석
우리나라의 우선협력국 선정을 위해 글로벌 5개 지표 지수와 평가에 더하여 ‘한
국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협력 우선 지역을 선정하고자 한다. 한국과의 교류 현
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최근 집계된 수출입 액수, 한국의 직접투자 금액, 항공
여객 수, 화물량, 현지 교민 수를 근거 자료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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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그림 1> 우선순위 협력대상국 평가 과정

신남방 지역 국가 중 성장잠재력이 높고 향후 항공 부문 협력의 우선협력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의 5개국이다. 신북방 지역
국가 중 성장잠재력이 높고 향후 항공 부문 협력의 우선협력 대상 국가를 카자흐스
탄, 우즈베키스탄, 극동러시아, 코카서스 3국 등 4개 국가 및 지역으로 제안하였다

마. 아시아 지역 항공시장 협력을 위한 우리의 전략
본 연구의 목적인 한·중·일 국가를 항공시장 전략을 비교하고 신남방·신북방 국
가의 항공 협력 전략 방안을 위해 핵심과제 3가지를 제안한다. 핵심과제 도출은
SWOT 분석을 통해 3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다.
핵심과제 1 : 항공환승시장 확보는 신남방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태국, 신북방
지역에서는 몽골, 카자흐스탄을 시작, 확보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으며 이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과 정부지원이 장단기적으로 필요하다.
핵심과제 2 : 지방공항 활성화에서는 지역의 문화자원, 산업 등이 고려된 지방공
항의 브랜드 구축과 마케팅이 필요하며, 인바운드 창출을 위한 관광거점 공항 지정
을 통한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과제 3 : 해외 공항개발 사업 진출을 위해 정부 및 공사 차원의 TF 구성과
팀코리아 구성, 법제도 개선이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정책사업, 정
부지원이 장·단기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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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세계 항공 여객시장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침체 이후 연평균 5.3%라는 높은
성장률(2009~2018년)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16) 특히 아시아-태평
양 지역은 중국, 인도, 동남아 등 신흥경제국들을 중심으로 급속한 항공시장 확대
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0년대에 들어서 규모 면에서는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넘어
세계 최대의 항공시장으로 발돋움하였다. 일례로,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2019
년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국내·국제 20개 노선 중 11개의 국내 노선과 14개의
국제 노선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17) 또한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5개 국가로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뽑았으며, 이 중 중국은
2020~2030년 사이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의 항공시장을 보유한 단일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18) 이는 결과적으로 북아메리카와 서유럽 등 기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세계 항공시장이 아시아, 중동,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성장 및

16)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자료를 통해 분석
17) Forbes(2019), ｢“The 2019 List Of Busiest Airline Routes In The World”｣, https://www.forbes.co
m/sites/ericrosen/2019/04/02/the-2019-list-of-busiest-airline-routes-in-the-world/#60ef66
281d48 (검색일: 2019.11.15.)
18) IATA(2019,10.18), “｢IATA Forecasts Passenger Demand to Double Over 20 Years”｣, https://www.
iata.org/pressroom/pr/Pages/2016-10-18-02.aspx (검색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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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 수단의 전 세계적 보편화 및 항공시장의 다극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 항공시장은 급속한 외연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매우 역동적
으로 변화하고 있다. 항공시장의 주요 행위 주체인 이용자, 항공사, 공항, 정부가
역동적인 상호 관계를 통하여 역내 이동수요 급증, LCC 시장 확대, 항공 자유화,
대형 신공항 건설 등 시장 변화를 추동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항공시장 외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역 간 가변적인 정치·경제·사회·문
화적 관계가 아시아 항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
북아시아에서는 한·중 사드 사태, 한·일 무역마찰 등 한·중·일 간 정치·경제·사회
적 이슈가 역내 항공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19) 반면 동남아시아와 중앙
아시아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12.31.
출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2015.1.1. 출범) 등
권역 단위의 초국가적 경제공동체가 등장함에 따라 역내·외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20)21)
이러한 역동적인 아시아 항공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위를 선점
하기 위한 한·중·일 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중국, 일본
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항공시장 속에
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국제선 시장의 경우 2019년 기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전 세계 대상 국제선 공급석의 50% 이상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해당 지역에서도 특히 중국(17%, 홍콩 제외), 일본
(11%), 한국(9%)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22) 또한, 이 3국은 각각 자

19) 여행신문(2020.3.16.), ｢3천만명 시대 열었던 한중일 교류도 뒷걸음｣, https://www.traveltimes.co.kr/
news/articleView.html?idxno=109535 (검색일: 2020.05.20.)
20) 코트라해외시장뉴스(2016.04.17.),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유망해진 진출분야는?｣, https://news
.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49778(검
색일: 2020.08.16.)
21) 코트라해외시장뉴스(2017.10.18.), ｢유라시아경제연합(EAEI경제통합과정 성과와 과제｣, https://news
.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1750(검
색일: 2020.08.16.)
22) OAG(2019), Schedule Analyzer.(세계 항공편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진 분석(이하 OAG 출처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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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제선 시장의 주요 상대국으로 나머지 2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일본(21.8%)과 중국(20.8%) 순으로, 일본은 중국(19.3%)과 한
국(18.5%) 순으로, 그리고 중국은 태국(12.8%)에 이어 일본(12.2%)과 한국(11.2%)
순으로 국제선 공급량이 크게 집중되어 있었다. 즉, 국제항공시장에서 한·중·일
3국 간의 관계는 지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높은 상호 의존성과 치열한 시장경쟁
이 공존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 항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미래항공전략 구축에 있어 이 두 국가의 항공정책 및
시장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국가별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전국 민간 공항배치 계획
(’08~’20)과 제13차 민용항공발전 계획(’16~’20)을 통해 5개 공항권역 및 3단계 공
항위계 기반 국가공항체계 구축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2019년 234개 공항에
서 2035년까지 216개 공항을 추가 건설하여 총 450개 공항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
고 있다.23)24) 반면 일본은 항공 인프라의 물리적 확장보다는 국제항공망 확대,
LCC 시장 활성화, 민영화 등 국제 연결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한 항공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9년에 수립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
획(2020~2024)을 통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메리카를 잇는 국제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해 에어 실크로드(Air Silk Road) 3축(Tripod) 전략 수립 등 국제항공
연결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25)
또한 한·중·일은 각각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인도 등 신흥 지역의 급속한 성
장에 따른 아시아 항공시장의 다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항공시장 진출 및 관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아세안-중국 항공협정(ATA,
ASEAN-China Air Transport Agreement, AC) 체결 후, 항공 연계성을 지속적으
로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세안과 교통파트너십(AJTP) 2016-2017년 작업계
획을 수행하며, 아세안과의 항공서비스협정을 협상한 바 있다.26) 우리나라도 ‘신

23) (원출처) 중국민용항공국(2017), 중국 민용항공 발전 5개년 계획(13차); 한국교통연구원(2017), 2017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 중 중국 ‘민용항공발전 13년 차 5개년 계획(2016~2020)’ 주요 내용과 그 의미, p.10.
24)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p.18.
25) 국토교통부(2019),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 국토교통부 고시문.
26) 서울정책아카이브, ｢세계인프라시장 동향｣, https://seoulsolution.kr/sites/default/files/세계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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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 지역과 ‘신북방’ 지역을 주요 타겟으로 한 항공시장 진출이 진행 중이다. 신
남방 지역은 아세안 국가와 인도를 포함하며, 한·아세안 교역량은 2018년 1,59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이며 한·인도 교역은 215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11번째 교역대상이다.27) 아세안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교역량이 가장 많고, 이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순으로 교역량이 많다.28) 한편,
우리 정부는 신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급증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즈베키스탄 항공노선 확대 및 운영 여건 개선에도 합의하였
다.29) 또한 아세안 오픈 스카이를 통한 동남아시아 지역 단일 항공시장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역내 항공수요가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
국-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이 수행 중이며, 항공서비스 협정을 위한 워킹그룹 설
립이 준비 중에 있다.30)

2. 연구의 필요성
아시아 항공시장의 외연적 확대와 내부 구조적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항공시장에 대한 다각적 진단과
이를 통한 대응전략 모색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은 우리나라 국제선 시장에서의 주요 취항국이자 경쟁국으로 항공사, 공항,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의 정책 동향과 시장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은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전략 토대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2021호_세계인프라시장동향.pdf (검색일: 2020.11.2.)
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신남방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
newsId=148853887 (검색일: 2020.10.08.)
28) KITA(2020.05.19.), ｢작년 한 –아세안 교역규모, 중국에 이어 두 번째｣, https://www.kita.net/cmmrcInfo
/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8100&sSiteid=1 (검색일:
2020.10.29.)
29) 국토교통부(2018.5.4.), ｢중앙아시아의 허브, 타슈켄트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http://www.molit.go.kr/
USR/NEWS/m_71/lst.jsp//dtl.jsp?lcmspage=49&id=95080753 (검색일: 2020.11.2.)
30) 코트라 해외시장뉴스(2017.11.16.), ｢통합 가속화되는 아세안 교통시장(1) 항공｣, https://news.kotra.or.kr
/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2489&searchNation
Cd=101081 (검색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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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한·중·일 3국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인도 등 아시아 신흥항공시장
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각기 독자적인 진출 전략을 기반으로 신흥지역 국가들과
관계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흥지역에 대한 지역적 이해
제고와 더불어 한·중·일의 진출 현황과 전략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항
공시장 진출 전략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아세안 경제 공동체,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같이 신흥지역에서는 인접 국가 간 경제공동체를 결성하고,
역외 시장에 대한 공조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그룹
맞춤형 국제항공전략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항공시장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다층적 진단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제 항공시장 전략 방향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국제항공시장에서 서로 연관성이 높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항공정
책, 항공시장, 항공 네트워크 측면에서 국가 간 주요 특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나
아가, 향후 항공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
아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과 한·중·일 3국의 진출 전략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흥 항공시장 진출 관련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1) 한·중·일 항공정책 동향 분석, 2) 아시아 항공시장 현황 분석, 3)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구조 분석, 4) 동남아·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신흥지역 잠재
력 분석, 5) 우리나라의 국제 항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모색, 이렇개 5개
주요 부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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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국제 항공시장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항공정책, 항공시장, 항공 네트워크 측면에서 국가 간 주요 특징들
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 항공시장 전략 방향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는 것이다. 나아가, 향후 항공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남아·중앙아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과 한·중·일 3국의 진출 전략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흥 항공시장 진출 관련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대한 관련 자료들의 시간적 범위를 2019년까지로 한정하
여 입수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 항공시장 현황 및 항공 네트워크 분석
을 위해 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의 항공여객·화물운송실적 데이터
(2014~2018년), OAG(Official Airline Guide)의 항공사 스케줄(2010~2019년)과
항공여객 통행 추정 데이터(2015~2019년)31) 등을 이용하였다.

○ 공간적 범위
항공정책 및 항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되, 향후
3국 간 시장 확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남방·신북방의 지역정보, 항
공시장 현황, 교류 현황 등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잠재력(제2도시 발굴) 평가와
향후 협력대상국 탐색을 실시하였다.32)

31) 본연구에서 OAG 데이터는 전세계 항공편 스케줄(Schedule)과 항공권 예약 자료(Traffic)임.
32) 신북방 지역의 중국 동북3성은 분석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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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네트워크의 시공간적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항공 스케줄 및 항공여객
통행의 출발 공항은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두고 도착 공항은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내용적 범위
첫째, 한·중·일의 항공 부문 주요 국가정책, 항공여객·화물 운송시장 구조, 제반
여건 등 항공시장의 주요 특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한·중·일의 항공운송시장 공급과 실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국의 국내·국
제, FSCs(Full Service Carriers, 풀서비스 항공사)·LCCs(Low Cost Carriers, 저비
용항공사) 등 주요 부문별 항공시장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나아가 향후 항공시
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항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셋째, 전 세계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구조와
이를 통한 여객이동 패턴을 분석하였다. 특히, 한·중·일의 주요 공항과 국적항공
사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 국가 간 국제선 네트워크의 구조와 여객이동 패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OAG의 전
세계 항공사 스케줄과 항공여객 이동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넷째,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신흥지역에 대한 잠재
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선 항공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이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제선 시장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대안을 탐색하고자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다섯째, 한·중·일의 항공정책, 항공시장, 항공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국제항공시장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더불어 아
시아 신흥지역에 대한 잠재력 평가를 기반으로 선정된 우선 항공 협력국과의 항공
시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 함께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산업 침체가 현재 진행형(2020년 11
월 기준)이고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임에 따라 차후 연구를 통해 세부적으로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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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참고) 아시아 신흥지역의 공간적 범위

주: 태블로 소프트웨어(기본지도)를 통해 연구진이 작성

<그림 1-1> 신남방 국가와 신북방 국가 공간적 범위

신남방 국가

신북방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태국), 베트남

러시아(극동),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본 연구에서 중국(동북3성)은 경쟁국으로 보고있어 연구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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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연구
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등 항공 관련 다양
한 국내외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아시아 항공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나. 아시아 지역연구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활용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선 시장 다각화 및 아시아 신흥지역과의 교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정
보를 수집·분석하여 해당 지역 주요 국가별 항공시장 성장 잠재력과 우리나라와
의 항공협력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지역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흥지역 내 우선 항공 협력국들을 탐색하였다.

다. 국제항공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의 주요 초점 중 하나는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노선 배분 및 운영 방식
의 차이로 인한 주요 공항 간 그리고 국적항공사 간 국제항공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그로부터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네트워크 구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과 2019년 OAG의 전 세계 항
공 스케줄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중·일 모두 국제항공 네트워크 연결 특성을 살펴
보았다. 먼저 연결(degree), 매개(betweenness), 근접(closeness), 중심성(centrality),
동류성(assortativity) 등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지표들을 이용하여 네
트워크의 위상학적 측면에서 아시아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주요 국제공항과
국적항공사 네트워크의 특성과 연결 잠재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항공여
객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 지표에 대응하는 중심성 퍼포먼스 지표
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항과 항공사의 연결 잠재성이 실제 여객들의 항공
여정(itinerary)을 통해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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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의 흐름도
연구배경
1장
서론

2단계
한·중·일
항공정책
동향분석

3단계
항공시장
현황분석

4단계
항공
네트워크
분석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목적 설정 제시

- 연구 범위 및 방법 제시

한·중·일
항공정책 분석

한·중·일 국가의
신남방·신북방 진출전략

시사점

- 한·중·일 항공 및 공항
등 관련 정책 비교
· 문헌조사 및해외 전문가
활용

- 신남방·신북방 지역 진출
전략 분석
- 국가별 발전가능성
평가 기준 수립

자료수집 및 분석

항공시장 분석

시사점

- OAG, ACI, ICAO,
IATA 등 자료 수집
및 데이터 가공

- 한·중·일, 신남방·신북방
지역 항공시장 분석
- 항공 네트워크 특성
(스케줄, 환승 등)
도출과 시각화
- 신남방·신북방 국가
교통 정책 분석

- 한중일 항공시장 비교
- 진출방안 모색

기존 네트워크 분석
지표 검토 및 확장

공항 연결성 및 항공사
네트워크 구조 분석

시사점

- 기존연구 검토
- 네트워크 흐름 기반
매개, 근접 중심성
지표 확장

- 노드 중심성 및
항공여객흐름 기반
중심성 지표 개발
분석

- 한, 중, 일 공항 연결성
및 항공사 네트워크
비교
- 시사점

- 연구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정책 비교와 전략
- 우리나라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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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아시아
신흥지역
(신남방·
신북방)
잠재력 분석

6단계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자료수집 및 분석

신남방·신북방 국가
진출 전략 검토

- 기존 글로벌 지표 분석
- 우선 진출 국가
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 신남방·신북방 우선
진출 국가 선정과 2nd
도시 및 지역 탐색
- 우선 진출 국가
선정과 우리나라의
시장 확대 전략 모색

전략 방향 수립

핵심 전략

- SWOT 분석을 통한
핵심과제 도출

결론

7단계
결론

-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 제안

- 핵심과제 별 추진
방안(필요성, 세부
추진계획)

종합 분석

- 국가별 항공협력을
위한 SWOT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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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학술적 차별성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네트워크 연결성 지표들을
검토하여 항공노선과 여객이용 패턴을 고려하는 새로운 연결성 지표를 개발·적용
하는 것이다. 정책적 차별성은 먼저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아시아 항공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다음으로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항공시장 진출을 위한 전
략을 모색하며, 나아가 아시아 지역학 및 관광 부문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표 1-2>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제목: 21세기 항공운송 ․주요 선진국 항공시장 현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

주요
선행
연구
2

환경변화와 항공정책
방향(1~2단계)
연구자(년도): 한국교
통연구원(2003, 2004)
연구목적: 한, 중, 일 항
공시장 관련 현황 및 계
획 비교분석, 동북아 3
국 간 협력방안 모색

․
․

․

세계 항공운송시장 현황
및 동향 분석
국내 항공운송산업 및 공
항운영 관련 구조분석 및
현안과제 도출
동둥북아 3국 간 경쟁·협
력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나라 항공 및 공항개발 방
향과 추진과제 도출
아시아 지역 주요 공항들
에 비해 인천공항의 중심
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확인
신규 노선 확보를 통한
O/D 및 환승시장 개척 노
력의 필요성 강조
아세안과의 항공자유화
추진 필요성 강조

․
․

․제목: 아시아 지역 항 ․2011~2014년 공항별 항 ․
공 운송 시장 분석과 공 공교통량 분석
항 네트워크 경쟁력 평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
가 연구
․연구자(년도): 한국교
․
통연구원(2015)
․연구목적: 항공망 연결
성 지표를 이용한 아시
․
아 지역 항공 운송 시장
분석 및 우리나라 공항
들의 경쟁력 평가
제목: 공항과 항공사
공급 특성을 반영한 상
대적 공항 허브화 잠재
경쟁지수 개발
연구자(년도): 송기한,
김선태(2012)

․
3

황 및 이슈 관련 문헌 조
사
한, 중, 일 항공시장 통계,
개발현황, 계획 비교분석

․

․공항 규모, 경쟁 공항들과 ․공항 환승 특성을 고려한
의 관계, 항공사 기여를 지표 개발 및 적용
고려한 공항 허브화 지수 ․공항 경쟁력 및 공항 허브
개발 및 민감도 분석을 통
한 타당성 검증

화 전략 측면에서는 서우
두국제공항이, 허브 연결
성 측면에서는 나리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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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목적:

공항 허브
경쟁지수, 항공사 허브
화 기여지수 개발 및 아
시아 주요 8개 공항 대
상 사례분석 실시
제목: Evolution of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country
network from 2002 to
2013
연구자(년도):
Sebastian Wandelt,
Xiaoqian Sun(2015)
연구목적: 국가 간 항
공 연결망의 위상학적/
기능적 특성에 대한 횡
단면적, 시계열적 비교
분석 실시

․

4

주요 연구내용
항의 우수성 확인

․네트워크 분석에서 활용 ․항공망의 위상학적 특성
되는 다양한 지표들을 이
용한 국가 간 항공망 연결
성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분석

․
․
․

과 기능적 특성 간의 관계
성 분석 및 시계열적 변화
과정 탐색
글로벌 항공망에서의 핵
심 국가 탐색
항공 연결성 지표와 사회
경제 변수 간 관계성 분석

․
․

․신남방, 신북방 지역의 ․한·중·일, 신남방, 신북방 ․한·중·일, 신남방, 신북방

․

현황 및 동향, 주요 이
슈 분석을 통한 해당 지
역에 대한 이해 제고와
우리나라의 대 아시아
지역별 맞춤형 항공정
책 마련을 위한 제반 마
련
한·중·일의 항공정책 전
반에 대한 비교와 더불
어 신남방, 신북방 지역
에 대한 시장 진출 및 항
공자유화 전략과 실행
현황 비교를 통한 시사
점 도출
항공망의 위상학적 특
성(connectivity)과 항
공여객의 실제적 이용
특성(accessibility)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복합 공항 연결성 지표
개발·적용을 통한 아시
아 항공시장의 횡단면

본 연구

․

․

지역 현황 및 동향, 항공
시장, 주요 이슈에 대한
문헌 조사
아시아 지역학 및 해외 관
광 부문 전문가, 항공사,
정부 관련 부처 실무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항공 스케줄 및 트래픽 데
이터를 이용한 아시아 항
공시장 현황 및 추세 분석
항공망의 위상학적 특성
과 기능적 특성을 통합적
으로 고려하는 복합 공항
연결성 지표 개발

․

지역 동향, 주요 이슈, 항
공시장 현황 등 분석
한·중·일의 신남방, 신북
방 지역 항공전략 비교 분
석
공항 네트워크의 위상학
적 특성과 이용자의 이용
행태를 반영한 공항 연결
성 지표 개발·적용을 통
한 아시아 항공망의 횡단
면적 특성과 시계열적 추
세 분석
우리나라의 신북방·신남
방 항공노선 운영 및 시장
진출 전략 모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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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

적 특성과 시계열적 변
화 과정 파악
한-아세안, 한-EAEU
항공 자유화, 노선시장
개척, 해외 거점공항 개
발 등 시나리오 기반 공
항 연결성 지표의 민감
도 분석을 통한 신북방·
신남방 항공정책의 토
대 구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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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별 주요 정책 및 이슈
1. 한국
가. 공항 현황
우리나라의 공항은 전체 15개로 국제공항 8개, 국내공항 7개가 있다. 국제공항
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양양공항, 무안
공항이며, 국내공항은 광주공항, 군산공항, 사천공항, 여수공항, 원주공항, 포항공
항, 울산공항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 공항 위치는 다음과 같다.33)

<표 2-1> 우리나라 공항 현황
구분

공항명
국제(8)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국내(7)

광주, 울산, 여수, 포항, 군산, 사천, 원주

민간(7)

인천, 김포, 제주, 울산, 여수, 무안, 양양

기능별(15)

소유
주체별(15)

⋅

민 군 겸용(8)

김해, 광주, 청주, 대구, 포항, 군산, 사천, 원주

자료: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고시, p. 26. (표 공항 구분을 인용)

33)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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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고시, p. 27. (권역별 공항
분포 그림 인용)

<그림 2-1> 우리나라 공항 위치와 권역

15개 공항은 권역으로는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의 4개로 구분되어 있고
위계로는 중추, 거점, 일반공항의 3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나. 국가계획
우리나라의 항공정책은 법정계획으로 항공정책 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항
공안전정책 기본계획,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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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항공분야 정책 기본계획 수립 개요
항공분야 계획

차수 / 계획연도

비고

항공정책 기본계획

제3차 / 2020~2024

5년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6차 / 2021~2025

5년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제2차 / 2018~2022

5년

항공보안 기본계획

제2차 / 2017~2021

5년

주: 항공분야 법정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1)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제3차 계획을 수립
하였다.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10~’14)은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
장 도모”를 비전으로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를 역점으로 추진되었고, 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15~’19)은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항공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중심을 두었다.34)
최근 수립된 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자 “미래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5
대 목표는 1) 미래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2) 스마트 체감형 및 보편적
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3) 전후방 연계 종합 산업 기반 및 산업 생태계 조성 4)
글로벌 지역 앵커를 위한 포용적 항공인프라 구축 5) 빅데이터·AI기반 무결점 항
공안전과 보안 실현 등이다.35)

3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2.31.), ｢“미래항공의 글로벌 선도국가 국민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확정 고시｣, pp.1-2. (검색일: 2020.03.17.)
보도자료(2019.12.31.), ｢“미래항공의 글로벌 선도국가 국민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확정 고시｣, pp.1-2(검색일: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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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2.31.), “미래항공의 글로벌 선도국가 국민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확정 고시 , pp. 1-2.(검색일: 2020.03.17.)(그림인용)

｣

<그림 2-2>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비전과 5대 목표

2)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목적은 공항시설법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
라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5년마다 수립한다.
주요 내용은 항공수요 전망, 권역별 공항개발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있다.36)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의 정책
목표(비전)는 이용객 중심의 조화로운 공항개발 및 운영으로 추진과제 4개(경쟁력
있는 공항,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공항,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공항, 미래를 준비
하는 공항), 세부 추진과제 9개로 구성되어 있다.37) 현재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
획이(’21~’25년) 연구 중에 있다.

다. 분야별 주요 추진현황 및 이슈
1) 공항
① 신공항 건설 및 이전
우리나라는 수요 증가로 인해 신공항 건설과 공항 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및

36) 공항시설법([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 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0.11.02.)
37)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pp. 1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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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다. 신공항은 김해신공항, 제주 제2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새만금
공항 5개 공항이며, 민군 통합공항인 대구공항은 의성 비안면 / 군위 소보면으로
의 이전이 결정되어 추진 중이다.38)

자료: 다음 지도(https://map.kakao.com/?nil_profile=title&nil_src=local)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검색일: 2020.03.20.)

<그림 2-3> 우리나라 신공항 개발 계획 및 공항 이전 상황

② 공항 인프라 및 주변지역 개발
인천공항은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를 대비하여 4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단계 사업에 대한 기간은 2017.11.~2024. 12.(약 7년)이며, 사업 내용은 제2터미
널 확장(+2,900만 명/년), 활주로 1개(3,750m 1본), 계류장, 주차장, 도로 설치 등
이 있으며 사업비는 약 4.8조 원이다.39)

38) 한겨레신문(2020.01.22.), ｢대구통합공항 이전지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결정｣, https://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82481 (검색일: 2020.03.17)
39)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5단계 건설사업｣, https://www.airport.kr/co_cnt/ko/majbus/air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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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공항들의 전통적 역할은 여객과 화물을 이동시켜주는 것이었으
나, 이제는 공항 개발 계획에 관광·쇼핑·물류 등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 속에서 부
가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주변 지역의 공항복합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된다.
인천공항도 공항 확충과 함께 공항복합도시(Air City)를 국제업무지역 IBC-1,
IBC-2, IBC-3의 3단계로 구분하여 투자 및 개발 중이다. 관련 현황도와 세부 시설
계획은 다음과 같다.40)

｢

｣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 개발 현황도 , https://www.airport.kr/c
o_cnt/ko/majbus/airport/airove/airove.do(검색일: 2020.03.25.)(그림인용)

<그림 2-4>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 개발 현황도

2) 항공산업
① 국적항공사
2000년 이후 LCCs의 가격 경쟁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점차

phapro/phapro.do (검색일: 2020.08.14.)
40)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 개발 현황도｣, https://www.airport.kr/co_cnt
/ko/majbus/airport/airove/airove.do(검색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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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있다(2019년도 기준 국제선 FSC 37.5%, LCC 29.5%).41) 2018년까지
FSC 2개, LCC가 6개로 유지되다가 2019년 3개의 항공사(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
원, 에어로케이)에 운송면허를 허가하였다.42)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항공사(HSC)로 기존 이코
노미보다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제공하고, 주로 미주 노선과 동남아 노
선 등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43)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22년까지 항
공기 9대 도입과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제주
노선과 대만 노선을 운영 중이며, 중국을 대상으로 인바운드 시장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44) 한편,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 등 노선을 확
대 계획하고 있다.45) 신규 발급받은 3개 항공사를 통해 항공분야 일자리가 창출되
고, 지방 공항 2개(양양, 청주)를 활용한 지방 공항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뿐만 아
니라 향후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46)
한편 2017년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태평양 노선을 대상으로 조인트 벤처(JV,
Joint venture)를 체결하였다. 조인트 벤처는 2009년 미주~유럽 간 대서양 노선을
시작했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고 있다. 두 항공사의 조인트 벤처로 인
천공항 환승 경쟁과 북미로 가는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47)

②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41) 한국공항공사(2020), 2019 항공통계
42) 정부24홈페이지(2019.03.05.),｢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여부 결정｣, https://www.gov.kr/portal/ntnadm
News/1792353 (검색일: 2019.04.03.)
43) 조선일보(2019.03.19.), ｢저비용항공사 3곳 늘어난다...플라이강원 등 추가 지정(종합)｣, https://biz.chosun.com/site
/data/html_dir/2019/03/05/2019030501876.html(검색일: 2019.04.05.)
44) 조선일보(2019.03.19.), ｢저비용항공사 3곳 늘어난다...플라이강원 등 추가 지정(종합)｣, https://biz.chosun.com/site
/data/html_dir/2019/03/05/2019030501876.html(검색일: 2019.04.05.)
45) 조선일보(2019.03.19.), ｢저비용항공사 3곳 늘어난다...플라이강원 등 추가 지정(종합)｣, https://biz.chosun.com/site
/data/html_dir/2019/03/05/2019030501876.html (검색일: 2019.04.05.)
46) 정부24홈페이지(2019.03.05.),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여부 결정｣, https://www.gov.kr/portal/ntnadm
News/1792353 (검색일: 2019.04.03.)
47) 대한항공 홈페이지(2017.6.23.), ｢대한항공-델타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 본계약 체결…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강해진다｣, https://news.delta.com/delta-and-korean-air-create-leading-trans-pacific-joint-venture
-KR (검색일: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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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에 대한 배경은 일본과의 갈등, 미중 무
역 갈등, 환율인상 등 대외적인 변수에 취약한 항공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수립은 급변하고 있는 항공시장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판단된다. 정책의 목표는 ‘항공산업 체질개선 및 성장동력 확보를 통
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이며, 3가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4개의 전략과 15개의
관련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48) 세부 전략과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

｣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 (국정현안점검회의) 항공산업경쟁력강화 방안 자료 .
p. 4. (그림 인용)

<그림 2-5> 우리나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3) 기타
① 관광 연계 정책
항공 분야와 관광 분야는 전후방 연관 산업 구조로 서로 간에 공통된 방향성과

48) 관계부처합동(2019), ｢(국정현안점검회의) 항공산업경쟁력강화 방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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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 분야는 10년 주기로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있고, 현재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12~2021)이 수립되었다. 3차 관광개발 기본
계획의 비전은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이며, 5개의 목표
(한국문화가 생동하는 창조관광, 관광자원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 국
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생활관광, 책임과 참여로 정의사회를 실천하는 공정관광,
성장동력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관광)와 6대 개발 전략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항공과 관광 분야는 계속해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공항
연계와 지방 공항 활성화를 논의 중에 있다.49)
② 항공협정 및 항공자유화
한국과 일본 간 갈등에 큰 타격을 입은 항공사들은 일본에 편중되었던 노선(국제
선 실적 중 일본 여객 수요가 25%이며, LCC는 46%)50)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노선으
로 재편했으나, 기존 항공사 간에도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경영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요변화와 국제 노선망의 다변화를 위해 싱가포르, 브루나이 국가와
항공자유화를 체결하였다.51) 이로 인해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아세안과의 연결성 강
화로 인한 새로운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자유화 체결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39개국52)이며, 항공협정 체결
은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87개국(발효 83개국, 미발효 4개국)이 있다.53)

4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2019.12.02.), ｢관광항공 협력으로, 외래 관광객 지방 관광의 길을 찾다｣, http://www.
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177 (검색일: 2020.10.15.)
5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1.24.), ｢황금의 나라 브루나이와 항공자유화로 하늘길 넓어져｣, (검색일: 2020.
10.26.), (브루나이는 아세안 10개국 중 9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자유화가 합의된 나라임)
5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1.24.), ｢황금의 나라 브루나이와 항공자유화로 하늘길 넓어져｣, (검색일: 2020.
10.26.), (브루나이는 아세안 10개국 중 9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자유화가 합의된 나라임)
5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2019.12.31.), ｢국제항공 주요 통계｣, 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 정보
(검색일: 2020.10.26.)
53) 외교부 홈페이지(2020.02.25.), ｢우리나라 항공협정 체결 현황(2020.5)｣, http://www.mofa.go.kr/www/
brd/m_4059/23view.do?seq=36439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
&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 2020.06.09.)

24

<표 2-3> 우리나라 항공협정 체결 현황
지 역
동북아시아 (6)

국 가
대만, 마카오, 몽골, 일본,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10)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서남아시아 (6)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CIS (8)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리카 (9)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모로코, 알제리, 에티오피아, 케냐, 튀니지, 세이셸, 가봉

미주 (9)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캐나다, 파나마, 페루

유럽 (24)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체코, 터 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포르투갈, 라트비아, 이탈리아

대양주 (5)

뉴질랜드, 피지, 팔라우, 호주, 파푸아뉴기니

중동 (10)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

｣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2020.02.25.), 우리나라 항공협정 체결 현황(2020.5) , http://www.mofa.go.kr/www/brd/m_4059/
view.do?seq=36439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
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검색일: 2020.06.09.)(자료 인용하여 표로 재가공)

③ 분야별 경쟁력 비교
대표 공항 평가, 여행·관광 경쟁력, 물류 경쟁력, 코로나19 대응 등과 관련된 지
표들을 토대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대표 공항 평가
먼저 우리나라 대표 공항인 인천공항은 14개의 평가 항목 중 환승, 직원, 디지털,
쇼핑, 휴게시설, 교통약자, 청결, 식당, 출국심사, 수화물 항목에서 5위 안에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54)

54) 1) (원출처) 스카이트랙스, “｢World’s Top 100 Airports 2019”｣, https://www.worldairportawards.com
/worlds-top-100-airports-2019 (검색일: 2020.04.21.); 2) 인천국제공항공사(2019), 2019 인천공항
항공산업 인사이트,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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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관광 경쟁력
2019년에 발표한 WEF 여행·관광 경쟁력을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5위(전체
16위)를 차지하였고, 세부적으로는 환경조성 19위, 관광 정책 및 기반조성 31위, 인
프라 16위, 자연 및 문화자원 24위, 항공인프라의 질 6위, 국내선 여객기 운송능력
28위, 국제선 여객기 운송능력 14위, 출발수 37위, 도시인구 만 명당 공항수 117위,
운영 중 항공사수 30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자 경쟁력은 189개국으로 3위이다
.55)56)
○ 물류 경쟁력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물류 경쟁력 지수를 보면 한국은 전체 25위이며, 세부적으
로 통관 25위, 인프라 22위, 국제운송 33위, 물류 역량 28위, 화물 추적 22위, 정시성
25위로 나타났다.57)

2. 중국
가. 공항 현황
중국 공항 운영은 개방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성급’과 ‘시급’으로 분산하여 운영
하고 있다. 소유권별로 아래 표와 같다.

55) 1) WEF(2019),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9(Travel and Tourism at a
Tipping Point)”｣, http://reports.weforum.org/travel-and-tourism-competitiveness-report-019/r
ankings/#series=FAIRSEATKM (검색일: 2020.04.01.); 2) WEF(2019), ｢“The Global Competitiven
ess Report 2019”｣, http://www.weforum.org/docs/WEF_TheGlobal CompetitivenessReport
2019.pdf (검색일: 2020.04.01.)
56) Henley&Partners(2020), ｢“Henley Passport Index”｣, https://www.henleypassportindex.com/
passport-index (검색일: 2020.04.28.)
57) WorldBank(2019), ｢“Logistics Performance Index Global Rankings 2018”｣, https://lpi.worldbank.
org/international/global/2018.%202019 (검색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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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중국 공항의 소유권에 따른 구분
구분

공항그룹

민용항공국

수도공항그룹, 지방공항그룹

성급 지방정부

시난공항그룹, 상하이공항그룹, 광둥공항그룹,
신장공항그룹, 광시공항그룹, 스촨공항그룹, 윈난공항그룹

시급 지방정부

지난공항, 샤먼고우치공항, 쉬저우관인공항

항공사

하이난그룹

｢

｣

자료: 이기현, 황호원, 오영진(2014), 중국 항공산업현황 , 한국항공운송학회, 제22호 1권. p. 62. (표 7을 인용)

중국은 국내외 공항 경쟁력 향상을 위해 3단계의 허브 전략을 제시하고, 민용항
공국의 공항을 ‘세계 정상급 공항’, ‘국제 허브’, ‘지역 허브’로 구분하였다. ‘세계
정상급 공항’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공항으로, 해당 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 각 공항과의 상호보완과 협력을 명시하여 향후 해당 공항
으로의 예산 및 지원 강화, 국제선 노선 집중 등이 예상된다. ‘국제 허브’로서는
청두(成都), 쿤밍(昆明) 등 7개 공항을, ‘지역 허브’로는 톈진(天津), 스자좡(石家莊)
등 29개 공항을 지정하였다. 국제 허브와 지역 허브로 분류된 공항들은 ‘세계 정상
급 공항’ 다음으로 지원 우선 순위에 포함될 예정이다.58)
<표 2-5> 민용항공 발전 허브공항
허브공항 체계
세계 정상급 공항(3)
국제 허브공항(7개)

지역 허브 공항(29개)

，

지정공항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쿤밍(昆明), 선전(深圳, 충칭(重慶), 시안(西安),
우루무치(烏魯木齊), 하얼빈(哈爾濱)
톈진(天津), 스자좡(石家莊), 타이위안(太原)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다롄(大連), 선양(沈陽), 창춘(長春), 항저우(杭州), 샤먼(廈門),
난징(南京), 칭다오(青島), 푸저우(福州), 지난(濟南), 난창(南昌), 원저
우(溫州), 닝보(寧波), 허페이(合肥), 난닝(南寧), 구이린(桂林),
하이커우(海口), 싼야(三亞), 정저우(鄭州), 우한(武漢), 창사(長沙),
구이양(貴陽), 라싸(拉薩), 란저우(蘭州), 시닝(西寧), 인촨(銀川)

자료: (원출처) 중국민용항공국(2017), 중국 민용항공 발전 5개년 계획(13차); 한국교통연구원(2017), 2017년 항공교통
정보분석사업 중 중국 ‘민용항공발전 13년 차 5개년 계획(2016~2020)’ 주요 내용과 그 의미, p. 10. (표 4를 인용함)

58) 1) (원출처) 중국민용항공국(2017), 중국 민용항공 발전 5개년 계획(13차); 2) 한국교통연구원(2017), 2017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 중 중국 ‘민용항공발전 13년 차 5개년 계획(2016~2020)’ 주요 내용과 그 의미, p. 10.

제2장 한·중·일 항공정책 동향 분석

27

중국공항의 위치도는 다음과 같으며, 2019년 기준으로 234개가 운영 중에 있다.59)

주: OAG 2019년 항공편 스케줄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진이 제작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2-6> 중국공항 위치도

나. 국가계획
중국의 항공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민간항공법 제6장 민간공항 제54조를 근거로
하고 전국 민간 공항배치 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이며, 민간항공발전 계획은 13차로
5년마다 계획하고 있다.60)

59) OAG 2019년도 스케줄 기준
60)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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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간 항공법
(中華人民共和國民用航空法)
전국 민용 공항배치 계획(’08~’20)
(全国民用机场布局规划)
중국 민용항공 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16~’20)
(中国民用航空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
자료: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p. 18. (그림 2-13 인용)

<그림 2-7> 중국 공항개발 정책 수립 및 체계

1) 민간공항 배치계획
전국 민간공항 배치계획은 2008~2020년까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공항의 규모
와 기능을 설정하고, 공항의 위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며 최신화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61) 개발원칙은 지역 간(동서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군 비행
장을 민간용으로 사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수민
족, 빈곤지, 관광지에 공항을 건설하여 항공운송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교
통수단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교통운송을 체계화하였다. 공항의 서비스 범위는 52%
수준에서 향후 80%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개발 기조는 허브 공항과 관문
공항을 우선으로 개발하고 권역은 북방, 화동, 중남, 서남, 서북 등 5대 권역으로 구
분하고 권역별로 허브, 간선, 지선 공항의 위계를 두고 있다.62)

2) 제13차 민용항공 발전 5개년 계획
민간항공국은 2016년에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13차 민용항공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서 민간항공 5대 발전 계획과 6대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61)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p. 20.
62)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p. 20. ~ p. 22.

제2장 한·중·일 항공정책 동향 분석

29

자료: (원출처) 중국민용항공국(2017), 중국 민용항공 발전 5개년 계획(13차); 한국교통연구원(2017), 2017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 중 중국 ‘민용 항공발전 13년차 5개년 계획(2016~2020)’ 주요내용과 그 의미, p. 6.
(그림 1을 인용함)

<그림 2-8> 중국 13차 민용항공 발전 5개년 계획 원칙과 목표

제시된 6대 목표는 2020년까지 정상급 안전 수준 유지, 전략적 역할의 지속적
강화, 보장능력의 전면적으로 향상, 서비스 품질의 개선, 일반항공 번영, 친환경
개발 발전 추진 등이다.63)
이를 위한 5대 기본 원칙은 ‘안전 제일’, ‘개혁과 혁신’, ‘전면적 조화’, ‘친환경
발전’, ‘개방과 공유’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한 발전 지표를 14개로 만들어 추진
해 나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21~25)을 수립하고 있다.64)

63) 1) (원출처) 중국민용항공국(2017), 중국 민용항공 발전 5개년 계획(13차); 2) 한국교통연구원(2017), 2017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 중 중국 ‘민용 항공발전 13년차 5개년 계획(2016~2020)’ 주요내용과 그 의미, p. 6.
64) 1) (원출처) 중국민용항공국(2017), 중국 민용항공 발전 5개년 계획(13차); 2) 한국교통연구원(2017), 2017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 중 중국 ‘민용 항공발전 13년차 5개년 계획(2016~2020)’ 주요내용과 그 의미,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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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제13차 민용항공 발전 5개년 계획 주요 지표
유형

규모

품질

수용능력

친환경

지표
항공수송 총 회전량(억 톤 킬로미터)
여객 수송량(억 명)
화물우편수송량(만 톤)
범용항공 생산 작업(만 시간)
종합 교통 중 여객 회전량의 비중(%)
수송 비행 백만 시간당 중대 사고율
항공편 정시 이착률
평균 지연 시간(분)
중국 여객수송의 국제시장 점유율
이착륙 보장 연대수(만)
민간 공항(개)
수송 공항 직선 100km 반경 내 포괄하는 지역급 시(地級市)
톤 킬로미터당 연료 소모(kg)
톤 킬로미터당 연간 항공이산화탄소배출(kg)

2015
852
4.4
629
77.8
24.2
0.00
67%
23
49%
857
207
87.2%
[0.293]
[0.926]

2020
1,420
7.2
850
200
28
<0.05
80%
20
52%
1,300
>=260
93.2%
[0.281]
[0.889]

자료: (원출처) 중국민용항공국(2017), 중국 민용항공 발전 5개년 계획(13차); 한국교통연구원(2017), 2017년 항공교
통정보분석사업 중 중국 ‘민용항공발전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주요내용과 그 의미, p. 6. (표2를 인용)

① 공항개발 방향
제13차 민용항공 발전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화베이(華北), 둥베이(東北), 화
둥(華東), 중난(中南), 시난(西南), 시베이(西北) 6대 공항군을 개선하거나 신규배치
하며, 약 50개 이상의 공항을 건설하여 전체 공항 수를 약 260개 내외로 늘릴 계획
을 수립하였다.65)

다. 분야별 주요 추진현황 및 이슈
1) 공항
① 신공항 건설
중국의 베이징 다싱공항이 2019년 9월 정식 개항하였다. 다싱공항은 서우두공
항의 용량을 분산하여 처리하기 위한 공항으로 전용면적이 약 27km2에 달한다.
이는 세계 최대 공항의 규모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65) 1) (원출처) 중국민용항공국(2017), 중국 민용항공 발전 5개년 계획(13차); 2) 한국교통연구원(2017),
2017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 중 중국 ‘민용항공발전 13년차 5개년 계획(2016~2020)’ 주요내용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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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중국 다싱공항 규모
구분

내용

위치

베이징 다싱구

배후 수요
투자액

베이징, 텐진 등 7,500만 명
13조 7천억 원

여객처리
전용면적
활주로

1단계 4,500만 명(2019년) / 2단계 7,200만 명(2025년)
/ 3단계 1억 명(2040년)
27km2(2019년), 68km2(2040년)
4개(2019년), 6개(2060년)

｢

｣

자료: 조선일보(2019.07.20.), 인천공항 집어삼킬 불가사리인가...중 다싱 국제공항 준공 , https://news.chosun.com
/site/data/html_dir/2019/07/19/2019071901008.html(검색일: 2020.03.19.) (표 인용)

중국은 베이징과 톈진시 사이에 있는 다싱공항을 국가 발전의 신동력이라고 밝
히고 있고 공항 인근에는 슝안신구 도시 건설로 공항 경제권의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66) 현재 중국 3대 항공사 중 중국동방항공과 중국남방항공이 다싱
공항으로 기지를 옮겼고 2019년 동계 기준으로 국제선 15편, 국내선 101편 등 전
체 116편이 운영되고 있다.67)
또한 서부 내륙중심에 청두도 기존 솽류 공항의 1.8배 규모의 제2국제공항을 건설하
고 있는데, 2020년 완공하여 2021년에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다. 기존의 공항은 내륙
노선을 위주로, 신공항은 국제선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68) 규모는
8,000만 명 수용 규모와 3개 활주로 건설 중이며, 완공 이후에는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세 번째로 제2공항이 들어서는 도시가 된다. 신공항과 기존 공항의 주요 배
후지역과 인구는 다음과 같다.69)

66) 조선일보(2019.07.20.), ｢세계 최대 꿈꾸는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 https://news.chosun.com/site/data/
html_dir/2019/07/19/2019071901008.html (검색일: 2020.04.03.)
67) 이데일리(2019.09.25.), ｢중국, 세계 최대 규모 베이징 신공항 다싱공항 공식개항｣, https://www.edaily.
co.kr/news/read?newsId=03683446622623728&mediaCodeNo=257 (검색일: 2020.04.03.)
68) 코트라해외시장뉴스(2015.03.30.), ｢제2공항 건설로 거점도시 청사진 그리는 청두｣, http://news.kotra.or.kr/user
/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41436 (검색일: 2020.03.19.)
69) 코트라해외시장뉴스(2015.03.30.), ｢제2공항 건설로 거점도시 청사진 그리는 청두｣, http://news.kotra.or.
kr/user/ 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41436 (검색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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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청두 기존 공항과 신공항의 배후지역 정보
공항명

주요 배후지역

배후지역 인구

청두 샹류국제공항

청두, 더양, 멘양, 러산

약 2,500만 명

청두 텐푸국제공항

쯔궁, 루저우, 쑤이닝, 네이장,
메이산, 난충, 야안, 쯔양, 이빈

약 4,000만 명

｢

｣

자료: 코트라해외시장뉴스(2015.03.30.), 제2공항 건설로 거점도시 청사진 그리는 청두 , http://news.kotra.or.kr/user/
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41436(검색일: 2020.03.19.)

2020년에 신공항이 완성되면 중국 서부지역이 전 세계와 통하는 또 하나의 허
브 공항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접근교통 부분에서는 공항까지
의 30분 거리를 계획으로 고속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70) 여객 편의를 위한 신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변지역에 공항 경제구역을 포함해 관련 산업을 계획하
여 반경 3km2 내에 공항도시를 건설하고 15km2 내에는 대형 공항도시를 만들 계
획이며 지역과 함께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71)
② 추가 신공항 건설 계획 발표
2009~2019년까지 중국 내 공식적으로 승인된 민간공항 수는 158개에서 234개
로 증가했고, 이 중 8개가 전 세계 50대 공항에 포함되었다.72) 지속적인 신공항
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2020년 1~2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910억 위
안(약 15조 7천억 원) 규모의 광둥성 선전(深圳) 국제공항 제3 활주로를 포함해
3건의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73) 중국 민항항공총국(CAAC,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은 현재 234개 공항에서 추가로 2035년까지 216개의
신공항 건설을 계획하였다. 계획대로라면 중국의 공항은 2035년에 약 450여 개가

70) 코트라해외시장뉴스(2015.03.30.), ｢제2공항 건설로 거점도시 청사진 그리는 청두｣, http://news.kotra.or.
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41436, (검색일: 2020.
03.19.)
71) 동아일보(2016.06.03.), ｢[화시두스보]청두 톈푸국제공항 착공…中 서부서 전 세계 직항 운항｣, http://www.
donga.com/news/article/all/20160602/78465826/1 (검색일: 2020.03.19.)
72) 한국항공협회(2020), 항공시장동향, 91호, p. 74.
73) 연합뉴스(2020.03.10.), ｢“중국, ‘항공업 성장 둔화’ 속 15년간 공항 215곳 추가 건설”｣, https://www.yna.
co.kr/view/AKR20200310102700097 (검색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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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상된다.74) 민항항공총국에 따르면 허브공항 수준의 공항이 양쯔강
델타 지역과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광동-홍콩-마카오 대만구 지역, 충칭과 청
두 구역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프라 투자로 경제부양을 기대하고
있으며 공항을 비롯한 지속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다.75)
중국의 항공화물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세계 여러 기업이 중국 항공화
물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민항항공총국은 쿤밍, 충칭, 샤면공항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싱공항은 ’25년까지 연간 200만 톤
화물처리를 계획하고 있다.76)
③ 공항 광역 클러스터
중국은 3개의 공항 광역 클러스터(cluster)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
를 기존 공항 도시 개념보다 더 큰 개념으로 접근하여 개발하고 있다.77)
<표 2-9> 중국 3대 도시 클러스터 산하 도시
클러스터

도시 수

베이징, 톈진, 허베이

13

주강 삼각주

11

장강 삼각주

30

｢

도시명
베이징, 톈진, 스자좡, 탕산, 친황다오, 한단, 싱타이, 바
오딩, 장자커우, 청더, 창저우, 랑팡, 헝수이
홍콩, 광저우, 선전, 마카오, 주하이, 포산, 장먼, 자오칭,
후이저우, 둥관, 중산
상하이, 난징, 우시, 쉬저우, 창저우, 쑤저우, 난퉁, 롄윈
강, 화이안, 옌청, 양저우, 전장, 타이저우, 항저우, 닝보,
원저우, 자싱, 후저우, 자오싱, 진화, 취저우, 저우산, 타
이저우, 리수이, 허페이, 우후, 화이난, 마안산, 추저우

｣

자료: (원출처) 장리(2018.01), 3대 세계 수준 공항클러스터 조성과 도시클러스터 대상 서비스 제공 , 중국 민용항공국
저널, 2018년 1월호; 한국교통연구원(2018), 2018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중국의 공항 광역클러스터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표2 인용)

OAG(2017)에 따르면 베이징, 텐진, 허베이 공항 클러스터가 중국의 첫 번째 공
항 클러스터이며 2025년까지 지역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
74) Airport Techlology(2018.12.12.), ｢“China to build 216 new airports by 2035”｣, https://www.airport
-technology.com/news/china-new-airports-2035 (검색일: 2020.03.19.)
75) 한국항공협회(2019), 항공시장동향, 79호, p. 66.
76) 한국항공협회(2020), 항공시장동향, 91호, p. 74.
77) 대도시권 안에 개별적인 공항운영과 공항 개발이 아닌 여러 대도시권 단위를 통합하는 클러스터 개념(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2019), 2019 인천공항 항공산업 인사이트,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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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하였다.78)79) 베이징, 텐진, 허베이 클러스터에 있는 13개 도시들은 중국
GDP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화 지역이다.80)
장강 삼각주 클러스터는 홍콩을 중심으로 남쪽 11개 지역을 포괄하며, 제조업,
금융, 관광을 아우르는 경제권으로서 11개의 공항이 있다.81)

｢

｣

자료: 코트라해외시장뉴스(2014.06.17.), 범 주강삼각주 개황(이재홍 홍콩 무역관)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
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32655(검색일: 2020.05.07.) (그림인용)

<그림 2-9> 주강 삼각주 지역과 공항 위치

장강 삼각주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30개 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 산업 과
학기술, 대외 개방 등으로 지역발전을 계획하고 있다.82)
이외에도 광둥(广东)에서 발표한 ‘광둥성 웨강아오 빅베이 3년 행동계획(2018~
2020)’은 웨강아오 빅베이 공항 클러스터 구축, 선전 국제항공 허브 건설 가속화, 국
내외 항공네트워크 및 복합운송 기반 시설 완비 등을 추진하면서 향후 추가 공항 클
러스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83)
중국의 클러스터 지정 및 전략은 각 지역의 자원과 특성에 따라 기능을 달리
하고 있다.84)

78) 한국교통연구원(2018), 2018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중국의 공항 광역클러스터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p. 8.
79) OAG(2017), ｢“China’s First airport cluster”｣, https://www.oag.cn/wp-content/uploads/2017/09/
China_ATR_Sep17.pdf (검색일: 2020.05.07.)
80) OAG(2017), ｢“China’s First airport cluster”｣, https://www.oag.cn/wp-content/uploads/2017/09/
China_ATR_Sep17.pdf (검색일: 2020.05.07.)
81) 코트라해외시장뉴스(2014.06.17.), ｢범 주강삼각주 개황(이재홍 홍콩 무역관)｣, https://news.kotra.or.kr/
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32655 (검색일: 2020.
5.7.)(이재홍 홍콩 무역관)
82) 산업연구원(2020), 중국산업경제 브리프, 2020년 2월 통권 68호, p. 17.
83) 인천국제공항공사(2019), 2019 인천공항 항공산업 인사이트, p. 73.

제2장 한·중·일 항공정책 동향 분석

35

④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한 공항 정책
중국 민항항공총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대만구 프로젝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홍콩공항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케세이퍼시픽항
공사의 공역 확보를 추진하고 일대일로 정책지원을 위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
결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85)
대만구 프로젝트는 홍콩, 마카오와 9개 광동지역의 공항 간의 시너지를 향상시
키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광저우공항과 선전공항 대신 홍콩공항을 이용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다.86)

2) 항공산업
① 항공사
중국은 항공산업 지원정책을 위해 2015년 ｢저비용 항공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저비용항공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는 안전을 기반으로 한 발전 유지,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기대, 탄력적 경영 지원,
노선 진입 규제 완화, 시설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슬롯(Slot) 배분 개선 등 6가지
이다.87) 이러한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 항공사들은 저가 정책으로 우리
나라와 경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가 정책으로 2선과 3선 도시에도 장거리 노선
취항이 이어지면서88)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장거리 환승 수요
84) 1) (원출처) 양쉐빙(2018), ｢경쟁을 기반으로 한 공항클러스터의 균형 발전 체계 연구｣, 민용항공국 저널,
2018년 2월호; 2) 한국교통연구원(2018), 2018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중국의 공항 광역클러스터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p. 10.
85) 웨강아오 대만구(大灣區·Great Bay Area) 프로젝트는 중국의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 지역을 연계해
세계적 혁신 경제권인 중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의 계획(자료: 연합인포맥스(2019.06.05.),
｢[시사금융용어] 웨강아오 대만구 프로젝트｣,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
=4033179 (검색일: 2020.03.20.)
86) 1) SCMP.COM, ｢“Beijing ‘fully behind’ Hong Kong taking leading aviation role for China’s ambitious
global trade and infrastructure projects”｣, https://sg.news.yahoo.com/hong-kong-international
-airport-almost-084926781.html (검색일: 2020.03.19.)
2) 한국항공협회(2019), 항공시장동향, 82호, p. 85.
87)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p. 37.
88) 한국관광공사(2017), ｢(중국) 항공사의 파격적인 저가 정책으로 장거리 수요 증가 전망｣, https://kto.visi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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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내국인 항공수요 증가와 항공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해외 주요 항공사
간에 조인트 벤처가 이루어졌다. 2015년에는 동방항공-콴타스 항공사의 중국~대
양주 노선에 이어 에어차이나-에어뉴질랜드가 중국~대양주 노선을 취항했다.
2017년도에는 에어차이나-루프트한자항공이 아시아~유럽, 2018년에는 에어차이나에어캐나다가 아시아~북미, 2019년에는 동방항공-에어프랑스-KLM, 버진애틀랜틱이
아시아~유럽 노선에 취항했으며, 중국의 남방항공-영국항공 간에 코드쉐어가 이루어
짐에 따라 노선 연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89)
중국의 3대 항공사는 지난 10년간 미국 등 장거리 노선 공급을 10배 증가하였
으나 손실만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선과 중단기 노선인 아시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있다.90)

3) 기타
① 관광연계 정책
중국의 관광 정책은 13·5규획(2016~2020)에 5개 산업 분야 중 농업 현대와 서
비스 발전 분야에 언급되어 있다. 이전 2013년도에는 <국민관광레저강요(2013~
2020)>를 제정하였고 2020년까지의 발전 목표를 4가지로 제시하였다. ▶근로자의
유급연차휴가제도 실현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관광레저 소비수준 증가 ▶건강·
문명·환경보호라는 관광레저 이념을 전 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하기 ▶샤오캉91)
사회에 부합되는 국민들의 관광레저체계 구축이 4가지 목표이다.92)

or.kr/kor/notice/data/mast/global/jgsj/board/view.kto?id=427530&rnum=133 (검색일: 2020.03. 20.)
(원출처는 환구시보이며, 게시일은 2016.11.15.로 제시)
89) 여행신문(2019.02.11.), ｢[China 리포트] 중국남방항공-BA코드쉐어확대｣, http://www.traveltimes.co.kr/
news/articleView.html?idxno=106186 (검색일: 2020.03.20.)
90) 1) (원출처) Reuters(2019.11.20.), ｢“Chinese airlines turn to Asia as long-haul losses pile up｣”,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airlines-analysis-idUSKBN1XU1G7,(접속일:
2019.5.7.); 2) 한국항공협회(2019), 항공시장동향, 90호, p. 78.
91) 샤오캉(小康)은 의식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함(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5174&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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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은 1) 관광 시장의 다원화: 한국과 일본
여행객 유치 강화 및 원거리 유럽 아프리카 등 여행객 유치 사업, 2) 중국 관광의
특성화: 동양의 문화와 중화민국의 민족적 전통적 특색을 반영한 관광사업 수립
계획, 3) 관광업체의 경쟁력 강화: 여행사를 비롯한 기타 관광 단체들의 내부 개혁
을 통해 시장 경쟁력 제고, 4) 창의적 관광상품 개발: 생태 여행, 탐험 등 주제별
테마 여행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의 여행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93)
이러한 중국 관광 정책 목표 아래 중국인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항공사들의 가격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인해 해외 여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② 항공협정 및 항공자유화
중국의 항공협정 및 항공자유화 현황은 관련 자료 수집의 한계로 본 장에서 제
외되었다.

③ 분야별 경쟁력 비교
대표 공항 평가, 여행·관광 경쟁력, 물류 경쟁력 대응 등과 관련된 지표들을 토
대로 경쟁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대표 공항 평가
중국의 공항 평가 종합순위에서 상하이 공항이 16위이고, 공항호텔 부분에서는
광저우 공항이 2위로 평가되었다. 대부분의 중국 공항들은 순위권 밖에 있다.94)
○ 여행·관광 경쟁력
2019년에 발표한 WEF 여행·관광 경쟁력을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은 3위(전

92) 뉴스원(2017.1.13.), ｢최근 중국 관광정책 동향 및 전망｣, http://newsone.co.kr/?p=6494 (검색일: 2020.04.03.)
93) 해외문화홍보원(주상해한국문화원)(2016), 중국지역 문화, 관광등 관련 정책 현황.
94) 1) (원출처) 스카이트랙스, ｢“World’s Top 100 Airports 2019｣”, https://www.worldairportawards.com
/worlds-top-100-airports-2019/(검색일: 2020.04.21.); 2) 인천국제공항공사(2019), 2019 인천공항
항공산업 인사이트,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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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13위)이고, 세부적으로는 환경조성 53위, 관광 정책 및 기반조성 85위, 인프라 54
위, 자연 및 문화자원 1위, 항공인프라의 질 53위, 국내선 여객기 운송능력 2위, 국제
선 여객기 운송능력 3위, 출발수 71위, 도시인구 만 명당 공항수 129위, 운영 중인
항공사수 7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자 경쟁력은 74개국으로 72위에 있다.95)96)
○ 물류 경쟁력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물류 경쟁력 지수를 보면 중국은 전체 26위이며, 통관 31위,
인프라 20위, 국제운송 18위, 물류 역량 27위, 화물 추적 27위, 정시성 27위로 나타
났다.97)

3. 일본
가. 공항 현황
일본에 있는 공항은 97개이며, 그 중 오사카공항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항
들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98) 대부분 공항이 적자 상태로,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법을 2013
년 6월에 제정하였다.99)

95) 1) WEF(2019),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9(Travel and Tourism at a
Tipping Point)”｣, http://reports.weforum.org/travel-and-tourism-competitiveness-report-2019
/rankings/#series=FAIRSEATKM(검색일: 2020.04.01.). 2) WEF(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www.weforum.org/docs/WEF_TheGlobal CompetitivenessReport2019.pdf
(검색일: 2020.04.01.)
96) Henley&Partners(2020), ｢“Henley Passport Index”｣, https://www.henleypassportindex.com/
passport-index (검색일: 2020.04.28.)
97) WorldBank(2019), ｢“Logistics Performance Index Global Rankings 2018”｣, https://lpi.worldbank.
org/international/global/2018.%202019, (검색일: 2020.05.07.)
98) 1)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p. 51~ 55. 2) OAG(2019) Schedule 기준
99) 한국교통연구원(2017), 2017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일본의 항공운송 및 안전정책 주요 내용과 정책적
의미), p. 7~11. (공항은 OAG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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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AG 2019년 항공편 스케줄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진이 제작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2-10> 일본공항 위치도

일본공항은 크게 거점 공항과 지방관리 공항으로 나누어지고, 거점 공항은 회사,
국가, 지방이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일본 민간 위탁 운영은 터미널뿐만 아니라 활주
로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100)

100)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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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201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p. 65. (그림 3-28을 인용하여 다시 그림)

<그림 2-11> 일본의 공항경영 개혁 개념

나. 국가계획
일본은 항공과 관련된 사회정세가 변화에 대응하여 항공정책의 방향을 논하기
위해 교통정책심의회의 ‘기본정책부회’가 출범했다. 2012년 10월 23일 출범한 이
후 2014년 6월까지 15회에 걸쳐 항공정책을 결정했다.101)

1) 기본정책부회
① 항공정책 방향
일본의 기본정책부회의 항공정책 방향은 일본 경제발전을 위해 1) 항공네트워
크 구축과 기반 마련, 2) 견고한 항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수요 확보, 3)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다.102)

101)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common/001081149.pdf(검색일: 2020.03.23.) 정
책 기본방향에서 내용을 참고
102)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common/001081149.pdf (검색일: 2020.03.23.) 정책
기본방향에서 내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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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이 기여해야 할 부분은 1) 도시 국제 경쟁력 향상, 2) 외국인 관광객 증가,
3) 전국 지역의 활성화 3가지로 제시하였다.103) 세부적인 3가지 정책방향과 전략
은 다음과 같다.

<표 2-10> 일본의 항공정책 방향과 주요 전략
정책방향

1. 항공네트워크 구축과 기반
마련

2. 견고한 항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수요 확보

3.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주요 전략
수도권 공항 기능 향상
공항 경쟁력 향상
수도권 이외의 공항들에 거점 기능 강화
조종사, 정비사 등 양성
항공기 소음 대책의 추진(저탄소 등)
공항 경영 개혁 추진
더 많은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항공사들의 국제네트워크 전략 구축
LCC 시장의 성장
관광과 함께 항공네트워크 구축
비즈니스 수요 촉진
항공 화물 네트워크 구축
항공 인프라 해외 진출
안정적인 지역 항공 네트워크 확보
공항 서비스 안전성 확보
공항 접근성 강화
공항 이용환경 개선
이동과 대응을 위한 사업자 간 제휴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common/001081149.pdf(검색일: 2020.03.23.) 정책방향
내용을 토대로 참고 및 인용하여 작성

일본은 항공 네트워크를 유지 및 확보하기 위해 지방 항공 노선 활성화 프로그
램(地方航空路線活性化プログラム)을 운영하고 있다.104) 세부적으로 해당 프로그
램에는 착륙료, 공항시설 이용료, 항공기 구입비 보조 지원, 낙도 지역 항공료 할
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역의 항공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별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105)

103)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common/001081149.pdf (검색일: 2020.03.23.) 정
책 기본방향에서 내용을 참고 및 인용하여 작성
104)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common/001081149.pdf(검색일: 2020.03.23.) 정책방
향 내용을 토대로 참고 및 인용하여 작성
105)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common/001081149.pdf(검색일: 2020.03.23.) 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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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항 정책 방향
공항 정책은 크게 1) 수도권 공항의 기능 강화 2) 방재·감재 대책 추진 3) 공항
의 편리성 향상과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1> 일본 공항정책 방향
정책방향

1. 수도권 공항의 기능 강화

2. 방재, 감재 대책 추진

주요 내용
- 일본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권 공항은 사람과 물류를
더 활성화시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향상
- 국내 항공 네트워크를 통한 각 지역의 경제적 파급을 도모
-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정책 목표와 2020년 도쿄 올림픽
만전에 기여
- 수도권 공항 연간 75만 회 달성을 도모
- 상위 국토 기본계획 등에 의거하여 공항의 내진 대책 등 방재,
감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공항 보안 등 항공 보안 대책 향상 추진
- 공항 시설에 대한 처리 능력과 관제 처리 능력 향상으로 항공
네트워크 기반 강화

3. 공항의 편리성 향상과 지역
활성화

- 편리성 향상과 지역 항공 네트워크 안정적인 확보 도모
- 공항 운영은 민간 위탁 등을 통해 공항 경영 개혁 추진
- 지역의 활성화를 추진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common/001081149.pdf(검색일: 2020.03.23.) 정책방향
내용을 토대로 참고 및 인용하여 작성

다. 분야별 주요 추진현황 및 이슈
1) 공항
① 민영화
일본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공항을 민영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2018년 4월 다카마츠공항과 고베공항, 7월 돗토리공항이 민간기업 위

향 내용을 토대로 참고 및 인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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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운영을 시작했고, 이어서 후쿠오카, 시즈오카 등 공항도 민간 사업자와 2019년
4월부터 민영화 예정에 있다.106) 국가관리공항 최초로 민간 위탁한 센다이공항은
2017년도 여객 수가 343만 명으로 흑자로 전환했다.107)

자료: (원출처) 1) 일본항공진흥협회(2017), 신충정담: 2017년 최근 항공상황과 향후 과제 및 전망. 2) 한국교
통연구원(2017), 2017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일본의 항공운송 및 안전정책 주요 내용과 정책적 의미),
p. 8. (그림 4 인용)

<그림 2-12> 공공-민간 파트너십 절차와 공항별 일정

② 도쿄 올림픽 대응108)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을 위해 하네다공항의 국제선을 증편을 추
진하였다. 하네다공항의 국내선 및 국제선을 현재 447,000회에서 2020년까지
486,000회로 증가(+39,000)시킨다는 것이다.109) 향후 올림픽에 맞춰 슬롯 배분도
다시 진행할 예정이며, 증가하는 슬롯은 129,000회이며, 국제선으로 사용 예정 되
어 있다.110) 하네다공항의 슬롯 용량 증대는 2터미널을 모기지(mortage)로 하는

106) 여행신문(2018.08.27.), ｢[트래블저널로 읽는 일본] 공항 민영화 움직임 활발해져｣, http://www.traveltime
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13(검색일: 2020.03.23.)
107) 여행신문(2018.08.27.), ｢[트래블저널로 읽는 일본] 공항 민영화 움직임 활발해져｣, http://www.traveltime
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13 (검색일: 2020.03.23.)
108) 도쿄 올림픽은 현재 연기 되었으며, 개최 확정 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109) 한국항공협회(2018), 항공시장동향, 제69호,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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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본공수항공과 조인트 벤처 항공사111)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112)
도쿄 하네다공항과 나리타국제공항의 수용 능력 확대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항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간사이공항과 오사카공항의 경영이
통합되었고 주부공항은 향후 신규 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이며 후쿠오카와 나하공
항은 용량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113)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도 ’25년까지 약 1,000
억 엔(한화 1조 366억 원)을 터미널 확장 및 안전 개선에 투자하고 오사카에서 열
리는 세계박람회가 전까지 1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목표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다.114)
일본의 간사이공항과 나리타공항은 LCC 유치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LCCT(LCC 전용 터미널)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간사이공항은 약 400만 명, 나리타는
750만 명 규모의 터미널을 가지고 있다.115)
일본은 조인트 벤처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아시아-북미, 아시아-유럽 시장을 연
결하는 경쟁 상대로 보고 유리한 항공편성을 논의 중에 있다.116)
③ 주변지역 개발
일본은 ’05년 주부공항, 나리타, 간사이공항에 테마파크를 추진 및 확대하고 있
다. 추진 목적은 신규 노선 유치, 공항민영화, LCC 확산 등에 있다.117) 또한 하네
다공항은 주변 지역에 ‘HI City’를 건설하고 있는데 연면적은 131,000m2로 해당

110) (원출처) 1) CAPA(2018.2.24.), ｢“Tokyo Haneda Airport to become Asia‘’s #1, overtaking Beijing
Capital, as international gorws”｣, https://centreforaviation.com/insights/analysis/tokyo-haneda
-airport-to-become-asias-1-overtaking-beijing-capital-as-international-grows-401552 (검색일:
2020.05.04.); 2) 한국항공협회(2018), 항공시장동향, 제69호, p. 85.
111) 2012년 ANA, 루프트한자항공, 오스트리아 항공, 스위스항공 체결 / 2020년 ANA, 싱가포르항공 체결
112) (원출처) 1) CAPA(2018.2.24.), ｢“Tokyo Haneda Airport to become Asia‘’s #1, overtaking Beijing
Capital, as international gorws｣”, https://centreforaviation.com/insights/analysis/tokyo-haneda
-airport-to-become-asias-1-overtaking-beijing-capital-as-international-grows-401552 (검색일:
2020.05.04.); 2) 한국항공협회(2018), 항공시장동향, 제69호, p. 85.
113) 한국교통연구원(2017), 2017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 일본의 항공운송 및 안전정책 주요 내용과 정책적 의미, p. 13.
114) 인천국제공항공사(2019), 2019 인천공항 항공산업 인사이트, p. 131.
115) 인천국제공항공사(2019), 2019 인천공항 항공산업 인사이트, p. 13.
116) 한국항공협회(2018), 항공시장동향, 제69호, p. 85.
117) 인천국제공항공사(2019), 2019 인천공항 항공산업 인사이트,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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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연구개발시설, 의료연구센터, 컨벤션센터, 이벤트 홀, 일본문화 체험시설,
식당, 연구 및 숙박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118)

2) 항공산업
① LCC 진입 독려
일본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LCC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일본항공은 중
장거리 LCC 지프에어 도쿄(ZIPAIR Tokyo)를 설립하였고 싱가포르 Scoot 또는
AirAsia X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하다.119)

｢

｣

자료: 김타쿠닷컴(2019.12.18.), 7월 서울 취항 일본항공의 저가항공사 ZIPAIR TOKYO 기체 내부공개 ,
https://kimtaku.com/zipair-tokyo/(검색일: 2020.03.19.) (그림인용)

<그림 2-13> 일본 저비용 항공사 ZIPAIR

지프에어 도쿄는 ’20년 인천과 방콕으로의 운항을 시작으로 7월에 개최되는 올
림픽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초기 2대로 시작하여 ’25년까지 10대
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LCC 설립은 도쿄 올림픽에 맞춰 2020년 연
간 4,000만 명, 2030년 6,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120)

118) 부동산신문(2019.08.26.), ｢하네다 공항 부지 제1기 사업의 시설 명칭, ‘HICity’로 결정｣, http://www.
r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50 (검색일: 2020.05.07.)
119) 김타쿠닷컴(2019.12.18.), ｢7월 서울 취항 일본항공의 저가항공사 ZIPAIR TOKYO 기체 내부공개｣, https:
//kimtaku.com/zipair-tokyo/ (검색일: 2020.03.19.)
120) Simple flying(2019.4.11.), ｢“Japan Airlines’ New Low Cost Carrier ‘ZIPAIR’ Reveals Stunning
Livery”｣, https://simpleflying.com/zipair-tokyo-livery/ (검색일: 2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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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최근 전일본공수는 22년까지 자회사로 동남아와 오세아니아 진출을 위
해 HSC 비즈니스 모델 형태의 항공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121)
② JV(조인트 벤처)
전일본공수 항공과 싱가포르항공은 2020년 3월 조인트 벤처를 체결하였다. 전
일본공수 항공사는 2011년 유나이티드항공사와 2012년에 루프트한자 그룹과 조
인트 벤처를 시작하였다.122)
최근 일본항공(JAL)과 말레이시아항공(Malaysia Airlines) 간에 조인트 벤처를 추
진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동남아 지역과 북미 지역 항공여객 유치를 위해 중국동방
항공, 하와이안항공,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과도 조인트 벤처를 추진 중에 있
다.123)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① 관광 정책 분야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위해 내국인들에게 출국세 1,000엔을 부과하여 여행 서
비스와 지방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며,124) 최근 방일 외국인 여
행자 증가는 전략적인 비자 완화, 면세제도 확충, 출입국관리체계의 내실화,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정책을 펼쳤다.125)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는 2020년에 약
121) Future Trabel Experience(2020.10), ｢“ANA to establish new low-cost airline as part of business
model transformation”｣, https://www.futuretravelexperience.com/2020/10/ana-to-establishnew-low-cost-airline-as-part-of-business-model-transformation/?utm_source=fte-nl&utm_
medium=email&utm_campaign=weekly-newsletter (검색일: 2020.11.02.)
122) 한국경제매거진(2017.8.23.), ｢글로벌항공동맹, 조인트벤처로 진화｣, http://magazine.hankyung.com/
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7082101134000261&mode=sub_
view (검색일: 2020.03.20.)
123) 인천국제공항공사(2019), 2019 인천공항 항공산업 인사이트, p. 58.
124) (원출처) 1) The japan times(2019.1.7.), ｢“Japan begins collecting ￥1,000 departure tax to fund
inbound tourism promotion plan”｣,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9/01/07/national/
japan-begins-collecting-%C2%A51000-departure-tax-fund-inbound-tourism-promotion-pla
n/(접속일: 2020.05.07.); 2) 한국항공협회(2019), 항공시장동향, 제79호,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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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명, 2030년에는 약 6,000만 명으로 방일 외국인 여행소비액은 2020년에
약 8조 엔, 2030년 약 15조 엔으로 제시하였다. 외국인의 총 지방 숙박자 수, 외국
인 재방문자 수, 일본인 국내여행 소비액도 새로운 목표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
였다.126)
<표 2-12> 일본 관광에 대한 새로운 목표(2020년, 2030년)
목표 내용

2020년 목표

2030년 목표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 수

4,000만 명
(2015년 대비 약 2배)

6,000만 명
(2015년 대비 약 3배)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소비액

8조 엔
(2015년 대비 약 2배 이상)

15조 엔
(2015년 대비 약 4배 이상)

외국인 총 지방
숙박자 수

7,000만 명
(2015년 대비 약 3배 이상)

1억 3,000만 명
(2015년 대비 약 5배 이상)

외국인 재방문자 수

2,400만 명
(2015년 대비 약 2배 이상)

3,600만 명
(2015년 대비 약 3배 이상)

일본인 국내
여행소비자액

21조 엔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약 5% 증가)

22조 엔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약 10% 증가)

자료: 1) (원출처) 일본항공진흥협회(2017), 신충정담: 2017년 최근 항공환경과 향후 과제 및 전망. 2) 한국교통연구원
(2017), 2017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 일본의 항공운송 및 안전정책 주요 내용과 정책적 의미. p. 6.

② 항공자유화 확대
일본은 항공수요 확보를 위해 주변국가와 오픈스카이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아세안 간의 국제항공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
르면 항공자유화는 총 33개 국가와 지역으로 이뤄졌으며, 일본과 아세안 지역과의
항공자유화에 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127)

125) 구혜경(2016), 관광선진국을 꿈꾸는 일본, 국회도서관(사람과 도서관 중 해외동향)
126) 한겨레신문(2019.7.16.), ｢“2020년 관광객 4천만” 일본, 불매운동으로 타격 전망｣, http://www.hani.co.k
r/arti/economy/marketing/902007.html#csidx53f70983e8d906e9c94e45d5bfd0195(접속일: 2020.05.07.)
127)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2020.3.19.), http://www.mlit.go.jp/, (접속일: 2020.3.19.)

48

<그림 2-14> 항공자유화 협정
국가

<그림 2-15> 향후 아시안 지역과
항공자유화 협력 구상

주: 좌우 그림 출처 동일(홈페이지 정책방향 여러 페이지를 검토하였고, 그림 인용)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common/001201828.pdf(검색일: 2020.03.23.)

③ 해외 인프라 개발 투자 진출
해외 항공분야 인프라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30조 엔의 인프라 개발 수주를
목표로 하였고, 이를 위해 ODA, JOIN, jBIC, JICA 등 관련 기구 정책지원을 활용
할 계획이다.128)
④ 분야별 경쟁력 비교
대표 공항 평가, 여행·관광 경쟁력, 물류 경쟁력, 코로나19 대응 등과 관련된 지
표들을 토대로 경쟁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대표 공항 평가
일본은 하네다공항과 나리타공항이 대표 공항으로 하네다공항은 환승, 직원, 교통약
자, 청결, 출국심사, 보안검색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나리타 공항은 직원, 교
통약자, 청결, 식당, 출입국 심사, 수화물, 보안 검색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29)
○ 여행·관광 경쟁력

128)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s://www.mlit.go.jp/koku/koku_tk19_000026.html) 2020.9.9일자 기준
임(항공분야 해외 전략에 내용에 대해서 참고)
129) 1) (원출처)스카이트랙스, ｢“World’s Top 100 Airports 2019”｣, https://www.worldairportawards.com/
worlds-top-100-airports-2019 (검색일: 2020.04.21.); 2) 인천국제공항공사(2019), 2019 인천공항
항공산업 인사이트,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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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발표한 WEF 여행·관광 경쟁력을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1위
(전체 4위)이며, 세부적으로는 환경조성 10위, 관광 정책 및 기반조성 25위, 인프
라 8위, 자연 및 문화자원 7위, 항공인프라의 질 16위, 국내선 여객기 운송능력은
7위, 국제선 여객기 운송능력 8위, 출발수 43위, 도시인구 만 명당 공항수 91위,
운영 중인 항공사수 17위, 비자 경쟁력은 191개국으로 세계 1위이다.130)131)
○ 물류 경쟁력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물류 경쟁력 지수를 보면 전체 5위이며, 통관 3위, 인프라 2위,
국제운송 14위, 물류 역량 4위, 화물 추적 10위, 정시성 10위로 나타났다.132)

제2절 한·중·일의 아시아(신남방, 신북방) 진출 전략133)
1. 한국
가. 개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100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으로 집약된다. 이 정책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대북정책의 핵심으로서 남북 경협의 비전과 방향을 담고 있다.134)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산업과 인프라를 공유와
같은 초국적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이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바로 신

130) 1) WEF(2019),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9(Travel and Tourism at
a Tipping Point)”｣, http://reports.weforum.org/travel-and-tourism-competitiveness-report-2019
/rankings/#series=FAIRSEATKM (검색일: 2020.04.01.); 2) WEF(2019), ｢“The Global Competitiv
eness Report 2019”｣, http://www.weforum.org/docs/WEF_TheGlobal CompetitivenessReport
2019.pdf (검색일: 2020.04.01.)
131) Henley&Partners(2020), ｢“Henley Passport Index”｣, https://www.henleypassportindex.com/
passport-index (검색일: 2020.04.28.)
132) WorldBank(2019), ｢“Logistics Performance Index Global Rankings 2018”｣, https://lpi.worldbank.
org/international/global/2018.%202019, (검색일: 2020.05.07.)
133) 본 절은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위탁 연구를 통해 진행된 결과임
134) 통일부홈페이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 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검색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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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이다. 이 두 대외정책은 ‘번영의 축’을 뒷받침하는 두 개
의 기둥으로 신남방정책은 해상전략으로 인도와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강
조하며, 신북방 정책은 중국 북동부, 극동 러시아를 포함하는 유라시아 대륙 국가
들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한다.135)

｢

｣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신남방 국가 , http://www.nsp.go.kr/national/national02Page.do.(검색일:
2020.09.16.) (그림인용)

<그림 2-16>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의 구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
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주요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했다.136) 또한 2017년 11월 인도네시
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 순방을 계기로 현지에서 ‘한-아세안 미래공동
체구상’을 발표했다.137) 지난해 대아세안 교역규모는 1,598억 달러로 전체의
14.1%이었는데 이는 중국의 23.4%보다는 적지만 미국 11.5%, EU 28국의 10.5%
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투자는 2014년 이후 투자

135)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신남방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
View.do?newsId=148853887(검색일: 2020.10.08.)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2020.03.02.),
｢신북방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644#L4(검
색일: 2020.07.15.)
136) 김영선, ｢한-아세안관계 30주년, 신남방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아시아연구소, https://diverseasia.snu.
ac.kr/?p=2377(검색일: 2020.10.1.)
137) 김영선, ｢한-아세안관계 30주년, 신남방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아시아연구소, https://diverseasia.snu.
ac.kr/?p=2377(검색일: 2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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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나 투자금액에서 대중국 투자를 상회하고 있다.138)
같은 해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신북방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신남방정책과 신
북방정책은 강대국 중심 외교로부터 외교 다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강대국 간 경쟁
구도 속에서 자율성을 확대하여 전략적 지렛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139)

나. 추진 전략
1) 신남방 지역의 정책
아세안과 우리나라는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경제 및 문화(인적교류 포함)
측면에서 핵심 파트너로 상호 발전해 왔다. 지난해 11월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신
남방정책 2.0>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에 있다.140)

① 신남방 지역의 잠재력141)
아세안은 동남아 10개국의 지역연합으로 1967년 자유주의 진영국가 5개국(말
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안보 동맹으로 출범하여,142)
1990년대 탈냉전 시대를 거치며 역내 사회주의 국가들(이른바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 체제 전환과 회원가입으로 1999년 현재와 같은 10개국
연합체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143)

138) 박번순(2019), 아세안의 시간: 동아시아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지식의 날개.
139)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2018),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2018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pp. 65-127.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대아세안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추진방안)
1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신남방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
newsId=148853887 (검색일: 2020.10.08.)
14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신남방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
newsId=148853887 (검색일: 2020.10.08.)를 토대로 재구성함
142) 또 다른 회원국인 브루나이는 보르네오섬 북부의 작은 도시국가로 198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아세안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1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4),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농업부분 기초연구, 권오복, 최세균,
허주녕 저자.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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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은 경제수준, 정치체제, 언어, 종교, 영토 규모에서 다양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 이처럼 이질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역공동체를 선언함
으로써 개별 국가의 국력을 넘어서는 지역연합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과
성장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

｣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신남방정책 , http://www.korea.kr/special/policy
CurationView.do?newsId=148853887(검색일: 2020.09.16.) (그림 인용)

<그림 2-17> 신남방 국가들의 위치 및 사회경제적 특성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인적차원의 교류에서 한국과 신남방 지역 간 인구이동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2018년 기준 한국-아세안 상호방문객은 1,144만 명, 한국-인
도 상호방문객은 27만 명인데, 상호방문객 교류 규모는 세계 인구교류의 26.6%를
차지할 정도이다.144)
신남방 지역의 발전 잠재력은 지난해 협정문 타결이 선언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
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통해서 드러난
다.145) 협정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14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신남방정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
newsId=148853887(검색일: 2020.10.08.)
145) 오수현·한형민·연원호·이보람·김지현(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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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도 총 16개국이다. 지난해 정상 서명에서 인도는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참여를 보류하였다.146)

2) 신북방 지역의 정책
우리나라는 2017~2019년에 주로 신남방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정책을 펼쳤고,
이어 2020년에는 신북방 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강조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
다.147) 코로나19로 세계가 급작스럽게 단절되어 협력사업의 추진동력은 크게 상
실되었으나 신북방 지역도 지역의 역내 통합과 경제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경제사회적 교류 협력이 꾸준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신흥지역이다.
① 신북방 지역의 잠재력
신북방정책이 포괄하는 국가는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
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카자흐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상 가나다순) 14개 국가 및 지역이다.148)

자료: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http://bukbang.go.kr/bukbang/vision_policy/nation/(검색일:
2020.09.16.) (그림 인용)

<그림 2-18> 신북방 대상국가 지도

146) 오수현·한형민·연원호·이보람·김지현(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9(24).
147) 각각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의 경제협력 강화 정책 발표
148)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http://bukbang.go.kr/bukbang/vision_policy/nation/(검색일: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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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지역의 지리적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소비에트연방의 해체 이후에는
문화적 유사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소지역으로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신북
방정책 역시 개별 국가와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아래의 표와 같이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려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149)
<표 2-13> 신북방 지역의 권역 구분 및 협력 전략의 방향성
권역(국가/지역)

협력전략의 방향

동부권역
(극동 러시아, 동북3성)

- 한·러 협력을 통해 극동개발 협력사업 추진
- 일대일로 연계사업과 동북 3성에 대해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
- 한·러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남·북·러 협력사업 단계적 추진

중부권역
(중앙아 5개국, 몽골)

- 성장잠재력이 큰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 협력 지속 강화
- 우리가 강점을 갖는 제조업, 농업 및 정보통신 분야로 협력 확대
- 정부 간 협의체 등을 활용, 민간지원 및 정부협력 강화

서부권역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 연구기반을 활용한 기술협력 및 공동투자
- 한·러 과학기술협력 센터(모스크바)를 협력거점 기관으로 조성
-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 이노포럼, 국제박람회 등 적극 활용

｢

｣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http://bukbang.go.kr/bukbang/about_pr
/0010/?boardId=bbs_0000000000000005&mode=view&cntId=1&category=&pageIdx=3(검색일: 2020.10.09.) 홈페이
지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함.

신북방 지역과의 협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첫째, 가스와 석유 등 에
너지 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둘째, 신북방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 및
개방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150)
② 신북방정책: 평화를 기반으로 한 유라시아 대륙전략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특히 극동 개발에 대한 적극적 참여에 중점을
둔 신북방정책은 신남방정책과 마찬가지로 2017년 현 정부의 대외정책의 한 축으
로 발표되었다.151) 북방경제권은 그간 언어장벽,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서방의

149)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http://bukbang.go.kr/bukbang/about_pr
/0010/?boardId=bbs_0000000000000005&mode=view&cntId=1&category=&pageIdx=3 (검색일:
2020.10.09.)
15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2020.03.02.), ｢신북방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
CurationView.do?newsId=148865644#L4(검색일: 2020.07.15.)
15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2020.03.02.), ｢신북방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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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 등으로 인해 교역이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으며, 교류와 협력의 경험
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는 현 정부 들어 신북방정책의 틀
안에서 추진되었던 주요 성과들을 정리한 것이다.152)

<표 2-14> 신북방정책 추진성과(2017~2019)
범주

주요 내용

① 우리 인프라 기업 신북방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북방지역 해외건설 수주 150억 달러 달성

진출 활성화 방안 제시

② 북극해 항로 활성화 대응
정책제안

- 같은 기간 북방지역에서는 최초로 민관합동 투자개발사업 7건 추진
- 북극 LNG 사업 참가 검토, 국내 기업의 북극해 인프라 사업 진출,
북극해 항로 국적선사 진출 등 제안
- 북극항만·물류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과 한국 주도의
북극 발전 국제금융기구 설립 참여 필요

｢

｣ ｢

- 제1차 한-우즈벡 워킹그룹(6.20) 과 제1차 민·관 합동 중앙아

③ 중앙아 순방 경제분야 후
속조치 이행

｣

｢

경제협력 전략회의(6.21) 의 신설 및 개최, 중앙아 경제협력 활성

｣

화 방안 발표 등 후속 조치 추진
- 2019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양자
협의채널과 프로젝트 점검회의 개최

｢

｣

- 제2차 민관 합동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개최 등 성과확산 추진

④

신북방정책 중점과제에 - 러시아와의 협력 진전, 중앙아시아 등과의 신규 협력 본격화
대한 이행점검 실시
- 북방위와 14개 주관부처의 추진과제를 56개에서 63개로 확대
- 길림성(장춘)의 당서기 등을 만나 한·중 국제합작시범구 관련, 기업
애로해소와 우대혜택 논의를 위한 공동연구와 T/F 운영 합의

⑤ 중국 동북3성과의 논의 본
격화

- 요녕성(선양시)의 당서기 등을 만나 신무신구·소가툰구 산업단지
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유치 및 인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

- 6차 북방위 전체회의(’19.11)에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

｣

제·교류 협력 강화방안(안) 발표

｢

｣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2020.03.02.), 신북방정책 ,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
newsId=148865644#L4(검색일: 2020.07.15.)

ionView.do?newsId=148865644#L4(검색일: 2020.07.15.)
152) 이하의 내용은 정부포털 정책위키의 신북방정책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자료웹페이지 주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2020.03.02.), ｢신북방정책｣, http://www.korea.kr/
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644#L4 (검색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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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가. 개요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신흥국으로 부상하며 경제뿐 아니라 정치안보, 사회문화
적 측면에서 국제적 존재감이 확대되는 과정은 주변국가에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
협으로 인식되었다.153)
중국의 대외정책은 ‘운명공동체’로 요약된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는 운명공동
체, 즉 중국-대만 간의 양안 관계를 단일 운명체로 설정한다. 둘째, 국가 간 양자
관계에서의 운명공동체로, 파키스탄, 라오스, 베트남, 체코 등 과거 사회주의체제
국가들과의 관계 중시를 강조한다. 셋째, 다자협력 차원에서의 운명공동체로, 아
세안, 아랍국가연합, G-20,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154) 등 다자협력체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더 큰 차원에서는 대륙별
협력을 강조하는 지역공동체, 인류의 운명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글로벌 운명공동체에서도 중국이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155) 시진핑 주
석은 2015년 3월 보아오포럼을 통해 ‘아시아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제시하였다.156)
중국의 경제협력과 지역통합을 위한 대외정책은 1) 아시아 국가와의 양자 및 다
자간 FTA,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광역 FTA의 체결, 2) 전략적 혹은
포괄적 동반자관계 수립, 3) 일대일로 건설과 연선국가와의 협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서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 심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아시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접경지대이자 세계 최대의 석유생산지역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중국의 외교력을 신장시키는데 주요 교두보
를 제공한다.157)158)
153) 우완영·이희옥(2017), ｢중국의 아시아운명공동체 담론과 외교적 투사｣, 중국연구, 73. pp. 337-362.
154) 상하이협력기구(SCO)는 2001년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한 국제기구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출범국이며,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합류하였음.
155) 우완영·이희옥(2017), ｢중국의 아시아운명공동체 담론과 외교적 투사｣, 중국연구, 73. pp. 344-345.
156) 코트라해외시장뉴스(2015.04.02.), ｢2015 보아오 포럼 키워드 '일대일로와 AIIB'｣, https://news.kotra.
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41562.(검색
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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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전략
1) 일대일로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이 대륙해양복합국가으로서의 지
형적 특성을 살려 고대 실크로드를 유라시아 대륙과 아시아-인도양의 해양 차원
에서 복원하겠다는 전략구상이다. 이 구상은 시진핑 주석의 2013년 9월 카자흐스
탄(중앙아시아)과 10월 인도네시아(동남아시아) 방문에서 제안되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즉 일로(一路)는 실크로드의 출발지이자 고대 중국의 중심지인 시안(西
安)을 출발지로 삼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고속철로 연계하겠다는 구상이
다.159) 일대(一帶)는 남부해안의 저장성과 푸젠성을 출발하여 남중국해-말라카해
협-벵골만과 인도양-아라비아해-중동 및 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일대일로의 경로에 포함되는 연선국가는 총 65개국에 인구
는 44억 명으로 세계인구의 63%에 달하며, 경제규모는 21조 달러(2017년)로 세계
경제의 29%를 차지한다.160)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대일로는 1) 신흥시장 진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동력 확보
및 과잉생산문제의 해결, 2) 세계 최대 에너지소비국으로서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
적 확보, 3) 국내적인 지역불균등 발전 및 도농격차(베이징-동부해안 vs 서부내륙)
해소, 4)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의 경제영토 확대 및 지역경제통합의 주도권
확보 등의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161)
정혜영(2020)은 일대일로를 중국의 강대국화와 지정학적 팽창의 과정에서 네트
워크 파워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구상으로 설명한다. 이 구상의 내용은
크게 물리적 연계성 강화 전략과 무형적 연계성 강화 전략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162)
157) 우완영·이희옥(2017), ｢중국의 아시아운명공동체 담론과 외교적 투사｣, 중국연구, 73. pp. 344-345.
158) 차재복(2018), ｢중국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의와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동북아역사논총, 60, pp.
172-173.
159) 중국 일대일로 포털 홈페이지, https://www.yidaiyilu.gov.cn/(검색일: 2020.08.21.) (해당 내용을 참고)
160) 중국 일대일로 포털 홈페이지, https://www.yidaiyilu.gov.cn/ (검색일: 2020.08.21.) (해당 내용을 참고)
161) 차재복(2018), ｢중국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의와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동북아역사논총, 60, p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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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중국의 일대일로 네트워크 구상내용

물
리
적
연
계

무
형
적
연
계

분류

네트워크 수단

에너지 네트워크
물류 및 운송
(오프라인/온라인)
네트워크

수송로 건설
도로 및 철도
건설
인터넷 인프라

군사 네트워크

전략항구 건설

산업단지
네트워크

산업단지 조성

경제적
네트워크

무역연계
금융상통

사회·제도적
네트워크

정책소통
정치외교협력

문화적 네트워크

민심상통

내용
· 에너지 자원수송을 위한 인프라 건설
· 인적·물적 이동을 위한 중국 중심의 인프라 연결
· 전자상거래 및 전자물류 연계강화
· 상업항구 건설
· 군사 거점항구 건설
· 대외무역협력지대(對外貿易合作區) 및 해외제
조업 기지 건설
· 교역과 투자의 경제적 자원 네트워크
· 연선 8개국에 인민폐 결재 시스템 구축 및 27
개국에 인민폐 결재은행 설치
· AIIB 등 아시아금융 활성화
· AIIB, RECEP, ASEAN+3, ARF, APEC (긴밀한
연계 느슨한 연계)
· 중국식 표준 확산의 네트워크화
· 사회적 자원의 네트워크
· 아시아적 가치 및 아시아 중심문화로 단합, 서
방과의 차별성 강조
· 문화적 자원의 네트워크

↔

｢

｣

자료: 정혜영(2020), 중국의 지정학과 동남아 네트워크 협력구상: 대륙부·해양부 동남아국가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24(1), p. 109. (표를 재인용함)

2) 아시아인프라은행(AIIB)을 통한 아시아 전략
아시아인프라은행(AIIB)은 2016년 중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개발은행으로, 아시
아 지역의 인프라개발 및 생산성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아시
아인프라은행은 시진핑 주석 출범 이후 중국 대외전략의 핵심인 일대일로의 구상
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 개발은행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주된 투자 대상은
교통, 통신, 전력, 수력 개발, 도시개발 등이다. 출범 당시 57개국이 창립회원국으
로 참여하였고, 현재는 80개국으로 늘어났다.163)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은 빈곤퇴치와 환경문제 등을 포괄하는 ‘발전’의 다양한 측

162) 정혜영(2020), ｢중국의 지정학과 동남아 네트워크 협력구상: 대륙부·해양부 동남아국가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4(1), pp. 101-136.
163) AIIB 웹페이지, https://www.aiib.org/en/about-aiib/index.html (검색일: 2020.09.28.) 해당 내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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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대해 투자한 것에 비해 AIIB는 인프라 집중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증진을 추
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미국과 일본은 AIIB가 중국의 패권 실현 도구라 비
판하며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164)
AIIB의 주요 투자국은 아제르바이젠,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타지
키스탄, 인도네시아, 오만, 조지아 등이며, 이들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결절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은 1991년 싱가포르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1994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참여, 1997년 12월에는 아세안-중국 정상회의(ASEAN+1) 개최, 2003년 중
국-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등의 일련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왔다.165)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발 해양 갈등(예: 중-일 간 센카구 열도, 중-아세안간
남중국해) 국면이 조성되면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위협론’이 확산되
었다.166) 중국의 입장에서도 남중국해 영유권은 ‘핵심이익’이며 물러설 수 없는
영토 이슈이다. 이는 중국과 아세안 간의 분명한 갈등의 요소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중-아세안 FTA, 인프라 투자를 위한 개발은행의 설립, 문화, 과학, 환경부
문의 교류 증진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아세안 관계에서 공동이익의 ‘파이 키우
기’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대일로의 인프라 개발이 무상원조가 아닌 차관사업으로 진행되어 협력대상
국의 중국 채무가 급증하여 경제적 종속에 대한 위기감도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계획된 일대일로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계획수정, 협상번복, 사업지연과 변경, 사업 중단 주장 등의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167)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일대일로’ 구상을 처음 밝힌 곳은 순방 중이던 카자흐스
탄의 나자르바예프 국립대학에서였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일대일로 사
164) 이성량(2018),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평가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25(2), pp. 124-151.
165) 이준엽, 李紹榮, 周 毅, 김화섭(2014), ｢21세기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산업연구원, ISSIE PAPER 2014-368.
166)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2010.11.14.), ｢중국의 남진정책과 아세안의 대응｣, http://www.pharma
cist.or.kr/node/2743 (검색일: 2020.07.20.)
167) 정혜영(2020), ｢중국의 지정학과 동남아 네트워크 협력구상: 대륙부·해양부 동남아국가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4(1), pp.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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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핵심 파트너이자 궁극적으로 대륙을 통해 연계될 유럽-아시아 간 에너지 및
상품 교역과 인적교류를 위한 경제회랑의 중간 거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구상에 대해 시베리아 및 극동 개발의 동력을 찾는 러시아는 매우 반기는
입장인 데 반해, 경제와 군사력 측면에서 아직은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있는 카자
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발전의 기회이면서도 동시에 안보와 경제
적 종속의 가능성도 있는 위기로 바라보는 입장이다.168)
중국의 입장에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은 두 가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하다. 먼저 모든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자원확보의 차원에서 중국은 카자
흐스탄의 석유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수입하고 있기에 수송로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안보 불안이 상존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는 종족(투르크족)과 종교면(무슬림)에서 유사점이 많은 자치구 독립 세력
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연계가능성을 끊을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왔다.169)
중앙아시아의 입장에서 현재 중국은 가장 중요한 무역 및 투자 상대국이다. 냉
전시대 연방으로 묶여 있었던 연고로 개혁개방 이후에도 오랜 기간 러시아와의 교
역이 가장 중요하였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교역과 인적교류에서 EU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와 유럽과의 경제교류가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새로운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 빠르게 부상하였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각종 소비상품(가전제품, 자동차, 의류 등)을 수출하고, 중앙아시아
는 중국으로 자원을 수출한다.170)

171)

168) 윤성학·김영진(2019), ｢중앙아시아와 일대일로: 중국식 개발모델의 한계｣, 슬라브연구, 35(1), pp. 27-52.
169) 신범식(2015),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서울대아시아연구소
170) 김영진(2018), 중국의 일대일로와 중앙아 국가의 대응: 경제부흥의 기회인가?, 서울대아시아연구소,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Asia Vol.1 No.1. pp.1-6.
171) 윤성학·김영진(2019), ｢중앙아시아와 일대일로: 중국식 개발모델의 한계｣, 슬라브연구, 35(1), pp.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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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개발현황
국가

주요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

반응

카자흐스탄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석유·가스 수송관

호로고스 물류 플랜트

중립

우즈베키스탄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석유·가스 수송관

오쉬-안디잔 철도

중립

키르기스스탄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석유·가스 수송관

비슈케크-오쉬 철도
중국 연결 가스관

적극

타지키스탄

석유·가스 수송관

중국 연결 가스관

적극

투르크메니스탄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석유·가스 수송관

철도 환적 시스템

무관심

｢

｣

자료: 윤성학·김영진(2019), 중앙아시아와 일대일로: 중국식 개발모델의 한계 , 슬라브연구, 35(1). pp. 27-52.(p. 42에서 재인용)

중앙아시아 국가별로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데, 위의 표가
보여주듯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 규모 1, 2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립
적 입장이고, 경제력이 크지 않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중국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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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가. 개요
1) 인도-퍼시픽의 지경학(2016~현재)
‘인도-퍼시픽 전략(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은 미국 트럼
프 대통령의 대아시아 정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정책이 최초로 등장
한 곳은 일본 외무성이다. 트럼프 정부의 ‘인도-퍼시픽 전략’은 2019년 6월 동명
의 보고서를 통해 공식화되었는데, 이는 냉전시대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과 유사한
중국 견제 정책으로 태평양-남중국해-인도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홍콩 및 대
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경쟁 구도를 담고 있다.172)
일본 외무성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을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를 개발하고 이러한 구상에 동의하는 국가들
과 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173)

｢

｣

자료: 일본 외무성, FOIP 전략문서 , https://www.mofa.go.jp/policy/page25e_000278.html(검색일:
2020.07.15.) 해당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인용함

<그림 2-19>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리적 범위

172) 박휘락(2020),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분석: ‘투키디데스 함정’의 위험｣, 국제정치연구,
23(2), pp. 105-129.
173) 일본 외무성, ｢FOIP 전략문서｣, https://www.mofa.go.jp/policy/page25e_000278.html(검색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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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추진 정책은 3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법치주의, 항해의 자유, 자유
무역의 정립과 촉진, 둘째는 상호 연계성 강화에 기반한 포용적 경제번영 추구, 셋째
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수호이다. 또한 3대 축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정책도 제시되
는데, 교통과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은 두 번째 축의 틀 안에서 제시되었다.174)

나. 추진 전략
인프라 개발은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전력, 에너지, 교통, 상수도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
적 역할을 한다. 인프라 개발은 일차적으로 각국 경제성장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개별국가 정부의 몫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세
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이 197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면서 개별 기업의 투자를 넘어 자국
기업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투자국의 산업시설 개발을 지원해 왔던 것이 대표적
이며, 일본국제협력단(JICA)의 기술원조와 차관을 바탕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항
만, 육상교통망, 항만, 산업단지 등이 개발될 수 있었다.175)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한 인프라 개발도 이루어졌다. ADB는 설립목적을
아태지역의 경제성장 및 협력 촉진, 역내 개발도상국의 발전지원으로 삼고 있으
며, 60여 국 이상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이 결정되는
ADB 내에서 미국과 일본은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계
획의 큰 그림을 그려왔다.176)
일본은 독자적으로도 대외원조와 민간투자를 통해 아시아 전역에서 다양한 유
형의 인프라 사업을 펼치고 있다177). 2010년 이후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174) 일본 외무성, ｢FOIP 전략문서｣, https://www.mofa.go.jp/policy/page25e_000278.html(검색일:
2020.07.15.)
175) 위키피디아(2008), ｢아시아 개발 은행｣,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C%8B
%9C%EC%95%84_%EA%B0%9C%EB%B0%9C_%EC%9D%80%ED%96%89, (검색일: 2020.07.08.)
176) 한국국제협력단(2008), 「일본의 ODA통합(공여국 동향)」, 국제개발협력.
177) 일본 외무성, ｢FOIP 전략문서｣, https://www.mofa.go.jp/policy/page25e_000278.html(검색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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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수십 년간의 협력 경험과 국제사회에
서의 의제 설정 역량에서 일본의 방식은 중국에 비해 전략적이라 평가된다. 일본
과 ADB의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는 중국과 AIIB의 일대일로 사업
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178) 아래의 그림이 보여주듯, 일본의 대외전
략은 중국의 유라시아 연계를 위한 일대일로와 차별적으로 아-태 지역의 연계성
에 집중하고 있다. ‘양질’과 ‘연계성’의 비전 설정과 현재까지의 추진성과를 고려
할 때 일본의 아시아인프라사업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

자료: 일본 외무성, FOIP 전략문서 , https://www.mofa.go.jp/policy/page25e_000278.html(검색일: 2020.07.15.)
해당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인용함

<그림 2-20> 인도-퍼시픽 전략 하의 아시아 연계성 이니셔티브

제3절 시사점
1. 한·중·일 항공(공항·항공사)과 관광연계 정책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고도화된 기술,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변동성,
불확실성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중·일도 대내외적 변화
여건들로 인해 대응과 전략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항공분야는 다른 교통시설과
다르게 국제성을 띠고 있어 대외정책과 함께 서로 간에 경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본 절에서는 앞서 검토된 한·중·일의 항공정책을 방향에 대해 비교하고 그에 따
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78) 황보가람, 박창건(2020), 지전략으로서 일본의 지역구상: 인도-태평양 구상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6권
4호, p. 19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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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중·일 공항 정책
1) 공항 개발 정책
한국
공항개발 완료 단계 진입에
따른 개발
운영 중심 정책적
전환기

→

- 국가공항체계 구축이 완료
단계에 진입(공항 이전,
신공항 개발 등 일부
개발사업 추진 중)
- 스마트공항, 공항경제권
추진 등 공항 운영 효율성 및
파급효과 향상에 초점

중국

집중적인 공항인프라 개발
- 2035년까지 216개의 추가
공항 건설 계획 추진(총
450개 공항)
- 개별 공항의 주변지역
개발과 더불어 광역적인
공항 클러스터 구축 추진 중

일본

운영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
향상 도모
- 공항의 기여와 역할을 강조
- 공공-민간 파트너를 통한 공
항 투자
- 공항 주변지역 개발

한국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공항개발(김해신공항, 제주 제2공항, 울릉공
항, 흑산공항, 새만금신공항 등)과 스마트공항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공항개발은
울릉공항을 제외하고 환경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늦
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공항은 한국의 ICT 강국의 이점을 살리고 정부의 국
정과제로 추진되면서 2022년까지 출국수속 소요 17% 감소, 공항확충 비용 연간
2,000억 원 감소, 공항 운영 비용 연간 99억 원 감소, 신규 일자리 6,320명을 목표
로 하고 있다.179) 또한 정부는 공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공항을 주변지역
과 연계하여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의 산업을 고려하여 적합 업종 등을
선정하고 세제 혜택 감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과 함께 전 분야에 막대한 투자
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44개의 신규
공항 건설을 제시했고, 2019년에는 2035년까지 215개의 공항을 추가 건설하여
전체 450개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다시 제시한 상황이다. 또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스마트공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시범 공항을 지정하는 등 스마트공항에 대한
179) 보안뉴스(2019.8.27.), ｢‘스마트공항’의 미래, 관건은 보안과 편의성의 조화｣, https://www.boannews.com
/media/view.asp?idx=82481(접속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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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높은 상태이다. 중국은 국가개발, 접근성 강화,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공항을 개발하고 지역의 허브 공항을 건설하여 많은 여객을 이동시키
려는 개발 중심 정책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항 주변 지역 개발을 추진하
면서 공항과 공항 사이를 연계하여 하나의 거대 도시로 만드는 광역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신공항 개발 계획이 없으며, 기존 공항 확충과 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은 개발보다는 환경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과 각 공항의 국제
적 경쟁력을 높여 항공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으며 도쿄 올림
픽을 위해 수도권 공항 용량 확장과 외국인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부공항,
나리타공항, 간사이공항에 테마파크를 추진 및 확대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하네다공
항 주변에 ‘HICity’를 건설(숙박, 컨벤션, 연구시설 등) 중에 있다.

2) 공항 운영 정책
한국
중앙정부 주도 운영
- 전체 15개 공항에 대해서 국
가가 소유하고 있고, 2개의
공항운영자가 운영
- 8개 공항이 민간과 군공항을
겸용겸용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주도 운영
- 전체 234개 공항에 대해 정
부, 지방성급, 지방시급 등으
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일부
공항에 대해서는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 진행

일본
정부, 지방, 민간 주도 운영
- 전체 80개 공항 중 주요 공항
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자체
가 운영. 거점공항은 국가, 지
방, 민간으로 운영주체 다각
화(민간 운영은 터미널, 활주
로 위탁)

우리나라의 공항은 전체 15개이며, 인천공항공사(IIAC)가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
고 있고 나머지 14개 공항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KAC)가 운영 중이며 정부가 지
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지방정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공항에 대해서는
지분매각과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더 많은 공항 건설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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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공항운영자와 지방정부가 공항을 운영하고 있고, 민영화와 투자유치를 진
행하고 있다. 공항 운영은 관제를 제외하고 활주로, 터미널 등에 대해서 민간 위탁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효율성을 증대하여 공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다.180)

3) 대표 공항 비교
스카이트랙스18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천공항은 2018년도에 비해 한 단계 하
락한 3위에 있고, 1위와 2위는 창이공항, 하네다공항이다. 인천공항은 환승, 직원, 디
지털, 쇼핑, 휴게시설, 교통약자, 청결, 식당, 출국심사, 수화물 분야가 5위안에 있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본은 하네다공항과 나리타공항이 대표 공항으로 하네다
공항은 환승, 직원, 교통약자, 청결, 출국심사, 보안검색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
으며, 나리타공항은 직원, 교통약자, 청결, 식당, 출입국 심사, 수화물, 보안 검색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국은 종합순위에서 상하이공항이 16위에 있고, 공항호
텔 부분에서는 광저우공항이 2위로 있다. 공항의 평가는 터미널 분야를 제외하고 아
시아 지역의 공항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공항 등이 순위에 있고, 강점은 직원서비스와 교통약자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각 국가의 공항 경쟁력 분야에서는 한중일 국가 공항들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80) 한국교통연구원(2017), ｢2017년 항공교통정보분석사업 일본의 항공운송 및 안전정책 주요 내용과 정책적
의미｣ p. 6
181) 1) (원출처) 스카이트랙스, “World’s Top 100 Airports 2019”, https://www.worldairportawards.com/
worlds-top-100-airports-2019/(검색일: 2020.04.21.). 2) 인천국제공항공사(2019), 2019 인천
공항 항공산업 인사이트,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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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2019년 스카이트랙스 세계 100대 공항 평가 중 주요 항목과 평가결과
순위

종합

환승

직원 서비스

디지털

쇼핑

휴게시설

교통약자

1

창이

인천

나리타

휴스턴

히드로

창이

하네다

2

하네다

창이

인천

인천

홍콩

도하

나리타

3

인천

홍콩

하네다

히드로

인천

인천

간사이

4

도하

하네다

나고야

스키폴

창이

홍콩

창이

5

홍콩

도하

창이

나리타

두바이

스키폴

인천

순위

청결

식당

출입국심사

수화물

보안검색

터미널

공항호텔

1

하네다

홍콩

홍콩

간사이

취리히

히드로T5

창이

2

나고야

나리타

나리타

나리타

나리타

창이T3

광저우

3

창이

창이

하네다

하네다

하네다

뮌헨T2

히드로

4

인천

인천

타오위안

나고야

나고야

히드로T2

뮌헨

5

나리타

조지부시

인천

인천

창이

두바이T3

브리스번

주: 이탤릭 체는 한·중·일 국가들의 공항임
자료: 1) (원출처) 스카이트랙스, “World’s Top 100 Airports 2019”, https://www.worldairportawards.com/worldstop-100-airports-2019/(검색일: 2020.04.21.).
2) 인천국제공항공사(2019), 2019 인천공항 항공산업 인사이트, p. 26.

나. 한·중·일 항공사 정책
1) 항공사 지원 정책
한국

중국

일본

LCCs 확대 / JV 도입
- 2019년 3개 신규 LCCs 진입
으로 전체 항공사 11개로 증
가(FSC 2개 / LCC 6개)
- 1개 조인트 벤처 체결(대한항
공-델타)

LCCs 확대 / JV 적극적 확대
- 전체 항공사 수: 47개(지역항
공사 포함)
- FSC: 6개 / LCC: 11개
- 5개 조인트 벤처 체결

LCCs 확대 / JV 적극적 확대
- 전체 항공사 수: 17개(지역 항
공사 포함)
- 1개 신규 LCC 진입(FSC: 2개
/ LCC: 6개)
· 추가 HSC형태 모델 도입예정
- 5개 조인트 벤처 체결

주: LCC 수 기준은 CAPA 기준(검색일: 2020.07.12.)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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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로 항공사 정책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LCC의
공급으로 인해 급격한 여객 성장을 보인다. 2018년까지 6개의 LCC(제주항공, 진에
어, 티웨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에서 2019년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
아, 플라이강원이 운송면허를 취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
다. 또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건부 조인트 벤처가 승인되어 한국과 미국과의
직항 13개 노선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허브 경쟁력과 미주발 아시아행 환
승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182)
중국은 지역 항공사를 포함하여 47개의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FSC와
LCC는 각각 6개, 8개이다.183) 중국의 여객 시장은 경제성장에 따라 급격히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중국은 다수의 조인트 벤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는 지역 항공사를 포함하여 17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FSC와 LCC가
모두 2개, 7개를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 ZIP 에어가 2020년도부터 LCC 하이
브리드 형태의 사업모델로 태평양 횡단 노선을 중심으로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
LCC 간에 합병도 진행되었는데 바닐라 항공이 피치 항공으로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조인트 벤처와 합작 회사184)를 긍정적으
로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다.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2009년부터 조인트 벤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국가들을 보면 일본은 2011년 아메리칸항공과 일본항공을 시작으로 아
시아, 미주, 유럽 등 전체 5건을 체결하였다. 중국은 2015년 동방항공과 콴타스 항공
을 시작으로 전체 5건을 체결하였다. 각 국가들이 상대국과의 전략적 조인트 벤처를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을 계획함에 따라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185)

182) 대한항공 홈페이지(2018.6.1.), ｢대한항공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공동운항 확대로 승객 편의 높여｣,
https://www.koreanair.com/korea/ko/about/news/press_release/2018_06_01.html(검색일: 2020.03.31.)
183) 중국은 국토의 크기가 크고 일본은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지역항공사가 많은 편이다.
184) 제트스타 재팬은 일본항공과 콴타스 항공이 합작하여 설립한 바 있음
185) 1) 한국경제매거진(2017.8.23.), ｢글로벌항공동맹, 조인트벤처로 진화｣, http://magazine.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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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전 세계 조인트 벤처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항공사
에어캐나다,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알리탈리아항공
아메리칸항공, 영국항공, 이베리아 항공, 핀에어
전일본공수,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일본항공
델타항공, 버진애틀랜틱항공
전일본공수, 루프트한자항공, 오스트리아 항공, 스위스항공
영국항공, 일본항공, 핀에어
델타항공, 버진애틀랜틱항공
동방항공, 콴타스항공
에어차이나, 에어뉴질랜드
유나이티드항공, 에어뉴질랜드
에어차이나, 루프트한자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포르항공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차이나, 에어캐나다
동방항공, 에어프랑스-KLM, 버진애틀랜틱
전일본공수, 싱가포르항공

｢

｣

협력 구간
대서양(미주~유럽)
대서양(미주~유럽)
대서양(미주~유럽)
태대평양(아시아~미주)
대평양태평양(아시아~미주)
미국~대양주
아시아, 유럽
아시아, 유럽
대서양(미주~유럽)
중국~대양주
중국~대양주
미국~대양주
아시아~유럽
아시아~유럽
대평양태평양(아시아~미주)
아시아~북미
아시아~유럽
아시아~아시아

자료: 1) 한국경제매거진(2017.8.23.), 글로벌항공동맹, 조인트벤처로 진화 ,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
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7082101134000261&mode=sub_view(검색일: 2020.03.20.)
2) Route online(2018.6.6.), “Air Canada and Air China forge joint venture”, https://www.routesonline.com/news/29/
breaking-news/278992/air-canada-and-air-china-forge-joint-venture(검색일: 2020.03.20.)
3) 카고뉴스(2018.12.4.), 에어캐나다, 에어프랑스-KML JV 협력관계 확대 , http://www.cargo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9967(검색일: 2020.03.20.)

｢

｣

2) 항공사 국제 노선 정책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국가와 연결성 강화와
노선 다변화

허브공항 확충 및 국제 연결성
강화

아세안국가와 연결성 강화와
지방 공항 노선 확대

- LCC 3개 항공사 면허 취득
- 단거리 중심 편중된 국제노선
시장 다변화 추진
- 아세안지역과 항공연결성 강화

- 국제허브 및 지역거점 공항
중심의 국제 항공노선 확충
- 아시아 항공연결성 확대와
전 세계 노선 확충

- 아세안지역과 항공연결성
강화
- 지역공항의 항공네트워크
확충

.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7082101134000261&mode=sub_vie
w(검색일: 2020.03.20.) 2) Route online(2018.6.6.), “Air Canada and Air China forge joint venture”,
https://www.routesonline.com/news/29/breaking-news/278992/air-canada-and-air
-china-forge-joint-venture(검색일: 2020.03.20.) 3) 카고뉴스(2018.12.4.), ｢에어캐나다, 에어프랑스-KML JV
협력관계 확대｣, http://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67(검색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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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3개국 모두 국제적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심 외교 정책으로 신남방과 신북방 국가와의 교류에 중점을
바탕으로 2019년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항공자유화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아세안지역 10개 국가 중 9개 국가와 항공자유화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는 2019
년 일본과의 갈등으로 인한 항공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 편중
된 노선(2019년 상반기 기준 25%가 일본, LCC의 경우 46%가 일본에 집중186))을
완화하고 항공 네트워크 다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 허브 공항 건설을 바탕으로 노선망을 넓혀갈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일대일로 전략을 바탕으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지역 항공연계 확대
및 남미·아프리카에 대한 노선 연결을 제시하는 등 전 세계 노선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세안 지역을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총 30억 달러를
지원 예정이며,187) 최근에는 아세안 지역과 항공자유화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에 있
다. 또한 지방 공항 노선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상대국들과 항공자유화 확
대를 추진 중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소규모 도시 간에도 항공운수권이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으며 서로 간에 주요 거점 도시 공항들의 국제적 활성화를 위
해 운수권과 항공자유화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아세안 지역을 비롯한
국가들이 중국, 일본의 활성화 주력 국가와 겹치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

18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1.20.), ｢국토부·항공업계, 항공수요 변화에 발맞춘 노선다변화 잰걸음｣,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034891 (검색일: 2020.11.25.)
187) 매일경제(2019.12.02.), ｢아세안 국가에 돈다발 푸는 일본...“3년간 3조 5천억원 지원”｣, https://www.mk.
co.kr/news/world/view/2019/12/1006956/ (검색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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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일 관광·물류 경쟁력
가. 한·중·일 관광 관련
1) 여행·관광 경쟁력 검토
한국은 항공정책과 관광정책이 각각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
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고, 내국인 중심 여객 수요에서 인바운드, 아웃
바운드를 고르게 분포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공항이 있는 지역자치단체들은 인바운
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상대 도시와의 자매결연, 비자 면제 정책, 항공사에 대한
금액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의 관광정책은 주변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을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고 여행
객 유치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내수 시장 여행소비 확대 지원을 통해서 여행·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수도권 용량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늘리
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도시에도 한국 등의 국제선을 유치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취항 등에 대해서 경비지원을 하고 있다.
2019년에 발표한 WEF 여행·관광 경쟁력을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1위(전체
4위), 호주 2위(전체 7위), 중국 3위(전체 13위), 홍콩 4위(전체 14위), 한국 5위(전체
16위) 순으로 나타나 있다.

자료: WEF(2019),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9(Travel and Tourism at a
Tipping Point)”, http://www.weforum.org/docs/WEF_TTCR_2019.pdf. p.29 그림인용. (검색일:
2020.04.01.)

<그림 2-21> 아시아 지역 관광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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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
로 자연 및 문화자원 부분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는 아직까지 쇼핑 위주와 저가 단체
관광상품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19>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4대 분야 평가 결과(3개국)
항목

순위
한국

중국

일본

1. 환경조성(Enabling environment)

19

53

10

2. 관광정책 및 기반조성(T&T policy and enabling conditions)

31

85

25

3. 인프라(Infrastructure)

16

54

8

4. 자연 및 문화자원(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24

1

7

주: 해당 자료는 여려 페이지에서 가져와 재편집함.
자료: WEF(2019),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9(Travel and Tourism at a Tipping
Point)”, http://reports.weforum.org/travel-and-tourism-competitiveness-report-2019/rankings/#series
=FAIRSEATKM(검색일: 2020.04.01.)

WEF 2019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항공분야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항공인프
라의 질은 삼국 중 대체로 우리나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188)
<표 2-20> 세계 경쟁력 보고서 항공분야 평가 결과(3개국)
항목

한국

순위
중국

일본

항공 인프라의 질
(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국내선 좌석수
(Available seat kilometres, domestic)
국제선 좌석수
(Available seat kilometres, international)

6

53

16

28

2

7

14

3

8

여객기 출발 수 (Aircraft departures)

37

71

43

117

129

91

30

7

17

도시인구 만명당 공항 수/밀도
(Airport density per million urban pop.)
운영 중인 항공사 수
(No. of operating airlines)

주: 해당 자료는 여려 페이지에서 가져와 재편집함.
자료: WEF(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www.weforum.org/docs/WEF_TheGlobal
CompetitivenessReport2019.pdf(검색일: 2020.04.01.)

188) WEF(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www.weforum.org/docs/WEF_TheGlobal
CompetitivenessReport2019.pdf(검색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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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및 도착 비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일본으로 191개국과 비자 협정
을 맺어 전 세계 1위에 포진해 있으며, 한국은 189개국으로 3위, 중국은 74개국으로
72위에 있다.189)

2) 한·중·일 물류 경쟁력 검토
세계은행(WorldBank)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한·중·일 물류 경쟁력지수를 보면
한국은 전체 25위, 중국이 26위, 일본 5위이다. 한국은 2014년 21위였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은 2014년 28위에서 2018년 25위로 상승했고, 일본은
2014년 10위였다가 2018년 5위로 상승하였다.190)
<표 2-21> 2019년 한·중·일 등 주요국 물류경쟁력(LPI) (2018년 기준)
국가

전체
점수

전체
순위

통관

인프라

국제
운송

물류
역량

화물
추적

정시성

독일

4.20

1

1

1

4

1

2

3

스웨덴

4.05

2

2

3

2

10

17

7

벨기에

4.04

3

14

14

1

2

9

1

오스트리아

4.03

4

12

5

3

6

7

12

일본

4.03

5

3

2

14

4

10

10

한국

3.61

25

25

22

33

28

22

25

중국

3.61

26

31

20

18

27

27

27

주: 해당 자료를 여려 페이지에서 가져와 재편집함.
자료: WorldBank(2019), “Logistics Performance Index Global Rankings 2018”, https://lpi.worldbank.org/international/
global/2018.%202019(검색일: 2020.05.07.)

189) NEWSIS(2020.01.08.), ｢韓 ‘여권파워’ 세계 3위…무비자·도착비자로 189개국 여행가능｣, https://www.
msn.com/ko-kr/news/world/%E9%9F%93-%EC%97%AC%EA%B6%8C%ED%8C%8C%EC%9
B%8C-%EC%84%B8%EA%B3%84-3%EC%9C%84%E2%80%A6%EB%AC%B4%EB%B9%8
4%EC%9E%90%C2%B7%EB%8F%84%EC%B0%A9%EB%B9%84%EC%9E%90%EB%A1%9C189%EA%B0%9C%EA%B5%AD-%EC%97%AC%ED%96%89%EA%B0%80%EB%8A%A5/ar-B
BYJ2El (검색일: 2020.04.28.)
190) WorldBank(2019), ｢“Logistics Performance Index Global Rankings 2018”｣, https://lpi.worldbank.
org/international/global/2018.%202019 (검색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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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일 국가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략
한국

중국

일본

공동운명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신북방·신북방 협력 정책 강화
- 점(Point) 단위 전략

-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현을
위한 적극적 해외인프라 개
발, 참여 추진
- 아시아인프라은행(AIIB)을
를 통한 아시아 국가 원조 및
투자
- 점(Point)-선(Line)-면(Plane)
단위 전략

인도-퍼시픽 전략
- ADB(양질의 인프라 파트너
쉽), JICA를 통한 통한 아시
아 국가 원조 및 투자
- 점(Point)-면(Plane) 단위 전
략

우리나라는 그 동안 아시아 대외정책을 강조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정권의 변화
에 따라 지속적인 중요성을 갖지 못했으며, 현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신남방과 신북방 지역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 대외협력, 투자 등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후발주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아시아 지역 투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개별 기업 단위의 투자가 주를 이루다가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이후에
야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진출을 위해 민간 중심의 점(Point) 단위로 개발 및 진출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하나의 큰 면(Plane) 단위 계획으로 대형 개발 투자를 진행 및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격차를 보인다.
중국과 공동운명체 대외전략 아래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일본
은 ‘인도-퍼시픽 전략’ 아래 ADB와 JICA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과 유라시아를 개
발계획과 비전 아래 아시아 국가들에게 인프라 등을 개발지원함으로써 대륙 단위
의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아시아에서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 한·중·일, 보다 정확하게는 중·일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
국의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기업 단위의 투자와 정부 간 ODA가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시아 시장은 한·중·일 3국의 치열한 경쟁의 장이지만,
교류 협력의 역사와 규모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은 단기간 내에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양국의 투자는 육상교통망(고속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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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행히 항공교통과 항공시장 진출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투자는 하고 있지만, 특정국이 주도하는 모습이 관찰되지는 않고
있어 한국에게도 기회의 창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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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중·일 항공시장 분석191)
1. 한국
가. 여객·화물 실적과 전망
한·중·일 국가들의 항공시장 비교 분석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전체 여객
실적은 약 1억 5천만 명 수준이며,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8.8%이다. 이중 국내 여객은 약 6천 4백만 명으로 6.4%,
국제 여객은 10.9%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화물은 약 3천 2백만 톤으로 연평균
3%씩 성장하였다.
<표 3-1> 한국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여객

50,013,022

56,814,455

62,789,944

65,825,150

64,053,710

국제여객

57,126,971

61,831,586

73,495,317

77,505,728

86,463,569

여객전체

107,290,925

118,778,935

136,373,222

143,410,323

150,610,192

국내화물(톤)

294,029

282,283

276,436

264,628

241,118

국제화물(톤)

2,508,258

2,531,779

2,667,875

2,882,642

2,911,588

화물전체(톤)

2,802,286

2,814,062

2,944,310

3,147,272

3,152,707

주: 화물은 순화물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191) 항공시장 분석에서 항공 실적은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전망은 ACI(2019), Wolrd
Airport Traffic Forecasts(WATF) 2019-2040, 운영현황 등은 OAG(2019), Schedule Analyser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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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여객 수요 예측을 보면 2040년까지 전체 여객 수요가 연평균 4.1%
씩 증가하여 약 3억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고 국내선은 연평균 3.4%씩
증가하여 약 1억 3천여 명으로 증가, 국제선은 연평균 4.5%씩 증가하여 약 2억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화물은 연평균 1.1%씩 증가하여 약 4백만
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3-2> 우리나라 2040년 수요 예측 전망
구분

2018(현실적)

2040

연평균 성장률

국내여객

64,053,710

134,325,490

3.4%

국제여객

86,463,569

226,561,370

4.5%

전체여객

150,610,192

360,909,271

4.1%

전체화물(톤)

3,257,878

4,118,924

1.1%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CI World Airport Traffic Forecasts(WATF) 2019-2040.

나. 공항별 실적
우리나라 공항의 위치와 실적은 다음과 같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그림 3-1> 우리나라 항공 실적 및 공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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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인천공항이 약 6천 8백만 명으로 전체 여객의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선은 우리나라 전체 국제 여객수의 78.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김해와 김포공항 순이다.

다. 항공사별 실적
우리나라 항공사는 2개의 FSC와 2개의 지역항공사, 6개의 LCC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항공사 좌석수 약 7천 3백만 석이며 그 중 LCC는 약 3천 6백만 석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의 약 49.4%로 절반가량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항공사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3> 우리나라 항공사 좌석수(2019)
항공사

Mainline
/LCC

국내

국제

총합계

Korean Air

M

9,054,635

12,367,592

21,422,227

Asiana Airlines

M

7,213,775

8,305,806

15,519,581

Jeju Airlines

L

5,281,233

5,007,600

10,288,833

Air Busan

L

5,187,999

2,370,738

7,558,737

Jin Air

L

3,874,518

3,089,676

6,964,194

T'way Air

L

2,726,845

2,507,555

5,234,400

Eastar Jet

L

3,040,872

1,961,160

5,002,032

Air Seoul, Inc

L

79,880

1,096,510

1,176,390

Korea Express Airlines

M

68,900

9,200

78,100

Air Philip

M

29,950

650

30,600

총합계

총계

36,558,607

36,716,487

73,275,094

주: 출발 직항 스케줄 자료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OAG 스케줄로 국내선과 국제선에 대한 LCC 점유율을 보면 국내선의 경우
2010년 27.1%에서 55.2%로 크게 증가되었다. 국제선은 2010년 2.2%에서 36.7%
로 증가되었는데, 특히 2017년에는 31.2%로 전년도에 비해 약 9%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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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Mainline은 FSC와 지역항공사를 포함하고 있음.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2> 우리나라 Mainline/LCC 점유율

2019년 기준 항공사별 좌석 수를 분석해 보면, 전체 항공사 좌석 수 약 1억 1천
석 중 LCC가 약 5천 3백만 석을 보유하고 있다. LCC 중에서는 제주항공이 약 1천
5백만 석으로 전체 우리나라 항공사 좌석 수의 14%, LCC에서는 30%를 차지한다.
제주항공의 전체 좌석 수 기준 국제선 비율은 66%이며, 국내선은 34%이다.

라. 주요 국제노선 운영 현황
OAG 국제선 스케줄 데이터를 통해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항공 여객 시
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항공시장은 10년간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세부적으로
도착 국가 수는 43개국에서 53개국으로, 도착 공항 수는 150개에서 181개로 늘어
났다. 우리나라를 출·도착하는 항공사는 72개에서 100개로 증가했다. 전체 좌석
수와 전체 운항 횟수는 약 2천 5백만 석에서 약 5천 5백만 석, 약 12만 회에서
약 26만 회로 2010년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LCC 성장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국제선을 운항하는 주요 항공사 상위 10곳도 달라졌다. 가장 먼저, 201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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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위를 차지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10년 뒤인 2019년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우리나라 LCC의 성장으로 그 아래 순위에 큰 변동이 생겼
다. 2010년에 3, 4위를 차지했던 중국동방항공과 중국남방항공이 2019년에는 각
8, 9위에 기록되었고, 3위에서 7위에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이 올랐다. 2019년 10위 역시 우리나라 신규 LCC인 에어서울이 차지
하며 과거 2010년에 5~10위를 차지했던 일본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타이항공,
전일본공수, 싱가포르항공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제선 스케줄을 나라별로 구분하여 2010년과 2019년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2010년 일본이 약 6백 80만 석, 중국이 6백 40만 석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
국, 태국, 홍콩, 필리핀 순이었다. 2019년에도 일본과 중국 순으로 좌석이 가장 많
았다. 특이한 점은 중국이 2014년에 약 9백 80만 석을 기록하며 약 7백만 석의
일본을 뛰어넘었고, 2016년까지 우리나라 항공시장에서 가장 많은 좌석 수를 차
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7년 중국과의 사드(THAAD) 사태로 인해 다시 좌석 수
가 줄어들고 일본이 1위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 미국이 일본과
중국의 뒤를 이었다.
베트남은 2010년 8번째로 많은 좌석 수를 가진 국가였으나 크게 성장하며 2019
년 약 5백 60만 석으로 3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7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7년은 전년 대비 약 96만 석, 2018년부터는 약 100만 석이 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 역시 과거 6위에서 4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6위를 차지한 대만과 9위를 차지한 말레이시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순위로 따
지자면 필리핀은 2010년보다 겨우 한 단계 높아졌고 말레이시아는 10년 전과 동
일하지만, 좌석수 기준 4배 넘게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10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도 약 29만 명에서 약 97만 명까지 증가하였
다. 위 순위 변화와 좌석수 성장률 증가는 2016년 이후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
선 시장의 공급 확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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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출발하여 도착하는 국가 직항편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3> 2019년 우리나라 국제선 항공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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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가. 여객·화물 실적과 전망
중국의 전체 여객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여객은 약 13억 명으로 최근 5년 연평
균 11.1%씩 증가했다. 특히 국내여객이 크게 증가했는데, 2014년 약 4억 6천여 명
에서 2018년 약 7억 명으로 11%의 연평균 성장을 보였다. 국제여객은 2018년 약
1억 1천 명을 기록했고, 연평균 7.1%로 증가했다.
화물 전체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연평균 5.7%씩 성장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1천 3백만 톤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화물이 약 7백만 톤, 국제화물이 약 6
백만 톤으로 실적을 보였다. 화물 항공운송에서 특징적인 것은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내화물보다 국제화물에서 더 높은 평균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이다.

<표 3-4> 중국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여객

462,485,081

543,917,884

590,543,887

651,290,516

701,584,988

국제여객

86,880,599

81,175,280

94,336,352

103,311,052

114,136,078

여객전체

832,334,500

916,137,185

1,016,353,801

1,147,895,682

1,266,226,016

국내화물(톤)

5,962,177

6,444,127

6,880,098

7,036,383

7,258,105

국제화물(톤)

4,404,925

4,677,513

5,053,023

5,770,624

6,029,259

화물전체(톤)

10,656,298

11,124,405

11,935,965

12,810,557

13,291,127

주: 화물은 순화물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중국의 여객 수요 예측을 보면 2040년까지 전체 여객은 연평균 4.7% 증가하여
약 35억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고 국내여객은 연평균 4.3% 증가하여 약 28
억 명 증가, 국제여객은 연평균 7.0% 증가하여 약 6억 9천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화물은 연평균 3.3% 증가하여 3천 4백만 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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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중국 2040년 수요 예측 전망
구분

2018(현실적)

2040

연평균 성장률

국내여객

1,101,491,120

2,793,840,978

4.3%

국제여객

153,841,494

686,410,892

7.0%

전체여객

1,266,226,016

3,500,975,190

4.7%

전체화물(톤)

16,691,531

34,351,146

3.3%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CI World Airport Traffic Forecasts(WATF) 2019-2040.

나. 공항별 실적
중국 공항별로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을 2018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에는 총 235개의 공항192)이 있는데, 이 중 베이징 국제공항(PEK)을 약 1억 1천여
명이 이용했고, 그 중 국내여객이 약 7천만 명으로 여객 전체의 76%이다. 국제여
객은 약 2천만 명을 기록했다. 화물은 약 2백만 톤의 실적을 보였다. 이는 중국
공항 중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그림 3-4> 중국 항공 실적 및 공항 위치도

192) OAG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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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은 약 7천만 명의 여객 실적 중 국내여객이 약 4천만 명,
국제여객이 약 3천만 명을 기록했다. 푸둥국제공항은 중국 공항 중 화물 부분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는 곳으로 약 3백만 톤을 운송했다.
두 공항 다음으로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CAN), 청두 솽류 국제공항(CTU), 선
전 바오안 국제공항(SZX) 순서 등이 많은 전체 여객 수를 기록했다. 전체 약 6천만
명의 실적을 가진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의 국내여객 수는 약 5천만 명, 국제여
객은 약 1천만 명이며, 화물 전체 실적은 약 1백만 톤으로 전체 공항의 3위이다.
청두 솽류 국제공항은 약 5천만 명의 전체 여객 수로 4위를 차지했는데, 화물은
약 60만 톤으로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여객 수 5위에는 선전 바오안 국제공
항이 올랐다. 이 공항의 전체 여객 수는 약 4천 만 명으로 약 1백만 톤의 화물실적
으로 화물 부분에서는 청두 솽류 국제공항을 뛰어넘어 4위이다. 그 다음으로는 쿤
밍 창수이 국제공항(KMG), 시안 셴양 국제공항(XIY),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
(SHA) 순이다.

다. 항공사별 실적
중국 항공사는 FSC와 지역항공사 33개, LCC는 9개로 전체 42개로 구성되어 있
다. 가장 규모가 큰 항공사는 중국 남방항공사와 동방항공사 등이다.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6> 중국 국적항공사 좌석수(2019)
항공사
China Southern
Airlines
China Eastern Airlines
Air China
Hainan Airlines
Shenzhen Airlines
Xiamen Airlines
Company
Sichuan Airlines
Shandong Airlines
Spring Airlines
Shanghai Airlines

Mainline
/LCC

국내

국제

총합계

M

118,736,562

11,198,758

129,935,320

M
M
M
M

109,662,299
73,143,865
48,305,220
39,466,431

12,229,474
10,101,394
2,735,628
1,734,214

121,891,773
83,245,259
51,040,848
41,200,645

M

35,408,023

2,808,197

38,216,220

M
M
L
M

35,423,203
32,793,187
18,635,760
19,255,685

1,952,655
1,301,076
3,435,840
1,445,455

37,375,858
34,094,263
22,071,600
20,7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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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제

총합계

Juneyao Airlines
TianJin Airlines

Mainline
/LCC
M
M

18,845,043
18,234,627

1,549,210
510,634

20,394,253
18,745,261

Beijing Capital Airlines

M

16,386,560

427,238

16,813,798

Lucky Air Co. Ltd.
China Express Airlines
China United Airlines
Zhejiang Loong
Airlines Co. Ltd
China West Air
Chengdu Airlines
Tibet Airlines
Donghai Airlines
9 Air
Hebei Airlines
Okay Airways
Kunming Airlines
Guangxi Beibu Gulf
Airlines
Qingdao Airline Co, Ltd
Ruili Airlines
Fuzhou Airlines Co., Ltd
Chongqing Airlines
Changan Airlines
Yangtze River Airlines
Urumqi Airlines
Air Guilin Co. Ltd
Jiangxi Air
Yunnan Hong Tu
Airlines Co. Ltd.
Colorful Guizhou
Airlines
Joy Air
Grand China Air
LongJiang Airlines
Genghis Khan Airlines
Colorful Yunnan
General Aviation
총합계

L
M
L

13,799,432
11,816,456
11,672,959

454,931
60,755
60,489

14,254,363
11,877,211
11,733,448

M

10,925,268

220,123

11,145,391

L
L
M
M
L
M
M
M

9,995,229
7,907,146
6,705,759
6,392,478
5,965,407
5,725,574
5,283,959
5,374,128

54,854
17,883
95,430
116,528
128,709
122,208
299,310
105,800

10,050,083
7,925,029
6,801,189
6,509,006
6,094,116
5,847,782
5,583,269
5,479,928

M

5,175,204

134,725

5,309,929

M
L
M
M
M
M
M
L
M

5,069,025
4,887,644
4,808,735
4,204,120
3,889,600
3,442,090
3,390,710
2,936,488
2,688,727

223,937
190,872

20,261
-

5,292,962
5,078,516
4,808,735
4,316,752
3,889,600
3,442,090
3,410,971
2,936,488
2,688,727

M

2,349,684

-

2,349,684

M

2,186,461

-

2,186,461

M
M
M
M

1,583,356
671,234
374,602
15,912

-

1,583,356
671,234
374,602
15,912

L

378

-

378

총계

733,534,230

53,849,220

787,383,450

항공사

주: 출발 직항 스케줄 자료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1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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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G 스케줄로 국내선과 국제선에 대한 LCC 점유율을 살펴보았다. 국내선의
경우 2010년 2.5%에서 2019년 10.3%로 증가했고, 국제선은 2.8%였는데 15%로
증가했다.

주: Mainline은 지역항공사와 FSC를 포함하고 있음.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5> 중국 Mainline/LCC 점유율

라. 주요 국제노선 운영 현황
OAG 국제선 스케줄 데이터를 통해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항공 여객 시
장을 분석하였다. 2010년 중국의 도착 국가는 65개, 도착 공항은 157곳이었으나
10년 후 77개, 232곳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좌석 수는 약 4천 1백만 석에서 약
1억 석으로 증가하였다. 운항횟수 역시 약 22만 회에서 약 52만 회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중국의 주요 항공사 순위에도 변동이 있었다. 좌석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2010년 중국동방항공이 약 5백만 석으로 1위였고 2019년 역시 1천 2백
만 석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다음으로 중국국제항공, 중국남방항공 순이었
으나 2019년에는 중국남방항공, 중국국제항공 순서로 뒤바뀌었다. 케세이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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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명칭을 바꾼 드래곤에어는 과거 3백만 석에서 약 1백만 석 증가하여 약 4백
만 석으로 4위를 지켰다.
우리나라는 2010년을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각각 약 1백 80
만 석을 기록하며 5, 6위를 차지했지만, 2019년에는 각각 8위와 9위로 떨어졌다.
좌석 수는 대한항공이 약 2백 50만 석, 아시아나가 약 2백 40만 석으로 증가했지
만 순위가 떨어진 것은 급성장세를 보인 중국의 LCCs, 곧 춘추항공, 샤먼항공, 하
이난항공 등이 각각 5, 6, 7위를 차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0년 순위권에 들지 못했던 쓰촨항공이 2019년 약 1백 90만 석으로 10위를
차지한 반면, 2010년 기준으로 7~10위를 차지했던 전일본공수, 일본항공, 싱가포
르항공, 상하이항공은 10년 후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다음으로 좌석 수 기준 중국 국제선 항공시장을 분석해 보았다. 2010년 기준으
로 가장 많은 운항을 한 나라는 홍콩, 한국, 일본 순이었다. 하지만 2019년 1위는
태국이 차지했으며 그 다음 일본, 한국, 홍콩 순이다.
태국은 2010년 약 1백만 석을 운항했으나 현재 약 1천 3백만 석으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좌석 수를 운항하는 나라이다. 일본은 10년 전 약 6백만 석이었고 꾸준
히 증가하며 2019년 두 배 정도 증가한 약 1천 2백만 석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
국은 2016년까지 상승세였지만 약 1천 2백만 석을 기록한 뒤 감소하여 2019년
1천 1백만 석으로 3위에 기록되었다. 홍콩은 10년 전 약 7백만 석이었고, 2014년
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9년 약 9백만 석으로 4위에 올랐다.
대만의 경우 2010년과 2019년 순위는 5번째로 같지만, 약 3백 60만 석에서 약
6백 80만 석으로 좌석 수가 증가하였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10년 동안 꾸준한 성
장을 보이며 각각 6, 7위를 차지했다.
태국 외에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나라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다.
2010년과 2019년 좌석 수를 비교해보면 말레이시아는 약 1백 50만 석에서 약 4백만
석, 베트남은 약 58만 석에서 약 3백만 석으로 약 5배 증가했고, 캄보디아는 약
15만 석에서 2백 80만 석으로 무려 18배나 증가하는 등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이 세 나라는 2016~2017년 약 1백만 좌석씩 증가하며 큰 증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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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중국을 출발하여 도착하는 국가 직항편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6> 2019년 중국 국제선 항공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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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가. 여객·화물 실적과 전망
2018년 실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전체 여객은 약 3억 2천만 명에 달하
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그중에서 국내 여객은 약 2억 2천만 명,
국제여객은 약 1억 명이며, 국내 여객은 2.7%, 국제 여객은 10.8%의 연평균 성장
을 기록하였다. 화물은 약 5백 60만 톤으로 평균 1.8% 증가했다.
<표 3-7> 일본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여객

200,640,204

204,292,583

209,494,258

217,935,837

222,788,816

국제여객

66,697,889

75,761,260

84,578,608

93,459,274

100,524,753

여객전체

267,413,320

280,176,177

294,074,666

311,395,966

323,314,581

국내화물(톤)

1,858,132

1,815,084

1,769,763

1,741,858

1,645,833

국제화물(톤)

3,433,056

3,493,241

3,652,238

4,092,716

4,038,421

화물전체(톤)

5,291,188

5,308,332

5,422,003

5,834,576

5,684,254

주: 화물은 순화물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일본의 항공 여객에 대한 수요 예측을 보면 2040년까지 연평균 2.5%씩 증가하
여 약 5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고 국내선은 연평균 1.4%씩 증가하여
약 3억 명 증가, 국제선은 연평균 4.2%씩 증가하여 약 2억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항공 화물은 연평균 2.3%씩 증가하여 약 9백 8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3-8> 일본 2040년 수요 예측 전망
구분

2018(현실적)

2040

연평균 성장률

국내여객

222,788,816

303,021,817

1.4%

국제여객

100,524,753

248,993,653

4.2%

전체 여객

323,314,581

552,023,575

2.5%

전체 화물(톤)

5,891,461

9,786,724

2.3%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CI World Airport Traffic Forecasts(WATF) 2019-2040.

제3장 아시아 항공시장 현황 분석

91

나. 공항별 실적
일본공항의 위치와 실적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그림 3-7> 일본 항공 실적 및 공항 위치도

2018년 기준으로 일본 공항별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을 비교해보았다. 가장
많은 여객 수를 차지한 곳은 하네다공항(HND)으로 여객 수가 약 8천 6백만 명이
다. 그중에서 국내 여객이 약 6천 8백만 명으로 하네다 공항 전체 여객의 79%를
차지하고 국제여객은 약 1천 8백만 명이다. 하네다공항의 화물 실적은 약 1백만
톤이다. 두 번째는 나리타공항(NRT)으로, 전체 여객 수는 약 4천 2백만 명이며 국
내여객은 약 7백만 명, 국제여객은 약 3천 4백만 명이다. 나리타공항은 또한 국내
화물 전체 실적이 가장 높은 공항으로, 약 2백 20만 톤을 기록했다. 세 번째는 간
사이공항(KIX)이다. 이 공항은 전체 약 2천 8백만 명이 이용했으며 국내여객은 약
6백만 명, 국제여객은 약 2천 2백만 명이 이용했다.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은 일본의 88개 공항 중 국내 여객 수보다 국제 여객
수가 많은 두 곳이다. 나리타공항의 경우, 국제 여객 수가 약 3천 5백만 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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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여객 수의 82%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국내 여객은 약 7백만 명 정도이다. 간사
이공항은 국제 여객 수가 약 2천 2백만 명으로 전체 여객 수의 77%이고, 국내 여
객 수는 약 6백 50만 명이다.
이타미 공항(ITM)의 경우, 간사이 공항(KIX)이 개항한 후부터 국내선만 운영해
왔다. 국내여객은 약 1천 6백 명으로 여객 전체 실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7위를 차
지하지만, 국내여객 실적만 비교해보면 5위이다.

다. 항공사별 실적
일본의 국적항공사는 18개로, 그 중 LCC는 7개이며, 모두 국내선이 국제선보다
많다. 일본 전체 항공사 좌석수 1억 6천만 석 중 LCC는 3천만 석으로 18%를 차지
한다. 항공사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9> 일본 국적항공사 좌석수(2019)
항공사
All Nippon Airways
Japan Airlines
Skymark Airlines
Jetstar Japan
Peach Aviation Limited
Solaseed
AirDo
Japan Transocean Air
Star Flyer
Fuji Dream Airlines
IBEX Airlines
Vanilla Air
Japan Air Commuter
Ryukyu Air Commuter
Spring Airlines Japan
AirAsia Japan
Oriental Air Bridge Co., Ltd. (ORC)
Amakusa Airlines
총합계

Mainline/
LCC
M
M
L
L
L
L
M
M
M
M
M
L
M
M
L
L
M
M
총계

국내

국제

총합계

60,554,044
43,168,428
9,991,827
6,412,830
4,299,840
4,652,412
4,483,296
4,253,970
3,450,750
2,298,408
1,476,370
1,045,440
1,139,389
950,698
691,362
500,400
417,028
144,960
149,931,452

6,790,500
5,615,879
6,549
275,580
1,581,660

67,344,544
48,784,307
9,998,376
6,688,410
5,881,500
4,652,412
4,483,296
4,253,970
3,551,850
2,298,408
1,476,370
1,417,680
1,139,389
950,698
943,299
560,520
417,028
144,960
164,987,017

주: 출발 직항 스케줄 자료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101,100

372,240

251,937
60,120

15,05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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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선과 국제선에 대한 LCC 점유율을 OAG 스케줄로 분석하였다. LCC
국내선 점유율은 2010년 3.0%에서 18.5%로 6배 증가하였다. 국제선에는 과거
1.9%였던 것에 반해 2019년 기준으로 26.1%로 증가하였다.

주: Mainline은 지역항공사와 대항항공사를 포함하고 있음.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8> 일본 Mainline/LCC 점유율

라. 주요 국제노선 운영 현황
OAG 국제선 스케줄 데이터를 통해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항공 여객 시
장을 분석하였다. 일본 국제선의 도착 국가는 2010년 45개국에서 2019년 58개국
으로 증가하였다. 도착 공항 수 또한 과거 121개에서 2019년 164개로 증가하였
다. 일본의 전체 좌석 수는 약 3천 5백만 석에서 약 6천 5백만 석으로, 총 운항
횟수는 약 16만 회에서 약 30만 회로 증가했다. 일본을 출·도착하는 항공사 수는
87개에서 44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131개가 있다.
일본에서 운항하는 국제선 항공사를 좌석 수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다. 주요 항
공사 최고 순위 10곳의 순위 변동이 있었다. 2010년에는 일본항공이 약 4백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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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차지하여 1위였고, 민간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가 약 3백만 석으로 2위였
다. 하지만 10년 후 2019년 기준으로 전일본공수가 약 6백 80만 석으로 1위, 일본
항공이 약 5백 60만 석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한편 2010년 우리나라 항공사는 3, 5위를 차지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기준 각각 4, 9위를 차지하며 순위가 떨어졌다. 더욱 주목할 점은 순위가
하락한 것뿐 아니라 10년 전 3백 30만 석이었던 대한항공은 약 2백만 50만 석,
약 2백만 석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은 약 1백 70만 석으로 좌석 수도 감소했다는 것
이다. 7위에는 2010년 순위에 없던 우리나라 LCC인 제주항공이 순위권에 새롭게
진입하며 약 1백 90만 석을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LCCs이 일본노선을 공
격적으로 취항하면서 FSCs의 좌석이 줄어든 결과를 보여준다.
일본에서 운항한 나라별 국제선 스케줄을 좌석 수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9
년까지 비교분석해 보았다. 2010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운항한 나라는 우
리나라였고 그 수는 약 6백 80만 석, 2위는 약 6백 10만 석의 중국이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가장 많이 운항하는 나라 1위에 중국, 2위에 우리나라가 올랐다. 2015
년부터 중국으로의 운항 좌석이 약 8백 50만 석을 초과하며 우리나라 운항 좌석 수
인 7백만 석을 뛰어넘었다. 2017년 우리나라가 약 1천 1백만 석으로 앞지르며 다시
순위가 뒤바뀌었으나 2019년 일본과의 갈등으로 중국이 다시 1위를 차지하였다.
과거 4위였던 대만은 높은 성장으로 3위였던 미국과 순위가 바뀌었다. 2010년
의 대만행 운항 좌석 수는 약 3백 10만 석이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약 1백만 석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며 2019년 기준으로 약 8백 30만 석을 기록
했다. 반면 미국은 2010년 약 5백만 석에서 2019년 약 6백만 석으로 좌석 수는
증가하였으나 순위는 한 단계 내려갔다. 이외 홍콩,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
시아는 많은 좌석 수 증가를 보였고 싱가포르가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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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기준 일본 출발하여 도착하는 국가 직항편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9> 2019년 일본 국제선 항공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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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남방 항공시장 분석
1. 신남방 국가 항공시장
신남방 국가들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
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브루나이로 이루어져 있다. 항공 여객 시장도 전 세계에
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며, 해당 국가들은 기후·문화·관광
여건이 좋아 앞으로도 항공시장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ACI 전망에 따르면
여객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2040년까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국가로 1위가 베트
남, 4위 필리핀, 5위 인도네시아, 10위가 말레이시아로 분석되었다.193)
신남방 10개국은 아세안 공동경쟁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
국과 일본이 각 국가들과 항공자유화 및 관련 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개국 중 9개국과 직항자유화에 합의한 상황이다.194)
신남방 국가의 항공시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남방 국가 중 가장 항
공 여객이 많은 국가는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순이다.195)

193) ACI(2019), ｢ACI World Airport Traffic Forecasts(WATF) 2019-2040｣ ACI World Airport Traffic

Forecasts(WATF) 2019-2040.
194) 연합뉴스(2019.11.24.), ｢[한-아세안] 브루나이와 직항 자유화 합의…무제한 운항 가능｣, https://www.yna.
co.kr/view/AKR20191124023700003 (검색일: 2020.09.15.)
195) 본 연구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위해 OAG 데이터를 사용했다. 하지만, 몇 개국의 데이터가 수집되지않는
한계점이 있어 본 절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자료는 월드뱅크 자료 자료도 같이 사용하였다.
(월드뱅크 자료는 ICAO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각국의 국적항공사, 국내+국제 데이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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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월드뱅크에서 제공하는 항공여객은 ICAO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ICAO는 자국항공사의 실적을
담고 있음.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WorldBank(2019), “월드뱅크 데이터”, 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20.05.07.)

<그림 3-10> 신남방 국가 여객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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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국가들에서 출발하는 노선 스케줄의 지역별 도착 수를 살펴보면, 주변 동
남아시아 국가가 가장 많고, 동북아 지역, 중동과 남서태평양 순으로 많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11> 신남방 국가 – 지역별 노선 스케줄(2019)

신남방 국가들의 출발하는 노선 스케줄 중 한·중·일 도착 수를 살펴보면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많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12> 신남방 국가 – 한·중·일 노선 스케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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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국가들의 아시아 국가 환승 공항 이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중·일 국가 중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광저우 바위윈(CAN)공항을 가장 많
이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천공항을 많이 이용하여 북미 지역으로 이동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신남방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주변의 싱가포르
공항, 홍콩 공항, 대만 공항을 환승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

주: 주황색은 10만 이상 환승하는 공항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ser.

<그림 3-13> 신남방 국가 환승 국가(2019)

신남방 국가 중 우리나라에서 환승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국가 순이다. 한·중·일 3국의 역외 환승시장은 중국이 크며, 환승 시장 중
가장 큰 북미 시장의 순위는 일본, 한국, 중국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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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ser.

<그림 3-14> 신남방 국가 – 한국 환승 - 도착 지역(2019)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ser.

<그림 3-15> 신남방 국가 – 중국 환승 - 도착 지역(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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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ser.

<그림 3-16> 신남방 국가 – 일본 환승 - 도착 지역(2019)

신남방 국가들의 얼라이언스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월드는 말레이시아, 스
카이팀은 베트남, 스타얼라이언스는 싱가포르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2019년 신남방 국가별 얼라이언스.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17> 2019년 신남방 국가 얼라이언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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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남방 주요 국가 교통 정책
가. 주요 국가 교통 정책
1)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수립
아세안은 2016년 제28차·29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MPAC 2025,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을 채택했
다. 이 계획은 회원국 간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개발 격차를 줄이고 경제 통합을
이루겠다는 비전하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
혁신 △인적 이동 등 5개 전략 분야를 포함한다.196) 이와 관련해 아세안 사무국은
2019년 6월 10일 브리핑에서 위 마스터플랜 이행을 위한 인프라 협력 계획을 공
개하고 초기 진행 사업 19개를 발표했다.197)

｢

자료: 1) 원자료: ASEAN 한국 대표부, 2) 연합뉴스(2019.06.10.), 아세안, 인프라 구축 협력 ‘우선순위’ 19개
사업 발표 ,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0136300104(검색일: 2020.07.30). 그림 인용

｣

<그림 3-18> 아세안, 인프라 구축 협력 ‘1순위’ 19개 사업 발표

196) ASEAN(2016),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p.7 (비전, 전략의 내용임)
197) 연합뉴스(2019.06.10.), ｢아세안, 인프라 구축 협력 ‘우선순위’ 19개 사업 발표｣, https://www.yna.co.kr
/view/AKR20190610136300104. (검색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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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4일에는 아세안 사무국과 인프라스트럭처 아시아(Infrastructure
Asia)가 주관하는 아세안 인프라스트럭처 논의(ASEAN Infrastructure Discussion
Series)의 첫 세션이 시작되었고 향후 우선순위 사업 19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
행될 예정이다.198)
<표 3-10> ASEAN Initial Pipeline Projects
국가

분류

프로젝트명

유형

비용*

브루나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교량
도로
철도
공항

미개발지
개발지
미개발지
개발지

219
22
865
27

인도네시아

철도

미개발지

500

인도네시아

교량

미개발지

63

인도네시아

교량

미개발지

676

라오스
베트남

철도
철도

미개발지
미개발지

3,457
1,587

라오스

철도

미개발지

2,306

라오스

도로

개발지

76

라오스

에너지

미개발지

400

베트남

에너지

미개발지

400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철도
철도
철도
철도

Tunnel to Brunei Temburong Bridge
Jalan Labu Road Upgrading
Phnom Penh Bavet Railway
H.A.S. Hanandjoedin Airport
Trans-Sumatra
Railway:Jambi-Betung-Palembang
Trans-Sumatera Toll Road: Kuala
Tanjung-Tebing Tinggi-Parapat
Trans-Sumatra Toll Road:
Palembang-Tanjung Api-Api
Vientien-Mu Gia Railway
Mu Gia-Vung Ang Railway
Thakhek-Savannakhet-Pakse-Vang Tao
Railway
National Road No.18A Upgrading
Lao PDR-Viet Nam Power Interconnector
(North)
Viet Nam-Lao PDR Power Interconnector
(North)
Muse-Mandalay Railway
Tamu-Kalay-Mandalay Railway
Dawai-Hitki Railway
Mawlamyine-Ye-Dawei Railway Upgrade

미개발지
미개발지
미개발지
개발지

4,000
2,500
2,200
415

미얀마

도로

Kan Pai Ti-Myitkyina-Tigyaing Expressway

미개발지

840

미얀마
미얀마
태국

도로
교량
교량

Takaw-Kyaington Road Upgrading
Hpa-An Bridge
5th Thai-Lao Friendship Bridge

개발지
미개발지
미개발지

216
25
80

–

주: * 추정금액, 백만$, 해당자료를 편집 및 인용함.
자료: ASEAN(2019), “Enhancing ASEAN Connectivity: project briefs”, p. 11. https://asean.org/?static_post=
enhancing-asean-connectivity-initial-pipeline-asean-infrastructure-project.(검색일: 2020.09.01.)

198) ASEAN(2020.05.14.), “ASEAN Secretariat, Infrastructure Asia hold inaugural ASEAN Infrastructure
Discussion Series”, https://asean.org/asean-secretariat-infrastructure-asia-hold-inauguralasean-infrastructure-discussion-series/(검색일: 2020.08.11.)

104

2) 쿠알라룸푸르 교통 전략 계획(ASEAN Transport Strategic Plan, 2016-2025)199)
2010년 채택된 아세안 전략교통계획(BAP, Brunei Action Plan 2011-2015)의
후속으로 ‘ASEAN Connectivity Masterplan 2025’를 지원한다. 이 계획의 항공 부
문에는 EU, 일본, 인도, 한국과의 항공 연결성 확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아세안 및 아세안 해당국들과 3·4·5차 항공 자유화를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3) 신남방 국가 공항개발 사업
공항개발 사업은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
아, 싱가포르에서 공항 개발 프로젝트가 계획 진행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다.
<표 3-11> 신남방 국가 공항개발 사업
국가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공항개발 사업
- 투자계약 건200)
· Sibolga 공항, Silangit 공항, Kualanamu201) 공항에 위치한 공항도시 건설,
발리의 웅우라이(Ngurah Rai) 국제공항-철도 네트워크
- 정부 주도 공항개발사업202)
· 북부 술라웨시 마나도(Manado)의 Juanda 공항 및 Sam Ratulangi 공항,
남부 술라웨시의 Sultan Hasanuddin 공항, 암본(Ambon)의 Pattimura
공항, 족자카르타 국제공항(YIA), 롬복(Lombok) 공항, 쿠팡(Kupang)의
El Tari 국제공항 등 7개의 공항 건설
기타 개발사업으로 바탐 섬에 위치한 바탐 공항 건설 계획이 있음203)
파타야 남부 우타파오(U Tapao) 공항도시 프로젝트204)
왕싸이 국제공항 확장사업205)
신 마닐라 국제공항, 네그로스 옥시덴탈의 바콜로드(Bacolod-Silay), 다바오
(Davao), 일로일로(Iloilo), 까가얀데오르의 라귄딩건(Laguindingan), 보홀 신공
항(panglao)의 공항 건설·운영, 막탄 세부 국제공항 개선 사업206)
- 호치민의 관문 롱탄(Long Thanh) 국제공항 건설, 탄손낫 국제공항, 하노이
노이바이(Noi Bai) 국제공항. 하이퐁의 깟비(Cat Bi) 국제공항, 후에시의
푸바이(Phu Bai) 국제공항, 다낭의 추라이(Chu Lai) 공항, 응에안 성의
빈(Vinh) 국제공항 등의 확장 사업, 화물분야 다낭(Chu Lai) 국제공항과
사파(Sapa) 공항 확장207)
- 씨엠립 공항,208), 코콩(Koh Kong),209), 따끄마우 공항개발210)
- 쿠알라룸푸르 공항 확장211)
- 터미널 5(T5) 건설 사업212)
-

199) ASEAN(2019), ｢Kuala Lumpur Transport Strategic Plan 2016-2025(Asean Transnsport Strategic
Plan)｣, (검색일: 2020.08.11.). 여러 페이지를 토대로 참고하여 작성

제3장 아시아 항공시장 현황 분석 105

제3절 신북방 항공시장 분석
1. 신북방 국가 항공시장
신북방 국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아제
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몰디브, 키르키스스탄, 탄자니아, 몽골, 트루크
메니스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많은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와의 경제적 의존도
200) ACI(2020), ｢“ACI World Airport Development”｣, News Issue 03/2018, https://aci.aero/news/
momberger-airport-information/ (검색일: 2020.08.03.)
201) 시볼가와 실랑깃 공항은 수마트라의 대표적 관광자원 또바호(이중 칼데라)의 북동부와 남동부에 위치한 곳에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계획으로, 발리를 넘어선 차세대 관광지 개발 및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조꼬위 정부의
계획이 반영된 것임
202) pwc(2020.05.19.), ｢“Angkasa Pura I confirms delay in development project completion schedule
of 4 airports”｣, https://www.pwc.com/id/en/media-centre/infrastructure-news/may-2020/
angkasa-pura-i-confirms-delay-in-development-project-completion-schedule-of-4-airports.
html. (검색일: 2020.07.31.)
203) ASEAN(2019), ｢“Enhancing ASEAN Connectivity: project briefs｣”, https://asean.org/?static_po
st=enhancing-asean-connectivity-initial-pipeline-asean-infrastructure-project. (검색일: 2020.
06.22.)
204) ACI(2020), ｢“ACI World Airport Development｣” News Issue 02/2020, https://aci.aero/wp-cont
ent/uploads/2020/05/ACI-2-20.pdf. (검색일: 2020.08.12.)
205) Airport Technology, ｢“Wattay International Airport, Vientiane｣”, https://www.airport-technology.
com/projects/wattay-international-airport-vientiane/. (검색일: 2020.08.12.)
206)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R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https://dotr.gov.ph/2014-09-02-05-02-30.html. (검색일: 2020.08.12.)
207) Airport Technology, ｢“Long Thanh International Airport”｣, https://www.airport-technology.com
/projects/long-thanh-international-airport/. (검색일, 2020.08.12.)
208) ACI(2018), “ACI World Airport Development”, News Issue 04/2018, https://aci.aero/news/
momberger-airport-information/ (검색일: 2020.08.12.)
209) 씨엠립 대한민국 분관 (2020.05.18.), ｢신규 시엠립 국제공항, 예정대로 2023년 완공 예정｣, 뉴스레터
Vol. 020, http://overseas.mofa.go.kr/kh-siemreap-ko/brd/m_2423/view.do?seq=1345613 (검
색일: 2020.08.12.)
210) Airport Technology(2018.01.17.), ｢“Cambodia approves $1.5bn airport in Phnom Penh”｣, http://
globaltransportupdate.com/2018/01/17/cambodia-approves-1-5bn-airport-in-phnom-penh/
(검색일: 2020.08.12.)
211) The Edge Markets(2020.02.25.), ｢“MAHB goes ahead with RM600 mil upgrade at KLIA”｣, https://
www.theedgemarkets.com/article/mahb-goes-ahead-rm600-mil-upgrade-klia. (검색일: 2020.
06.02.)
212) CNA(2020.06.16.), ｢“Changi Airport Terminal 5 construction 'paused' for at least two years:
Khaw Boon Wan”｣,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changi-airport-terminal
-5-construction-paused-khaw-boon-wan-12840364. (검색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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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다. 유럽과 지리적 거리가 가까워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항공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 월드뱅크에서 제공하는 항공여객은 ICAO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ICAO는 자국 항공사의 실적을
담고 있음.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WorldBank(2019), “월드뱅크 데이터”, 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20.05.07.)

<그림 3-19> 신북방 국가 여객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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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 국가들에서 출발하는 노선 스케줄의 지역별 도착 수는 유럽, 북동아시
아, 중앙아시아 순으로 많다. 유럽의 많는 도착 스케줄 수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깝고,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활동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20> 신북방 국가 – 지역별 노선 스케줄(2019)

신북방 국가에서 출발하여 한·중·일로 도착하는 스케줄 수는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많다. 신북방 지역의 모든 나라에서 중국과의 스케줄 수가 많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21> 신북방 국가 – 한·중·일 노선 스케줄(2019)

108

신북방 국가들은 한·중·일 공항 중 인천공항을 통해 가장 많이 환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 주황색은 10만 이상 환승하는 공항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22> 신북방 국가 환승 국가(2019)

우리나라를 통해 환승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가는 러시아, 몽골리아, 우즈베키
스탄 국가 순이다. 한·중·일 3국 중 역외 환승시장은 한국이 가장 크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23> 신북방 국가 – 한국 환승 - 도착 지역(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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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24> 신북방 국가 – 중국 환승 - 도착 지역(2019)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25> 신북방 국가 – 일본 환승 - 도착 지역(2019)

신북방 국가들의 얼라이언스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월드는 러시아, 아르
메니아, 스타얼리이언스는 조지아에서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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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신남방 국가별 얼라이언스.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26> 2019년 신북방 국가 얼라이언스 분석

2. 신북방 주요 국가 교통 정책
가. 주요 국가 교통 정책
1)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213) 내 교통 연계성 강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최고위원회(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가
2015년 발간한 교통 보고서는 2014년 5월 29일 EAEU 조약을 통해 합의된 교통
정책을 설명한다.214) 이는 경제 통합을 보장하고 공동 운송지역의 점진적인 도입
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회원국 간 도로운송 통제 완화 △ 회원국의 화물 철
도 관세 및 환승 적용 조건 제정 △ 철도 인프라에 대한 접근 원칙 등을 포함한다.

213) EAEU(2020) 홈페이지, http://www.eaeunion.org/?lang=en#about-countries (검색일: 2020.07.16.).
2020년 8월 기준 여섯 개국 참여: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214) EEC(2015), ｢“TRANSPORT”｣,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search/results.aspx?k
=%22transport%22. (검색일: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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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이러한 연계성 강화 정책은 “실크로드 경제 벨트(Silk Road Economic Belt)”

프로젝트, “유라시아 횡단 회랑(Eurasian Transcontinental Corridor)” 건설 등으
로 진행 중이다. 항공운송과 관련해서는 회원국의 항공사에 대한 점진적 화물 운
송 자유화 프로그램(2016-2025)이 채택되었다.216)

주: 해당 홈페이지에서 그림을 인용
자료: EEC(2015), “TRANSPORT”,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search/results.aspx?
k=%22transport%22(검색일: 2020.07.25.)

<그림 3-27> EAEU 회원국의 영토를 지나는 주요 도로 및 철도망

주: 해당 홈페이지에서 그림을 인용
자료: EEC(2015), “TRANSPORT”,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search/results.aspx?
k=%22transport%22(검색일: 2020.07.25.)

<그림 3-28> 실크로드 경제벨트(중국-유라시아 지역): 화물 운송용

215) EEC(2015), “TRANSPORT”,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search/results.aspx?k
=%22transport%22(검색일: 2020.07.25.)
216) EEC(2020) 홈페이지, ｢“Air Transport 부분｣”,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energetikaiinfr/transport/air/Pages/default.aspx. (검색일: 2020.08.12.)

112

제4절 시사점
1. 한·중·일 항공 시장과 전망
① 한·중·일 실적(여객, 화물)
우리나라 항공여객 시장에서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국내여객은 연평균
6.1% 증가, 국제여객 10.5% 증가, 국내선 화물은 5.1% 감소, 국제선 화물은 2%
증가하였다. 중국은 국내여객 10.5% 증가, 국제여객 14% 증가, 국내화물 4.8% 증
가, 국제화물 7.3% 증가, 일본은 국내여객 9.3% 증가, 국제여객 10.1% 증가, 국내
화물 1.3% 증가, 국제화물 4.3% 증가 되었다.
3개국 중에 중국은 앞서 보았듯이 공항개발 분야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그림 3-29> 한·중·일 여객과 화물과 추이

② 한·중·일 인구 대비
3개국의 인구 대비 항공여객은 우리나라가 1.71로 가장 높았다. 또한 2012년부
터 급속한 증가 추세인 LCCs 및 내국인 수요의 높은 비중도 중국이나 일본과 구별
되는 특징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2018년 기준 인구 대비 항공여객 0.44로, 2000년 전까지 완만하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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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구 규모와 경제성장으로 봤을 때 장기
적으로 인구 대비 항공여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은 2018년
기준 인구 대비 항공여객 1.0으로 2000년 전까지 꾸준히 성장했으나, 그 후 경제
불황으로 2011년까지 감소했다. 최근 국내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이전을 수준
을 회복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 월드뱅크에서 제공하는 항공여객은 ICAO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ICAO는 자국항공사의 실적을 담고 있음
자료: WorldBank(2019), “The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20.05.07.)

<그림 3-30> 한·중·일 항공여객 1인당 통행 추이

③ 한·중·일 수요 예측 전망
ACI에서는 매년 주요 국가들에 대해 국내·외 여객 및 화물에 대한 예측을 제공
하고 있다. 전망에 따르면 3개국 모두 항공운송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3개국 중 특히 중국이 매년 7%의 성장으로 약 6억 9천 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물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2040년까지 1.1% 성장률
전망으로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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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한·중·일 2040년 수요 예측 전망
구분

한국

중국

일본

구분

2018(현실적)

2040

연평균 성장률

국내여객

64,053,710

134,325,490

3.4%

국제여객

86,463,569

226,561,370

4.5%

전체여객

150,610,192

360,909,271

4.1%

전체화물(톤)

3,257,878

4,118,924

1.1%

국내여객

1,101,491,120

2,793,840,978

4.3%

국제여객

153,841,494

686,410,892

7.0%

전체여객

1,266,226,016

3,500,975,190

4.7%

전체화물(톤)

16,691,531

34,351,146

3.3%

국내여객

222,788,816

303,021,817

1.4%

국제여객

100,524,753

248,993,653

4.2%

전체여객

323,314,581

552,023,575

2.5%

전체화물(톤)

5,891,461

9,786,724

2.3%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CI World Airport Traffic Forecasts(WATF) 2019-2040.

2. 한·중·일 공항과 항공사
① 한·중·일 공항 연결성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국제 공항들 중에 여객 실적이 100만 명 이상되는 공항
을 연결성이 있는 공항으로 판단하여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는 인천, 김포, 제주,
김해 4개 공항이 해당된다. 이 기준에선 중국은 40개 이상이며, 동남부를 중심으
로 이용객 100만 명 이상인 공항이 많고, 특히 신남방 국가와 가까운 공항은 약
10개 공항이며 서쪽은 우루무치공항만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공항
의 위치와 실적은 주변에 있는 신남방, 신북방 지역의 환승과 O/D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이 기준에선 9개 공항이 분류되며, 지형적인 여
건으로 인해 남북으로 길게 분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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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8년도 국제선 실적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그림 3-31> 한·중·일 국제 여객 100만 이상 공항

② 한·중·일 공항과 항공사 경쟁력
아시아 지역의 공항을 대상으로 군집 분석(좌석수 기반)을 실시 했을때 제1그
룹으로 속한 공항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인천공항, 중국은 베이징, 푸동, 광저우
공항, 일본은 하네다 공항이 이에 속한다. 신남방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의 싱가
포르공항과 쿠알라룸프공항, 태국의 수완나폼공항이 여기에 포함되었고, 신북방
국가의 공항은 1그룹에 속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군집 분석(국제선 좌석 수 기준)을 실시하면, 7개 항공사
가 선두 그룹에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이 포함되었고. 중국은 남방항
공, 동방항공, 일본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남방 국가들에서는 싱가포르 항
공, 에어아시아, 캐세이퍼시픽, 타이항공이 포함되었고, 신북방 국가에는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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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3-32> 아시아 지역 공항&항공사 군집 분석

전 세계적으로 LCC의 국제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3개국의 국제선
좌석 수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LCCs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좌
석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3개국 모두 저비용항공사는 한·중·일을 가장 중
요한 시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우리나라 LCC가 중국이나 일본
보다 우선 양적 조건에선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3-13> 한·중·일 LCC 좌석수
국가

한국

중국

항공사명
Jeju Airlines

좌석수
10,293,417

Jin Air

6,145,332

T'way Air
Air Busan

5,240,905
4,778,943

Eastar Jet

3,913,437

Air Seoul, Inc
총계

2,188,706
32,560,740

Spring Airlines

6,884,280

Lucky Air Co. Ltd.
Ruili Airlines

923,651
381,744

9 Air

257,229

China United Airlines
China West Air

120,546
109,606

Chengdu Airlines

38,069

총계

8,7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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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본

항공사명
Peach Aviation Limited

좌석수
3,162,780

Vanilla Air

744,840

Jetstar Japan
Spring Airlines Japan

551,520
503,874

AirAsia Japan

120,240

Skymark Airlines
총계

13,098
5,096,352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한·중·일 항공시장을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개국의 항공시장은 각
각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한편으로
는 서로의 항공시장에 의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서로 의존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이 가장 큰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항공 여객 시장이고, 중국과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항공 여객 시장과 항공 화물 시장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항공 여객 시장은 내국인 수요
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여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좁은 국토로 인해 공항 또한 정책적으로 인천공항에 집중하고 있는데, 향후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다른 공항으로 배분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
리고 중국의 노선 및 공항 개발 확장세가 점점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각 지역 공항별로 노선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활용할
필요가 있다.

3. 한중일과 아시아(신남방·신북방) 간의 항공 시장 검토
신남방 국가와 한중일 간 주요 스케줄과 환승 수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우
리나라는 신남방 국가별 직항 좌석수가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순으로 많고, 환승 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많다.
중국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순으로 직항 좌석수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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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환승 수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순으로 많다. 일본은 직
항 좌석수가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순으로 많고, 환승 수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순으로 많다.
<표 3-14> 한·중·일 - 신남방 주요 국가 스케줄과 환승 수

–

국가

한국

중국

일본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한·중·일
신남방 주요 국가 직항 스케줄과 환승 빈도
직항 좌석수
환승 빈도
베트남(5,644,488 / 51.8%)
1) 필리핀(373,294)
필리핀(3,331,464 / 43.6%)
2) 베트남(322,658)
태국(2,894,139 / 14.3%)
3) 태국(189,724)
말레이시아(1,466,571 / 22.1%)
4) 인도네시아(84,657)
싱가포르(920,846 / 12.4%)
5) 싱가포르(79,222)
태국(13,188,722 / 65.4%)
1) 태국(1,070,112)
싱가포르(4,521,359 / 60.8%)
2) 베트남(587,311)
말레이시아(4,169,951 / 62.8%)
3) 필리핀(460,726)
베트남(3,335,964 / 65.4%)
4) 싱가포르(426,726)
캄보디아(2,808,520 / 90.5%)
5) 캄보디아(407,738)
태국(4,092,338 / 20.3%)
1) 필리핀(241,713)
필리핀(2,228,269 / 29.2%)
2) 베트남(207,662)
싱가포르 (1,992,947 / 26.8%)
3) 태국(193,599)
베트남 (1,907,525 / 17.5%)
4) 싱가포르(169,037)
말레이시아 (1,000,503 / 15.1%)
5) 인도네시아(118,483)

주: 직항 좌석수는 2019년 기준 OAG Schedule이며, 환승 빈도는 OAG Traffic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Traffic

신남방 국가는 기후·문화·관광 여건이 좋아 지속적으로 항공 여객 시장이 증가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른 지역들보다 항공 여객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남방 국가 10개국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와 항공협정을 체결했을 만큼, 중요한 항공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남방 지역은 태국, 말레이시아가 강한 항공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신남방
국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홍콩, 대만 역시 강한 항공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신남방
지역은 경쟁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항공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공시장의 강
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국가들의 항공 시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신남방 지역은 항공시장의 지속 성장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필
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국가들이 공항개발 및 확장을 진행
중에 있다. 이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공항개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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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을 통해 이미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추진 중인 공항개발 사업
에 도전해 볼 만하다.
환승은 역외인 북미(미국, 캐나다)지역을 최종 목적지로 하고 있는데, 신남방 국
가에서는 한·중·일 중 거리가 더 가까운 중국 공항 이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하지만 베트남과 필리핀은 우리나라를 통해 환승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나 해당 국가와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신남방 국가들의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북방 국가와 한중일 간 주요 스케줄과 환승 수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우
리나라와 신북방 국가 직항 좌석수로 보면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
탄 순으로 많고, 환승 수는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국가 순으로
많다. 중국은 직항 좌석수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많고, 환승 수는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많다. 일본은 직항 좌석수가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
르크메니스탄 순으로 많고, 환승 수는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
으로 많다.
<표 3-15> 한·중·일 - 신북방 주요 국가 스케줄과 환승 수

–

국가

한국

중국

일본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한·중·일
신북방 주요 국가 직항 스케줄과 환승 빈도
직항 좌석수
환승 빈도
러시아(971,241 / 26.8%)
1) 러시아(114,938)
몽골(278.372 / 53.4%)
2) 몽골(56,058)
우즈베키스탄(183,357 / 64.4%)
3) 우즈베키스탄(39,423)
카자흐스탄(123,908 / 34.9%)
4) 카자흐스탄(14,861)
5) 러시아(2,275,313 / 62.8%)
1) 러시아(259,446)
카자흐스탄(223,222 / 62.8%)
2) 몽골(66,071)
몽골(187,532 / 36.0%)
3) 카자흐스탄(42,260)
우크라이나(108,504 / 100.0%)
4) 키르기스스탄(24,917)
우즈베키스탄(86,411 / 30.4%)
5) 우즈베키스탄(24,868)
러시아(374,740 / 10.3%)
1) 러시아(34,378)
몽골(55,704 / 10.7%)
2) 몽골(5,100)
우즈베키스탄(14,820 / 5.2%)
3) 우즈베키스탄(111)
카자흐스탄(8,134 / 2.3%)
4) 카자흐스탄(9)
투르크메니스탄(582 / 1.6%)
5) -

주: 직항 좌석수는 2019년 기준 OAG Schedule이며, 환승 빈도는 OAG Traffic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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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 지역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깝고, 종교와 문화가 아시아권들 국가들과
다르다. 또한 신북방 지역들은 러시아 관계와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항공 여객 수요가 많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항공 여객이 관광 수요보다는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신북방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이 많지만 천연 자원과 관광 자원
이 풍부해 향후 충분한 항공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점은, LCC의 경우 주력 항공기인 737-800의 운항거리가 약 5,000km 정도에 불과
해 대부분의 신북방 국가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신남방
국가 중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는 접근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FSCs가 신북방 국가들로의 노선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항개발은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이 계획 중
에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을 통해 진행한바 있
고, 관련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공항개발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신북방 국가의 역외 환승시장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역외 환승은 북미지역
으로의 환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한·중·일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신
북방 국가와 가장 큰 환승 시장을 가지고 있어 계속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신남방·신북방 지역 국가들은 한·중·일 국가의 여행객을 가장 큰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기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신남방과 신북방 전체 국가를 대상
으로 시장을 진출하기보다는, 유망있는 소수 국가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진출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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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1. 네트워크 분석의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그래프 이론(graph theory)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흐름의 결절점인 노드(node)
와 흐름의 통로인 링크(link)로 구성된 유무형의 연결체계를 가리킨다(이덕희,
2008).217)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은 네트워크 이론에 따라 복잡한 현실
세계의 네트워크를 노드 간 링크의 유무 또는 속성(거리, 이동량 등)에 기반한 수
리적 행렬로 표현하고, 다양한 계량 지표들을 통해 노드 및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
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실증적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Barabási and Albert,
1999; Guimera et al., 2005).218)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Derrible and
Kennedy, 2011),219) 도로(Xie and Levinson, 2009),220) 철도(Sen et al., 2003

217) 이덕희(2008), 네트워크 이코노미(부분과 전체의 복잡성에 대하여), 동아시아.
218) 1) Barabási, A. L. and R. Albert(1999), ｢“Emergence of scaling in random networks”｣, Science,
286(5439), pp. 509-512.
2) Guimera, R., Mossa, S., Turtschi, A., and Amaral, L. N.(2005), ｢“The worldwide air transportation
network: Anomalous centrality, community structure, and cities’ global rol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2(22), pp. 7794-7799.
219) Derrible, Sybil & Kennedy, Christopher.(2011),. ｢“Applications of Graph Theory and Network
Science to Transit Network Design｣”., Transport Reviews., 31. 495-519. 10.1080/01441647.
2010.543709.
220) Xie, F. and Levinson, D.(2009), ｢“Modeling the growth of transportation networks: A comprehensive
review”｣, Networks and Spatial Economics, 9(3), pp. 291-307.

122

),221) 해상교통(Laxe et al., 2012),222) 항공(Lin, 2012)223) 등 다양한 교통수단들
의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항공 네트워크는 소수의 대형 공항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나머지 공항들을 연결
하는 노선 체계로 구성됨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육상 교통망에 비해 노드 간 연결
정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분석의 다양한 연결성 지
표들을 활용하여 항공 네트워크에서 중추에 해당하는 노드들을 탐색하기 위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Dai et al., 2018; Jiang et al., 2017; 배현준, 박용화,
김영인, 2017).224) 기존 연구들은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등 개별 노드의 1차
적 연결성과 1·2차적 연결성을 함께 고려하는 중심성 지표들을 주로 활용하여 네
트워크의 연결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노드 간 편향적인 연결 경향성으로 인한 불균등한 노드 연결성 분포 패턴
탐색을 통해 항공 네트워크의 거시적 구조 특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
왔다.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는 소수의 연결 정도가 매우 높은
노드들과 다수의 낮은 노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예: 항공, 월드 와이드 웹 등)에
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특성으로 노드 연결성 분포가 멱함수 분포(power-law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Barabasi and Albert, 1999; Guimera et
al., 2005).225) 또한 척도 없는 네트워크 특성을 지닌 연결망의 경우 연결성이 높
221) Sen, P., Dasgupta, S., Chatterjee, A., Sreeram, P. A., Mukherjee, G. and Manna, S. S.(2003),
｢“Small-world properties of the Indian railway network”｣, Physical Review E, 67(3), pp. 036-106.
222) Laxe, F. G., Seoane, M. J. F. and Montes, C. P.(2012), ｢“Maritime degree, centrality and vulnerability:
port hierarchies and emerging areas in containerized transport (2008–2010)”｣,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24, pp. 33-44.
223) 1) Lin, J.(2012), ｢“Network analysis of China’s aviation system, statistical and spatial structure”｣,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22, pp. 109-117.
2) Jiang Y, AkhavanAghdam Z, Tsimring LS, Hao N.(2017), ｢“Coupled feedback loops control
the stimulus-dependent dynamics of the yeast transcription factor Msn2”｣,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92(30).
3) 배현준·박용화·김영인.(2017), ｢아시아 주요공항의 저비용 항공사 네트워크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35(3), pp. 247-259.
224) Dai, L., Derudder, B. and Liu, X.(2018), ｢“The evolving structure of the Southeast Asian air
transport network through the lens of complex networks”｣, 1979–2012,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p. 68, pp. 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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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수의 노드들이 노드 간 네트워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중위, 최빈 등 연결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통해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이 발달한 항공 네트워크의
경우 멱함수 계수가      로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다(Grady et al., 2012).226)
전 세계(Guimera and Amaral, 2004),227) 중국(Wang et al., 2017; Cheung et
al., 2020),228) 동남아(Dai et al., 2018),229) 인도(Bagler, 2008),230) 오스트리아
(Han et al., 2007)231) 등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의 항공 네트워크 구조에서
척도없는 네트워크 특성이 확인되었다.
네트워크 분석은 노드 간 연결 양상의 위상학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네트워크의
구조를 평가한다. 즉,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중심 노드 탐색은 노드의
직간접적인 연결 패턴에 기반한 잠재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실제적 흐름 양상은 네트워크의 구조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
사회적 요인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어, 연결 패턴에 기반한 평가와 일치하지 않을

225) 1) Barabási, A. L. and R. Albert(1999), ｢“Emergence of scaling in random networks”｣, Science,
286(5439), pp. 509-512.
2) Guimera, R., Mossa, S., Turtschi, A., and Amaral, L. N.(2005), ｢“The worldwide air transportation
network: Anomalous centrality, community structure, and cities’ global rol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2(22), pp. 7794-7799.
226) Grady, D., C. Thiemann and D. Brockmann.(2012), ｢“Robust classification of salient links in
complex networks｣”, Nature communications, 3(1), pp. 1-10.
227) Guimera, R. and L. A. N. Amaral.(2004), ｢“Modeling the world-wide airport network”｣, The
European Physical Journal B, 38(2), pp. 381-385.
228) 1) Wang, J., Mo, H., Wang, F., and Jin, F.(2011), ｢“Exploring the network structure and nodal
centrality of China’s air transport network: A complex network approach”｣,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9(4), pp. 712-721.
2) Cheung, T. K., Wong, C. W. and Zhang, A.(2020), ｢“The evolution of aviation network: Global
airport connectivity index 2006–2016”｣,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Review, 133, p. 101826.
229) Dai, L., Derudder, B. and Liu, X.(2018), ｢“The evolving structure of the Southeast Asian air
transport network through the lens of complex networks”｣, 1979–2012,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p. 68, pp. 67-77.
230) Bagler, G.(2008), ｢“Analysis of the airport network of India as a complex weighted network”｣,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387(12), p.pp. 2972-2980.
231) Han, D. D., Qian, J. H. and Liu, J. G.(2007), ｢“Network topology of the Austrian airline flights”｣,
arXiv preprint physics/0703193(검색일: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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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와 네트워크를 통
해 발생하는 흐름 양상을 각기 고려하여 항공 네트워크의 중심 노드 탐색 및 구조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네트워크 분석의 지표들을 활용한 분석과 더
불어, 경험적 항공여객 여정(itinerary) 패턴을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
지표들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2. 공항 연결성 지표
가.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지표(링크 기반)
본 장에서는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중 노드의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접 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지표를 이용하여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중심 공항들을 살
펴보았다.
네트워크( )는 노드( )와 링크( )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     은
네트워크 내 노드의 총 개수를,     은 링크의 총 개수를 가리킨다.

1)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연결 중심성은 한 노드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도, 즉 링크에 의해 연결된 이웃
노드들의 수를 나타내며(Barabási and Albert, 1999), 링크의 방향성이 존재할 경
우 진출(out)과 진입(in)을 구분하여 연결 중심성을 측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는 각 노드의 진출 링크를 기반으로 연결 중심성을 측정하였으며, 식은 (1)과 같다.


 


      ∈  
 

식(1)


 
 는 노드  와 연결된 진출 링크의 수를 가리키며,    는  가 연결 가능한

최대 진출 링크의 수를 의미한다. 다만 본 분석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표준
화된 연결 중심성 지표와  
값을 함께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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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은 각 노드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나머지 노드들 사이를 최단 거리
로 연결하는데 중간 지점으로 이용된 빈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 가능한 모든 기종점(OD, Origin-Destination) 쌍을 대상으로 각 OD 쌍
을 연결하는 모든 최단 경로 수 대비 대상 노드가 기종점이 아닌 중간 지점으로
사용된 비중의 합을 통해 측정되며, 식은 (2)와 같다.





           

 ∈     ≠ 

   ∈  
      

식(2)

   는 노드  로부터  를 연결하는 최단거리경로의 수를,       는  와 

를 연결하는 모든 최단거리경로 중  를 경유하는 경로의 수를 가리킨다. 네트워크
크기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측정 대상인  를 제외한 나머지 노드 간 최대 노드
쌍 개수인        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표준화하였다.

3)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근접 중심성은 각 노드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들을 대상
으로 이동 거리의 크기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 가능한 모
든 OD 쌍의 네트워크 최단 경로 거리 합 대비 모든 노드 쌍이 직결되었다는 가정
하의 이론적인 최소 거리합의 비율을 통해 측정되며, 식은 (3)과 같다.




    ∙  ∈  




∈     ≠ 



식(3)

 는 노드  로부터  에 도달하기까지의 네트워크 최단 거리(링크 수)이며,  는
 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도달 가능한 노드의 수이다. 노드에 따라 도달 가능한

노드 수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의 총 노드 수 대비 도달 가능 노드
수 비율( )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표준화하였다(Wasserman&Faus).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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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네트워크 흐름(flow) 지표(항공여정 기반)
기존 네트워크 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드와 링크의 연결 체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살피는 반면,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실제적 흐름
(flow)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네트워크에서는 흐름
의 기점(Origin)과 종점(Destination)을 연결하는 다수의 경로가 존재하고, 경로
간 흐름의 크기가 다를 가능성이 높으며, 경로의 거리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흐름 패턴 기반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은
앞서 논했던 네트워크의 위상학적 특성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와 차이가 존재할 가
능성이 높다.
다음 그림은 네트워크 분석의 초점인 노드-링크 네트워크(좌)와 네트워크를 통
해 발생한 다양한 경로의 흐름 패턴(우)을 제시하고 있다. OD 쌍(c,f)은 링크(c,f)를
통한 최단거리 경로 흐름 이외에도 c-d-e-f, c-e-f와 같이 다른 링크들을 경유한
흐름들이 존재한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노드의 1, 2차적 연결성을 함께 고려하는
매개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의 경우 해당 OD 쌍에 대해 오직 링크(c,f)만이 고려되
는 반면, 실제 흐름 패턴을 고려하였을 경우 OD 쌍(c,f)의 흐름은 d와 e의 매개
중심성을 증가시키며, c의 근접 중심성 산출에 있어 c와 f 간 실제 거리는 최단
거리인 1보다 커지게 된다.

<그림 4-1> 노드-링크 네트워크(좌)와 네트워크 흐름 패턴(우) 예시

232)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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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의 중심성 지표 중 OD 쌍을 기반으로 노드
의 중계성과 접근성을 평가하는 매개 중심성과 접근 중심성 지표에 초점을 두고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한 흐름의 패턴을 반영하기 위한 각각의 대응 지표들을 개발
하였다.
네트워크( )를 통해 발생한 기점  와 종점  사이  개의 이동 경로가 존재하며,
  는 OD 쌍  의  번째 경로의 흐름량을 가리킨다. 또한   는  의 OD 흐름량

을 가리킨다(  






).

1) 네트워크 흐름 기반 매개 중심성(흐름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분석의 매개 중심성은 한 노드의 중계 또는 환승 기능을 평가하기 위
해, 각 OD 쌍에 대해 모든 최단 경로들의 수 대비 해당 노드를 중간 경유지로 활
용한 경로 수의 비중을 합하여 산출된다. 매개 중심성의 개념에 따라 네트워크 흐
름 패턴을 이용한 흐름 매개 중심성은 각 OD 쌍에 대해 관찰된 모든 이동 경로들
의 수 대비 특정 노드가 경유 지점으로 이용된 빈도의 비중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 

∈  
   

  

 

 

식(4)

 ∈

      는 노드  로부터  를 연결하는 관찰된 경로의 수를,         는  와
 를 연결하는 관찰된 모든 경로 중  를 경유하는 경로의 수를 가리킨다. 네트워크

에 따른 흐름량 규모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관찰된 전체 경로
수(

     )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표준화하였다.


 ∈

또한 각 OD 쌍에 대해 주어진 이동 경로들의 차별적인 이용 빈도를 고려하기
위해 경로별 흐름량을 가중치로 반영한 가중 흐름 매개 중심성 지표의 식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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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5)

 ∈

   는 이항 변수로 OD 쌍  의  번째 경로가  를 경유할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결국 식(5)의 분자는 각 OD 쌍의 흐름량 대비  를 경유한 흐름량
비중의 합을 나타내며, 분모는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된 총 흐름량을 의미한다.

2) 네트워크 흐름 기반 근접 중심성(흐름 근접 중심성)
네트워크 분석의 근접 중심성은 한 노드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들을 대상
으로 접근성(또는 이동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한 최단 경로 거리
합 대비 모든 OD 쌍이 직결되었다는 전제 하의 최소 거리 합의 비중으로 계산된
다. 근접 중심성의 개념에 따라 네트워크 흐름 패턴을 반영한 흐름 근접 중심성은
각 OD 쌍에 대해 관찰된 모든 이동 경로들의 수 대비 특정 노드가 경유 지점으로
이용된 빈도의 비중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 





∈    ≠ 





식(6)


  는 노드  로부터  를 연결하는 관찰된 경로들의 평균 네트워크 거리로
 
 







  에 의해 산출된다.

또한 관찰된 이동 경로들의 차별적인 이용 빈도를 고려하기 위해 경로별 흐름량
을 가중치로 반영한 가중 흐름 근접 중심성 지표의 식은 다음과 같다.





 
 


 

∈    ≠  
 ∙ 
∈  

  

식(7)

∈   ≠  

결국 식(7)은 노드  로부터 관찰된 이동 경로 단위에서 네트워크 경로 거리가
가중된 총 유출량 대비 총 유출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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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연결 경향성 지표
앞서 논하였듯이 척도없는 네트워크 특성을 지닌 네트워크의 경우, 소수의 연결
정도가 매우 큰 노드들을 중심으로 연결 체계가 구성된다는 특징으로 인해 개별
노드의 연결성을 평가하는 중심성 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통해 네트워크의 전
반적인 연결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노드의 연결 정
도와 중계 기능을 빈도의 형태로 산출하는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지표의 경
우 노드 간 연결 정도 격차의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노드의 연결
정도와 중계 경향을 네트워크 단위에서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통해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연결성과 매개성 경향을 분석하였다. 반면, 근접 중심성의 경우 경로 거
리를 기반으로 개별 노드의 접근성을 평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통계량을 이
용하여 노드 간 연결 정도의 격차로 인한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이동 효율성 경향
을 분석하였다.

가.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 분포와 멱함수 계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의 연결 중심성 분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드
연결 중심성의 경험적 분포를 추정하는 멱함수 계수  를 산출하였다. 앞서 논하였
듯이, 항공 네트워크는 연결성이 매우 높은 소수의 허브 공항들을 중심으로 다수
의 공항들이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연결 중심성 분포가
매우 불균등하며 다음과 같은 멱함수 법칙(power law)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Barabási and Albert, 1999; Guimera and Amaral, 2004).233)

    

식(8)

233) 1) Barabási, A. L. and R. Albert.(1999), ｢“Emergence of scaling in random networks”｣,
Sscience, 286(5439), pp. 509-512.
2) Guimera, R. and L. A. N. Amaral.(2004), ｢“Modeling the world-wide airport network”｣, The
European Physical Journal B, 38(2), p.p. 38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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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이상치 등 데이터 노이즈로부터 안정적인  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누적 연결 중심성 분포  ≥   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멱함수 계수인
 을 추정하였다(Lordan, et al., 2014).234)
∞

 ≥   

  ′  ∼ 

  

식(9)

′  

 ≥   의   과    의  는 미분을 통해       의 관계가 성립된다.

나. 네트워크 동류성(Assortativity)
네트워크 분석에서 동류성(degree assortativity)이란 각 노드의 연결 중심성이
해당 노드와 연결된 이웃 노드들의 연결 중심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류성(degree disassortativity)은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Dai, et al., 2018)235).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이류성이 강한 네트워크(A)
는 소수의 거점 노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즉, 연결 정도가 낮은 노드
들이 높은 노드들과 연결되는 경향성이 강함에 따라 전형적인 허브-앤-스포크 네
트워크 구조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대로, 동류성이 강한 네
트워크의 경우 B와 같이 연결 정도가 서로 유사한 노드 간 연결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234) Lordan, Oriol & Sallan, Jose M. & Simo, Pep, (2014), ｢“Study of the topology and robustness
of airline route networks from the complex network approach: a survey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Elsevier, vol. 37(C), pp. 112-120.
235) Dai, L., Derudder, B. and Liu, X.(2018), 「“The evolving structure of the Southeast Asian air
transport network through the lens of complex networks”」, 1979–2012,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pp. 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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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ao, D., & Li, C. (2011)., “The dichotomy in degree
correlation of biological networks.”, PloS one, 6(12),
p. 2. Figure 1 인용

<그림 4-2> 이류성(A)과 동류성(B) 네트워크의 예

네트워크의 동류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노드의 진출 링크의 수( 
 )와 해당 노
드의 이웃 노드들의 진입 링크 수 평균(  ) 간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를
도출하였으며, 관련 식은 다음과 같다.

 

∈






       

 



 

   
   
  






∈ 

식(10)

∈ 

  



 

∈  


 


식(11)

 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네트워크 동류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이류성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네트워크 근접성
각 노드로부터 관찰된 경로 단위 흐름의 양과 네트워크 거리를 고려하여 네트워크
를 통해 발생된 흐름의 전반적인 이동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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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단위의 가중 흐름 근접 중심성 지표의 평균을 이용하였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식(12)

∈

위의 식은 각 노드 단위로 측정된 가중 흐름 근접 중심성 지표에 대해 해당 노드
의 총 유출량을 가중치로 사용한 평균을 나타낸다.    가 높을수록 네트워크를
통한 흐름의 실제 네트워크 경로 거리가 이론적 최단 경로 거리에 근사한 경향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본 장에서 활용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흐름 지표들을 대상과 특성 측
면에서 분류한 표이다. 노드 단위의 지표들을 이용해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에서
연결성, 중계성, 접근성 측면에서 중심성이 높은 공항들을 탐색하였다. 또한 네트
워크 단위의 지표들은 아시아 주요 항공사들의 항공 네트워크 간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표 4-1>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흐름 지표 현황
특성(데이터)

연결성

중계성

접근성

노드(공항)

네트워크(항공사)

네트워크
(스케줄)

연결 중심성
<식(1)>

연결 중심성 분포 멱함수 계수
<식(9)>

네트워크 흐름
(항공여정)

-

-

네트워크
(스케줄)

매개 중심성
<식(2)>

네트워크 동류성
<식(10)>

네트워크 흐름
(항공여정)

흐름 매개 중심성
<식(4), (5)>

-

네트워크
(스케줄)

근접 중심성
<식(3)>

-

네트워크 흐름
(항공여정)

흐름 근접 중심성
<식(6), (7)>

흐름 근접 중심성 평균
<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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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대상 및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국제 항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아시아, 특히 한, 중,
일의 공항과 항공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네트워크의 지리적 범위를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공항과 항공사들의 역외 연결망을 고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드 기반의 지표들은 공항 단위의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을 평가하는 목적으
로 이용되었으며, 네트워크 단위의 지표들은 항공사 단위의 네트워크 구조를 평가
하는데 활용되었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OAG(Official Airline Guide)의 전 세계 항공 스
케줄과 항공여객여정 데이터(2015, 2019년)이다. 국가별 국제선 스케줄(국내선 제
외) 데이터와 국제항공여객이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항공 스케
줄 데이터는 공항 단위(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 지표 및 네트워크 단위 동류성
지표 산출에 활용되었고, 항공여객여정 데이터는 공항 단위의 흐름(매개, 근접) 중
심성 지표 산출에 활용되었다. 한편, 국제항공 여객이동 데이터의 경우 지역 공항
의 국내 노선을 이용해 국제 노선으로 환승하는 여객이동 패턴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국제선 기능이 없는 일부 국내선 전용 공항들도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흐름
기반 지표들을 산출되었다.

제2절 한·중·일 항공 네트워크 분석(공항)
세계 항공 네트워크에서 아시아 네트워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 표는
전 세계와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선 시장 관련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국내선 시장
제외). 앞서 기술하였다시피, 본 연구에서는 국제노선 항공스케줄 데이터를 이용
하여 2015년과 2019년 전 세계 항공 네트워크(2015년: 1,499개 공항, 30,264 국
제노선, 2019년: 1,512개 공항, 35,932 국제노선)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의 중
심성 지표들을 산출하였고, 이 중 아시아 지역 공항들을 대상으로 결과값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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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표 4-2> 전 세계와 아시아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및 항공시장 현황
전 세계
연도

아시아

공항

국제
노선

항공편

공급석

공항

국제
노선

항공편

공급석

2015

1499

30,264

10,821,292

1.88E+09

325

4,587

2,168,911

0.46E+09

2019

1512

35,932

12,812,410

2.36E+09

357

6,237

2,840,452

0.61E+09

주: 국제노선 스케줄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결과임(국내선 제외).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1. 네트워크 중심성(centrality) 분석
다음 표는 2019년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 아시아 상위 15개 공항을 2015년
순위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ICN(인천)은
2015년 HKG(홍콩)에 이은 2위에서 2019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1위로 상승하였
다. 인천과 홍콩 간 순위 역전은 매개와 근접 중심성 순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
으며, 그에 따라 인천은 2019년에 아시아 지역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 홍콩의 순위
하락은 2019년 3월부터 지속된 홍콩의 정치·사회적 불안이 공항의 중심성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별 상위 15개 공항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항들이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연결: 6개, 8개/
매개: 7개, 8개/ 근접: 3개, 9개), 그 외 지역에서는 연결 중심성은 DEL(인도 델리),
그리고 근접 중심성은 DEL, BOM(인도 뭄바이), TAS(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가
순위권에 포함되어 있었다.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에 비해 근접 중심성은 순
위권 내 공항 간 격차가 미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표의 주요 변수인
노드 간 경로 비용(cost)을 산출하기 위해 거리나 시간보다 민감도가 낮은 네트워
크 거리, 즉 경로를 구성하는 링크의 수가 이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4장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분석 135

<표 4-3> 2019년 아시아 지역의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 상위 15개 공항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순위
(2015
순위)

공항

연결
중심성

노선 수
(LCC,%)

순위
(2015
순위)

공항

매개
중심성

순위
(2015
순위)

공항

근접
중심성

1(2)

ICN

0.566

172(45)

1(2)

ICN

0.595

1(1)

PEK

0.896

2(3)

BKK

0.559

170(27)

2(3)

SIN

0.566

2(3)

ICN

0.891

3(1)

HKG

0.556

169(29)

3(1)

HKG

0.494

3(2)

HKG

0.889

4(4)

SIN

0.53

161(63)

4(4)

BKK

0.451

4(7)

SIN

0.878

5(5)

TPE

0.454

138(30)

5(8)

KUL

0.317

5(5)

NRT

0.876

6(7)

KUL

0.431

131(71)

6(6)

TPE

0.316

6(4)

BKK

0.874

7(9)

NRT

0.418

127(20)

7(9)

NRT

0.233

7(6)

PVG

0.873

8(6)

PEK

0.408

124(3)

8(7)

PEK

0.232

8(8)

DEL

0.868

9(8)

PVG

0.378

115(25)

9(5)

PVG

0.226

9(10)

CAN

0.853

10(17)

HKT

0.319

97(34)

10(26)

HKT

0.174

10(9)

TPE

0.842

11(23)

DMK

0.293

89(96)

11(76)

SZX

0.12

11(12)

BOM

0.842

12(10)

KIX

0.289

88(40)

12(98)

CXR

0.11

12(25)

CTU

0.837

13(11)

CAN

0.283

86(27)

13(97)

BWN

0.107

13(105)

SZX

0.824

14(12)

DEL

0.273

83(27)

14(11)

CAN

0.092

14(11)

KUL

0.819

15(77)

CXR

0.257

78(26)

15(59)

REP

0.084

15(16)

TAS

0.815

주: 국제노선 스케줄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결과임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 지표 분석 결과, 10위 권 이내에 포함된 공항들은 전반
적으로 2015년 대비 순위 변동이 크지 않은 반면, 10위 권 밖에서는 연결 중심성
의 경우 DMK(태국 방콕 돈므앙)와 CXR(베트남 나트랑 캄랑)이, 매개 중심성의 경
우 HKT(태국 푸켓), SZX(중국 광저우 센젠), CXR, BWN(브루나이), REP(캄보디아
시엠립)이, 그리고 근접 중심성은 CTU(중국 청두)와 SZX이 2015년 대비 급속한
순위 상승을 이루었다(<표 4-3>의 강조된 공항 참조 – 중국 2개, 동남아 5개 공항).
이러한 중심성의 급속한 상승 배경을 살펴보면, 중국의 SZX와 CTU는 2015년 대
비 2019년에는 인접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서유럽, 북미, 중동 등 전 세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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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시장들을 연결하는 신규 국제노선들이 함께 추가되었다(<그림 4-3> 참고). 반
면 동남아의 경우 특히 DMK, CXR, REP은 중국과의 단거리 신규 노선 증가가 중
심성 상승에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DMK는 방콕 수완나폼(BKK)이
포화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2010년대 중반부터 LCC 허브로 운용 중인 공항으로
(Suksanguan, 2018), 2015년 44개에서 2019년 89개로 45개의 국제노선이 신설
되었으며, 동 기간 중국을 연결하는 노선이 20개에서 38개로 증가하여 2019년에
는 전체 국제노선 중 약 43%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CXR과 REP
는 각각 2015년 14개, 20개이던 중국 노선이 2019년 41개와 46개로 급속히 증가
하였으며, 그에 따라 중국 노선이 이 두 공항의 국제노선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3%와 71%에 달하고 있었다. 즉, 중국과 동남아 간 조밀한 국제 노선망이
구축됨에 따라 양 지역 공항들의 중심성 상승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되며, 특히 동남아 일부 공항들의 경우 중국 노선 편중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AF(아프리카), AS1(중앙아시아), AS2(남아시아), AS3(동남아시아), AS4(동북아시아), EU1(서유럽), EU2
(동유럽), ME(중동), NA(북아메리카), SW(남서태평양)이며, OAG 스케줄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결과임.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4-3> 2019년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 아시아 15위권 내 신규 진입한
동남아 5개 공항과 중국 2개 공항의 권역별 국제노선 수(Y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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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2019년 한국, 중국, 일본의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 상위 5개 공항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3개 중심성 지표 모두 ICN(인천), PUS(김해), CJU(제주),
TAE(대구), MWX(무안)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매개와 근접 중심성 상위
5개 공항은 NRT(도쿄 나리타), KIX(오사카 간사이), HND(도쿄 하네다), NGO(나
고야), CTS(훗카이도 치도세) 순으로 동일하나, 연결 중심성은 NGO와 HND 순으
로 3, 4위 순위만 서로 바뀌었다. NGO는 동북아(30)와 동남아(9) 지역을 중심으로
46개 국제노선을 제공한 반면, HND는 동북아(13), 북미(9), 동남아(8), 서유럽(6)
등 취항 지역의 지리적 스펙트럼은 NGO보다 넓지만, 국제노선의 수는 총 40개로
NGO보다 적었다. 그러나 NGO는 동북아 30개 노선 중 중국 노선이 23개로 집중
되어 있어 인접한 특정 지역에 대한 노선 편중성이 HND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중국은 연결 중심성 상위 5개 공항으로 PEK(베이징 서우두), PVG(상하이 푸동),
CAN(광저우 바이윈), SZX(광저우 센젠), CTU(청두) 순으로 나타났다. 근접 중심성
의 경우 4, 5위 간 순위 변동이, 매개 중심성은 3, 4위 간 순위 변동과 함께 HGH
(항저우)가 5위를 기록하였다(CTU는 HGH에 이어 6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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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2019년 한·중·일의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 상위 5개 공항 비교
N=357
순위

한국
공항

중심성
(아시아 순위)

중국
공항

중심성
(아시아 순위)

일본
공항

중심성
(아시아 순위)

연결 중심성
1

ICN

0.566(1)

PEK

0.408(8)

NRT

0.418(7)

2

PUS

0.171(31)

PVG

0.378(9)

KIX

0.289(12)

3

CJU

0.151(36)

CAN

0.283(13)

NGO

0.151(37)

4

TAE

0.099(64)

SZX

0.224(17)

HND

0.132(43)

5

MWX

0.079(86)

CTU

0.214(18)

CTS

0.099(61)

매개 중심성
1

ICN

0.595(1)

PEK

0.232(8)

NRT

0.233(7)

2

PUS

0.01(62)

PVG

0.226(9)

KIX

0.078(17)

3

CJU

0.003(97)

SZX

0.12(11)

HND

0.028(35)

4

TAE

0.002(105)

CAN

0.092(14)

NGO

0.011(60)

5

MWX

0.002(113)

HGH

0.052(23)

CTS

0.006(74)

근접 중심성
1

ICN

0.891(2)

PEK

0.896(1)

NRT

0.876(5)

2

PUS

0.671(113)

PVG

0.873(7)

KIX

0.803(20)

3

CJU

0.668(117)

CAN

0.853(9)

HND

0.796(22)

4

TAE

0.657(135)

CTU

0.837(12)

NGO

0.729(57)

5

MWX

0.648(152)

SZX

0.824(13)

CTS

0.706(72)

주: 각 중심성 지표 값은 전 세계 공항 중 최대값[연결, 근접: 프랑크푸르트(FRA), 매개: 샤를 드골(CDG)] 대비 크기로
표준화 된 결과임
자료: OAG(2019), Traffic analyzer.

국제선 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상위권 5개 국제공항 간 중심성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은 ICN이 중심성 측면에서 아시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4개 국제공항과의 격차가 일본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PUS는 3개 중심성 지표의 아시아 순
위가 각각 31, 62, 113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직결 정도를 평가하는 연결 중심성
보다 직·간접 연결성에 영향을 함께 받는 매개와 근접 중심성 순위가 더욱 낮았다
(<표 4-4> 참조). 이는 PUS를 포함한 나머지 4개 국제공항의 경우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을 연결하는 중·단거리 국제 노선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제 연결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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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편중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
향을 보이지만, 3개 지표 1~5위 공항 간 격차가 모두 아시아 순위 측면에서 우리나
라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1~5위 공항들이 아시아
지역 순위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비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주요 국제공항 간 네
트워크 중심성 측면에서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네트워크 흐름 중심성 분석
다음 표는 2019년 항공여객이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된 흐름 매개 중심성과
가중 흐름 매개 중심성 상위 15개 공항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제시하였던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개별 공항의 잠재적 중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두 지표들은 국제항공여객의 항공 여정(itinerary) 패턴을 반영하고 있
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존재한다. 나아가, 가중 흐름 매개 중심성은 항공 여정별
이용 여객 수를 가중치로 반영하고 있다. 두 지표 모두 ICN은 아시아 지역 8위를
기록하였으며, GMP(김포)도 19위를 기록하였다. 앞서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와
달리, PEK, PVG, HND, NRT 등 중국과 일본의 주요 허브공항들이 ICN보다 상위
권에 위치하였다. 또한 ICN과 대조적으로 SIN(싱가포르)는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와 유사하게 흐름 기반의 지표 분석 결과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잠재적
중계 역량이 실제 항공여객여정을 통해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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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2019년 아시아 지역 흐름 매개 중심성과 가중 흐름 매개 중심성 상위 20개 공항

PEK

흐름 매개
중심성
0.44

PEK

가중 흐름 매개
중심성
0.446

2

PVG

0.317

HND

0.309

3

SIN

0.308

PVG

0.302

4

HKG

0.304

SIN

0.3

5

HND

0.3

DEL

0.281

6

DEL

0.284

HKG

0.279

7

BKK

0.278

NRT

0.269

8

ICN

0.273

ICN

0.266

9

NRT

0.27

BKK

0.262

10

CAN

0.208

CAN

0.208

11

KUL

0.204

KUL

0.196

12

MNL

0.178

MNL

0.181

13

CGK

0.145

CGK

0.144

14

BOM

0.136

BOM

0.119

15

SGN

0.05

SGN

0.048

순위

공항

1

공항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zer.

다음 표는 동일한 항공여객이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된 흐름 근접 중심성과
가중 흐름 근접 중심성 상위 15개 공항을 제시하고 있다. 두 지표 분석 결과, ICN
은 각각 아시아 지역 3위와 2위를 기록하였으며, 김포는 가중 흐름 근접 중심성
지표에서 19위를 기록하였다. 앞서 근접 중심성 분석 결과와 달리, PEK, PVG,
CAN 등 중국의 주요 허브공항들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반면, SIN, ICN,
BKK, NRT 등 한국, 일본, 동남아 주요 허브공항들의 경우 근접 중심성 순위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흐름 기반의 지표 분석 결과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잠재
적 접근 역량이 실제 항공여객여정을 통해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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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2019년 아시아 지역 흐름 근접 중심성과 가중 흐름 근접 중심성 상위 20개 공항
순위

공항

1

SIN

흐름
근접 중심성
0.875

SIN

가중 흐름 근접
중심성
0.962

2

HKG

0.871

ICN

0.952

3

ICN

0.861

HKG

0.946

4

NRT

0.853

BKK

0.863

5

BKK

0.832

NRT

0.84

6

MNL

0.76

TPE

0.802

7

PEK

0.745

KUL

0.802

8

PVG

0.735

PVG

0.751

9

DEL

0.725

MNL

0.737

10

KUL

0.715

HND

0.725

11

TPE

0.695

KIX

0.702

12

HND

0.679

PEK

0.701

13

BOM

0.664

CGK

0.635

14

SGN

0.641

DEL

0.633

15

CGK

0.641

SGN

0.626

공항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zer.

다음 표는 2019년 한국, 중국, 일본의 가중 흐름 매개 중심성 상위 5개 공항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은 ICN, GMP, CJU, PUS, TAE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상
위권에 위치한 PEK와 PVG를 중심으로 5개 공항이 모두 20위권 내 포함되어 있었
다. 일본의 경우 HND가 아시아 지역 2위로 NRT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었
다. 이는 항공여객경로 수가 많은 OD 쌍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OD 쌍의 경로 상에
서 환승 거점으로 이용된 공항에 대해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매개 중심성 지표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즉 NRT를 경유하는 여객들의 경우 목적
지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나리타 외에도 다양한 허브 공항들을 통해 환승이 이
루어지는 반면, HND를 통해 경유하는 승객들의 경우 NRT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
승 대안 공항이 제한되어 HND에 대한 환승 의존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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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2019년 한·중·일의 가중 흐름 매개, 근접 중심성 상위 5개 공항 비교
N=357
순위

한국
공항

중국

중심성
중심성
공항
(아시아 순위)
(아시아 순위)
가중 흐름 매개 중심성

일본
공항

중심성
(아시아 순위)

1

ICN

0.266(8)

PEK

0.446(1)

HND

0.309(2)

2

GMP

0.033(19)

PVG

0.302(3)

NRT

0.269(7)

3

CJU

0.004(52)

CAN

0.208(10)

KIX

0.016(32)

4

PUS

0.003(59)

KMG

0.046(16)

NGO

0.01(41)

5

TAE

0(121)

CTU

0.034(18)

FUK

0.006(43)

가중 흐름 근접 중심성
1

ICN

0.952(2)

PVG

0.751(8)

NRT

0.84(5)

2

PUS

0.589(19)

PEK

0.701(12)

HND

0.725(10)

3

GMP

0.291(74)

CAN

0.614(16)

KIX

0.702(11)

4

TAE

0.281(77)

CTU

0.439(33)

NGO

0.535(21)

5

CJU

0.231(89)

SZX

0.425(35)

FUK

0.493(25)

주: 공항별 중심성 값은 세계 네트워크에서 관찰된 최대값을 이용해 표준화된 결과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zer: OAG(2019), Traffic analyzer.

한편, 가중 흐름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한국은 ICN, PUS, GMP, TAE, CJU 순
으로 나타났으며, ICN과 PUS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공항은 아시아 지역 70위권
바깥에 위치해 있었다(<표 4-7> 참조). 특히, CJU의 경우 낮은 순위의 주요인으로
제주로부터 출발한 국제 여객들의 경우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환승이 요구되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일본 모두 상위 3개 공항이 아시아
지역 20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5개 공항 간 근접 중심성
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제3절 한·중·일 항공 네트워크 분석(항공사)
본 절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주요 국적항공사들의 항공 네트워크 특성을 ‘연
결 중심성 분포’, ‘동류성’, ‘가중 흐름 근접 중심성 평균’이라는 3개 네트워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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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관련 지표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와 대상은 2019년 국제항공
편수 기준 각국의 5개 항공사로 설정하였다.

1. 국가별 항공사 국제노선실적 현황 비교
다음 표는 한·중·일의 2019년 국제항공편 스케줄 기준 상위 5개 항공사의 관련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지역 50개 항공사 중 15위 권 내에 모두 포함
되었다. 중국은 동방항공, 남방항공, 에어차이나, 춘추항공, 샤면 항공이, 일본은
전일본공수, 일본항공, 피치, 바닐라, 젯스타 항공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한
국, 중국, 일본 모두 주요 FSCs를 중심으로 국제항공노선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LCCs의 국제노선시장 참여 비중이 높게 나타
났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춘추항공과 피치항공을 중심으로 LCC 국제선 시
장이 구축되어 있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개 FSCs와 1개 LCC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사들은 국제노선 스케줄 연간 1만 편 이하로 한, 중, 일 중 국적항공사의 국제
선 시장이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바닐라항공은 2019년 10월 피치
항공에 합병되었으며, 젯스타일본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LCC인 젯스타항공의
자회사로 2020년 10월 기준 일본 3개 기업(Japan airlines, Century Tokyo
Leasing Corporation, Mitsubishi Corporation)의 총 지분이 66.7%를 차지하고
있다.236)

236) Aviation Strategy(2016), ｢“Jetstar: the fure of Qantas?”｣, https://aviationstrategy.aero/newsletter/Feb2016/3/Jetstar:_the_future_of_Qantas (검색일: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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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한·중·일 5개 항공사(2019년 국제항공편수 기준 국가별 1~5위 항공사)
규모 순위
(아시아)

항공사(FSC/LCC)

국제노선
국제노선
항공편수
공급 좌석수
(한 국)

국제
항공여객

RPK

3

Korean Air(F)

98,165

25,023,146

22,544,879

8.25E+10

5

Asiana Airlines(F)

65,016

16,611,722

15,329,146

4.82E+10

7

Jeju Airlines(L)

54,602

10,293,417

8,099,166

1.55E+10

10

T'way Air(L)

33,926

5,240,905

3,769,995

0.70E+10

12

Jin Air(L)

27,932

6,145,332

4,593,097

0.99E+10

124,111

24,521,221

24,684,850

7.53E+10

114,435

22,525,249

24,762,262

7.72E+10

87,734

20,399,224

20,389,776

8.3E+10

38,246

6,884,280

5,162,702

1.00E+10

31,776

5,641,814

6,146,357

1.62E+10

62,304

13,579,823

13,057,678

5.72E+10

53,753

11,233,027

12,049,815

5.1E+10

17,571

3,162,780

2,072,470

0.32E+10

4,138

744,840

572,886

0.11E+10

3,064

551,520

425,246

0.10E+10

(중 국)
1
2
4
9
11

China Eastern
Airlines(F)
China Southern
Airlines(F)
Air China(F)
Spring Airlines(L)
Xiamen Airlines
Company(F)

(일 본)

25

All Nippon
Airways(F)
Japan Airlines(F)
Peach Aviation
Limited(L)
Vanilla Air(L)

28

Jetstar Japan(L)

6
8
18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zer: OAG(2019), Traffic analyzer.

2. 국가별 항공사 네트워크 분석
다음 표는 한국, 중국, 일본의 2019년 국제선 공급석 기준 상위 5개 국적항공사
들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항공사별 네트워크 밀
도237)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3국 모두 FSCs가 LCCs보다 값이 작은 경향을 보이

237) 네트워크 밀도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와 링크의 수를 이용하여 해당 네트워크를 통한 이론적인 최대
연결 정도 대비 실제 연결 정도를 나타내며 m/n(n-1)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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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네트워크 밀도의 경우 한국은 FSCs와 LLCs 간 산출된 값의 범위가 각각
0.02~0.03과 0.06~0.1로 두 항공사 그룹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
국과 일본 또한 비록 한국과 값의 범위는 다르지만 FSCs와 LCCs 그룹 간 네트워
크 밀도의 격차가 관찰된다. 다만 중국의 샤먼항공의 경우 네트워크 밀도가 0.062
로 3국의 FSCs 중 가장 값이 높았다. 또한 일본의 3개 LCCs는 밀도 값이 0.2 이상
으로 한국과 중국의 LCCs에 비해 밀도 값이 매우 높게 산출되었다. 이러한 이상치
들은 해당 항공사들의 국제선 네트워크 규모가 FSC와 LCC 비교군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작고, 특히 취항 공항 수가 많지 않음에 따라 네트워크 밀도 산출 시 분모로
이용되는 연결 가능한 최대 링크 수가 작아 분모인 개설된 노선 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은 결과로 판단된다.
항공사별 국제항공 네트워크의 동류성 평가 결과, 한국과 일본의 FSCs는 –
0.8~-0.6 사이로 이류성(dissortativity), 즉 각 공항의 연결 중심성과 이와 직결된
이웃 공항들의 평균 연결 중심성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9> 참고). 반면, 중국의 FSCs는 샤먼항공을 제외하면 –0.4~-0.3으로 한국과
일본의 FSCs에 비해 이류성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LCCs의
동류성 분석 결과 또한 중국의 춘추항공이 한국과 일본의 LCCs에 비해 이류성 경
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중·일의 주요 항공사 간 이류성 정도의 차이는
FSC와 LCC라는 항공사 사업 모델의 영향보다도 개별 항공사의 거점 운용 방식의
차이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FSCs뿐만 아니라 LCCs 또한 네트
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구조적 측면에서 단일 또는 복수의 거점들을 기반으로 하는
허브-앤-스포크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238)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비해
특정 공항을 통한 국제노선 집중도가 높음에 따라 이류성 경향도 높게 나타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3개 LCCs의 경우 취항공항 수, 즉 표본 수가
15개 이하로 매우 적기 때문에 산출된 동류성 지표 값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강건한(robust) 동류성 지표 개
발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238) 배현준·박용화·김영인.(2017), ｢아시아 주요공항의 저비용 항공사 네트워크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35(3), pp. 24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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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항공사별 네트워크의 가중 흐름 근접성 평균은 각 항공사의 항공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한 여객 흐름의 전반적인 이동 효율성을 평가한다. 전반적으
로 3국 모두 FSCs에 비해 LCCs의 평균값이 0.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
었다. 이는 환승보다는 직항 중심의 노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LCC 사업
모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FSCs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국내선 중심의 지역공항과 국제선
중심의 국제공항 간 위계적인 노선체계 발달로 인한 국내선-국제선 환승 발달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표 4-9> 한·중·일 5개 항공사 네트워크 현황
국
가

한
국

중
국

일
본

항공사
(FSC/LCC)

총
노드

총
링크

연결 중심성
분포( )

네트워크
밀도

동류성
지표

가중 흐름
근접성(평균)

Korean Air(F)

112

257

1.965

0.021

-0.719

0.845

Asiana Airlines(F)

80

172

1.907

0.027

-0.787

0.906

Jeju Airlines(L)

57

214

2.131

0.067

-0.559

0.972

T'way Air(L)

45

152

2.13

0.077

-0.591

0.982

Jin Air(L)

26

64

2.092

0.098

-0.733

0.978

China Eastern
Airlines(F)

133

487

2.274

0.028

-0.359

0.776

China Southern
Airlines(F)

110

421

2.261

0.035

-0.388

0.759

Air China(F)

102

293

2.138

0.028

-0.407

0.766

Spring Airlines(L)

51

168

2.272

0.066

-0.402

0.935

Xiamen Airlines
Company(F)

47

135

2.156

0.062

-0.6

0.828

All Nippon
Airways(F)

63

154

1.973

0.039

-0.742

0.792

Japan Airlines(F)

44

114

2.042

0.06

-0.677

0.823

Peach Aviation
Limited(L)

14

40

2.27

0.22

-0.51

1

Vanilla Air(L)

7

12

2.331

0.286

-0.714

0.984

Jetstar Japan(L)

7

18

2.205

0.429

-0.528

0.939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zer: OAG(2019), Traffic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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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항공사들의 국제노선 연결 경향성 차이는 항공사 네트워크의 연결 중
심성 분포를 통해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다음 그림은 박스-앤-위스커
(Box-and-Whisker) 플롯을 이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항공사별 항공 네트워크
의 연결 중심성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각 항공사 네트워크의 연결 중심성(국제노
선 수)이 높은 이상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5개 항공사는 공통적으로
ICN의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2개 FSCs의 경우 ICN에 대한 노선 집
중도가 매우 높아 연결 중심성 2위인 PUS와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반면,
LCCs는 FSCs에 비해 ICN과 차순위 공항들과의 연결 중심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LCCs의 경우 ICN과 더불어 PUS, MWX(무
안), TAE(대구) 등 지역공항들을 이차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며,239)
<그림 4-5>의 대한항공(F)과 제주항공(L)의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러한
경향은 명확히 드러난다. 다만 진에어의 경우 ICN과 PUS만이 이상치로 나타났으
며, 이 2개 공항에 대한 노선 집중도가 높음에 따라 FSCs 수준의 이류성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5개 항공사들은 모두 연결 중심성 1위 공항과 차
순위 공항들 간의 격차가 우리나라의 FSCs에 비해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이상치들이 존재하였다. 이는 중국 항공사들의 경우 1~2개의 특정 공항에
대한 노선 집중도가 한국과 일본의 FSCs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그 영향이 중국 항공사 네트워크의 이류성 경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5개 항공사 중 2개 FSCs는 한국의 FSCs와
유사하게 2~3개 거점이 이상치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3개 LCCs의 경
우 네트워크의 규모가 작고, 특정 허브 중심의 네트워크 발달이 미약하였다(<그림
4-5> 참조).

239) 최두원(2019), ｢SNA를 이용한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
연구, 42(1), pp. 33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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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4-4> 한·중·일 5개 국적항공사의 국제항공 네트워크별 연결 중심성 분포

제4장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분석 149

한국(좌: 대한항공, 우: 제주항공)

중국(좌: 동방항공, 우: 춘추항공)

일본(좌: 전일본공수 항공, 우: 피치항공)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4-5> 한, 중, 일 FSC와 LCC의 국제노선 네트워크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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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1. 한·중·일 항공 네트워크(공항)
① 한·중·일 공항 중심성
한국

단일 허브 중심의 우월한
네트위워킹 잠재력
- 인천의 연결, 중개, 근접 중심성
은 아시아 최상위권 유지
- 인천과 나머지 국내 공항 간 큰
중심성 격차

중국

일본

다중 허브 중심의 급속한
국제항공 네트워킹 확대

듀얼 허브 중심의 네트워킹
잠재력 지속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외
광동, 청두 등 다중 허브 중
심의 국제선 네트워크 체계
구축 중
- 홍콩은 정치사회적 불안의
영향으로 인한 네트워킹 잠
재력 감소

- 나리타와 오사카 중심의 듀얼
허브 국제선 네트워크 체계
발달
- 하네다의 국제선 네트워킹 잠
재력 상승

네트워크 분석의 3개(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 지수는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
로 개별 노드의 연결, 중계, 접근 측면에서의 잠재성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인천
공항의 연결, 매개, 접근 중심성 지수 모두 아시아 지역 1~2위를 기록하고 있어,
전 세계 항공 네트워크에서 아시아 중추 공항으로서의 잠재적 네트워킹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9년의 순위 상승은 강력한 경쟁 상대인 홍콩의 정치
사회적 불안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연결 및 중계
잠재성 측면에서 동남아의 주요 허브인 싱가포르(SIN), 태국(BKK, HKT, DMK),
대만(TPE), 말레이시아(KUL) 등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내륙의 3대 중추 허브인 베이징(PEK), 상하이(PVG), 광저우(CAN)를
중심으로, 2019년에는 광저우(SZX)와 청두(CTU)가 추가적으로 15위권 내에 포함
되어 국제선 시장에서의 급속한 네트워크 확장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은
나리타와 오사카의 네트워킹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어 3개 중심성 지표 모두 아시
아 지역 15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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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한·중·일 공항 흐름 중심성
한국

중국

중계 기능의 잠재성과 퍼포먼스
간 격차 존재

지역공항과 국제공항 간 발달된
연결망으로 인한 중계성 강화 /
접근성은 하락

- 인천의 경험적 중계 기능은 잠
재성에 비해 낮음
- 인천과 나머지 국내 공항 간 퍼
포먼스 격차는 잠재성 격차에
비해 감소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외 쿤밍,
청두 등 주요 허브의 중계 기능 강
화
- 국내선-국제선 환승에 따른 이용
자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감소

일본

지역공항과 국제공항 간
발달된 연결망으로 인한
중계성 강화
- 나리타와 하네다의 높은 중계성
- 나리타, 하네다, 오사카의 높은
근접성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항공여객이동 패턴에 기반하여 각 공항의 중계성과 근접성
을 경험적(empirical) 퍼포먼스 기반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매개 및 근접 중심
성 지표들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인천의 경험적 중계 기
능이 잠재성(매개 중심성)에 비해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이는 중계 잠재성과 퍼포먼스 모두 상위권에 위치한 싱가포르와는 대조적이다.
반대로 김포, 제주, 김해의 경우 경험적 중계 기능이 잠재성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되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대부분의 주요 공항들이 매개 중심성보다
(가중) 흐름 매개 중심성 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베이징(PEK),
상하이(PVG), 광저우(CAN), 일본의 하네다와 나리타 모두 인천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순위 상승 경향은 양국 모두 지역공항과 국제공
항 간 연결망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국내선-국제선 간 환승 빈도가 우리나라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중계성 평가와 대조적으로, 인천의 경험적 근접성 순위는 잠재적 근접성 평가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순위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이
는 앞서 경험적 매개 중심성 증가 경향과 연결지어 이해될 수 있다. 즉, 국내선-국
제선 환승 빈도의 증가는 항공여객의 네트워크 경로 거리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하여, 항공여객의 목적지 공항으로의 네트워크 접근성(이동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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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일 항공 네트워크(항공사)
① 한·중·일 주요 항공사 현황
한국

LCCs의 적극적인 국제선 시장
확대
- 상위 5개 공항(2개 FSCs, 3개
LCCs) 간 국제선 공급 점유율 격
차가 중국, 일본에 비해 작음

중국

일본

대형 FSCs 중심의 국제선 시장
운영

대형 FSCs 중심의 국제선 시장
운영

- FSCs 중심의 국제선 시장 참여
(상위 5개 항공사 중 4개 FSCs, 1
개 LCC)
- LCCs 국제선 시장 참여는 초기
단계로 판단됨

-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시장 규모
가 가장 작음[2개 FSCs 중심의
국제선 시장 참여]
- LCCs의 국제선 시장참여는 초
기 단계로 판단됨

한국, 중국, 일본은 공통적으로 주요 국적 FSCs의 국제선 시장 참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비해 상위 5개 항공사 간 공급 규모
측면에서 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LCCs의 적극적인 국제선 시장 확대에
따른 영향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국의 경우 상위 5개 항공사에는 오직
1개의 LCC만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본은 3개 LCCs가 포함되어 있지만 피치항공
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 5,000편 이하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LCC의 국제선 시장
참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➁ 한·중·일 주요 항공사 네트워크
한국

중국

일본

FSCs: 인천 중심의 단일 허브
네트워크 운영

FSCs: 단일 및 듀얼 허브
네트워크 혼재

FSCs: 나리타, 하네다 중심의
듀얼 허브 네트워크 운영

LCCs: 인천과 지역 거점 중심의
1강 1중 듀얼 네트워크 발달

LCC: 상하이 중심의 단일 허브
네트워크 구축

LCCs: 나리타, 오사카 거점의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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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의 FSC 네트워크들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인천 중심의 단일 허
브 네트워크를, 일본은 나리타와 하네다 중심의 듀얼 허브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중국은 동방항공의 경우 상하이(PVG)와 쿤밍(KMG)
을 중심으로 한 듀얼 허브 네트워크가 발달한 반면, 남방항공은 광저우(CAN), 에
어차이나는 베이징(PEK)을 중심으로 한 단일 허브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었다.
다만 남방항공의 경우 광저우와 우르무치(URC), 우한(WUH) 등 복수의 2순위 허
브들 간 연결성 격차가 작아 일반적인 단일 허브 네트워크에 비해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연결망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LCCs의 경우 포인트-투-포인트 사업모델의 영향으로 인한 다중 거점 네트워크
체계가 형성되어 FSCs에 비해 다소 복잡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제주항공
은 인천을 거점으로 무산, 무안, 제주를 차순위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티웨
이는 인천과 대구, 진에어는 인천과 부산을 거점으로 네트워크가 발달하였다. 반
면, 중국의 춘추항공은 자국의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위의 지역공항들과 방콕, 오
사카, 제주 간 복잡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발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피치항
공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바닐라항공은 나리타, 젯스타재팬은 나리타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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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아시아 지역(신남방·신북방) 글로벌 지표 분석
본 절에서는 아시아 신흥지역에서 항공시장 협력을 위한 유망국가 선정을 위하
여 항공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글로벌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신남방 지역과 신북방 지역에서 우선 협력 대상 국가를 선정하였다.
신남방 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있어 신북방 지역에 비해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가 길고 규모와 협력의 밀도도 훨씬 높다. 그에 따라 여객과
화물 운송 등 항공사업의 실적에 있어서 신남방 지역이 신북방 지역보다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향후 그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동북아 변화를
고려할 때, 신북방 지역과의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일 ‘정책적 필요’가 있다.
이에 현 단계의 경쟁력, 한국과의 관련성,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력 유망
국가 및 지역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항공산업은 화물운송보다 여객운송 중심, 그리고 여객운송의 가장
큰 부분인 관광산업의 발전 정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019년 한국의 국제
선 여객운송 실적은 약 8천 6백만 명이다. 국가별 목적지를 보면 일본과 중국이
각각 21%와 20%로 1, 2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베트남이 전체 여객 수송의
11%를 차지하여 3번째로 국제 여객운송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 필리핀, 대만,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240) 본 장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위탁 연구(지표 평가방법, 평가체계 구축, 우선협력국 등)로 진행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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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운송률이 높은 상위 10개국의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들이다.241)
반면 2019년 한국의 항공 화물운송 실적은 중국, 미국, 일본이 각각 19%, 16%,
11%를 차지하여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화물운송에 절반에 가깝다. 다음으
로 필리핀 10%, 홍콩, 독일, 태국,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순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독일 등과의 화물운송은 전년 대비 많게는 17%까지 감소
하였으나,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과의 화물운송은 오히려
증가하였다.242)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교통을 이용한 관광이 전 세계적으로 전멸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물류수송이 갖는 항공산업에서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20년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대비 여객 수송 실
적(Revenue Passenger Kilometer)은 29.5% 감소하였으나, 여객기의 화물기 전용
(轉用) 등 화물기 가동 확대 및 화물 적재율 개선으로 전년 대비 화물운송 실적
(Freight TK)이 3.1% 증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243)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
발 이후 상용화로 코로나가 영원히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는 시기가 언제일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즉, 관광 정상화의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현재로서
는 항공산업 전략 수립에서 화물운송을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항공산업 정책 수립에 중요한 변수들인 성장경쟁력, 정치·행정적
안정성 및 효율성(거버넌스), 비즈니스 수월성, 물류경쟁력, 관광경쟁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신남방 국가들 및 신북방 국가들을 전 세계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객
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현황에 대해 개관한다.

1. 평가방법
신남방 국가들과 신북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항공산업의 향후 수익 창출과 직·

241) 한국공항공사(2020), 2019 항공통계.
242) 한국공항공사(2020), 2019 항공통계2019 항공통계.
243) 대한항공 뉴스룸 보도자료(2020.08.06.), https://news.koreanair.com/%EB%8C%80%ED%95%9
C%ED%95%AD%EA%B3%B5-2020%EB%85%84-2%EB%B6%84%EA%B8%B0-%EC%9E%A
0%EC%A0%95-%EC%8B%A4%EC%A0%81-%EB%B0%9C%ED%91%9C/ (검색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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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관련된 5개 글로벌 지표(성장 경쟁력, 세계 거버넌스, 비즈니스 수월
성, 관광경쟁력, 물류경쟁력)들을 통하여 각 국가들이 특정 분야별로 가지는 개별
적인 경쟁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신남방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가 한국이 항공산업에 투자하기에 적
합한 제반 조건과 제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인도와 필리핀은
여러 분야에 부족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경쟁력 면에
서 가장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한 신북방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 카자
흐스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상위 그룹에 올랐다. 투르크메니스
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은 하위권이었다. 중위권 그룹으로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몽골, 우즈베키스탄이 있으나, 이들 국가 중 5개 종합지표 지수
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제도, 인프라, 경제수준, 부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이
5개의 글로벌 지표들은 한국의 항공 산업이 향후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고려
하기에 충분히 의미있는 정보이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을 전 세계 국가들과의 비
교를 통해 평가한 지표들이기에, 한국과의 향후 교류 전망을 내다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결과에서는 한국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즉 최근의 인적/
물적 교류 수준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논의한 5개 지표의 국가별
순위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한국 항공 산업이 집중해야 할 국가를 제시한다. 사용
한 5개의 글로벌 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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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글로벌 5개 지표&지수 내용
지수

주요 지표
· 12개 항목

· 성장경쟁력 지수(GCI)

· 제도, 인프라, 인터넷 기술수용도, 거시경제, 건강, 노동숙
련, 상품시장효율성, 노동시장, 금융시스템, 시장규모, 사업
역동성, 혁신

· 비즈니스 수월성 지수(Ease
of Doing Business Index)

· 물류 경쟁력(LPI)

· 10개 항목
· 창업, 건축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소액투
자자 보호, 세금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해결, 퇴출
· 6개 항목
·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수송, 물류역량, 물류추적, 적시성
· 6개 항목

· 세계거버넌스 지수(WGI)

· 부패 통제수준,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및 테러리즘 수준, 정
부효율성, 규제의 질적 수준, 법치 수준, 여론반영과 책임성
· 4개 항목

· 관광경쟁력 지수(TTC)

· 관광활성화 환경, 여행 및 관광 정책, 사회적 기반, 자연 및
문화 관광자원

자료: 1) WEF(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s://www.weforum.org/reports/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검색일: 2020.04.01.). 2) The World Bank(2020), “Doing Business2020(비
즈니스 수월성 2020)”, https://www.doingbusiness.org/en/doingbusiness(검색일: 2020.08.20.). 3) The
World Bank(2018), “LPI 2018(2018 물류경쟁력 보고서)”, https://lpi.worldbank.org/(검색일: 2020.08.20.).
4) The World Bank(2018), “WorldWide Goverance Indicators(세계거버넌스 지수 2018)”, https://info.worl
dbank.org /governance/wgi/(검색일: 2020.08.20.). 5) WEF(2019),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
ess Report 2019”, Travel and Tourism at a Tipping Point, http://www.weforum.org/docs/WEF_TTCR_
2019.pdf (검색일: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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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아시아 지역(신남방·신북방) 평가 체계 구축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항공산업 협력 대상으로서 각종 글로벌 지표에 따른
평가에 더하여 ‘한국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협력 우선 지역을 선정하고자 한다.
한국과의 교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최근 집계된 수출입 액수, 한국의 직접
투자 금액, 항공 여객 수, 화물량, 현지 교민 수를 근거 자료로 수집하였다.
각종 글로벌 경쟁력 지표 및 한국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지금까지
축적된 현황자료들이다.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현황에 근거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
지만, 현재의 통계예측 시스템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에 대한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UN이 발간하는 인구예측 보고서와 AIRBUS가 제공하는 국가별 미래소
득과 예상 여행 횟수에 대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항공수요 예측치’도 함께 검토
하고자 한다.
다만, 우선순위 협력 대상국 도출을 위해 검토한 자료들은 동일선상에 두고 종
합평가를 수행하기에 곤란한 점이 존재한다. 글로벌 지수는 전 세계를 모수로 한
순위로 표기되지만, 한국 유관 지표나 항공수요 예측지표는 국내 기준의 절대값으
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석 과정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한국의 대외관계가 전
통 4강과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지수와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
어, 신남방 국가 중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급격하게 중요도가 증가한 베트남
(경제교류, 인적교류 등)은 글로벌 지수에서는 여전히 후발주자에 속하는 반면, 글
로벌 지수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의 조지아는 한국과의
관련성 지표에서는 매우 낮은 수치로만 나타난다. 또한 글로벌 지수의 경우 세부
지표에서는 겹치는 항목이 있어 특정 지표가 중복 포함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중립적 평가를 넘어서 본 연구진을 구성하는
지역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를 더하여 최종적으로 우선순위 협력대상국을 선정하
게 될 것이다. 평가와 선정의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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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우선순위 협력대상국 평가 과정

1. 신남방 지역 우선 협력국 평가 결과
먼저 신남방 지역의 경우 각종 지수에서 싱가포르가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과 브루나이가 상위 5개국이었고 인
도와 인도네시아가 뒤를 이었다. 싱가포르는 모든 지표에서 지역 내에서 1위를 기
록했다. 말레이시아는 성장경쟁력지수와 비즈니스 수월성 지수, 그리고 관광경쟁
력 지수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태국은 말레이시아에 비해
대부분 지수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물류경쟁력 부분에서는 지역 내 2위를
기록하며 이 부문에서 말레이시아보다 우월한 평가를 받았다. 베트남은 물류경쟁
력과 거버넌스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전체적인 성장경쟁력지수에서는
7위를 기록했다. 브루나이는 거버넌스 부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성장경쟁력과 비즈니스 수월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도는 관광경
쟁력과 비즈니스 수월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성장경쟁력에 있어서는 역내
8위로 평가되어 라오스와 캄보디아보다 높은 수준에 그쳤다.
한국과의 관련성, 즉, 항공여객 수와 화물량, 그리고 교민 수 및 수출입 액수
등으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한국과 교류가 압도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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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의 경우 신남방 국가 중 한국과의 수출입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항공
여객 수와 항공화물에서도 각각 37%, 39%를 차지하였다. 필리핀은 항공여객 수에
서는 21%로 베트남 다음으로 높았다. 태국은 한국과의 항공여객 수에서는 19%로
3위를 차지했다. 항공화물의 16%를 차지해 지역 내에서 2위로 평가된 점이 주목
할 만하다.244) 인도는 한국과 수출입 달러는 베트남 다음으로 많았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보다 높았다. 그러나 항공여객과 항공화물을 이용하는 경
우는 미미했으며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의 숫자도 작아 한국과 항공교류는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UN 인구통계와 AIRBUS 항공수요 전망 자료는 국가별 인구변동과
사회경제력의 신장을 보여줄 수 있다. 올해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전망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제한적이나마 국력신장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신남
방 국가의 경우 고소득국가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의 발전은 예상가능한 수준이었
으나, 경제력 측면에서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1인당 GDP가 2만 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이다. 인구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는 2억 9
천만 명으로 인구대국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필리핀과 베트남도 1
억 명을 넘어서는 거대한 소비대국으로 성장할 것이 전망된다.
이상의 지표 분석을 준거로 신남방 지역 국가 중 성장잠재력이 높고 향후 항공
부문 협력의 우선협력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의 5개국이다. 글로벌 지수에서 압도적으로 순위가 높았던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의 경우는 도시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협력 확대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싱가포르
의 경우 항공교통 부문에 있어 한국과 상보적 관계보다는 경쟁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인도도 그 자체로 성장이 기대되고 향후 협력관계를 넓
혀가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크나, 아직까지 한국과의 관련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인구 및 경제규모의 측면에서 인도는 아세안의 총합에 필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독립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순위 협력

244) 한국공항공사(2020), 2019 항공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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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은 주로 아세안의 신흥국들로 선정되었다. 상세한 국가별 현황과 협력의 유
의사항은 다음 절에서 후술한다.

<표 5-2> 신남방 국가의 경쟁력 평가지표 모음
글로벌 지수
국가

성장
경쟁력
순위

비즈니스
순위

물류
경쟁력
순위

역내 세계 역내 세계 역내 세계

항공수요 예측 지표
(2030년 기준)

한국유관 지표
거버
넌스
순위

관광
경쟁력
지수

역내

역내 세계

교역량
(2018)
(백만 불)

직접
투자액
(2018)
(백만 불)

항공
여객 수
(명)

싱가포르

1

1

1

2

1

7

1

1

17

19,756

3,026 1,639,583

말레이시아

2

27

2

12

4

41

3

2

29

19,199

태국

3

40

3

21

2

32

4

3

31

14,087

항공
화물량
(천 톤)

교민 수
(명)

예측인구
(천명)

예측
1인당
GDP
(달러)

예측
1인당
여행
(회)

118

21,406

6,262

113,666

6.97

231 2,326,267

83

20,861

36,095

43,880

2.81

93 5,010,830

137

20,200

70,346

26,595

1.84

인도

8

68

4

6

5

44

7

4

34

21,491

447

268,980

15

11,273

1,503,642

13,835

0.32

인도네시아

4

50

7

73

6

46

6

5

40

19,994

963

890,876

39

22,774

299,198

20,821

1.04

베트남

7

67

6

70

3

39

5

6

63

68,265

338 172,684

브루나이

5

56

5

66

8

80

2

7

72

672

4,473 9,862,635

104,164

12,595

0.94

44,439

0.9

328

471

105,591

1.86

203 5,424,081

0.8

필리핀

6

64

8

95

7

60

8

8

75

15,606

113

85,125

123,698

13,900

0.76

라오스

10

113

9

154

9

82

9

9

97

114

69

449,123

5

3,050

8,226

14,965

0.51

캄보디아

9

106

10

144 10

98

10

10

98

974

212

409,826

7

11,969

18,781

7,080

0.72

미얀마

11

-

11

165 11 137

11

11

-

1,070

279

119,955

4

3,860

58,478

12,187

0.21

자료: 1) 글로벌 지수는 WEF(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www.weforum.org/docs/WEF_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검색일:
2020.04.01.); The World Bank(2020), “Doing Business2020(비즈니스 수월성 2020)”, https://www.doingbusiness.org/en/doingbusiness.(검색일: 2020.08.20.);
The World Bank(2018), “LPI 2018(2018 물류경쟁력 보고서)”, https://lpi.worldbank.org/(검색일: 2020.08.20.); The World Bank(2018), “WorldWide Goverance
Indicators(세계거버넌스 지수 2018)”, https://info.worldbank.org /governance/wgi/(검색일: 2020.08.20.) WEF(2019),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9(Travel and Tourism at a Tipping Point)”, http://www.weforum.org/docs/WEF_TTCR_2019.pdf(검색일: 2020.04.01.).
2) 한국유관지수 중 교역액과 직접 투자금액은 통계청(2019) “교역국가별 수출입 현황 수입”;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9) “국제지역정보”, http://keri.koreaexim.go.kr, 검색일:
2020.08.20.); 수출입은행(2019)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검색일: 2020.08.20.), 항공관련 지수(여객 및 화물)는 한국공항공사(2019) 통계
자료, 교민수는 통계청(2019), 한인재외동포. 3) 인구예측치는 UN(2019) 세계인구예측보고서. 4) GDP per Capita와 Trips per Capita는 AIRBUS(2020), 2019 Global
Market Forecast: Cities, Airports, & Aircraft 2019-2038.를 통해서 분석하였음(자세한 웹사이트 및 URL은 참고문헌 부분에 넣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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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북방 지역 우선 협력국 평가 결과
신북방 국가들 증에서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코카서스 3개국이 5개 종합지표
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성장경쟁력과 관광
경쟁력, 비즈니스 수월성, 물류경쟁력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부패수
준, 법치, 정치적 안정성 및 테러 위험, 정부 효율성 등 거버넌스 면에서는 부정적
이다.
카자흐스탄은 대체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는데, 성장경쟁력, 비즈니스 수월성,
물류경쟁력에서 우수하며 거버넌스 면에서는 특히 규제수준, 정부 효율성, 정치적
안정성 및 테러 위험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심각한
사회 정치적 부패 문제로 잘 알려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의 부패수준
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코카서스 3국(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은 그동안 한국에는 잘 알려지
지 않았으나, 유럽과의 지리적 근접성에서 비롯된 장점뿐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풍부한 역사적 유물, 만년설이 덮인 카즈베크 산과 흑해, 카스피 해안 등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과 관광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특히 조지아
는 거버넌스와 비즈니스 수월성 면에서 신북방 국가들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
았고, 관광경쟁력도 러시아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다만 물류경쟁력은 매
우 저조한 성적을 보인다. 아르메니아는 대체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고, 비록 물류
경쟁력 지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아제르바이잔 역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점
수를 얻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거버넌스 면에서 부패수준과 법치 등, 1인
독재라는 체제적 특성과 관련된 하위 분야에서 다른 코카서스 3국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지수에서 중위권 그룹에 속한 우크라이나는 물류경쟁력 면에서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관과 인프라 면에서는 저조하지만, 국제수송, 적시성, 물류
추적, 물류역량 면에서 다른 신북방 국가들보다 뛰어나다. 관광경쟁력도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에다 흑해를 넓게 접하고 있어 무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패 문제와 및 반정부시위 등으로 인한 치안문제, 러시아와의 무력

164

분쟁 및 테러 위험으로 인해 거버넌스 면에서 우려스럽다. 비즈니스 수월성에 있
어서도, 퇴출/파산 절차의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
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몰도바, 벨라루스, 몽골, 우즈베키스탄은 5개 종합지수 면에서 큰 장점이 보이
지 않는다. 그러나 몽골의 경우 정치적 안정성 및 테러 위험 면에서 신북방 국가들
중 가장 우수하다는 이점에다 지리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편이라는 장점이
더해지기에, 앞으로의 한국의 항공산업 수익성 면에서 단순히 부정적으로 평가하
기는 어렵다. 더불어 지리적으로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과 맞닿아 있으며, 아시
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 중 하나로 간주되는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신북방 지역과의 관계 구축의 출입구로 삼을 만하다. 우즈베키스탄은 물류경쟁력
이 무난하며, (아쉽게도 관광경쟁력 지수가 누락되어 있으나) 티무르제국과 실크
로드의 유적들이 위치해 있기에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관광잠재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지수 면에서 가장 하위권을 차지한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
르기즈스탄)은 모두 거버넌스와 비즈니스 수월성 면에서 우려스러운 국가들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특히나 치안 문제와 테러 위험이 심각한 이란, 아
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넓게 인접해 있어 한국으로부터의 인적, 물적 교류 전망
이 밝지 않다.
이상의 지표 분석을 준거로 신북방 국가 중 성장잠재력이 높고 향후 항공 부문
협력의 우선협력 대상 국가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극동러시아, 코카서스
3국 등 4개 국가 및 지역으로 제안한다. 중국은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이지만 신남
방 지역의 인도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정책 대상이 될 필요가 있고 본 연구에서
는 경쟁국으로 본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방협력
의 경로를 고려할 때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 가능성을 탐구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자세한 국가별 현황과 협력의 유의사항은 다음 절에 후술한다.

<표 5-3> 신북방 국가의 경쟁력 평가지표 모음
글로벌 지수
국가

성장경쟁력
순위
역내 세계

중국
1
러시아
2
조지아
6
아제르바이잔 4
아르메니아
5
카자흐스탄
3
몰도바
8
키르기스스탄 9
우크라이나
7
우즈베키스탄 몽골
10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28
43
74
58
69
55
86
96
85
102
-

비즈니스
순위

한국유관 지수

물류경쟁력 거버넌스 관광경쟁력
순위
순위
지수

역내

세계 역내 세계

1
3
1
5
6
2
7
11
9
10
12
8
13
-

31
28
7
34
47
25
48
80
64
69
81
49
106
-

1
4
10
5
3
9
8
2
6
12
7
13
11

26
75
119
92
71
116
108
66
99
130
103
134
126

역내

역내

3
9
1
8
4
5
7
10
11
2
6
13
-

1
2
3
4
6
7
9
11
5
8
10
-

교역액
직접
(2018) 투자금액
세계 (백만 불) (백만 불)
13
39
68
71
79
80
103
110
78
93
104
-

268,613
24,824
150
70
16
2159
27
79
728
2139
334
77
24
20

항공
여객 수
(명)

5,794 18,509,176
99 1,529,586
10
0
0
0
24 187,151
0
4
0
7
35 310,792
17 473,589
0
0
0
0

항공
교민 수
화물량
(명)
(천 톤)
753
60
17
6
0
14
12
0

항공수요 예측 지수
(2030년 기준)
예측
예측
예측인구
1인당
1인당
(천명)
GDP
여행
(달러)
(회)

2,461,386 1,464,340
169,933
143,348
101
3,853
192
10,740
373
2,967
109,923
20,639
82
3,886
18,515
7,446
13,070
40,882
177,270
37,418
2,164
3,716
1,265
9,265
759
11,557
1,482
6,782

32,576
36,385
16,926
22,302
8,109
32,837
9,002
4,758
12,956
10,327
12,272
26,451
4,175
24,284

0.92
0.97
1.22
0.32
0.90
0.48
0.69
0.32
0.41
0.12
0.42
0.23
0.13
0.37

자료: 1) 글로벌 지수는 WEF(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www.weforum.org/docs/WEF_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검색일:
2020.04.01.); The World Bank(2020), “Doing Business2020(비즈니스 수월성 2020)”, https://www.doingbusiness.org/en/doingbusiness.(검색일: 2020.08.20.);
The World Bank(2018), “LPI 2018(2018 물류경쟁력 보고서)”, https://lpi.worldbank.org/(검색일: 2020.08.20.); The World Bank(2018), “WorldWide Goverance
Indicators(세계거버넌스 지수 2018)”, https://info.worldbank.org /governance/wgi/(검색일: 2020.08.20.) WEF(2019),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9(Travel and Tourism at a Tipping Point)”, http://www.weforum.org/docs/WEF_TTCR_2019.pdf(검색일: 2020.04.01.).
2) 한국유관지수 중 교역액과 직접 투자금액은 통계청(2019) “교역국가별 수출입 현황 수입”;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9) “국제지역정보”, http://keri.koreaexim.go.kr, 검색일:
2020.08.20.); 수출입은행(2019)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검색일: 2020.08.20.), 항공관련 지수(여객 및 화물)는 한국공항공사(2019) 통계
자료, 교민수는 통계청(2019), 한인재외동포. 3) 인구예측치는 UN(2019) 세계인구예측보고서. 4) GDP per Capita와 Trips per Capita는 AIRBUS(2020), 2019 Global
Market Forecast: Cities, Airports, & Aircraft 2019-2038.를 통해서 분석하였음(자세한 웹사이트 및 URL은 참고문헌 부분에 넣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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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남방 우선협력 대상 5개국의 특성과 잠재력
1. 인도네시아
가. 국가 개요
인도네시아는 적도를 따라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1만 7천 개의 섬으로 구성된
군도국가로, 신남방 국가 중 최대면적(1,904,569 ㎢), 최대인구(2억 7천만 명,
2020년 5월 기준)를 가지고 있다.245)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 자연(석유, 석탄,
팜오일 등), 2000년대 이후 정치안정과 경제 안전, 빠른 디지털화, 큰 인구 규모로
거대한 국내 소비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과는 자원개발 분야에서 교통인프라,
산업, 에너지, 소비시장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투자와 교역을 하고 있다.246)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FDI) 1호 투자대상국이다. 양국의 경제
협력은 1968년 한국정부가 한국남방개발(KODEKO)이라는 회사를 통해 산림개발
에 직접 투자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247) 따라서 신남방 국가 중 경제협력과 인
적교류의 역사가 가장 긴 편에 속하며 그에 따라 양국 간 사회경제적 관계가 긴밀
하게 발전하였다. 양국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248)
2019년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중에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최
종 타결하였다.249)

245) 외교부(2019), ｢인도네시아 개황(2019.11)｣, http://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
eq=367597 (검색일: 2020.08.17.)
246) 외교부(2019), ｢인도네시아 개황(2019.11)｣, http://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
eq=367597 (검색일: 2020.08.17.)
247) 오명석·전제성·강윤희(2014), 말레이세계로 간 한국기업들, 눌민, pp. 171-232.
24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2017.11.10.), ｢한·인니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https://www.
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44624 (검색일: 2020.08.17.)
249) 산업통상자원부(2019.11.26.),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타결…신남방정책 양자협의 첫 결실｣, https://
www.gov.kr/portal/ntnadmNews/2038742 (검색일: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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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 교통망 개요
2020년 현재 인도네시아는 전국적으로 교통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수라바야(Surabaya)에 대규모의 컨테이너 항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Kupang
(El Tari 공항), Bali(North Bali 공항), Medan(Kualanamu 공항) 등에서 공항이 신
설되거나 개보수되고 있다. 파푸아에서는 해당 섬 전체를 연결하는 도로 개선 프
로젝트(Trans-Papua Highway)가 진행되는 중이다.

250)251)

인도네시아의 민간항공은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산하의 민간항공
국(DGCA, Directorate General Civil Aviation)에 의해 규제된다.252) 공항 및 항
공교통 서비스 관리는 국영기업인 Angkasa PuraⅠ과 Angkasa PuraⅡ에서 수행
하는데,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자는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고 14개의 공항을 운영
하고 있으며 후자는 탕에랑의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본사를 두고 16개의 공항 운
영을 담당한다.253) 인도네시아의 주요 공항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중 가장 물동
량이 많은 공항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CGK, 자카르타의 관문공항)과 응우라
라이 공항(DPS, 발리의 관문공항)이다.

250) PORT STRATEGY(2019.07.24.), “US$1.2BN INDONESIAN CONTAINER PORT PLANNED”, https://
www.portstrategy.com/news101/world/asia/us$1.2bn-indonesian-container-port-planned.
(검색일: 2020.07.15.)
251) Angkara Pura1 홈페이지, https://ap1.co.id/en; Angkara Pura2 홈페이지, https://www.angkasapur
a2.co.id/id/(검색일: 2020.07.15.)
252) 인도네시아 민간항공국 공식 홈페이지, http://hubud.dephub.go.id/website/ (검색일: 2020.07.29.)
253) Angkara Pura1 홈페이지, https://ap1.co.id/en; / Angkara Pura2 홈페이지, https://www.angkasa
pura2.co.id/id/. (검색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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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의 크기는 여객 실적을 나타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ser.

<그림 5-2> 인도네시아 공항 위치도

다. 항공정책
인도네시아의 항공운송은 1990년대 중반까지 주 정부에 의해 통제되었으나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운송 부문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특히
2001년 교통부는 항공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항공기 운항 대수 기준을 5대에서 2대
로 낮추었고, 이로인해 정기 항공사는 2000년 7개에서 2004년 27개로 증가했다.254)

254) APEC(2017), ｢Indonesia: Structural Reform in Air Transport Service｣.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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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PEC(2017), Indonesia: Structural Reform in Air Transport Service. p.8 (그림 인용)

<그림 5-3> 인도네시아 항공정책 변화(1990~2016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 2005-2025)을 기반으로 5년마다
국가중장기개발계획(RPJMN,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을 발
표하며, 매년 국가계획보고서(RKP)를 발간한다. 2019년 국가개발계획부(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Minister)는 <2020-2024 국가중장기개발계획>을 발표하
며 ‘연결성(Connectivity)’이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히
고 철도, MRT 등 인프라 개발에 더욱 방점을 둘 것을 암시했으며,255) 2020년 국
가예산안(APBN 2020)에서는 인프라 분야의 예산을 소폭 확대했다.256) 항공 개발
255) pwc(2019.07.03.), ｢“RPJMN 2020-2024 remains focusing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https://www.pwc.com/id/en/media-centre/infrastructure-news/july-2019/rpjmn-2020-2024
-remains-focusing.html. (검색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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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서 Angkasa PuraⅠ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Manado의 Juanda 공항,
Sultan Hasanuddin 공항, Sam Ratulangi 공항과 Ambon의 Pattimura 공항, 족자
카르타(Yogyakarta) 국제공항(YIA), Lombok 공항, 쿠팡(Kupang)의 El Tari 국제
공항 등 7개의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공항 프
로젝트 일부는 지연될 예정이다.257)

라. 항공시장
인도네시아 항공시장은 아세안 국가들 중 가장 크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
등 30개국이 비자면제국이고,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00만 명 유치하
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258) 인도네시아 여객 및 화물 실적은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국제 모두 꾸준한 성장을 기록했다. 여객 전체는 연평균 7.7%,
화물 전체는 6.7%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5-4> 인도네시아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여객

121,561,804

125,334,838

143,244,971

153,144,434

162,462,181

국제여객

26,941,742

26,769,329

29,182,120

32,842,568

35,843,458

여객전체

154,866,304

158,413,352

180,209,346

195,796,663

208,496,468

국내화물

699,609

684,985

728,961

788,675

936,359

국제화물

387,523

377,348

391,394

446,426

474,670

화물전체

1,087,132

1,062,335

1,120,356

1,235,100

1,411,025

주: 화물은 순화물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256) 코트라해외시장뉴스(2020.01.30.), ｢2020년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 및 주요 정책｣, https://news.kotra.or.
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9913 (검색일:
2020.07.23.)
257) pwc(2020.05.19.), ｢“Angkasa Pura I confirms delay in development project completion schedule
of 4 airports”｣, https://www.pwc.com/id/en/media-centre/infrastructure-news/may-2020/
angkasa-pura-i-confirms-delay-in-development-project-completion-schedule-of-4-airports.
html (검색일: 2020.7.22.)
258) 세계일보(2015.6.14.), ｢인도네시아, 韓 등 30개국 비자 면제｣, http://www.segye.com/newsView/20
150614002429?OutUrl=naver (검색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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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여객과 화물에 대한 수요 예측을 보면 2040년까지 전체 여객은
연평균 5.2%씩 증가하여 약 6억 4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고 국내선은 연
평균 5.0%씩 증가하여 약 4억 8천여 명, 국제선은 연평균 6.7%씩 증가하여 약 1억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화물은 연평균 2.7%씩 증가하여 약 2백 60만
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5-5> 인도네시아 2040년 수요 예측 전망
구분

2018(현실적)

2040

연평균 성장률

국내여객

162,462,181

475,348,392

5.0%

국제여객

35,843,458

147,965,810

6.7%

전체 여객

208,496,468

639,943,978

5.2%

전체 화물

1,428,005

2,579,633

2.7%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CI World Airport Traffic Forecasts(WATF) 2019-2040.

인도네시아의 항공 여객 시장을 OAG 국제선 스케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의 도착 국가 수는 2010년 20개에서 2019년 28개
로, 도착 공항 수는 2010년 48곳에서 2019년 84곳으로 증가하였다. 좌석수 기준
인도네시아 국제선의 주요 항공사 10곳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가루다 인도
네시아 항공이 1위, 인도네시아의 LCC인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가 2위였는데
LCCs의 성장으로 2019년, 두 항공사 순위가 뒤바뀌었다. 또한 라이온에어는 동남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인도네시아의 LCC로서, 과거에는 6위, 2019년에는 5위로
순위상으로는 한 단계 높아졌으나, 좌석 수로 보면 약 두 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그 밖에 케세이퍼시픽항공, 중화항공 등 중국 항공사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인도네시아 국제선의 출도착 국가는 좌석수 기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10년
동안 꾸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주목할 점은 2010~2019년 중국이 약 6.8배,
카타르가 약 8배 증가하며 무서운 성장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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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인도네시아 출발 도착 국가 직항편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4> 2019년 인도네시아 국제선 항공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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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항공사는 LCC를 포함하여 총 13개이다. 전체 항공사 중 가장 높
은 여객 실적을 기록한 것은 LCC인 라이언에어인데, 특히 국내선은 라이언에어가
전체 여객 실적의 96.2%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이 두 번째
로 많은 국제선 여객 실적을 보인다.

<표 5-6> 인도네시아 국적항공사 좌석 수(2019)
국내

국제

총합계

Lion Air

Mainline
/LCC
L

37,839,814

1,461,346

39,301,160

Garuda Indonesia

M

20,596,685

2,990,171

23,586,856

Citilink Indonesia

L

18,090,368

439,260

18,529,628

Batik Air

M

15,602,588

399,600

16,002,188

Sriwijaya Air

M

15,278,550

347,001

15,625,551

Wings Air

L

9,562,840

25,550

9,588,390

NAM Air

M

6,663,840

18,720

6,682,560

Indonesia AirAsia

L

3,550,140

2,994,480

6,544,620

PT Trigana Air

M

1,208,804

-

1,208,804

TransNusa

M

1,055,650

-

1,055,650

항공사

Xpress Air

M

426,484

-

426,484

Indonesia Airasia X

M

-

4,901

4,901

PT. Travel Express
Aviation Service

M

4,044

-

4,044

129,879,807

8,681,029

138,560,836

총합계

주: 2019년 자국항공사 출발 기준.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인도네시아에서 LCC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국내선의 경우 2010년 기준 43.3%
에서 2014년 62.8%로 증가하였다가, 후에 다시 감소하여 2019년 53.2%를 차지했
다. 국제선에서는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9%에서 2020년 40.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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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Mainline은 지역항공사와 FSC를 포함하고 있음.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5> 인도네시아 Mainline/LCC 점유율

인도네시아와 한·중·일 간 노선은 다음과 같다. 인천공항과는 인도네시아의
2개 공항과 노선이 연결되어 있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6> 인도네시아 – 한·중·일 노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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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과의 연계성 및 항공협력 전망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89년 9월 27일 항공협정을 맺었으나,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와는 항공자유화 협정을 합의하지 못했다.259)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항공 당국은 국제선 영업의 위축을 우려해 항공 자유화 협상
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국영항공사인 가루다인도네시
아항공은 비행기 가격 인하를 우려해 협정을 맺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260)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국제선 여객과 화물 실적은 다음 그림과 같다. 2010년
약 51만 명이었던 여객 수는 2019년 약 9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화물 물동량은
2010년 약 3만 톤에서 2019년 3만 9천 톤 수준으로 증가했다.

주: 단위: 여객-명, 화물-천 톤.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한국공항공사(2020), 2019 항공통계.

<그림 5-7> 한국–인도네시아 여객/화물 실적 (위: 여객, 아래: 화물)

259) 조선비즈(2020.01.30.), ｢대통령이 강조한 ‘항공자유화’, 아세안 중 인니만 안된 이유는｣, https://biz.chosun.
com/site/data/html_dir/2020/01/30/2020013000594.html (검색일: 2020.09.15.)
260) 조선비즈(2020.01.30.), ｢대통령이 강조한 ‘항공자유화’, 아세안 중 인니만 안된 이유는｣, https://biz.chosun.
com/site/data/html_dir/2020/01/30/2020013000594.html. (검색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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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직항로는 수도인 자카르타와 발리섬의 덴파사르
구간만이 운영 중이다.
인도네시아와의 미래 항공 협력을 전망해 볼 때, 본 연구가 제안하는 2차 협력
대상 도시는 동칼리만탄의 발릭파판(BalikPapan)과 동부 술라웨시 섬의 마나도
(Manado)이다. 발릭파판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예정지의 관문도시로 정치경제적
교류의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다. 마나도는 북술라웨시의 주도로 섬 전체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산악 및 해양 레저 관광 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포스트 발리로 개발하기 위해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2017년부
터 마나도 관광유치를 위한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261)
<표 5-7> 항공협력을 위한 인도네시아 SWOT분석
Strengths
Ÿ
Ÿ
Ÿ
Ÿ
Ÿ

동남아 최대 인구 대국
항공시장 잠재력 충분
2030년 1인당 GDP 2만 불 예상(중산층)
풍부한 관광 자원
안정된 경제성장과 빠른 디지털화
Opportunities

Ÿ 신수도 건설, 외방도서 관광개발 계획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 중
Ÿ 높은 인프라 개발 수요
Ÿ 한-인도네시아 관계 격상
Ÿ 2차 협력도시 발굴 가능(발픽파판, 마나도)

Weaknesses

Ÿ 비즈니스 수월성 낮은 편
Ÿ 사회 전반에 종교색채(이슬람) 강화 중
Ÿ 자바 vs 외방도서 발전 격차

Threats

Ÿ 민간 경제에서 화교 장악력이 높음
Ÿ 국가주의적 성향 강화

261) 이우석(2019.07.14.), ｢'인도네시아 가는 길 화악~넓어질까' 여행업계 한국-인도네시아 항공회담에 촉각｣,
https://news.zum.com/articles/53730509. (검색일: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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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
가. 국가 개요
말레이시아 연방은 동남아 적도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말레이반도의 남부를
차지하는 서말레이시아와 보르네오섬 북서부의 사라왁 및 사바로 이루어지는 동
말레이시아로 구성된다. 인구는 약 3천 2백만 명에 이른다.262) 경제성장률은 베트
남이나 태국 등 주변국보다 낮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다음
으로 높다.263)
한국과는 1962년 무역협정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문화협정(1965년), 항공협정
(1967년) 등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해오고 있다. 대 말레이 수출액은 2018년 기준
약 90억 달러($8,993,879,000)에 이르며 대 말레이 수입액은 백억 달러
($10,205,684,000)를 넘어섰다.264)

나. 항공 교통망 개요
말레이시아의 민간 항공 담당 정부 주체는 Ministry of Transport(MOT), Civil
Aviation Authority of Malaysia(CAAM), Malaysian Aviation Commission
(MAVCOM) 등이다. MOT는 항공산업 정책 입안 및 정부기관 간 협의를, CAAM은
기술 및 안전 규제를, MAVCOM은 민간항공산업과 관련된 경제 규제를 담당한
다.265)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항공사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말레이
시아 항공사의 자회사인 마스 윙스(Mas Wings)는 국내선 운항을 담당한다. 주요
공항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UL), 코타키나발루 국제공항(BKI), 페낭 국제공
항(PEN)이다.266)

262) 코트라 홈페이지, ｢국가·지역정보, 말레이시아｣,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
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6 (검색일: 2020.08.12.)
263) KOTRA(2020), 2020 국별 진출전략보고서: 말레이시아, KOTRA 자료 20-059.
264) 외교부(2020), ｢말레이시아 국가 개황｣ 외교 간행물 11-1262000-000074-14
265) MAVCOM 홈페이지, ｢“Who We Are”｣, https://www.mavcom.my/en/who-we-are (검색일:
2020.08.12.)
266) CAPA(2020), “말레이시아”, https://centreforaviation.com/data/profiles (검색일: 2020.05.26.)(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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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VCOM 홈페이지, “Who We Are”, https://www.mavcom.my/en/who-we-are(검색일:
2020.08.12.) (그림 재인용)

<그림 5-8> MAVCOM, MOT, CAAM

말레이시아 내 공항은 전체 23개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UL), 코타키나발루
국제공항(BKI), 페낭 국제공항(PEN)이 주요 공항이며 그중에서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의 여객 실적이 가장 높다.

주: 원의 크기는 여객 실적을 나타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ser.

<그림 5-9> 말레이시아 공항 위치도

선택 후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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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공정책
1983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1991년부터 민간항공국은
규제 기능만을 맡게 되었으며 공항 운영을 위한 Berhad가 설립되었다. Berhad는
1999년 Malaysia Airports Holdings Berhad(MAHB)에 통합되었으며, 2019년 기
준 말레이시아의 공항 42개 중 39개 공항을 운영한다.267)
2019년 MAVCOM이 발간한 ‘Position Paper’는 말레이시아 항공 업계의 독점
적인 시장 구조가 공항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268)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MAHB의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자 사이의 운영협약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보장한다. 정부가 자산 소유자로서 공항 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개발 자본 비용(기존 자산의 유지 보수에 해당하는 ‘운영자본 지출’과 구분)’에 대
한 자금 제공 의무가 있다는 점이 독특한 지점이다.269)

자료: Malaysian Aviation Commission(2019.12.), “Position Paper”, p. 13. (그림 재인용), 원자료는 MAVCOM임

<그림 5-10> 말레이시아 항공 산업 주요 사건 연표

2020년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항공산업 지원정책으로
수수료, 보조금, 부채의 면제 또는 연기 등을 도입했다.270)

267)
268)
269)
270)

Malaysian Aviation Commission(2019.12.), ｢“Position Paper”｣, 원자료는 MAVCOM임
Malaysian Aviation Commission(2019.12.), ｢“Position Paper”｣, 원자료는 MAVCOM임
Malaysian Aviation Commission(2019.12.), “Position Paper”｣, 원자료는 MAVCOM임
MAVCOM(2020.07.03.), ｢“Second Commentary on Government Assistance to the Aviation Industry”｣,
https://www.mavcom.my/en/2020/07/03/second-commentary-on-government-assistanceto-the-aviation-industry/. (검색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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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공시장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말레이시아의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은 다음과 같
다. 여객 전체 수는 5년간 평균 2.7%의 성장한 것에 비해 화물 운송은 1.2% 감소
되었다.
<표 5-8> 말레이시아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여객

44,952,040

46,316,697

47,805,505

49,583,089

50,074,145

국제여객

39,984,244

40,017,135

43,490,704

49,784,210

52,207,282

여객전체

85,509,929

86,783,047

91,635,759

99,596,690

102,464,223

국내화물

187,429

192,042

188,551

188,876

196,926

국제화물

825,303

766,494

684,485

758,899

768,449

화물전체

1,012,732

958,535

873,035

947,774

965,375

주: 화물은 순화물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말레이시아의 여객과 화물에 대한 수요는 2040년까지 여객 전체가 연평균
4.4% 증가하여 약 2억 7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고 국내여객은 연평균 4%
증가하여 약 1억 2천여 명, 국제여객은 연평균 4.8% 증가하여 약 1억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화물 전체는 연평균 0.8% 증가하여 약 1백 20만 톤 정도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5-9> 말레이시아 2040년 수요 예측 전망
구분

2018(현실적)

2040

연평균 성장률

국내여객

50,074,145

118,942,403

4.0%

국제여객

52,207,282

146,832,651

4.8%

전체 여객

102,464,223

265,828,625

4.4%

전체 화물

993,716

1,180,328

0.8%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CI World Airport Traffic Forecasts(WATF) 2019-2040.

말레이시아의 항공 여객 시장을 OAG 국제선 스케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착 국가 수는 2010년 45개에서 2019년 39개로 감소
하였지만, 도착 공항 수는 110개에서 151개로 증가하였다. 전체 좌석 수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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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횟수 또한 각각 약 1천 9백만 석에서 약 3천 5백만 석으로, 약 10만 회에서
약 18만 회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항공사 수는 69개에서 86개로 증가했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항공사 10개를 살펴보면, 항공사들의 급격한 성장을 볼 수
있다.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항공, 에어아시아, 에어아시아X 순서로 좌석 수가
많았는데, 특히 에어아시아가 급격히 성장하며 2019년에는 에어아시아, 말레이시
아항공, 에어아시아X 순으로 기록되었다. 또 말레이시아의 민간항공사인 말린도
에어가 새로 등장하여 2019년 4위를 차지했다.
말레이시아 출도착 국가를 좌석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년에 1, 2위였던 인
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10년 후에도 변함없이 1, 2위를 지켰다. 이어 중국과 태
국, 일본이 높은 성장을 보이는데, 홍콩은 과거 높았던 실적에 비해 저조한 성장률
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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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말레이시아 출발 도착 국가 직항편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11> 2019년 말레이시아 국제선 항공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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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는 지역항공사와 LCC를 포함하여 총 5개의 항공사가 있다. 이 중
에서 지역항공사가 3개, LCC가 2개이다. 말레이시아의 항공사 중 LCC인 에어아
시아가 가장 많은 좌석 수를 운항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의 약 53.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특히 에어아시아 국내선 좌석 수의 경우 에어아시아 전체의 약 70.4%,
말레이시아 국내선 총 좌석의 약 60%이다. 그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 항공의 좌
석 수가 많으며, 나머지 LCC인 에어아시아X는 국제선만 운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0> 말레이시아 국적항공사 좌석 수(2019)
Mainline/L
CC

국내

국제

총합계

AirAsia

L

22,387,980

9,393,480

31,781,460

Malaysia Airlines

M

9,036,847

6,160,254

15,197,101

Malindo Airways

M

3,963,884

2,555,806

6,519,690

Airasia X

L

-

3,599,219

3,599,219

Firefly

M

1,946,736

247,968

2,194,704

37,335,447

21,956,727

59,292,174

항공사

총합계

주: 2019년 자국항공사 출발 기준.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말레이시아 전체 운항 스케줄을 분석했을 때, FSC 및 지역항공사와 LCC의 점유
율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으며, 2019년에는 LCC의 비율이 더 높게 기록되었다.
국내선은 LCC가 2010년 46.8%이었다가 2019년 59.9%로 증가했고, 국제선의 경
우 또한 39.2%에서 52.8%로 증가해 지역항공사의 비율을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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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Mainline은 지역항공사와 FSC를 포함하고 있음.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12> 말레이시아 Mainline/LCC점유율LCC 점유율

말레이시아(출발)와 한·중·일 간 노선은 다음 그림과 같다. 말레이시아 내 4개
의 공항과 우리나라가 연결되어 있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13> 말레이시아 – 한·중·일 노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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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과의 연계성 및 항공협력 전망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7년 3월 2일 항공협정을 맺었다(1967년 6월 29일 발효).
항공자유화 협정의 경우 여객과 화물 모두 2007년 1월 12일에 체결되었다.271)
한국 출발 국제선 실적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지난 10년간 여객은 약 50만 명에서
약 233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화물량은 2010년 약 13만 톤에서 2019년 약 12만
톤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주: 단위: 여객-명, 화물-톤.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한국공항공사(2020), 2019 항공통계.

<그림 5-14> 한국–말레이시아 여객/화물 실적 (위: 여객, 아래: 화물)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11차 말레이시
아 계획을 2024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사회경제정책의 6대 축을 설정
하였다. 특히 지역, 인종, 빈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271) 1) 외교부(2019.11.), ｢말레이시아 국가개황｣ , http://www.mofa.go.kr/www/brd/m_4099/view.do?
seq=367549 (검색일: 2020.11.01.); 2) 카고뉴스(2007.01.15.), ｢한국-말레이시아, 화물/여객 항공
자유화｣, http://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2 (검색일: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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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만 2020년은 한-말 FTA의 발효가 시작되는 해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18년 출범한 신정부는 출범 직후 다수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를 중단하였
으나 2019년 이후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
다. 자동차 관련 산업과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 등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교두보로
서 교통 제반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한-말레이시아 교통협력
MOU가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하여 육상, 해상, 항공분야를 아우르는 교통 제반 협
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272)
<표 5-11> 항공협력을 위한 말레이시아 SWOT분석
Strengths

Ÿ
Ÿ
Ÿ
Ÿ

각종 글로벌 지수에서 높은 평가
1인당 국민소득 높은 편
영어 공용어 사용
관광산업의 경쟁력 높음

Weaknesses

Ÿ
Ÿ
Ÿ
Ÿ

LCC 최강기업 AirAsia의 존재
항공업계의 독점적 시장구조
낮은 경제성장률
민족 간, 지역 간 불균등 발전

Opportunities

Threats

Ÿ 새로 출범한 신정부가 중단되었던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 계획
Ÿ 2020년 한-말레이시아 FTA 발효예정

Ÿ 아세안 내 경쟁력 정체
Ÿ 자민족 우선주의(Bumiputra)
Ÿ 역내 기업 본사 및 두뇌유출(to 싱가포르)

272) KOTRA(2020), ｢2020 국별 진출전략보고서: 말레이시아｣, KOTRA 자료 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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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리핀
가. 국가 개요
필리핀은 7천 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군도 국가로 한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관문 국가(Gate country)이다. 한반도 면적의 1.3배(남
한 면적의 3배)이며, 인구는 1억 9천만 명(2019년 기준)에 달하는 신흥개발도상국
이다. 2010년 이후 필리핀은 꾸준히 6~7%의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건전한 경제성장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273)
한-동남아시아 간 경제 관계는 대체로 제조업 가치사슬로 연결되는데, 필리핀
은 제조업이 미발달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과 필리핀 간 경제적 상보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인적교류의 차원에서 필리핀은 한국에게 매우 가까운 국가이
다. 한국은 필리핀 국민의 관광, 결혼이주, 노동이주, 유학 등의 주요한 목적지이
다.274)

나. 항공 교통망 개요
필리핀의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항공 운송은 섬을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으로 활용되어왔다. 항공 운송은 필리핀 관광 부문의 중추로 98.6%의 입국자가
항공을 이용한다.275)
필리핀의 민간 항공 담당 정부 주체는 교통통신부 산하 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Philippines(CAAP)으로, 항공기의 검사와 항공운송규칙 수립,
항공 요금 결정, 민간 항공 훈련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276)
필리핀에는 46개의 공항이 있으며 필리핀의 주요 공항은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MNL)과 다바오 공항(DVO)이다. 국적항공사는 필리핀항공으로 니노이

273) 1) 엄은희(2019), 제조업 없는 경제성장의 역설: 동아시아의 예외,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전망. pp. 1-20.
2) 채수홍·진인진(2019), 한국기업의 VIP 국가 투자진출: 지역전문가의 조언, pp. 57-108.
274) 1) 엄은희(2019), 제조업 없는 경제성장의 역설: 동아시아의 예외,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전망. pp. 1-20.
2) 채수홍·진인진(2019), 한국기업의 VIP 국가 투자진출: 지역전문가의 조언, pp. 57-108.
275) AKI(2019), ｢“Philippine Air Transportation: Impact and Challenges”｣, POLICY BRIEF.
276) AKI(2019), ｢“Philippine Air Transportation: Impact and Challenges”｣, POLICY BRIEF.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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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노 국제공항과 막탄 세부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한다.277)

주: 원의 크기는 여객 실적을 나타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ser.

<그림 5-15> 필리핀 공항 위치도

다. 항공정책
1995년 라모스 행정부 시기에 발효된 행정명령 219는 국내 항공 운송 부문의
신규 항공사 진입 촉진, 항공편 수 및 국내 정기 여객 수송 증가, 국내 노선에 틈새
시장 구축, 주요 노선의 항공료 감소 효과를 낳았다. 2011년 행정명령 29로 모든
외국 항공사의 노선 증가를 허용하기도 했다.278) 그러나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
다. 정부 지정항공사가 되어야 국제노선 비행권을 얻을 수 있으나, 지정항공사는
최소 국내 자본 요건이 60%로 정부 또는 필리핀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구조가
된다. 또한 항공사는 항공료를 설정할 자유가 있으나 항공 당국에 의해 승인을 받
아야 한다. 필리핀은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상한선을 40%로 완화하는 안을 검
토 중이며, 2018년 상원위원회 보고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을
277) CAPA(2020), “필리핀”, https://centreforaviation.com/data/profiles (검색일: 2020.05.26.)(국가 선택
후 필터).
278) AKI(2019), ｢“Philippine Air Transportation: Impact and Challenges”｣, POLICY BRIEF.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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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79)

라. 항공시장
필리핀 국내외 여객과 화물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연평균 성장률을 분석해 보
면 여객 전체는 8.9%, 화물 전체는 8.4%의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
<표 5-12> 필리핀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여객

40,629,396

44,551,370

47,656,833

50,762,196

55,023,729

국제여객

19,478,745

21,163,380

23,846,565

26,811,314

29,183,343

여객전체

60,108,211

65,763,859

71,584,535

77,760,898

84,642,979

국내화물

390,546

556,373

568,389

526,497

628,415

국제화물

417,656

371,575

361,974

449,862

487,328

화물전체

808,202

928,000

930,447

976,638

1,116,103

주: 화물은 순화물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필리핀의 여객과 화물 수요는 2040년까지 여객 전체는 연평균 5.3% 증가하여
약 2억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고 국내여객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약
1억 7천여 명, 국제여객은 연평균 5.5% 증가하여 약 9천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화물 전체는 연평균 3.0% 증가하여 약 2백만 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5-13> 필리핀 2040년 수요 예측 전망
구분

2018(현실적)

2040

연평균 성장률

국내여객

55,023,729

166,860,358

5.2%

국제여객

29,183,343

94,935,000

5.5%

전체 여객

84,642,979

262,231,265

5.3%

전체 화물

1,116,175

2,135,124

3.0%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CI World Airport Traffic Forecasts(WATF) 2019-2040.

279) AKI(2019), ｢“Philippine Air Transportation: Impact and Challenges”｣, POLICY BRIEF.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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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항공 여객 시장 변화를 OAG 국제선 스케줄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0년과
2019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착 국가 수는 2010년 25개국에서
2019년 31개국으로, 도착 공항 수는 46곳에서 82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좌석은
9백만 석에서 2천만 석으로 증가했다. 전체 운항 횟수 역시 약 두 배 이상 증가하
여 약 4만 회에서 약 9만 회를 기록했고, 항공사 수는 46개에서 61개로 증가했다.
주요 항공사 1, 2위는 2010년과 2019년 모두 필리핀의 항공사가 차지하였는데,
필리핀항공과 세부퍼시픽이다. 2010년에 설립된 필리핀의 LCC인 필리핀 에어아
시아는 빠른 성장으로 2019년에는 3위를 차지했다.
필리핀에서의 좌석 수 기준 출도착 국가 순위는 주로 아시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과거 3위였던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운항을 기록했고,
그다음은 홍콩, 일본, 중국이다. 특히 중국이 급격한 성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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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필리핀 출발 도착 국가 직항편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16> 2019년 필리핀 국제선 항공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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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항공사는 10개이며 LCC 5개, 지역항공사 5개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좌석 수를 차지하는 곳은 LCC인 세부퍼시픽이다.
<표 5-14> 필리핀 항공사 좌석 수(2019)
항공사

Mainline
/LCC

국내

국제

총합계

Cebu Pacific Air

L

16,006,526

3,873,096

19,879,622

Philippine Airlines

M

11,779,907

5,273,087

17,052,994

Philippines AirAsia Inc.

L

6,465,600

1,645,380

8,110,980

Cebgo

L

2,501,268

-

2,501,268

AirSWIFT

M

505,488

-

505,488

Magnum.Air, Inc dba Skyjet

M

304,480

-

304,480

Astro Air Int dba Pan
Pacific Airlines

L

-

209,160

209,160

Royal Air Charter Services
Inc

M

105,616

22,256

127,872

PAL Express

L

-

67,572

67,572

Air Juan

M

20,295

-

20,295

37,689,180

11,090,551

48,779,731

총합계

주: 출발 직항 스케줄 자료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필리핀 항공사 중 LCC 좌석 점유율은, 국내선의 경우 2010년 46.1%에서 2019
년 65.9%로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2012년 잠시 급증하여 66.7%를 기록했던 것
이다. 국제선은 17.8%에서 36.8%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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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Mainline은 지역항공사와 FSC를 포함하고 있음.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17> 필리핀 Mainline/LCC 점유율

필리핀과 한·중·일 간 노선 정보는 다음 그림과 같다. 필리핀 내 5개의 공항이
우리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18> 필리핀 – 한·중·일 노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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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과의 연계성 및 발전 잠재력
한국과 필리핀은 1969년 7월 22일 항공협정을 맺었다(1969년 8월 11일 발효).
항공자유화 협정은 2017년 11월 여객에 대해서만 체결된 상태이다.280) 한국 출발
국제선 실적은 지난 10년간 여객 수와 화물량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2010년
약 200만 명이었던 여객 수는 2019년 약 54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화물 물
동량은 2010년 약 7만 톤에서 2017년 약 11만 톤까지 늘어났다.

주: 단위: 여객-명, 화물-톤.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한국공항공사(2020), 2019 항공통계.

<그림 5-19> 한국–필리핀 여객/화물 실적 (위: 여객, 아래: 화물)

2025년 중상위 소득국가(upper-middle country), 2040년 선진국 진입을 목적
으로 했던 국가 발전계획(Ambisyon Natin 2040)의 달성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81) 그렇지만 필리핀은 여전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280) 국토교통부 홈페이지(2019.11.0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필리핀으로 가는 하늘 길, 더욱 넓어진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056 (검색일: 2020.11.20.)
281) 필리핀 국가발전계획 홈페이지, http://2040.neda.gov.ph/ (검색일: 2020.11.05.)을 토대로 연구진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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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 중 하나이며 교민 수도 많다. 따라서 한국과의 관련성, 특히 인적 교
류의 규모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필리핀 사이 직항 편은 수도 마닐라와 제2의 도시 세부 간에 운행
중이다. 자국 내 항공교통망이 워낙에 잘 발달하여 신규 직항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필요할 수 있다. 다만 시즌에 따라 산악관광 매력도가 높은 북부 루손 지역의
관문 바기오나,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지역성장률(GRDP)이 가장 높
은 다바오에 대한 비정기 직항로를 편성하는 것은 좋은 전략일 수 있다.
마닐라의 니노아 아키노 공항의 혼잡도 해소를 위해 북쪽 지역에 새로운 관문공
항을 만드는 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15> 항공협력을 위한 필리핀 SWOT분석
Strengths
Ÿ
Ÿ
Ÿ
Ÿ

안정적 경제성장율성장률
높은 인구성장율 성장률(2030년 1억 2.3천
만 명)
영어활용도 높음(공용어)
자연 및 문화유산 풍부함

Weaknesses

Ÿ
Ÿ
Ÿ

Opportunities
Ÿ
Ÿ
Ÿ
Ÿ

신공항, 신도시 등 개발수요 높음
2020년 한-필리핀린 FTA 체결 예상
한-필리핀 간 인적교류 수준 높음
필리핀 내 높은 한류 수용력

정부효율성이 낮음(부패도 높음)
민다나오의 종교 및 정치 분쟁
관광 인프라 등 시설이 낙후됨
Threats

Ÿ
Ÿ
Ÿ

역내 경쟁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한-필리핀 경제교류 상보성 낮은 편
점차 커지고 있는 중국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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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
가. 국가 개요
베트남은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서쪽 해안가를 따라 1,650km 가까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다. 국토면적은 33만958㎢로 한반도의 1.5배이며, 인구는 2019년 기
준 9,600만 명에 달한다.282)
베트남의 최근 성장에서 주목할 것은 한국 대기업 삼성의 휴대폰 생산지로 선택
되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전기전자 제조업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산업구
조 개선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일시에 전면적으로 이루어
져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긴밀해질 수 있었다.283)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관계는 교역, 투자, ODA 측면에서 매우 공고하게 발전
해왔으며, 인적교류의 규모도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크다. 2019년 베트
남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는 300만 명을 돌파했는데, 2015년에야 100만 명을 넘긴
것을 고려할 때 최근의 증가세는 엄청난 것임을 보여준다.284)

나. 항공 교통망 개요
베트남은 3,260km의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로 2019년 기준 총 45개의 항구가
자리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80%를 해상운송이 차지한다.285) 철도는
중국과 이어지는 하이퐁-쿤밍 노선과 하노이-난닝 노선이 있으며, 2020년 현재

282) 외교부(2019), ｢베트남 개황(2019.11)｣, https://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
=367591&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
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검색일: 2020.
10.10.)
283) 박번순(2019), 아세안의 시간: 동아시아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지식의 날개.
284) 중앙일보(2019.12.25.), ｢4년 만에 300만 명 늘었다, 베트남에 푹 빠진 한국인｣, https://news.joins.com
/article/23665236. (검색일: 2020.06.12.)
285) Le Tuan Anh(2019.07.19.), ｢“Transport policy and development in Viet Nam”｣, https://www.jttri.
or.jp./docs/seminar190719-24.pdf. (검색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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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와 호치민 시티를 잇는 North-South express railway가 계획되어 있다.286)
한편 Vietjet 등 LCC가 등장하면서 항공운송이 점차 중요해지는 중이다. 2011년
에서 2017년 사이 철도 및 하천운송 점유율은 하락하는 반면 항공운송 점유율은
0.7%로 두 배 상승했다. 그러나 베트남 내부에서의 운송은 여전히 육상운송이 지
배적으로 2017년 총 승객 운송량의 94%를 육상운송이 차지했다.287)
베트남에서 민간항공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산
하의 민간항공국(CAAV, The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Viet Nam)이며, 다
수의 공항 관리 운영을 국유기업인 베트남공항공사(ACV, Airports Corporation of
Vietnam)가 수행한다.288) 항공사는 Vietnam Airlines, Vietjet Air, Jetstar Pacific,
Vietnam Air Services Company(Vasco) 네 개의 주요 항공사가 있다. 국영항공사인
베트남항공이 항공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Jetstar Pacific은 하노이와 호치민시
티 간의 운항을 주로 담당한다.289)

286) VNDIRECT(2018.07.04.), “Airports Corporation of Vietnam: A play on the world’s fastest growing
aviation market”, https://static-02.vndirect.com.vn/uploads/prod/ACV_Initiation_20180704.pdf.
(검색일: 2020.08.09.)
287) VNDIRECT(2018.07.04.), ｢“Airports Corporation of Vietnam: A play on the world’s fastest growing
aviation market”｣, https://static-02.vndirect.com.vn/uploads/prod/ACV_Initiation_20180704.pdf.
(검색일: 2020.08.09.)
288) CAPA(2020), “베트남”, https://centreforaviation.com/data/profiles (검색일: 2020.05.26.)(국가 선택
후 필터).
289) CAPA(2020), “베트남”, https://centreforaviation.com/data/profiles (검색일: 2020.05.26.)(국가 선택
후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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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의 크기는 여객 실적을 나타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ser.

<그림 5-20> 베트남 공항 위치도

다. 항공정책
베트남의 항공산업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항공 회사에 대
한 외국인 지분은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290) 2020년 현재 베트남이 진행
하는 가장 중요한 공항 프로젝트는 호치민의 신공항 Long Thanh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다. 이는 2015년 6월 승인되었으며, 탄손낫 공항의 혼잡을 완화하고 새로운
허브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2018년 6월 ACV는
합작회사 JFV와 Long Than 공항의 Phase 1에 대한 컨설팅 및 타당성 조사 계약
을 체결했다. 이 밖에도 Tan Son Nhat 국제공항, Noi Bai 국제공항. Cat Bai 국제
공항, Phu Bai 국제공항, Chu Lai 공항, Vinh 국제공항 등의 확장사업이 계획 또
는 진행 중이며, 화물 중심의 Chu Lai 국제공항과 Sapa 공항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291)

290) 신한금융투자(2018.11.12.), ｢“Vietnam Airport Service Industry”｣, https://shinhansec.com.vn/
uploads/equity/Airport%20Services_12_11_18.pdf. (검색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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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공시장
베트남의 국내 및 국제 여객과 화물의 실적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부문에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여객 전체는 연평균 19.5%의 성장률을 보이고 특히 국제여객
이 22.8% 성장률을 기록했다. 화물 전체 실적은 연평균 14.9%로 증가하고 있다.
<표 5-16> 베트남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여객

34,680,207

44,017,613

57,131,848

62,902,281

66,859,389

국제여객

16,144,134

19,111,202

23,810,517

30,303,890

36,690,003

여객전체

50,824,341

63,128,815

80,942,365

93,206,171

103,549,392

국내화물

321,175

359,331

413,177

468,382

546,287

국제화물

548,467

614,070

707,704

901,539

971,092

화물전체

869,642

973,401

1,120,881

1,369,921

1,517,379

주: 화물은 순화물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베트남의 여객과 화물에 대한 수요 예측을 보면, 2040년까지 여객 전체가 연평
균 6.2% 증가하여 약 4억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내여객은 연평균
5.9% 증가하여 약 2억 4천여 명, 국제여객은 연평균 6.8% 증가하여 약 1억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화물 전체는 연평균 4.6% 증가하여 약 4백만 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5-17> 베트남 2040년 수요 예측 전망
구분
국내여객

2018(현실적)
66,859,389

2040
236,940,820

연평균 성장률
5.9%

국제여객

36,690,003

155,881,810

6.8%

전체여객전체 여객

103,549,392

392,822,630

6.2%

전체화물전체 화물

1,517,379

4,110,965

4.6%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CI World Airport Traffic Forecasts(WATF) 2019-2040.

베트남에는 총 5개의 항공사가 있는데, 지역항공사 3개와 LCC 두 개로 이루어져

291) CAPA(2020), “베트남”, https://centreforaviation.com/data/profiles (검색일: 2020.05.26.)(국가 선택
후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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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모두 국제선보다 국내선 운항을 많이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발 직항 스
케줄의 좌석 수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을 때,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인 곳은 베트남항공
이며 그다음으로 LCC인 비엣젯 항공이다. 또 다른 베트남의 LCC인 젯스타 퍼시픽
항공이 3위를 차지했다.
<표 5-18> 베트남 항공사 좌석 수(2019)
항공사

Mainline
/LCC

국내

국제

총합계

Vietnam Airlines

M

18,011,068

5,975,144

23,986,212

Vietjet
Jetstar Airlines
Bamboo Airways
Hai Au Aviation

L
L
M
M

18,866,476
6,537,040
3,025,984
356

3,133,416
622,284
35,968
-

21,999,892
7,159,324
3,061,952
356

46,440,924

9,766,812

56,207,736

총합계

주: 출발 직항 스케줄 자료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베트남 항공사들 중 LCC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국내선에서
LCC 비율은 16.9%였으나 2019년 54.6%로 증가했다. 또한 국제선의 경우도
12.8%에서 36.3%로 증가하였다.

주: Mainline은 지역항공사와 FSC를 포함하고 있음.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21> 베트남 Mainline/LCC 점유율

베트남(출발)과 한·중·일 간 노선 정보는 다음 그림과 같다. 베트남 내 7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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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나라와 노선이 연결되어 있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22> 베트남 – 한·중·일 노선정보

베트남 국제 여객 시장 현황을 2010년과 2019년을 OAG 스케줄 데이터를 활용
하여 비교하였다. 도착 국가 수는 2010년 21개에서 2019년 33개로 증가했고, 도
착 공항 수는 43곳에서 146곳으로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좌석 수 또한 2010
년 약 8백만 석이었는데 2019년 약 2천 4백만 석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운항 횟수
는 2010년 기준 약 3만 회, 2019년 기준 약 12만 회이다. 항공사 수 또한 53개에
서 95개로 증가했다.
좌석수 기준 주요 항공사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베트남항공이 현저히 높은 실
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과거 순위권에 없던 비엣젯항공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2019년에 2위를 차지했다. 한국과 중국 항공사도 2019년 상위권을
차지하며 순위가 올랐다.

202

주: 2019년 베트남 출발 도착 국가 직항편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23> 2019년 베트남 국제선 항공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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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과의 연계성과 항공협력의 잠재력
한국과 베트남은 1993년 5월 13일 항공협정을 맺었다(1993년 6월 14일 발효).
항공자유화 협정은 여객과 화물 모두 2006년 4월 13일에 체결되었다.292) 한국 출
발 국제선 실적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보인다.
2010년 약 120만 명이었던 여객 수는 2019년 약 1,0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으
며, 화물량은 2010년 약 8만 톤에서 2019년 약 34만 톤 수준으로 늘어났다.

주: 단위: 여객-명, 화물-톤.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한국공항공사(2020), 2019 항공통계.

<그림 5-24> 한국–베트남 여객/화물 실적 (위: 여객, 아래: 화물)

항공협력의 측면에서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 여객과 항공화물 모두에서
우리나라와 관계가 높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주요 도시와의 직항편이 다수 운영
되고 있으며, 관광 시즌에는 비정기적으로 새로운 관광거점(달랏, 하롱베이, 후에
등)을 향한 직항편도 운영되었었다. 고부가가치의 전기전자 제품도 해상이 아닌
항공물류로 수출입이 이루어져서 화물운송량도 많은 편이다.
베트남은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이자 UN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의 임기

292) 한국항공진흥협회(2010), ｢주요국가의 항공자유화와 수송실적｣, https://www.airportal.go.kr/upload/
news/%EC%A3%BC%EC%9A%94%EA%B5%AD%EA%B0%80%EC%9D%98%20%ED%95%A
D%EA%B3%B5%EC%9E%90%EC%9C%A0%ED%99%94%EC%99%80%20%EC%88%98%E
C%86%A1%EC%8B%A4%EC%A0%81.pdf (검색일: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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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를 맞이한 터라 올해를 도약의 한 해로 보낼 희망이 컸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전개되면서 희망은 사그라졌다. 그러함에
도 베트남은 코로나19에 대해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방역결과를 보
여주어 아세안의 귀감이 되고 있다.293) 향후 경제회복의 속도도 가장 빨라, 곧 반
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국면이 언제 끝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베트남과의 항공협력 및 관광교류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표 5-19> 항공협력을 위한 베트남 SWOT분석
Strengths
안정적 경제성장 및 인구성장
관광인프라 급속 발전 중
포스트차이나 제조업 생산기지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발전 및 항공물류
규모 최대
Ÿ 향후에도 항공여객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Ÿ
Ÿ
Ÿ
Ÿ

Opportunities

Ÿ 신공항, 신도시 등 개발수요 높음
Ÿ 한-베 간 경제교류, 인적교류 역내 최대

Weaknesses

Ÿ 산업 전반에서 숙련노동 부족
Ÿ 높은 해외자본 의존도 높음
Ÿ 교통인프라 및 연계성 미발달

Threats
Ÿ 해외투자 의존적 경제성장(글로벌 경제변동
에 취약함)
Ÿ 중국과의 영토분쟁(미-중 갈등의 현장이 될
가능성이 있음)

5. 태국
가. 국가 개요
태국(The Kingdom of Thailand)은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로 면적은 한반도의 약 2.3배이다. 수도는 방콕이며 이외
주요 도시는 치앙마이, 파타야, 깐짜나부리 등이 있다.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7천만
명에 이른다.294)
293) 육수현(2020), ｢‘전쟁 같은’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극단적이면서 합리적인｣, 동남아시아연구, 30(3), pp. 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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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는 1961년 무역협정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여권 사증 및 수수료 면제협
정을 맺어 한국 정부가 사증 면제협정을 맺은 56개국 중의 하나이나 2020년 코로
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사증의 비자를 효력을 정지한 상태이다.295) 현재
한국교민의 수는 2만여 명에 이른다.296) 2018년 태국의 한국수입액은 55억 달러
($5,582,443,000)를 넘어섰으며 수출액은 85억 달러($8,504,994,000)를 넘어섰
다.297) 한국의 직접 투자액은 신남방 지역 국가 중 라오스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
나 항공여객 수는 5,010,830명으로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항공
여객이 태국과 한국을 오가고 있다.298)

나. 항공 교통망 개요
교통부 산하 국영기업인 Aeronautical Radio of Thailand Ltd.(AEROTHAI)가
항공교통 관제 및 항공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299) 2002년 민영화된 기업인 태
국공항공사(AOT, Airport of Thailand)가 2020년 8월 기준 6개의 국제공항을 관
리한다.300) 지역공항들은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한다. 태국에는 2018년 기준 12개
의 국제공항을 포함한 38개의 공항이 운영 중이며, 이 중 주요 공항은 수완나품공
항(BKK)과 돈므앙공항(DMK)이다. 돈므앙공항은 1914년에 개항한 공항으로 태국
내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으나, 수완나품공항은 2006년 개항하여 주로 국내선
과 저비용 항공 운항을 담당한다.301)

294) 코트라 홈페이지, ｢국가·지역정보, 태국｣,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
nationIntro.do (검색일: 2020.07.11.)
295)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코로나19관련,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일시정지｣,
https://overseas.mofa.go.kr/kh-ko/brd/m_3098/view.do?seq=1318913&srchFr=&amp;srchTo
=&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
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검색일: 2020.07.11.)
296)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교민 잡지｣, https://issuu.com/kyominthai.com/docs/577-compressed
(검색일: 2020.07.11.)
297) 외교부(2019), ｢국가·지역정보, 태국｣, 외교부간행물 11-1262000-000072-14
298) 한국공항공사(2020), 2019 항공통계.
299) AEROTHAI 홈페이지, https://www.aerothai.co.th/en/home (검색일: 2020.06.22.)
300) AOT 홈페이지, https://www.airportthai.co.th/en/. (검색일: 2020.06.30.)
301) CAPA(2020), “태국”, https://centreforaviation.com/data/profiles (검색일: 2020.05.26.)(국가 선택
후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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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의 크기는 여객 실적을 나타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ser.

<그림 5-25> 태국 공항 위치도

다. 항공정책
태국 정부는 항공산업을 태국의 10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투자청의 투자승인을 받으면 대규모의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302) 공항 개발 관련
해 AOT는 관리하는 6개 공항 모두(수완나품, 돈므앙, 푸켓, 치앙마이, 핫야이, 치
앙라이)를 확장할 계획을 2019년 연간보고서에서 제시했다.303) 태국 동부경제회
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U-Tapao 공
항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304)

302) 코트라해외시장뉴스(2018.08.11.), ｢태국을 이끌어갈 미래산업3: 항공산업｣, http://news.kotra.or.kr/
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8876&column=&sear
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
&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1&row=60 (검색일: 2020.06.17.)
303) AOT(2019), ｢Annual Report 2019: Inspiring the world with smartest airports｣.
304) ECC(2020) 홈페이지, https://www.eeco.or.th/en. (검색일: 2020.06.30.) 홈페이지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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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공시장
여객 및 화물 실적은 다음과 같고, 여객 전체는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11.8%,
화물 전체는 5.2%로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5-20> 태국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여객

50,195,190

61,054,779

70,489,551

75,815,555

78,447,847

국제여객

52,519,059

63,155,534

70,113,306

77,719,921

82,896,191

여객전체

103,715,606

127,352,657

141,518,261

154,417,568

162,070,578

국내화물

113,519

113,918

120,124

113,419

97,288

국제화물

1,229,011

1,236,776

1,331,340

1,479,476

1,544,589

화물전체

1,342,530

1,350,694

1,451,464

1,592,895

1,641,878

주: 화물은 순화물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태국의 여객과 화물 수요는 2040년까지 여객 전체가 연평균 4.1% 증가하여 약
3억 9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고 국내여객은 연평균 3.3% 증가하여 약 1
억 6천여 명, 국제여객은 연평균 4.8% 증가하여 약 2억 3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화물 전체는 연평균 2.6% 증가하여 약 2백 90만 톤 정도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되었다.
<표 5-21> 태국 2040년 수요 예측 전망
구분

2018(현실적)

2040

연평균 성장률

국내여객

78,447,847

158,910,761

3.3%

국제여객

82,896,191

231,555,476

4.8%

전체여객전체 여객

162,070,578

390,577,813

4.1%

전체화물전체 화물

1,646,600

2,868,037

2.6%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CI World Airport Traffic Forecasts(WATF) 2019-2040.

OAG 국제선 스케줄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0년에서 2019년 태국의 국제선 항
공 여객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착 국가 수는 2010년 63에서
2019년 59개국으로 줄었지만, 도착 공항 수는 130개에서 237개 증가, 전체 좌석
수는 약 2천 6백만에서 약 5천 6백만으로 증가, 전체 운항횟수는 약 11만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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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25만 수준으로 증가, 항공사 수는 112개에서 150개로 증가 되었다.
주요 항공사는 2010년 타이에어웨이즈, 타이 에어아시아 등 국적항공사가 4개
였다가 2019년 저비용 항공사들이 생겨나면서 국적항공사가 6개로 증가 되었고
저비용 항공사 점유율도 증가되었다.
태국에서 출도착 국가는 좌석 수 기준 2010년에는 싱가포르, 홍콩 순이었지만
2019년 중국과 일본으로의 좌석 수가 크게 증가되면서 순위가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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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태국 출발 도착 국가 직항편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26> 2019년 태국 국제선 항공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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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지역항공사를 포함하여 12개의 항공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가장 여객 실적이 많은 여행사는 LCC인 타이 에어아시아이다.
<표 5-22> 태국 국적항공사 좌석 수(2019)
Mainline
/LCC

국내

국제

총합계

Thai AirAsia

L

14,951,640

5,517,180

20,468,820

Thai Airways International

M

3,563,400

10,195,175

13,758,575

Thai Lion Air

L

7,674,400

3,139,803

10,814,203

Nok Air

L

8,648,568

585,333

9,233,901

Bangkok Airways

M

5,492,137

1,570,285

7,062,422

Thai Smile Airways

M

4,471,270

1,186,694

5,657,964

Thai Vietjet Air

L

2,402,352

274,136

2,676,488

Thai Air Asia X

M

-

1,600,152

1,600,152

NokScoot Airlines Co Ltd

M

-

1,030,445

1,030,445

NewGen Airways

M

-

153,888

153,888

Wisdom Airways

M

8,320

-

8,320

Orient Thai Airlines

M

-

1,813

1,813

47,212,087

25,254,904

72,466,991

항공사

총합계

주: 2019년 자국항공사 출발 기준.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태국 내 LCC가 4개 운영 중이고, 지속적인 점유율 증가로 국내선 점유율이
34.5%에서 71.3%, 국제선이 12.9%에서 36.4%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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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Mainline은 지역항공사와 FSC를 포함하고 있음.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27> 태국 Mainline/LCC 점유율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28> 태국 – 한·중·일 노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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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과의 연계성 및 항공협력 전망
한국과 태국은 1969년 7월 7일 항공협정을 맺었다. 항공자유화협정의 경우 화
물은 2004년 4월 29일에, 여객은 2006년 5월 23일에 각각 체결되었다.305) 한국
출발 국제선 실적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여객은 2010년 약 210만 명에서 2019년
약 5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화물량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크게 감소
한 것을 제외하고 약 12~13만 톤 수준을 유지해왔다. 절대적 화물량은 베트남 다
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주: 단위: 여객-명, 화물-톤.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한국공항공사(2020), 2019 항공통계.

<그림 5-29> 한국–태국 여객/화물 실적 (위: 여객, 아래: 화물)

305) 한국항공진흥협회(2010), ｢주요국가의 항공자유화와 수송실적｣, https://www.airportal.go.kr/upload/
news/%EC%A3%BC%EC%9A%94%EA%B5%AD%EA%B0%80%EC%9D%98%20%ED%95%A
D%EA%B3%B5%EC%9E%90%EC%9C%A0%ED%99%94%EC%99%80%20%EC%88%98%E
C%86%A1%EC%8B%A4%EC%A0%81.pdf (검색일: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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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을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방콕의 동남부에 위치한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 등 3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하고 있
어306) 이 지역의 항공인프라 개발도 주목할 만하다.307)
<표 5-23> 항공협력을 위한 태국 SWOT분석
Strengths
Ÿ
Ÿ
Ÿ
Ÿ

성장경쟁력과 물류경쟁력 지수 높음
동남아 최대 관광수입국(의료관광 등)
자연, 문화, 음식 등 높은 관광경쟁력
높은 개방도

Weaknesses

Ÿ 최저임금 수준이 높음(중산층의 덫)
Ÿ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 중
Ÿ 기후변화 취약성이 큼(수도 방콕)

Opportunities

Threats

Ÿ 대륙부 동남아 최고의 인프라 수준(메콩내
확장력이 큼)
Ÿ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어 및 회복력
높을 것으로 평가됨

Ÿ 한-태국 간 경제적 상보성 낮음
Ÿ 일본의 대동남아 전략의 교두보(일본과의
친밀도 매우 높음)
Ÿ 태국 자체의 항공산업 경쟁력이 높음

306) KOTRA(2020), ｢2020 국별 진출전략: 태국｣, KOTRA 자료 20-058, https://news.kotra.or.kr/user
/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0052&pageView
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
=&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
ItemName=&page=8&row=10. (검색일: 2020.08.08.)
307) 엄은희(2019), ｢태국의 국경경제특구와 메콩지역의 경제통합｣, 아시아리뷰, 8(2). pp.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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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북방 우선협력 대상 4개 국가/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1. 카자흐스탄
가. 국가 개요
중앙아시아의 거인으로 불리는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
고 있으나 인구는 1,860여만 명에 불과하다. 러시아, 중국, 다른 중앙아시아 4개국
과 육상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몽골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40km가량 떨어져 있
다.308) 최근 몇 년간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 의존형의 경제구조를 다양화시키
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왔다. 카자흐스탄이 적은 인구, 부패, 관료주의 등 여러 문
제점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수월성 지수와 물류 경쟁력지수에서 다른 중앙아시
아 국가들과 러시아를 앞선다는 사실을 통해 앞으로의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
다.309)
1992년 1월 한국과 카자흐스탄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이래로 양국은 경제, 외
교, 안보 분야에서 그동안 꾸준히 협력 관계를 강화해 왔다. 특히,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공식 방문을 시작으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이
르기까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카자흐스탄은 문화
적, 정치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의 협력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310)

308) 외교부(2019), ｢2019 카자흐스탄 개황(2019.05.16.)｣, http://www.mofa.go.kr/www/brd/m_4099/
view.do?seq=367561 (검색일: 2020.10.12.)
309) 박지원(2019),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현황과 합력환경 분석, KOTRA GMR 19-102.
310) 외교부(2019), ｢2019 카자흐스탄 개황(2019.05.16.)｣, http://www.mofa.go.kr/www/brd/m_4099/
view.do?seq=367561 (검색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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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 교통망 개요
2019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에는 23개의 공항이 있으며, 이 중 17개가 ICAO
표준으로 국제선을 운항한다. 가장 큰 항공사는 Air Astana이다.311)
카자흐스탄 공항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주요 공항으로는 알마티 국제공항
(ALA),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공항(TSE)이 있다.

주: 원의 크기는 여객 실적을 나타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ser.

<그림 5-30> 카자흐스탄 공항 위치도

다. 항공정책
카자흐스탄 경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다. 2010년
부터 2015년까지 연간 성장률은 종종 두 자리를 기록하는 수준이었다.312) 관광에

311) UNECE(2019), ｢Logistics and Transport Competitiveness in Kazakhstan｣.
312) 외교부(2019), ｢2019 카자흐스탄 개황(2019.05.16.)｣, http://www.mofa.go.kr/www/brd/m_4099/
view.do?seq=367561(검색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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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아웃바운드 시장을 형성해옴에 따라 국내 및 해외로의 항공 여행 수요가 강하
다. 정부는 Air Astana에 대한 국내 시장의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항공 서비스 계약 체결 국가를 늘려가고 있으며, 외국 항공사가 서비
스를 확장할 수 있는 자유 항공정책을 갖고 있다.313) 카자흐스탄 민간항공위원회
에 따르면 운영되는 42개의 국내 노선 중 15개가 보조금을 받는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가를 지역 경제 중심지와 비즈니스 허브로서 키우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방법 중 하나가 항공 연계 교통이라 보고 있다.314)

라. 항공시장
카자흐스탄 여객과 화물의 실적을 살펴보면 여객 전체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
률이 22.2%, 화물 전체는 1.0%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화물의 경
우만 볼 때 17.1%나 성장하였다.
<표 5-24> 카자흐스탄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여객
국제여객
여객전체
국내화물
국제화물
화물전체

2,205,868
2,382,998
4,588,866
6,915
55,475
62,390

4,803,379
3,449,270
8,252,649
6,239
43,031
57,370

4,855,281
3,442,653
8,297,934
6,849
36,788
52,637

5,553,349
4,131,533
9,934,963
12,309
52,430
64,739

5,415,754
4,413,183
10,232,303
12,996
52,021
65,016

주: 화물은 순화물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OAG 스케줄 데이터를 통해 2010년과 2019년의 카자흐스탄 국제선 항공시장
을 분석해 보았다. 도착 국가 수는 31개국에서 37개국으로, 도착 공항 수는 53곳
에서 70곳으로, 전체 좌석 수는 약 2백만 석에서 약 4백만 석으로 증가하였다. 전
체 운항 횟수 또한 약 1만 회에서 약 3만 회로 늘어났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으로
출도착하는 항공사는 50개에서 39개로 감소했다.

313) CAPA(2020), “카자흐스탄”, https://centreforaviation.com/data/profiles(검색일: 2020.05.26.)
314) CAPA(2020), “카자흐스탄”, https://centreforaviation.com/data/profiles(검색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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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공사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항공사인 에어아스타나가 2010년과 2019년
모두 가장 많은 좌석 수 비중을 차지했고, SCAT에어라인이 3위를 차지했다. 러시
아 항공사 점유율이 늘어나며 2010년 1개였던 러시아 항공사가 2019년에는 2개
가 순위권을 차지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카자흐스탄 출발, 도착 국가별로 좌석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10년과 2019년 모
두 러시아, 터키, 순으로 가장 많다. 또한 10년간 CIS권 국가의 비중이 증가하였는
데, 그 나라로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이 있다. 특히
벨라루스의 경우 9배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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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카자흐스탄 출발 도착 국가 직항편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31> 2019년 카자흐스탄 국제선 항공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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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는 2019년 기준으로 총 7개의 항공사가 있으며 LCC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황이다. 이 중에서 에어아스타나와 카자흐항공, SCAT에어라인만 국
내선, 국제선 모두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선이 국제선보다 더 많은 운항을 한다.
가장 많은 여객 실적을 보인 항공사는 에어아스타나로서, 전체의 59.0%를 차지한다.

<표 5-25> 카자흐스탄 항공사 좌석 수(2019)
항공사

Mainline
/LCC

국내

국제

총합계

Air Astana

M

2,922,450

1,685,354

4,607,804

Air Company SCAT

M

1,586,733

268,354

1,855,087

Bek Air

M

807,948

-

807,948

Qazaq Air

M

508,779

7,176

515,955

Zhetsyu

M

11,172

-

11,172

Zhezair

M

6,488

-

6,488

Zhetysu

M

2,868

-

2,868

5,846,438

1,960,884

7,807,322

총합계

주: 출발 직항 스케줄 자료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카자흐스탄 항공시장에서의 LCC 점유율은 국내선의 경우 없지만 국제선의 경
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에는 2.1%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9년
기준으로 5.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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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Mainline은 지역항공사와 FSC를 포함하고 있음.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32> 카자흐스탄 Mainline/LCC점유율LCC 점유율

카자흐스탄(출발)과 한·중·일(도착) 노선 정보는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은 2개의
공항에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으로 올 수 있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33> 카자흐스탄 – 한·중·일 노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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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과의 연계성 및 항공협력의 잠재력
양국 간 항공협력의 현황을 정리하면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2007년 4월 1일 항
공협정을 맺었으며, 항공자유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다.315) 한국 출발 국제선 실
적은 다음 그림으로, 여객은 2010년 약 5만 명에서 2019년 약 20만 명으로 10년
간 약 5배가 증가한 반면, 화물량은 약 6-7천 톤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주: 단위: 여객-명, 화물-톤.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한국공항공사(2020), 2019 항공통계.

<그림 5-34> 한국–카자흐스탄 여객/화물 실적 (위: 여객, 아래: 화물)

최근 카자흐스탄 국내 시장에서는 한국산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과 수
요가 높으며, 그 인기가 카자흐스탄에 이미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는 유럽산 물품

315) 여행신문(2007.04.16.), ｢한·카자흐스탄 정기노선 개설 합의｣, http://www.traveltime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55454 (검색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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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뒤지지 않는다.316) 또한 한류열풍과 함께 한국의 음식 문화 및 의류 패션,
전자제품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317)
특히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대부분이 알마티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적 발전과 최근의 한류 열풍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해
한-카자흐스탄 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318) 그러나 현재 카자흐스탄을 둘러싸고 러시아,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강대국들이 모두 치열하게 각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
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5-26> 항공협력을 위한 카자흐스탄 SWOT분석
Strengths
Ÿ
Ÿ
Ÿ
Ÿ

CIS 최대 경제강국
정치적 안정성 높음(개혁적 성향)
중아아시아의 허브국가
경제다각화를 위한 해외투자에 대한 개방성
Opportunities

Ÿ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2017
알마티 관광엑스포 등)
Ÿ 양국 간 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 채택
Ÿ 11만 명의 고려인 네트워크

Weaknesses
Ÿ
Ÿ
Ÿ
Ÿ

국영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
국내 교통인프라 발전정도 낮음
자원의존적 경제구조, 유연성 낮음
카자흐화에 따른 두뇌유출현상
Threats

Ÿ 중국, 러시아의 직접적인 영향지역
Ÿ 경제적 다양성이 결여되어 글로벌 변동성에
취약

2. 우즈베키스탄
가. 국가 개요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내륙국가로 면적은 44.7만㎢로 한반도의 2배 규모

316) 코트라 홈페이지, ｢국가지역 정보_카자흐스탄｣,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
nationIntro.do,(접속일: 2020.10.26.)
317) 코트라 홈페이지, ｢2017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관 종합 보고서｣, 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
2014.oak/10560 (접속일: 2020.10.26.)
318) 코트라 홈페이지, ｢2017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관 종합 보고서｣, 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
2014.oak/10560(접속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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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인구는 2020년 4월 기준 3,40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많다.319)
독립 이래 러시아와 미국(최근 중국 포함) 간의 중립-균형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
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
하고 있다. 매년 연평균 5%를 넘는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320)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12번째 수출상대국이자, 3번째 수입상대의 국가이다.
독립 직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대우와 삼성 등의 신속한 진출과 시장개척으
로 양국의 경제교류는 활발한 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중앙아시아 국제개
발협력에 있어 유일한 중점협력국(CPS 국가)으로 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무상 협력사업이 진행 중이다.321)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고려인과 오랜 기간 살아온 영향으로 고려인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국교민은 약 3천 명 내외로 대부분이 수도 타슈켄트에 거주하
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의 규모는 18만 명으로 중앙아 국가(총 50만 명)
중 가장 많다.322)

나. 항공 교통망 개요
우즈베키스탄은 내륙국가로 도로와 철도가 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인
프라를 국영기업에서 관리하는데, Uzbek Railways는 전국의 모든 철도를 관리하
며, Uzbekistan Airways는 11개의 공항을 독점적으로 운영한다.323)

319) 외교부(2019), ｢우즈베키스탄 국가개황(2019.05.16.)｣, https://url.kr/ecmCxZ (검색일: 2020.11.05.)
320) 외교부(2019), ｢우즈베키스탄 국가개황(2019.05.16.)｣, https://url.kr/ecmCxZ (검색일: 2020.11.05.)
321) 이경희(2017), ｢유라시아 중점협력국의 개발수요 분석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방안｣, 글로벌문
화연구, 8(2), pp. 23-44
322) 김범수(2019),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디아스포라 정치｣, 아시아리뷰, 9(1), pp. 3-37
323) ADB(2006), ｢Uzbekistan: Transport Sector Strategy 2006–2020｣, ADB Technical Assistance
Consultant’s Report.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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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의 크기는 여객 실적을 나타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ser.

<그림 5-35> 우즈베키스탄 공항 위치도

다. 항공정책
Uzbekistan Airways는 1990년대 설립 당시 국가기관으로 자리했으나, 정치 지
도부가 바뀌면서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항공운송의 중심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일
어났다.324) 2020년 2월 개최된 교통부 주최의 우즈베키스탄 공항 및 항공 물류
포럼(UAALF, The Uzbekistan Airports, Aviation & Logistics Forum)을 통해 1)
공항운영을

담당해왔던

Uzbekistan

Airways를

Uzbekistan

Airways와

Uzbekistan Airports로 분리하고 2) “Open Skies” 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 방
안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국영 회사들의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면
서 Uzbekistan Airways의 민영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325)

324) CABAR(2020.06.12.), ｢“Aviation Reforms in Uzbekistan: New Yet Old?”｣, https://cabar.asia/en
/aviation-reforms-in-uzbekistan-new-yet-old/. (검색일: 2020.09.01.)
325) Gazeta(2020.05.25.), ｢“Uzbekistan Airways могут передать в управление
зарубежной компании(Uzbekistan Airways may transfer to the management of
a foreign company)”｣, https://www.gazeta.uz/ru/2020/05/25/transport/ (검색일: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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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공시장
우즈베키스탄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외 여객과 화물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4년간 연평균성장률을 볼 때 전체 여객은 5%의 비율로 증가하였고, 화물 전
체는 –5.9%로 감소했다. 화물의 경우 국내화물과 국제화물 모두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5-27> 우즈베키스탄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
구분

2015

2016

2017

2018

국내여객

980,044

862,568

816,839

978,803

국제여객

2,846,641

2,732,257

3,065,046

3,680,404

여객전체

3,855,242

3,619,664

3,904,621

4,685,141

국내화물

1,239

1,278

1,164

950

국제화물

66,292

66,622

70,289

52,090

화물전체

67,531

67,901

71,453

53,039

주: 화물은 순화물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우즈베키스탄에는 2019년 기준으로 하나의 항공사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항
공이다. 총 290만 석을 기록하였으며 국내선이 약 100만 석, 국제선이 약 190만
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 우즈베키스탄 항공사 좌석 수(2019)
항공사

Mainline
/LCC

국내

국제

총합계

Uzbekistan Airways

M

1,030,342

1,876,283

2,906,625

주: 출발 직항 스케줄 자료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우즈베키스탄 국내외 항공시장에서 LCC 점유율은 국제선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 비율은 미미하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LCC가 운항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선은 2018년 0.3%, 2019년 1.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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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Mainline은 지역항공사와 FSC를 포함하고 있음.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36> 우즈베키스탄 Mainline/LCC점유율LCC 점유율

우즈베키스탄(출발)과 한·중·일(도착) 노선 정보는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
은 타슈켄트 공항에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으로 올 수 있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37> 우즈베키스탄 - 한·중·일 노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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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OAG 스케줄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즈베키스탄의 국제 항공시장의 2010년과
2019년 현황을 비교해보았다. 도착 국가 수와 항공사 수는 감소했는데, 그 수는
30개국에서 28개국으로, 31개의 항공사에서 20개이다. 반면 도착 공항은 55곳에서
65곳, 전체 좌석 수는 약 170만 석에서 약 310만 석, 전체 운항 횟수는 약 1만1천
회에서 약 1만 7천 회로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우즈베키스탄 항공이 2010년과 2019년 가장 많은 좌석 비율을
차지했다. 2010년 한국 항공사 2개, 러시아 항공사 6개가 순위권에 있었으나, 러
시아 항공사의 점유율과 에어아스타나 점유율이 증가하며 2019년 한국 항공사 1개,
러시아 항공사 5개, 카자흐스탄 항공사인 에어아스타나 1개가 순위권에 자리 잡았다.
좌석수 기준 출도착 국가를 살펴보면 러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한국 순서로
많고 특히 점점 카자흐스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2018년
운항을 재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객 수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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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출발하여 도착하는 국가 직항편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38> 2019년 우즈베키스탄 국제선 항공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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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과의 연계성 및 항공협력 전망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6월 6일 항공협정을 맺었으며, 항공자유화 협정
은 화물에 제한해 2008년 5월 1일 체결되었다.326)
아래 그림은 한국 출발 국제선 실적으로 여객과 화물이 완전히 다른 추세를 보
인다. 여객은 2010년 약 12만 명에서 2019년 약 3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화물량은 2011년 약 2만 톤으로 정점을 찍고 2017년까지 그의 절반인 약 1만 톤
수준으로 하락했다.

주: 단위: 여객-명, 화물-천 톤.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한국공항공사(2020), 2019 항공통계.

<그림 5-39> 한국–우즈베키스탄 여객/화물 실적 (위: 여객, 아래: 화물)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관계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되고 교류하는
도시도 수도인 타슈켄트로 한정되어 왔다. 한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향후

326) 외교부 홈페이지(2020.02.25.), ｢우리나라 항공협정 체결 현황(2020.5)｣, http://www.mofa.go.kr/ww
w/brd/m_4059/23view.do?seq=36439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
=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검색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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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를 연결하던 실크로드의 유목민 문화권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다면, 항공 운송과 경제협력도 고대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Samarkand)와
부카라(Bukhara)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우즈베키
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점은
협력을 준비하는 한국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표 5-29> 항공협력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SWOT분석
Strengths
Ÿ 안정적 성장세
Ÿ 가스, 우라늄, 면화 등 자원/원자재 풍부
Ÿ 산업다각화(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과
건설업 강화)
Ÿ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
Opportunities
Ÿ
Ÿ
Ÿ
Ÿ

ADB, WB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중앙아 유일의 ODA 중점협력국
한-우즈벡 관계 격상
고려인 커뮤니티의 전통 유지 및 계승

Weaknesses

Ÿ 최근 인플레이션이 큼
Ÿ 행정의 불투명성이 높음
Ÿ 이중내륙 국가로 물류비용이 높음

Threats

Ÿ 강화되는 중국 영향력(소비시장)
Ÿ 우즈벡화(국산화) 강화 중

3. 극동러시아
가. 국가 개요
러시아는 동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국가로, 북
아시아 전체와 동유럽의 대부분에 11개의 시간대에 걸친 넓은 영토가 있다. 러시
아는 85개의 연방구성체로 이루어져 있는 연방제 국가이다. 공식적으로는 200개
민족에 가까운 다민족 국가이지만, 동슬라브계열 러시아인이 절대 다수(78%)를 차
지한다.327)
러시아는 영토가 넓은 나라이나 항공협력과 관련 새로운 잠재력을 찾기 위해서는
유럽에 가까운 서부러시아가 아니라 극동러시아 지역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327) 외교부(2018), ｢러시아 개황(2018.06.29.)｣, http://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
=367514 (검색일: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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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블라디보스토크(인구 약 60만 명), 하바롭스크(인구 약 60만 명) 등의 대도시
와 사할린섬(50만 명)이 위치해 있는 극동지역은 러시아와 관련하여 향후 한국의
항공산업이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와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오지 중의 오지였기에,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다.328)

나. 항공 교통망 개요

주: 원의 크기는 여객 실적을 나타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ser.

<그림 5-40> 러시아 공항 위치도

러시아의 민간항공은 정부 기관인 러시아 항공운송 연방청에서 관리하고 운영한
다. 최대 항공사는 아에로플로트(Aeroflot)이며, 러시아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주요 공항은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SVO), 도모데도보 국제공항(DME),
브누코보 국제공항(VKO) 등이다. 극동지역에서는 하바롭스크 공항, 페트로파블롭스
크캄차츠키(캄차카) 공항의 확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329)

328) 외교부(2016),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개황, 외교간행물 11-1260000-0006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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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공시장
러시아의 5년간 국내 및 국제 여객과 화물 실적을 분석해 보았다. 여객 전체의
경우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화물 전체는 10%로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표 5-30> 러시아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여객

71,042,837

74,537,118

82,563,165

92,318,163

125,184,169

국제여객

61,817,147

50,186,187

44,199,598

56,739,348

67,477,008

여객전체

155,387,025

159,832,071

160,137,237

182,595,540

202,450,656

국내화물

229,403

229,787

255,957

268,616

386,739

국제화물

256,143

230,880

214,040

269,163

290,829

화물전체

485,546

670,267

674,573

727,149

709,939

주: 화물은 순화물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러시아의 2010년과 2019년 항공시장 정보를 OAG 국제선 스케줄 데이터를 통
해 분석하였다. 러시아 도착 국가 수는 74개에서 83개, 도착 공항 수는 224곳에서
304곳, 전체 좌석 수는 약 2천만 석에서 약 4천만 석으로 모두 증가하였다. 전체
운항 횟수 또한 약 14만 회에서 약 25만 회로 증가하였으며, 러시아에 출발, 도착
하는 항공사 수는 127개에서 131개로 증가했다.
러시아 국제 항공시장에서의 항공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순위권의 러시아 항공
사는 2010년 5개에서 2019년 6개로 증가했다. 또, 기존 러시아 항공사 간 실적
차이로 순위에도 변동이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러시아의 LCC인 포베다 항공이
순위권에 올랐다.
좌석 수 기준 도착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2010년 독일, 우크라이나, 터키, 중국
순서였지만 2019년 터키의 점유율 급성장으로 터키, 우크라이나, 독일, 중국 순서가
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는 태국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329) Russia Trek, “International Airports of Russia”, https://russiatrek.org/flights-to-russia (검색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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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러시아 출발 도착 국가 직항편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41> 2019년 러시아 국제선 항공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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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항공사별 좌석수를 2019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러시아에는 총 32개의
항공사가 있으며 국내선 실적이 국제선 실적보다 더 크다. 항공사 중 아에로플로
트가 가장 많은 실적을 나타내는데, 국내선의 경우 약 29백만 명, 국제선은 약 15백만
명 정도를 기록한다.
<표 5-31> 러시아 항공사 좌석수(2019)
항공사
Aeroflot Russian Airlines
Siberia Airlines
Pobeda
UTair Aviation
Ural Airlines
Nord Wind
AZUR air
Red Wings Airlines
Pegas Fly
Nordavia - Regional Airlines
Yamal Airlines
NordStar
Joint Stock Aviation
AZIMUTH Airlines
Yakutia
IrAero
ALROSA Air Company
Rossiya Airlines
Izhavia
Severstal Aircompany
JSC Aurora Airlines
Angara Airlines
Polar Airlines Ltd
UVT aero
Royal Flight Airlines
Komiaviatrans
Gazpromavia
Krasavia
Vologda Air Enterprise
SUE Orenburg Region Intl Airport
Petropavlovsk-Kamchatsky Air
Turuhan Airlines
총합계

Mainline
/LCC
M
M
L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국내

국제

총합계

28,748,206
14,267,261
8,391,222
7,450,113
4,477,147
2,402,706
19,659
1,140,492
1,577,769
1,656,115
1,480,570
1,359,626
1,348,139
1,253,100
1,150,667
718,361
568,903
529,796
497,331
373,234
383,833
378,959
325,250
378
136,013
117,850
28,583
15,264
11,634
8,682
8,500
80,825,363

14,917,165
3,287,126
1,328,481
693,711
2,948,422
2,986,900
2,663,412
1,151,466
337,986
48,745
72,980
132,336
27,021
111,500
74,095
185,822
22,610
590,517
11,564
9,740
44,036
3,330
6,500
162,424
352
31,818,241

43,665,371
17,554,387
9,719,703
8,143,824
7,425,569
5,389,606
2,683,071
2,291,958
1,915,755
1,704,860
1,553,550
1,491,962
1,375,160
1,364,600
1,224,762
904,183
591,513
590,517
541,360
507,071
417,270
387,163
378,959
331,750
162,802
136,013
118,202
28,583
15,264
11,634
8,682
8,500
112,643,604

주: 출발 직항 스케줄 자료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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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항공사 유형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0년보다 2019년 LCC 점유율이 높
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국내선의 경우 2015년부터 LCC가 운항을 시작하며 5.3%
비율을 차지했고, 점점 증가하여 2019년 10.4%를 기록했다. 국제선은 2010년
2.0%, 2019년 5.9%로 이 역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주: Mainline은 지역항공사와 FSC를 포함하고 있음.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42> 러시아 Mainline/LCC 점유율

러시아(출발)와 한·중·일(도착) 노선 정보는 다음과 같다.

주: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43> 러시아 - 한·중·일 노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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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과의 연계성 및 항공협력 전망
한국과 러시아는 2003년 3월 13일 항공협정을 맺었다(2003년 5월 21일 발효).
항공자유화 협정은 블라디보스토크 간(2012년), 하바롭스크 간(2017)년 합의되었
다.330)
한국 국제선 실적은 다음 그림으로 지난 10년간 여객은 약 40만 명에서 약 153
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단, 이 수치는 러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극동지역
을 포함한 지역별 수치로 구분된 결과는 아니다.

주: 단위: 여객-명, 화물-천 톤.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한국공항공사(2020), 2019 항공통계.

<그림 5-44> 한국–러시아 여객 실적

극동지역의 경제발전 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극동 선도개발법과 블라디보
스토크 자유항법이 발효되어 러시아의 우선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블라디보스
토크를 포함한 연해주 남부 도시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에 세금 및 임대료 감면 등의
특혜를 주면서 지원하고 있다.331) 최근 블라디보스토크는 2012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매년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개최, 2019년 러-북한 정상회
담 개최 등으로 세계 정상급 회의 개최지로 활용되었고, 극동관구의 행정수도로 지

33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12.22.),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가는 하늘길, 더욱 넓어진다｣, http://www.molit.go.kr
/atmo/USR/N0201/m_36515/dtl.jsp?lcmspage=69&id=95080124 (검색일: 2020.08.16.)
331) 코트라해외시장뉴스(2017.04.17.), ｢러시아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동향｣, https://news.
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58079 (검색일: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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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면서 향후 점차적인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332)
블라디보스토크는 주요 항만도시일 뿐 아니라,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시베리
아 횡단철도의 기착지이자 종착역이다.333)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간에 있는 울란
우데에서 기차를 갈아타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거쳐 베이징으로도 연결
되며(몽골횡단청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의 하얼빈을 거치는 철도(만주횡단
철도)가 연결된다. 2018년 한국은 그동안 남한의 정회원 가입을 반대해왔던 북한이
찬성표를 던져 유라시아 횡단열차가 지나는 모든 국가가 가입한 국제철도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에 29번째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
다.334) 이로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영기관으로서의 자격
을 얻게 되었다. 물류 및 여객운송에서 블라디보스토크가 극동지역의 허브 도시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의 대 러시아 무역, 투자, 개인 사업 및 여행자 관련 항공운송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335)

주: 그림 인용
자료: 한국일보(2018.06.07.), “유라시아 대륙철도 길이 열린다” , https://www.hankookilbo.com/
News/Read/201806071591373415(검색일: 2020.08.22.)

｢

｣

<그림 5-45> 유라시아 철도 연결망

332) 코트라해외시장뉴스(2019.07.01.), ｢극동의 수도, 블라디보스톡의 부상과 부동산 시장 현황｣, http://news.
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5891.
(검색일: 2020.08.22.)
333) 연합뉴스(2018.06.17.), ｢코레일,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으로. 남북협력 가능｣, https://www.yna.co.kr/
view/MYH20180607015300038(검색일: 2020.07.06.)
334) 연합뉴스(2018.06.17.), ｢코레일,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으로. 남북협력 가능｣, https://www.yna.co.kr/
view/MYH20180607015300038(검색일: 2020.07.06.)
335) 연합뉴스(2018.06.17.), ｢코레일,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으로. 남북협력 가능｣, https://www.yna.co.kr/
view/MYH20180607015300038 (검색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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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천연가스 개발이 현재 진행형이며 한국이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여나감
에 따라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에너지 산
업에서 한-러 협력의 중심지로서 사할린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
다.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 내의 선도개발구역 산업협력단지 및 조선소 현대화 작
업 등에 한국의 자동차, 조선 분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추진하는 북극항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에도 한국 해운업체들과의 협
력을 기대하고 있다.336)
철도로 연결된 편리한 교통망뿐만 아니라, 연해주와 사할린섬은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풍부하다. 이미 인천-하바롭스크-유즈노사할린스크(Yuzhno Sakhalinsk)블라디보스토크-인천 루트의 항공편을 이용한 6-7일 코스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
다.337)
사할린섬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한인 규모가 상당338)하다는 점도,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인적교류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339)

336) 조선비즈(2020.07.23.), ｢“주한 러시아 대사 ‘극동지역 LNG, 한국 수출 확대 기대”｣, https://biz.chosun.
com/site/data/html_dir/2020/07/23/2020072301739.html (검색일: 2020.08.22.)
337) 여행신문(2018.07.19.), ｢KE,SU와 공동운항으로 러시아 진격｣, http://www.traveltime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04447 (검색일: 2020.08.23.)
338) 전체 사할린섬 인구의 5.4%인 3만여 명
339) 박찬용(2018),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과제 연구｣, 재외한인연구, 44. pp. 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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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2> 항공협력을 위한 극동러시아 SWOT분석
Strengths

Weaknesses

Ÿ 천연자원 풍부, 한-중-일과 가까운 거리
Ÿ 강, 바다, 철도, 도로 등 물류인프라의 환승적
환지 기능이 강함
Ÿ 풍부한 자원

Ÿ 러시아의 변방(높은 물가와 생활비)
Ÿ 면적이 넓고, 지역별 경제구조와 주요수출품이
모두 다름
Ÿ 극동 지방의 내적 연결성 미비
Ÿ 노동력 부족, 숙련노동자 유출

Opportunities

Threats

Ÿ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전략적 위치성
Ÿ 러시아 정부의 극동정책지지
Ÿ 남북관계 회복 시 남-북-러 협력사업 가능성이
높아짐
Ÿ 민족정체성을 갖춘 동포집단

Ÿ 소비상품, 수출, 인력공급 측면에서 중국의
존도가 점점 더 높아짐
Ÿ 남북관계 교착 시 협력의 장점이 낮아짐
Ÿ 서방의 경제제재 및 축소된 개방성

4. 코카서스 3개국(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가. 국가 개요
유럽의 동쪽 끝 흑해와 아시아의 서쪽 끝 카스피해 사이에는 코카서스산맥을
공유한 세 국가,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있다. 공통의 자연유산의 이
름을 따서 흔히 코카서스 3국으로 불린다.340) 러시아, 터키, 이란으로 둘러싸인
이 3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침략과 영향을 크게 받았음에도, 고유한 문화, 종교, 역
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서아시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문화
적 특성은 유럽에 더 가까운 편이다.341)
코카서스 3국은 그동안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한국과의 교류 정도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교, 자유트레킹,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 주로 이

340) 동아일보(2019.06.20.), 「‘신이 선택한 땅’ 코카서스, 순백의 만년설을 섬겨온 이들의 이야기」,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90620/96077356/1.(검색일:
2020.04.31.)
341) 윤병국·최은영(2019), ｢코카서스 3국의 관광지 연구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한국
사진지리학회지, 29(4), pp. 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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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을 뿐이다. 유럽과의 지리적 근접성에서 비롯된 장점뿐 아니라 초기 기독교
의 풍부한 역사적 유물, 만년설이 덮인 카즈베크산과 흑해, 카스피 해안 등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과 관광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이다.342)
한국과의 관계에서 아제르바이잔에는 한국대사관이 존재하지만, 조지아에는 주
조지아 한국대사관 트빌리시 분관으로 아직까지 외교관계가 긴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아르메니아에는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러시아대사관에서 공사 및
영사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담당하는 코트라
(KOTRA)의 현지 무역관은 3국 중 석유자원이 풍부한 아제르바이잔 수도인 바쿠
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바쿠 무역관은 조지아 관련 무역 투자 업무까지 관할하고
있다. 참고로,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와 가스가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자원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343)

나. 항공 교통망 개요
1)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은 코카서스 3개국 중 가장 큰 나라이다. 대표적 항공사로는 관광
산업의 핵심이었던, 헤이다르 알리예프 국제공항에 기지를 둔 국적항공사 아제르
바이잔 항공(Azal로도 알려짐)이 있다. 정부는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기위해 노력
하고 있다.344)

342) 윤병국·최은영(2019), ｢코카서스 3국의 관광지 연구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한국
사진지리학회지, 29(4), pp. 223-242.
343) 신범식 외 (2019), ｢유라시아 교통물류 허브로 발돋움하는 아제르바이잔｣, DiverseAsia, 2(4). http://
diverseasia.snu.ac.kr/?p=3474 (검색일: 2020.10.12.)
344) CAPA(2020), ｢“아자르바이잔”｣, https://centreforaviation.com/data/profiles (검색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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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의 크기는 여객 실적을 나타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ser.

<그림 5-46> 아제르바이잔 공항 위치도

아제르바이잔의 국내외 여객과 화물 실적은 다음과 같다. 전체 여객은 연평균
8.6%의 성장률을 보이고, 전체 화물은 연평균 3.0%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5-33> 아제르바이잔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
구분

2015

2016

2017

2018

국내여객

1,069,730

1,051,027

1,178,690

1,231,130

국제여객

2,636,594

2,994,393

3,614,381

3,948,298

여객전체

3,770,972

4,103,857

4,862,796

5,241,149

국내화물

2,467

2,585

3,259

4,034

국제화물

13,305

13,845

16,592

13,729

화물전체

15,771

16,429

19,850

17,763

주: 화물은 순화물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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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OAG 스케줄 데이터로 아제르바이잔 항공시장을 분석하였다. 도착 국가
수의 경우 2010년 28개국에서 2019년 51개국으로, 도착 공항의 경우는 56곳에서
122곳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좌석 수는 2010년 약 1백60만 석에서 2019년 약 3백
만 석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운항 횟수 또한 약 1만 회에서 약 2만 회로 약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운항하는 항공사는 35개에서 45개가 되었다.
항공사별 좌석수 순위는 아제르바이잔, 터키항공이 2010년과 2019년 모두 1,
2위를 유지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LCC인 플라이두바이가 높은 성장을 보이며 아
에로플로트를 대신하여 2019년 3위를 차지했다.
좌석 수 기준 도착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터키의 순위가 급상승하였고, 러시아
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또, 2012년부터 운항한 카타르와 2015년
운항을 시작한 이라크가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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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아제르바이잔 출발하여 도착하는 국가 직항편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47> 2019년 아제르바이잔 국제선 항공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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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지아
조지아는 약 410만 명의 인구가 있는 유라시아의 독립국이다. 조지아 항공은
국적항공사로서 티빌리시 국제공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스카이조지아는 주로 화
물운송을 담당하고, 플라이조지아가 신규로 설립되었다.345)

주: 원의 크기는 여객 실적을 나타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ser.

<그림 5-48> 조지아 공항 위치도

조지아의 여객과 화물의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여객 전체는 연평균 26%의 성장률을 보인다. 화물은 국제화물만 운영하며 실적은
연평균 12.9% 감소했다.

345) CAPA(2020), “조지아”, https://centreforaviation.com/data/profiles (검색일: 2020.05.26.) (국가 선
택 후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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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4> 조지아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여객

22,684

30,062

8,459

45,832

31,906

국제여객

1,970,732

2,226,829

2,827,773

4,014,255

4,990,021

여객전체

1,994,140

2,256,891

2,836,232

4,061,827

5,024,855

국제화물

16,924

14,063

33,988

31,931

9,752

화물전체

16,924

14,063

33,988

31,931

9,752

주: 화물은 순화물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현재 조지아에는 조지아항공과 마이웨이항공 총 2개의 항공사가 있다. 조지아
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를 운항하고 있으며, 전세 실적 중 조지아항공이 대
부분을 차지한다. 마이웨이항공은 적은 수의 국제선만 운영한다.
<표 5-35> 조지아 항공사 좌석 수(2019)
항공사

Mainline
/LCC

국내

국제

총합계

Georgian Airways

M

20,704

398,058

418,762

Myway Airlines
Co.,LTD

M

-

28,390

28,390

20,704

426,448

447,152

총합계

주: 출발 직항 스케줄 자료임 / 스카이 조지아는 OAG 데이터에 수집의 한계로 존재하고 있지 않음/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다음은 OAG 스케줄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0년과 2019년 조지아의 항공시장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도착 국가 수는 22개 나라에서 44개 나라로, 도착 공항 수
는 32곳에서 109곳으로 증가했다. 전체 좌석 수는 2010년 약 80만 석에서 2019년
약 3백만 석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운항횟수 역시 약 8천 회에서 약 2만 회로 늘어
난 것을 볼 수 있다. 항공사는 2010년 26개에서 2019년 58개로 증가했다.
좌석 수 기준 항공사 순위를 살펴보면 2010년 터키항공, 조지아항공 순이었으
나 2019년 헝가리 항공사인 위즈에어, 조지아항공 순으로 바뀌었다. 러시아 항공
사의 점유율이 증가하며 2019년 순위권 내 러시아 항공사가 2개로 증가했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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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순위권에 변화가 있었다.
도착 국가별로 살펴보면 러시아가 무서운 성장세로 2010년 약 2만 석에서
2019년 약 60만 석까지 증가하여 1위를 차지했다. 카타르는 2016년부터 운항을
시작하였으나 매년 높은 실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주: 2019년 조지아 출발하여 도착하는 국가 직항편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49> 2019년 조지아 국제선 항공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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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의 국적항공사로는 아르마비아 항공이 있었으나 파산신청 후 2013
년 4월 1일 운영이 중단되었다. 츠바르트노츠 국제공항(EVN)은 아르메니아의 관
문공항이다. 아르메니아항공은 예레반에 기반을 둔 아르메니아 내 가장 큰 국제항
공사이다. 아에로플로트, 러스라인, 아틀란티스유러피안항공, 시베리아항공, 우랄
항공도 아르메니아에서 국내선과 국제선을 운영하고 있다.346) 아르메니아에는 츠
바르트노츠 국제공항과 교우므리 공항이라는 두 개의 공항이 있다.

주: 원의 크기는 여객 실적을 나타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Traffic Analyser.

<그림 5-50> 아르메니아 공항 위치도

아르메니아의 여객과 화물 실적을 살펴보면, 국제여객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8.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화물 전체는 연평균 16.7%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46) CAPA(2020), “아르메니아”, https://centreforaviation.com/data/profiles (검색일: 2020.05.26.) (국
가 선택 후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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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6> 아르메니아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실적
구분

2014

2015

국제여객

2,041,558

1,875,705

국제화물

9,343

화물전체화물 전체

9,343

2016

2017

2018

2,112,741

2,549,855

2,852,403

9,722

16,660

21,619

17,346

9,722

16,660

21,619

17,346

주: 화물은 순화물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ACI(2019), Annual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아르메니아 항공사는 총 2개이며 에어컴퍼니 아르메니아 항공과 아르메니아 에
어웨이즈이다. 2019년 기준으로 모두 국제선만 운항 중이며, 에어컴퍼니 아르메
니아가 가장 많은 좌석 수를 운항하고 있다.
<표 5-37> 아르메니아 항공사 좌석 수(2019)
항공사

Mainline
/LCC

국제

총합계

Aircompany Armenia

M

100,438

100,438

Armenia Airways Aircompany CJSC

M

14,280

14,280

114,718

114,718

총합계
주: 출발 직항 스케줄 자료임.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OAG 스케줄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르메니아의 2010년과 2019년 항공시장을
비교하였다. 도착 국가는 27개국에서 22개국, 도착 공항 수는 67곳에서 51곳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좌석 수는 약 1백 30만 석에서 약 2백만 석으로, 전체 운항
횟수도 약 1만 회에서 약 1만2천 회로 증가를 띄었다. 항공사 수는 33개에서 39개
로 증가했다.
주요 항공사를 살펴보면, 2010년 아르마비아가 높은 실적으로 1위를 기록했으
나 2013년 해산되어 순위에서 사라졌고, 러시아의 항공시장 점유율 증가로 최근
순위권에 변화가 생겼다. 과거 5개이던 러시아 항공사가 6개를 차지했는데 특히
1~4위를 모두 러시아 항공사가 차지했다. 상위권에서 아르메니아 항공사로는 아
르메니아컴퍼니가 5위로 유일했다.
좌석 수 기준 도착 국가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러시아와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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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은 운항을 유지하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 폴란드, 터키가 큰 성장
세를 보이며 순위에 변동이 많았다.

주: 2019년 아르메니아에서 출발하여 도착하는 국가 직항편을 의미함.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OAG(2019), Schedule Analyser.

<그림 5-51> 2019년 아르메니아 국제선 항공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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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서스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3개국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다. 아제르바이잔에는 6개의 공항이 있으며, 주요 공항은 수도 바쿠에 위치한 헤
이다르 알리예프 국제공항(GYD)이다. 조지아의 주요 공항은 수도 트빌리시에 위
치한 트빌리시 국제공항(TBS)이다.

다. 항공정책
아제르바이잔은 국적항공사 아제르바이잔 항공 파산 이후 관광산업을 부활시
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항에 처음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해 4년간 일
정 비율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등 적극적인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347)

라. 한국과의 연계성 및 항공협력 전망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은 2006년 5월 11일 항공협정을 맺었다(2006년 12월 7일
발효). 항공자유화 협정의 경우 여객과 화물 모두 2006년 12월 22일에 체결하였
다. 한국과 조지아는 2019년 7월 항공협정 가서명을 체결한 상태이며, 한국과 아
르메니아는 항공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이다.348)349) 한국은 아제르바이잔과 화물
실적만 있으며, 2019년 기준 1만 7천 톤 수준이다.

주: 단위: 화물-천 톤.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자료: 한국공항공사(2020), 2019 항공통계.

<그림 5-52> 한국–아제르바이잔 화물 실적

347) Center for Analysis of Economic Reforms and Communication(2017), ｢“Azerbaijan Economic
Reforms Review”｣, https://ereforms.org/store//media/ekspert_yazilari/islahat%20icmali/oktyabr/
SYX_en.pdf (검색일: 2020.09.15.)
348) 국토교통부 정책정보(2011.01.26.), ｢국제항공분야정책 추진현황｣, https://www.molit.go.kr/USR/policy
Data/m_34681/dtl?id=602 (검색일: 2020.09.10.)
349) 외교부 홈페이지(2020.02.25.), ｢우리나라 항공협정 체결 현황(2020.5)｣, http://www.mofa.go.kr/ww
w/brd/m_4059/23view.do?seq=36439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
=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검색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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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8> 항공협력을 위한 극동러시아 SWOT분석
Strengths
Ÿ 조지아의 경우 비즈니스, 거버넌스 순위가
높음. 아제르바이잔(석유, 가스)과 아르메니
아(광물)는 자원 부국
Ÿ 유럽과의 인접성
Ÿ 자연경관, 문화, 종교, 음식, 와인 등 관광 자
원 풍부

Weaknesses

Ÿ
Ÿ
Ÿ
Ÿ
Ÿ

지리적으로 원거리
인규 규모 작고(1,800만), 협소한 내수시장
낮은 인지도
열악한 투자환경
아르메니아의 높은 러시아 의존도

Opportunities

Threats

Ÿ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ODA 중점협력국이며,
친한 인사가 형성되어 있음.
Ÿ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높아지고 있음

Ÿ 지리적 위치상 유럽, 터키, 러시아의 영향이
큼(경쟁 치열)
Ÿ 교역, 투자, 인적교류 전반에서 교류미비
Ÿ 편중(아제르바이잔)된 경제협력 관계
Ÿ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국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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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우리나라 항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제1절 SWOT 분석
본 장에서는 한·중·일의 항공정책, 항공시장, 항공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결과
(2~4장)를 토대로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우선순위 전략
을 도출하기 위한 SWOT 분석을 하였다.

1. 강점(Strengths)
(공항 부문) 1994년부터 6차례에 걸친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
가공항체계 구축이 완료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에 따른 공항 부문의 주요 성과
로서 1) 인천공항의 세계 최정상급 공항 서비스 경쟁력, 2) 신속한 스마트공항 구
현을 통한 적극적인 공항 운영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성 향상, 3) 공항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 파급효과 확대(예: 공항 경제권, 공항-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노력, 4)
탄소배출 저감, 소음대책사업 등 환경 친화적 공항 조성을 통한 환경피해 최소화
노력(공항 내 LED 교체, 태양광 발전, 중수 사용 등 친환경 시설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을 비롯하여 흑산,
백령 등 도서공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내 항공 연결성 강화 및 소형항공
운송시장 활성화가 전망된다.
(항공시장 부문) 해외 이동수요 급증, LCCs 공급 확대 등에 따른 국제선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2019년까지 지속되어 왔다. 첫째, 국제선 시장에서의 공급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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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연결성 측면에서 인천공항은 아시아 정상급에 위치하고 있다. 둘째, 마
찬가지로 국적 항공사들도 중국과 일본 대비 충분한 국제선 운영 경쟁력을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LCCs의 국제선 시장 진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LCCs는 중·단거리 시장을 중심으
로 적극적인 국제노선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기타) 첫째, 신남방, 신북방 정책 추진에 따른 아시아 신흥지역과의 교류 활성
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관광 경쟁력은 아시아
지역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2019 WEF 관광 경쟁력 지수 기준 아시아 5위, 전
세계 16위).
강점
(공항)
Ÿ

인천공항의 인프라 및 서비스 품질 경쟁력은 최상위권

Ÿ

스마트공항 추진을 통한 공항의 운영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성 향상

Ÿ

공항-주변지역 연계 개발을 통한 파급효과 확대 추진

Ÿ

환경 친화적 공항 조성 추진

Ÿ

도서공항 개발을 통한 국내선 연결성 강화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 전망

(항공시장)
Ÿ

인천공항의 우월한 국제선 네트워크 연결성

Ÿ

국제선 시장에서의 FSCs와 LCCs 공급 규모 및 네트워크 연결성 경쟁력

(기타)
Ÿ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에 따른 아시아 신흥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Ÿ

관광 경쟁력은 아시아 지역 상위권에 위치

2. 약점(Weaknesses)
(공항 부문) 우리나라의 국가공항체계 구축은 완료 단계에 돌입하였지만, 공항
인프라 개발·운영 관련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간 갈등 심화로 인한 잠재적 성장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김해, 대구350), 제주, 흑산 등 공항 이전 및 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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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갈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공항의 용량 포화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둘째, 공항 간 인프라 규모와 기능 측면에서
의 불균형이 고착화됨에 따라 지방공항들의 이용 제약, 재정 적자 등 부작용이 발
생하고 있다.
(항공시장 부문) 우리나라의 항공시장은 구조적 단순성과 항공사 간 경쟁 심화
로 인해 다양한 내외부 요인 변화에 민감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KTX
등 육상교통망의 발달에 따른 내륙노선시장의 침체로 인해 국제선을 중심으로 항
공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시장의 비중이
매우 높아 한·중 사드분쟁, 한·일 경제갈등 등 인접국과의 정치·경제·사회적 갈등
이 항공시장의 침체의 직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둘째, 인천공항 중심의 국
제선 운영에 따라 공항 간 국제 연결성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공항들의 성장 한계
가 존재하고 있다. 셋째, 3개 신규 LCCs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351) 특히, 항공시장이 급격한 침체 상황에서는
이러한 과당 경쟁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타) 항공시장 관련 제반 여건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다. 첫째,
비록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아시아 신흥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 일본과 비교 시 규모와 실적 측면에서 후발 주
자임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각각 AIIB와 ADB의 주축 국으로 활동
하고 있어 아시아 신흥지역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재정 통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 둘째, 항공시장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물류, 관광 분야에 있어 비록 우리나라는 아시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중국, 일본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50) 대구공항의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의 이전은 2020년. 7월. 29일.에 해당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완료함에
따라 이전이 확정됨
351)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항공시장 불황으로 인해 인수합병 등 국적 항공사 시장 구조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과당 경쟁 요소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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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공항)
Ÿ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간 신공항 관련 갈등 심화에 따른 개발 지연으로 일부 공항들의
시설 용량 포화 및 서비스 질 하락 우려
Ÿ 공항 간 인프라 및 기능 불균형의 고착화로 인한 지방공항들의 성장 한계 존재
(항공시장)
Ÿ 육상교통체계 발달에 따른 내륙노선시장의 침체 장기화
Ÿ 단순한 항공시장 포트폴리오

– 일부 국가들과의 단거리 국제선 시장 의존도가 매우 강함

Ÿ 신규 항공사들의 시장 진입에 따른 과당 경쟁 발생 우려
(기타)
Ÿ 신남방·신북방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치·경제적 접근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후발주자
Ÿ 관광, 물류 분야 경쟁력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열위에 있는 상황

3. 기회(Opportunities)
(공항 부문) 첫째,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공항 건설 및 국제노선 확
대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흥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노선시장
개척과 해외 공항개발사업 진출 기회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신흥지역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기존의 주축 항공시장 간 장거리 이동수요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동북아 주요 허브들을 중심으로 환승시장 확대가 전망된다
(2019년 기준, 동남아 발 환승거점 1위: 중국 광저우 바이윈, 2위: 대만, 3위: 인
천). 이에 따라 공항 인프라 및 서비스 경쟁력 확보는 중국, 일본과의 환승시장 경
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이다
(항공시장 부문) 첫째,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외 항공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2018년 기준 인구 대비 항공여객
규모가 0.44로 한국(1.71)과 일본(1.0)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경제 성장
속도를 고려할 경우 향후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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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역내시장(75%) 다음으로 동남아시아-동북아시아 시
장(16%)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 두 지역 간 항공시장의 지속적인 확
대가 전망된다. 둘째, LCC 국제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LCCs의 국제노선 네트워
크 구축 및 운영 역량은 향후 아시아 LCC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토
대로서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국적 LCCs는 동북아·동남아 항공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적극적으로 국제선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셋째, 아세안을
중심으로 유럽, 중국, 인도 항공 자유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동남아
항공시장을 중심으로 항공사 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질 것으
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2019년 상반기부터 지속된 홍콩의 정치·사회적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동북아시아 항공시장의 핵심 허브로서 홍콩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
성이 존재한다.

기회
(공항)
Ÿ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공항 건설 및 국제노선망 확대 활발
Ÿ 아시아 신흥지역의 장거리 이동수요 증가에 따른 동북아 환승시장 발달 전망
(항공시장)
Ÿ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항공시장의 급속한 확대
Ÿ LCC 국제선 시장 확대에 따른 LCCs의 국제노선 네트워크 구축·운영 역량의 중요성 증대
Ÿ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항공시장 내 적극적인 항공 자유화 추진
Ÿ 홍콩의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입지 약화

4. 위기(Threats)
(공항 부문) 첫째, 중국은 적극적인 신공항 개발, 공항 접근체계 개선, 항공 네트
워크의 밀도와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항공시장의 외연적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인접국들과의 연결망 강화를 통한 중국 중심의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우두(북경), 푸동(상해), 바이윈(광저우) 외에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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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베이징), 솽류(청두), 바오(선전) 등 복수의 국제선 허브 공항 개발을 통해 국제
선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국 공항 기반의 국제선 환승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나리타(도쿄), 하네다(도쿄), 간사이(오사카) 기반 복수의 허브
체계를 이용한 국제선 연결망 강화와 함께 공항 개발·운영 주체 및 재원 조달 다각
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하네다와 나리타는 공항 인프라
및 서비스 수준 또한 아시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항공시장 부문) 첫째, 중국과 일본은 각각 북미, 유럽의 주요 항공사들과 복수
의 JV 체결을 통해 국제항공 네트워크 확장 및 환승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환승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한다. 둘째, 중국은 동남아, 한국, 일본 등 인접 지역과의 중단거리 국제선 시장
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중국과 일본은 각각 자생력 있는 국내선 시장을
기반으로 복수의 허브공항을 통한 국제선 시장과의 연결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
어 우리나라에 비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자국 항공시장의 탄력성과 안정성이
높다.
(기타) 첫째, 중국과 일본은 각각 아시아 신흥지역 진출을 위한 전략(일대일로,
인도-퍼시픽 전략)과 수단(AIIB, ADB)이 고도화됨에 따라 해외개발사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갈등이 빈번해
짐에 따라 인접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 국제항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과 일본은 높은 관광 경쟁력(2019년 WEF 관광경쟁력
아시아 순위: 중국 3위, 일본 1위)을 기반으로 인바운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관광 관련 제반 여건 개선(비자 완화, 면세제도 확충, 지자체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방공항을 통한 인바운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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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공항)
중국은 적극적인 공항 인프라 및 항공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중국 중심의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구축 추진
일본은 공항 개발·운영 및 재원 조달 다각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에 주력

•
•

(항공시장)
중국과 일본은 적극적인 북미, 유럽 주요 항공사들과 적극적인 JV 체결을 통한 국제선
네트워크 확장 및 환승시장 확대 도모
중국은 인접국들과의 적극적인 중단거리 노선시장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과 경쟁 심화 전망
중국과 일본은 자생력 있는 국내선 시장과 복수 허브 기반의 국제선 시장 운영을 통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자국 항공시장의 탄력성과 안정성 보유

•
•
•

(기타)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 신흥지역 진출을 위해 고도화된 전략과 수단 활용
인접국들과의 빈번한 정치·사회·경제·문화적 갈등에 따른 항공시장 불안정성 증대
관광, 물류 등 중국과 일본의 제반 여건 분야의 높은 경쟁력

•
•
•

다음 그림은 SWOT 분석을 통한 핵심과제 도출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SWOT에 포함된 요인들과 관계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 환승시장 확보,
2) 지방공항 활성화, 3) 해외 공항개발사업 활성화로 3개 과제를 우선순위 핵심과
제로 선정하였다.

<그림 6-1> SWOT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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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아시아 지역 항공시장 협력을 위한 우리의 전략
1. 핵심 과제별 추진 방안
본 절에서는 한·중·일 항공정책, 항공시장, 항공 네트워크 특성 비교 및 신남방·
신북방 지역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된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택된 3개
핵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가. 항공 환승 시장 확보
1) 필요성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 등 항공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 지
역들을 중심으로 항공 이동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
과 신남방과 신북방 국가들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환승을
통한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지역으로의 장거리 이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표 6-1> 한·중·일 – 신남방·신북방 환승 빈도 요약

–

국가

한국

중국

일본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한·중·일
신남방 주요 국가 직항 스케줄과 환승 빈도
신남방 환승 빈도
신북방 환승 빈도
필리핀(373,294)
1) 러시아(114,938)
베트남(322,658)
2) 몽골(56,058)
태국(189,724)
3) 우즈베키스탄(39,423)
4) 카자흐스탄(14,861)
인도네시아(84,657)
5) 싱가포르(79,222)
태국(1,070,112)
1) 러시아(259,446)
베트남(587,311)
2) 몽골(66,071)
필리핀(460,726)
3) 카자흐스탄(42,260)
4) 키르기스스탄(24,917)
싱가포르(426,726)
5) 우즈베키스탄(24,868)
캄보디아(407,738)
필리핀(241,713)
1) 러시아(34,378)
베트남(207,662)
2) 몽골(5,100)
태국(193,599)
3) 우즈베키스탄(111)
4) 카자흐스탄(9)
싱가포르(169,037)
5) 인도네시아(118,483)

주: 직항 좌석수는 OAG Schedule이며, 환승 빈도는 OAG Traffic임(2019년 기준). 원자료를 통해 연구진이 가공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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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주요 타겟 환승시장 전략

2) 지역별 추진 방안
① 신남방 지역
신남방 국가들은 홍콩, 대만을 중심으로 환승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중(본토)·일 중에서는 동남아와 인접해 있는 광저우 바이윈, 인천, 도쿄 나리타
등이 주요 환승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동남아 지역의 주요 환승 발생 국가로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순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 중 태국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환승시장 경쟁에서 다
소 불리한 입장이다. 반면, 향후 국제선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의 환승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포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항공시장 규모가 가장 크며, 인구 규모와 GDP
성장률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된다.

② 신북방 지역
신북방 지역의 항공시장은 신남방 국가들에 비해 항공운송 발달이 더딘 상황이
며,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리적 여건을 고려
할 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동부 지역과 몽골을 중심으로
향후 북미 지역과의 장거리 이동이 증대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은 핵심 환승거
점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 지역과의 선제적인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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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후 신북방 환승 시장에서 우위를 취하기 위한 토대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코카서스 3국은 천연·관광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신규 노선
시장 개척 대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③ 항공사 전략과 정부 지원 방안
환승을 만드는 것은 항공사의 역할이다. 따라서 항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항
공사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FSC와 LCC로 구분된다.
신남방 일부 국가들과 신북방 대부분의 국가들은 FSCs이 운영 여건에 따라 전
략적으로 기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용이하지만 LCCs는 주력 항공기기가
737-800로 좌석이 180석이므로 환승체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LCC는 환승객 확보를 위해서는 외항사와의 코드쉐어와 얼라이언스를 통한 협력
이 필요하다. 예로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동맹인 밸류 얼라이언스를 가입한바 있
고, 호주의 에어웨이즈 항공사와 공동운항을 통해 인천 ~ 호주 골드코스트 노선을
제공한 적이 있다.
환승객은 여객의 입장에서 보면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항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OD 수요보다 수익이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전략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공항 운영자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환승객 당 보조금
지원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공항운영자는 환승 운영 주체로서 적극적 전용 환승
투어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마케팅이 필요하다.

나. 지방공항 활성화
1) 필요성
육상교통체계의 발달에 따른 국내선 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인천공항 중심의 국
제선 단일 허브 체계로 인해 지방공항의 침체 또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아웃바운드 국제여객수요 중심의 단순한 항공
시장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항공시장은 국제관계, 전염병 등 다양

262

한 대내외 요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성과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 국민의 국제선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항공
시장 안정성 향상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서 지방공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① 지방공항 브랜드 구축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항별 브랜드를 창출하고, 인바운
드 유치를 위한 항공-관광 연계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
기 종합계획에서는 우리나라 15개 공항을 3단계 위계(중추, 거점, 일반)로 구분하
고, 위계에 따라 차별적인 공항 기능(국내선/국제선)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지방공항 브랜드는 개별 공항과 공항 배후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항 고유의 가치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바운
드 수요 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도 활용될 수 있다
② 지방공항-관광 연계 관광거점공항 지정
지역의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을 이용한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수요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케팅 강화,
현지 프로모션 지원,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여행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
여 지방공항의 국제노선 연결성 확대 및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해외 공항개발 사업 진출
1) 필요성
우리나라 공항개발 정책 중에 아직까지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없었다. 주변국의 상황을 보면 중국은 북경 신공항 개항과 일대일로 계획과 함께
SOC 개발 사업들을 진행 및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공항개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항공분야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ODA 기구를 활용
하여 30조 엔 인프라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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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신남방 지역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을 위주로 2014년 필
리핀 국가 항공발전 마스터플랜을 진행했고, 2017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공항
신여객 터미널 건설 타당성 수행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캄보디
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가에서 공항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개발을 참여한바
있다. 그리고, 신북방 지역에서는 러시아 사할린 신규 여객터미널 개발 타당성 및
공항 마스터플랜 연구, 하바롭스크 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연구를 수립한바 있다.
해외공항개발 사업의 중요한 이유는 아시아 시장이 커짐에 따라 아시아 공항
개발 및 확충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나타날 전망이다. 또한
국내 공항이 아직까지 개발되고 있지만, 결국 성장의 한계가 있으며, 우리나라 항
공 및 공항개발사업은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그동안의 우
리나라의 공항 개발 및 운영 노하우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스마트 공항 등 기술
도입으로 공항개발 시장 진출을 노려볼만한 충분한 여건이다.352)

2) 추진 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공항개발 사업에 관해 ODA, 해외정부 요청에 의해서 진
행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해외 공항개발 및 건설 사업까지 가지 못한 상황이다. 마
찬가지로 중국과 일본도 개도국 지원 차원에서 투자 위주로 진행 계획하고 있어
큰 개발 프로젝트와 운영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① 정부 및 공사 차원의 TF 또는 팀 구성
우리나라가 해외 공항 컨설팅 및 자문한 이후 공항 계획, 엔지니어링 및 건설
운영 등 연관 사업의 추가 발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해외수주 지원
전략과 지원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공항개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가
부재하여 민간 차원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

35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컨설팅이 27건, 지분투자 1건, 위탁운영 1건이 있으며 한국공항공사는 컨설팅이 16건과
신공항개발 사업 1건이 있음

264

따라서 먼저 정부부처, 공항운영자,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한
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353)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산업
의 현황과 지원역할과 사업발굴과 시장 개척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림 6-3> 해외 공항개발 사업을 위한 조직 구성(안)

② 팀코리아 구성
해외 공항 개발사업은 국제 공개입찰로 진행되고 있어 국내에 공항 관련 사업자
들이 복수 참가로 인해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주 위주 전략으로 외국
사와 제휴와 해외 사업 유경험자 인력 확보에 애로 사항이 있다.
또한 ODA 사업의 경우 국내 입찰과 유사한데, 실적과 기술력에 의해 상위 업체
가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해외 공항개발 사업 프로젝트는 G2G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
간에서 각각 경쟁보다는 정부 측면에서 해외인프라 정보와 협력에 대한 모니터링
과 지원을 확대하여 ‘팀 코리아’ 구성이 필요하다.

③ 법제도 개선
해외 공항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공항운영자)이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353) 2018년도 신설된 공기업으로 해외투자개발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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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총사업비 1,000억 원, 공공기관 부담분 500억 원 이상 투자 시 예비
타당성을 거치고 있다. 예비타당성 시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
을 때 해외 신공항 개발 투자, 공항운영, 지분투자 등을 진행 및 계획하기 어려워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에 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3) 전략 방향
본 연구에서는 개략적으로 구상한 공항 개발 사업 모델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공항개발의 붐과 함께 공항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경제발전 할 수 있는
에어시티, 공항경제권 등의 모델이 구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단순한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개발 확충 수준이 아니라 공
항개발, 공항운영, 주변지역 도시계획 및 연계, 접근교통, 갈등관리 등을 고려한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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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중·일 3국 항공시장에 대한 다층적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국의 항
공 관련 정책 동향, 시장 현황, 국제노선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
다. 나아가 우리나라 국제항공시장 다각화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향후 급속한 성
장이 전망되는 아시아 신흥(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한·중·일 각각의 진출 전
략 분석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 대한 잠재력 평가도 함께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3국의 항공시장 발달에는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국가 간 항공정책의 초점에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중국은 전방위적
인 항공 인프라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인프라의 운영 개
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국은 국가항공체계 구축이 완료 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중국과 일본 사이 중간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항공시
장 현황을 살펴보면 3국은 공통적으로 LCC 시장 확대, 항공 자유화, 조인트 벤처
(JV), 환승시장 개척 등을 통해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중
국의 경우 동남아 지역과의 직항·환승시장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었다. 셋째, 3국
의 국제항공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단일 허브 기반의 네트
워크가 운영됨에 따라 복수의 허브를 운용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허브와 나머지
공항 사이의 연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LCCs의 국제선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그 격차가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
하고 있었다.
또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진

제7장 결론 267

출 전략과 해당 지역의 성장 잠재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과 일본
은 중장기적 목표(일대일로, 인도-퍼시픽 전략)와 경제적 수단(AIIB, ADB)을 기반
으로 개별 지역 또는 국가를 넘어 면(surface) 또는 선(line) 단위의 광역적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중장기적 목표(신남방·신북방 전
략)를 기반으로 점(point) 단위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신남방·
신북방 국가에 대한 글로벌 지표, 한국과의 교류 현황, 항공시장 발달 전망 등을
평가한 결과 신남방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이,
그리고 신북방 지역에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극동러시아, 코카서스 3개
국이 향후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우선 협력국으로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항공시장의 다층적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WOT 분석
을 실시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항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3개 핵심과제로 ① 환승 시장 확보, ② 지방공항 활성화, ③ 해외 공항개발 사업
추진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현 정부의 핵심 외교 정
책 중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 대한 항공 부문 지원 방향에 대한 토대 자료를
제공하고, 중점 과제를 선별하여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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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ng Multi-dimensional Aspects of Aviation Markets in
Korea, China, and Japan

․

Yongha Park JeongWoong Soh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tential strategi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aviation market through comparing
multi-dimensional aspects of aviation markets in Korea, China, and Japan.
We compare the three countries, focusing on three aspects of their markets:
1) aviation-related policies, 2) aviation market trends, and 3) air transport
networks. Furthermore, we explore emerging markets in Asia with a focus
on assessing potentials of developing countries in South East- and
Cental-Asia, also called New Southern and New Northern regions
respectively, which is a base to find potential markets for air carrier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three countries are at
different stages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While China has
been actively developing their infrastructure to build a national air transport
system fully covering their national territory, Japan has focused on
improving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rather than expanding their
infrastructure. Korea falls somewhere between the development stages of
China and Japan as their national airport development is approaching
completion. Second, the three countries utilize similar strategies to expand
their aviation markets such as promoting LCC market, open-s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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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joint venture(JV) among carriers, and increasing connections
with emerging markets. China, in particular, has been rapidly increased
their direct- and indirect- markets with Southeast Asia. Third, International
air transport networks of the three countries show different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 international market of Korea operates based on a single
hub network, so there is a wider gap in connectivity between the main hub
and the rest of the airports, than China and Japan, which operate multi-hub
systems respectively. However, we also find the possibility to reduce the
gap through expanding international routes by LCCs at regional airports,
which has been already observed through the market.
In addition, we compare the strategies of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 New Southern and New Northern regions with assessing potentials there
as follows: First, China and Japan have built not only strategic visions,
called One-Belt One-Road and Free and Open Indo Pacific strategies
respectively, but also economic means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banks, which are AIIB and ADB respectively, in order to promote close
economic integration at the global scale including the emerging regions.
On the other hand, as a latecomer, Korea has just established a strategic
vision focusing on the regions. Next, through the assessment of New
Southern and New Northern countries, we find that in South-east Asia,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Vietnam, and Thailand show high
potentials as priority partners for Korea for the future. And in Central Asia,
Kazakhstan, Uzbekistan, Far East Russia and the three countries in the
Caucasus show the potentials.

–

Finally,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above analyses, we conduct a
SWOT analysis to prioritise possible strategies over others, then determine
the three key tasks:
securing the international transfer market,
promoting regional airports, and
promoting overseas airport development
projects.

①

③

②

This study provides base materials to support decision making in the
aviation sector.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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