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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최근 선진국 위주로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면서 작게나마
글로벌 네트워크 회복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연구분석과 정책이 모니터링이 더 필요한 상황
이라 판단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계속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호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대응
대쉬보드와 정책 분석 프로그램, 항공소음과 건강, 항공교통
서비스 변화, ‘21년 6월까지 항공정책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후에도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항공·
공항 정책을 위한 특별호를 발간하고자 하며, 조금이나마
항공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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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 대시보드와 정책 분석 프로그램(KOTI Aviation Dashboard)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항공정책·공항연구팀
최솔샘 연구원(thftoa9@koti.re.kr)
한익현 연구원(ih3854@koti.re.kr)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백신이라는 게임체인저가 등장한 이 시점에서 격변하는
항공산업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본원 항공교통연구본부에서 제작하였다. 대시보드는 크게
항공지수 파트와 Global Policy Tracker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량적·정성적으로 항공산업과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모니터링 체계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대시보드는 온라인 기반이며 향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 항공정책 코로나19 대시보드는 2021년 7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개요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Global Pandemic으로 인한 현상으로 전 세계 항공운송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항공산
업 생태계 복원 및 취약성 극복과 같은 생존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
책팀에서는 이와 같이 유래없는 현상에 대한 타당하며, 새
로운 항공정책 제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단계별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모니터링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연
구 방향으로 설정하였다.그 결과, 일반사업 연구결과로써,
KOTI AVIATION 대시보드(Dashboard)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대시보드는 총 4가지의 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축된 지수는 ‘항공 기관별 전망’, ‘항공 지표별 전망’,
‘항공 키워드 이슈’, ‘항공 통계 및 예측분석’으로 나누어
진다. 이는 또한, 각각의 개별 화면과 분석·지수결과가 종
합된 메인 화면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1> KOTI AVIATION 대시보드 메인 화면

항공 지표별 전망
항공 지표별 전망의 경우, 항공 관련 지표 특성을 반영
및 모니터링하고자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에서 전반적
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3가지로 나누어 구축하였다. 세
가지 요소는 ‘공급’, ‘수요’, ‘사회·경제’이며, 이를 수렴하
여 종합지수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는 증
가율을 기반으로 요인별 지수 및 종합지수를 도출하였다.

1

항공지표별 전망에서 ‘공급’요인은 종합적인 항공운

지표를 나타내기 위한 항공 기관들은 ‘항공사

송산업 관련 공급적 요인을 대표하는 ‘산업별 서비스업

(FSC/LCC)’,

생산지수(항공여객)’,

유가(달러)‘의

항공사)’, ‘유관기관(MRO·지상조업·연구소 등)’으로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 ‘수요’ 요인은 항공운송여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위 3개 기관에서

객을 위주로 관련 수요 요인을 대표하는 ‘국제선 월별

도출된 결과들에 대해 기하 평균(Geomean)을 적용

여객(명)’, ‘소비자 물가지수(항공여객운송)’, ‘여객 탑

하여 종합 지표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환율(원/달러)’,

‘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

승률(%)’ 의 세 가지 지표/지수를 사용하였다. 마지막
으로 ‘사회·경제’ 요인의 경우 향후 경기 변동의 단기예
측에 이용될 수 있는 ‘선행종합지수’, 사회 전반적인 경
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실질 GDP’와 ‘고용률’의 세 가지
지표/지수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지표를 종합하는 ‘생
산’ 종합지수, ‘수요’ 종합지수, ‘사회 경제’ 종합지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한 분기별 증가율에 대한 기하평
균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그림 3> 대시보드 - 항공 기관별 전망
추가로 기관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대시보
드 내부에 설문조사 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설문조사
페이지에서는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 ‘공급 – 항공산업 매출 전망’,
‘수요-장래 항공수요 전망’, ‘ 사회·경제 –사회 및 경
제 분야의 항공산업 영향 전망’, ‘종합 – 다음 분기 항
공산업 전망’을 설문 문항으로 제시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항공 지표별 전망의 요인별 지표/지수를 각
<그림 2> 대시보드 - 항공 지표별 전망

설문별로 삽입하여 대시보드에서 제시하는 지수에
대한 주제 연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항공 기관별 전망
이에 대한 결과로써, 항공 지표별 전망과 동일하게
항공 기관별 전망의 경우 항공산업 생태계 내부 기

기관별 공급, 수요, 사회경제, 종합 지수를 도출하였

관들의 의견 및 실무자 입장(현장)에서의 전망 결과

으며, 정책 중요성 설문 결과에 대한 결과(박스 플

를 반영하고자 제작하였다.

롯)와 함께 제시하였다.

2

October
June

항공 키워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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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통계 및 예측분석

항공 키워드 이슈의 경우 지난번 브리프에서 작성된

항공 통계 및 예측분석의 경우 항공에 필요한 통계

텍스트마이닝 결과1)와 이어진다. 트렌드 분석을 통한

부분(유가, 환율, OECD 경제지수)과 항공수요예측

종합적인 니즈 파악은 상시적 모니터링과 연계될 수 있

모델에서 도출된 예측치를 단기/장기, 국제선 여객/

어, 본 대시보드에서는 다각화된 키워드 분석을 통한 적합

국내선 여객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한 대응전략 기반 마련을 시도하였다.대시보드의 항공 키워
드 이슈 페이지 데이터 소스는 국내에서 가장 큰 매체 중 하
나인 네이버 뉴스로 ‘항공교통’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중
3000개 기사 헤드라인을 크롤링하여, 중복을 제거한 값을
사용하였다.

도출된

키워드

분석결과에서는

‘빈도수’,

‘TF-IDF 가중치’, ‘Word2Vec 유사도’의 총 3가지의 방법
론을 적용하였다. 빈도수의 경우 토큰화된 키워드들의 단
순 빈도수로써 적용하였으며, TF-IDF 가충치의 경우 키워
드별 ‘중요성’ 측면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Word2Vec 유사도의 경우 키워드 ‘연관성’ 측면을

<그림 5> 대시보드 - 항공 통계 및 예측분석

나타내기 위해 실시하였는데, 구축된 모델에서 ‘항공’과 ‘교통’
두 단어에 대한 유사도 결과 순위를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키

항공 통계 부분에서 유가의 경우 WTI(서부 텍사

워드 이슈 결과는 월별로 결과가 업데이트되며, 페이지에는

스 중질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항공유의 월별 가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표시한다.

격을 배럴당 달러로 표시하였다. 환율의 경우 월별
원/유로, 원/위안, 원/엔, 원/달러 가격을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 지수(Index)의 경우, 경기선행지
수(CLI, Composite Leading Indicator), 기업확신지
수(BCI, Business Confidence Index), 소비자신뢰지
수(Consumer Confidence Index)를 월별로 표시하
였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경제
트렌드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 4> 대시보드 - 항공 키워드 이슈

항공 예측분석 부분은 방법론적으로 계량경제모델 앙
상블 분석(장기), ARIMA 예측분석(단기), 회복패턴 예
측분석 등을 적용하여, 항공수요예측 결과를 나타내고
1) 항공 공항 정책 Trend&Insight Vol.2 No.1 - 항공수요 회복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 머신러닝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1 (최솔샘)
항공 공항 정책 Trend&Insight Vol.2 No.4 - 항공수요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 머신러닝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2 (최솔샘)

자 하였으며, 현재 예측치 보정작업 중에 있어 코로나19
로 인한 불확실성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다.

3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국가별, 기관별 정보를 다양

글로벌 항공 정책 분석 소개

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취합하고 있다. 정보의 범위
코로나19 정보동향 제공 외에 한국교통연구원의 글

도 국제기구부터 각 국가별 정책까지 광범위하게

로벌 항공 정책 분석(KOTI Aviation Policy Tracker)

제공

은 정보를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분석하고 트랜드

Policy Tracker는 좀 더 직관적인 내용과 분석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코

위해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

로나19 항공정책에 특화된 정성적 데이터를 직관적으

여 정성적인 데이터가 키워드별로 도출되어 패턴

로 쉽게 볼 수 있게 온라인 기반으로 구축하고 이를

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중이다.

본

프로그램과

차이점이

있다면

다시 패턴화하여 분석하는 웹기반 Policy Tracker를
이런 웹기반 정책 분석 프로그램은 이미 해외 여러 기

만들게 되었다.

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항공정책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는

「여행

회복

인사이트

」

포탈(BCG’s

Travel

이미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 국내 사례는 한

Recovery Insights Portal)

국항공협회의 ’에어진‘이 대표적이다. 해당 홈페이

부 지원(Government Support to Airlines)’ 항목에서

지에서는

코로나19

특별

홈페이지2)를

개설하여

3)중

‘항공사에 대한 정

는 항공사에 대한 각 대륙 혹은 국가의 기사 내용과

자료 : IMF(2021),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

<그림 6> 국제통화기금(IMF)의 코로나19 정책 분석 홈페이지

2) 자료 : https://www.airportal.go.kr/covid19/covid19-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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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 https://public.tableau.com/app/profile/the.boston.consulting.
group/viz/BCGsTravelRecoveryInsightsPortal/Recovery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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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 항공 정책 분석 프로그램 전경
지원금액을 정리하여 ‘정성적 내용’과 ‘정량적’인 지원

1월 1일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

금액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으며, 6월 7일을 기점으로 총 216개의 정성적 데이터

(IMF)은

를 입력하였다. 또한 발행일 입력하고 이를 사용자가

코로나19

」

Tracker

4)를

특별

홈페이지에서

「Policy

만들어 각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선택할 수 있어서 기간별로 어떤 정책이 종단적으로
변화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Policy Tracker 개념을 항공정

발행일 뿐만 아니라 키워드는 총 3개(대분류, 항공

책에 특화하고 주요 키워드 선정, 이후 패턴 분석 형

특성, 코로나19)로 세분화하여 검색할 수 있다. 키워

식으로 검색 및 정리 할 수 있도록 구성·보완하여 더

드별로 따로 검색할 수도 있고, 대분류-항공특성-코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로나19-발행일-출처까지 분류하여 볼 수도 있게 하였
다. 키워드는 연구진이 특정 기준에 맞춰 기존 정보

위의 <그림>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글로벌 항공 정책
분석(KOTI Aviation Policy Tracker) 첫 시작 화면이
다. 주요 항공국(미국, 유럽, 중국, 일본, 아시아/태평
양,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021년

와 비교 후 직접 입력하였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
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Excel Export’를
누르면 현재까지 축적된 216개 데이터를 누구나
받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데
이터 공유와 수정 및 건의를 받아 개발할 예정이다.

4) 자료 :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
onses-to-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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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 항공 정책 분석 프로그램 분류(안)
국가

대분류
(항공정책기본계획 5대 목표)

미국

항공혁신

유럽
스마트 항공서비스
중국
산업생태계
일본
공항플랫폼
기타

글로벌(전역)

안전 및 보안

항공특성 분류
(항공정책기본계획 추진방향)
글로벌 네트워크
新교통수단
新기술개발
해외진출
무단절 공항절차
항공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종사자보호
항공문화
운송 경쟁력
화물 경쟁력
항공금융
전문인력 양성
환경이슈
공항인프라
공역체계
공항운영
안전문화
안전시스템
보안시스템
보안인증

위의 <표>는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 항공 정책 분석

코로나19 분류
(연구진 입력, 자유롭게 추가 예정)
백신과 항공
항공협정(트래블 버블)
항공사 지원
항공산업 지원
금융 지원
공항 내 방역
국제기구 코로나19 정책
항공산업 피해
항공수요
항공과 여행
정부 정책 발표
입국절차
新기술개발
공적지원기구

운송생태계 관점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분류(안)이다. 키워드(대분류)
와 키워드(항공특성)은 국토교통부의

」

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5)의

5대

「제3차

항

목표와

추

진방향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항공정책기본계획
의 기준점을 활용하여 어떻게 큰 방향성에서 정책
이 나오고 변화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
나19 키워드는 연구진이 이슈별로 생성하여 입력
하였고, 차후에도 자유롭게 추가하여 더 많은 이슈
를 담을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의 의견을 받아 다

향후 발전(안)
본 대시보드에서 도출된 항공지수의 경우 추후 발
전될 요소가 많다. 특히 ‘항공 기관별 전망’과 ‘항공
지표별 전망’의 경우 코로나19 추세변화에 따라 새
로운 데이터를 발굴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공란으로 남겨진 ‘항공 경쟁력 지표’의 경우 추후 네
트워크 DEA 분석의 진행을 통해 국가별 항공 경쟁
력 순위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양성을 높이고자 한다.
현재까지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 검색을
보면 ‘산업생태계(128건)’, ‘운송경쟁력(115건)’, ‘항공
과 여행(107)’, ‘항공수요(79건)’ 순으로 산업 지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글로벌 항공 정책 분석(KOTI
Aviation Policy Tracker)는 1달에 한 번 10페이지
이내의 ’요약 보고서‘를 미국·유럽, 글로벌 순으로 제
출하여 그동안의 성과 트렌드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5)

6

국토교통부(2019.12.30.),
(2020~2024)

고시문

: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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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Insight
항공소음과 건강에 대한 고찰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항공정책·공항연구팀
박재식 연구원(shil2@koti.re.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힌 어느 날, 공항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공항 소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 항공기 소음을 크게 느끼지 못했으나,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운항이 줄어들면서 이제야 소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항공기가 적게 다님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관련
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항공 수요가 회복된 이후 공항 소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제기구의 소음과 건강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소음대책 기준 확인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수합병, 국유화 등 다양한 생존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와 항공 소음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강한 전염

모순되게도, 소음적 측면에서 공항 주변에 거주 중인

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인적, 물적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온한 환경을 잠시나마 영유

자원의 핵심 운송 수단인 항공 산업은 제한적인 기능만

하였으나, 항공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소음이 커질 것이

유지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표 1>과 같이

라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표 1>의 2019년 대비 2020

2019년 대비 2020년의 항공운송실적(국내, 국제선 포

년의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 편수를 비교하면 각각

함)은 여객, 화물, 운항 각각 68.1%, 23.9%, 53.1% 감

11.8%, 6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선에 비

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공사는 무급휴직, 정리해고,

해 국내선의 수요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 항공운송실적(2016년 ~ 2020년)
구분
여객
(천명)
화물
(천톤)
운항
(천편)

국내
국제
계
국내
국제
계
국내
국제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9 대비

30,913
73,001
103,914
293
3,781
4,074
191
439
630

32,406
76,956
109,362
290
4,032
4,322
197
457
654

31,601
85,925
117,526
273
4,169
4,442
194
497
691

32,981
90,386
123,367
259
4,016
4,275
195
528
723

25,164
14,240
39,404
182
3,071
3,253
172
167
339

-23.7%
-84.2%
-68.1%
-29.7%
-23.5%
-23.9%
-11.8%
-68.4%
-53.1%

주 : 여객은 유임, 화물은 순화물+우편+수하물, 국내선 출발, 국제선 출도착, T/S 포함 기준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2021)

7

항공 수요의 회복으로 소음이 다시 증가하게 될 경우,

이 외에도, 4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SIRENE

조용한 환경에서 지냈던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

project(Short

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인식

Transportation Noise Exposure)8)에서는 항공기 소

이 증대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성가심,

음과 심근 경색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이 +2.6 % (95 %

수면 장애 등 건강 영향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이며, 소

신뢰 구간 +0.4 % ~ +4.8 %)로 보고되었으며,

음과 건강 영향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필히 선행

104,145 건의 실험군 및 654,172 건의 대조군을 기반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제기구의 소음과

으로

건강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소음대책 기

Cognition, and Health)9) 연구에서는 소음 수준에서

준 확인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항공기 소음과 심부전 또는 고혈압성 심장병에 대해

한

and

Long

Term

NORAH(Noise-Related

Effects

of

Annoyance,

10dB 증가할 때 마다 1.6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

소음과 건강의 영향

계적으로 유의한 선형 노출 응답 관계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에 속해있는 기술위원회인
항공환경보호위원회(Committee

on

RANCH Project(Road traffic and Aircraft Noise

Aviation

and children’s Cognition & Health)10)는 런던 히스

Environmental Protection, 이하 CAEP)는 2019 환

로, 암스테르담 스키폴,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인근에

경 보고서 중 항공기 소음의 영향(Aviation Noise

위치한 89 개 학교, 2,844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

Impact)에 대한 백서를 통해 항공기 소음의 성가심, 수

음과 독해력의 상관관계를 분석11)하였다. 분석 결과,

면 장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어린이의 학습 등에 미

<그림 1>과 같이 소음에 노출될수록 어린이들의 독해력

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960만 명, 158,977 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허혈성심
장질환(Ischemic Heart Disease, 이하 IHD)6)에 대한
연구결과, Lden 10 dB 당 +9 %(95 % 신뢰 구간, +4 %
~ +15 %)의 IHD가 발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증가 위험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항공 교통 소음과
IHD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낮음(low,
GRADE 등급 시스템 사용)이며, 추가 연구가 효과 추정
에 대한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정치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검토
자의 의견이 있었다.7)

6)

8

ICAO, Destination Green,
Environmental Report,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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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019

7) Kempen EV, Casas M, Pershagen G, Foraster M. WHO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for the European Region: A
Systematic Review on Environmental Noise and Cardiovascular
and Metabolic Effects: A Summary.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18; 15(2): 379.
8) Heritier H, Vienneau D, Foraster M, Eze IC, Schaffner E,
Thiesse L, et al. Transportation noise exposure and
cardiovascular mortality: a nationwide cohort study from
Switzerland. Eur J Epidemiol 2017; 32(4): 307-15.
9) Seidler A, Wagner M, Schubert M, Dröge P, Römer K,
Pons-Kühnemann J, et al. Aircraft, road and railway traffic
noise as risk factors for heart failure and hypertensive heart
disease - a case-control study based on secondary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Hygiene and Environmental Health
2016; 219(8): 749-58.
10) Clark C, Martin R, van Kempen E, Alfred T, Head J, Davies
HW, Haines MM, Barrio IL, Matheson M, Stansfeld SA.
Exposure-effect relations between aircraft and road traffic
noise exposure at school and reading comprehension - The
RANCH project.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2006;
163(1): 27-37.
11) ICAO, Destination Green,
Environmental Report,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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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졌으며, 55 dB(A) 이상 노출이 될 경우, 독해력
이 평균 이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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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 각각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와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최소 위험 또는 상대적 위험(Relative
risk, 이하 RR) 증가의 평가
4 단계 : 측정된 최저 소음 수준(2단계 참고)부터 건강
에 좋지 않은 결과와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최소 위
험 증가(3단계 참고)까지 ERFs를 통한 가이드 라인 노
출 수준 설정
5 단계 : 건강에 좋지 않은 각각의 결과에 대해 계산
된 가이드라인 노출 수준의 비교(예 : IHD 발생률, 고혈

자료

:

ICAO, Destination Green, The Next Chapter, 2019
Environmental Report, p.52.
주 : 수직 축은 학교에서 항공기 소음의 5 dB(A) 대역에 대한 조정 된 표준
점수(z score) 및 95 % 신뢰 구간을 나타내며, 수평 축은 소음도를 나타냄.

<그림 1> 학교에서의 항공기 소음 노출에 따른 독해력의
상관관계

압 발생률, 매우 불쾌함 호소율, 영구 청각 장애, 어린이
의 읽기 능력과 구두 이해력) : 선택된 각 소음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노출 수준은 건강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
는 최저 노출 수준에 근거함.
<표 2>에서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각

2018년 10월,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사무소(World

종 질환(IHD 발생률, 고혈압 발생률, 매우 불쾌함 호소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율, 영구 청각 장애, 어린이의 읽기 능력과 구두 이해력)

이하 WHO-EU)에서는 유럽의 환경소음가이드라인을

에 대한 건강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이 중 매우 불쾌함

통해 도로, 철도, 항공기, 풍력터빈, 레저 소음에서의 소

호소율에 대한 기준 수준은 절대 위험도(Absolute

음 권고치를 설정하였다. 가이드라인 개발 그룹(Guide

Risk, 이하 AR)가 10%에 해당하는 45 dB이며, 이를 근

Development Group, 이하 GDG)은 건강에 악영향을

거로 항공기 소음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미칠 위험이 증가한다고 확신하는 소음 노출 수준이라
는 정의를 기반으로 소음 노출 수준 가이드라인을 설정
하였으며, 아래 5 단계를 통해 소음 수준을 결정하였다.

도로와 철도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매우 불쾌함 호소
율 역시 보고서에 언급되어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도로 소음과 철도 소음 각각 매우 불쾌함 호

1 단계 : 건강결과에 중요한 소음 영향에 대해 체계적
인

검토에서

비롯된

노출-반응

함수(Expousre-

Response Functions, 이하 ERFs)의 타당성 평가
2 단계 : 각각의 체계적 검토가 포함된 연구에서 측정
된 최저 소음 수준의 평가

소율이 10% 되는 지점은 각각 53 dB, 54 dB로 나타났
으며, 앞서 언급된 항공기 소음 기준인 45 dB와 약 10
dB의 차이를 보인다. 결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을 가
장 시끄럽다고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도
로, 철도 소음에 비해 엄격한 관리 기준을 설정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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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항공기 소음에 의한 건강 결과
건강 결과 요약

기준 수준

근거 수준

IHD 발생률
- 항공기 소음 노출로 인한 RR은 Lden 52.6 dB에서 발생
- 연구에서 측정된 최저 소음 수준은 Lden 47 dB이며, 메타 분석
에서 RR은 10 dB당 1.09으로 나타남.

5% RR 증가

매우 낮음

고혈압 발생률
- 한 연구에서 분석하였으며, 소음 노출 증가와 관련된 위험의 유
의한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10% RR 증가

낮음

10% AR

중간

근거 없음

포함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 없음

1달 늦어짐

중간

매우 불쾌함 호소율
- Lden 45 dB의 소음 노출 수준에서 10% AR
영구 청각 장애

어린이의 읽기 능력과 구두 이해력
- Lden 55 dB에서 위험 증가가 발견됨

자료 : World Health Organization Europe,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for the European Region, p.61.

Lden(day-evening-night Level)으로 소음 단위가 변
경될 예정이다. 소음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기준은 <표
3>과 같으며, WECPNL과 Lden의 상관관계를 통해 도
출된 환산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것이다.
<표 3>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 기준

주 : 아래 출처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표로 나타냄.
자료 : World Health Organization Europe,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for the European Region, p.40~69.

<그림 2> 도로,철도, 항공기소음(dB)에 따른 매우 불쾌함
호소율(%)

구분

기존

2023년 1월 1일
이후

소음 기준

WECPNL 75

Lden 61 dB

항공환경연구 특별호12)에서는 세계 각국의 평가지표
를 Leq로 환산한 후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그림 3>과
같다. 가장 낮은 소음 기준에서 주택방음공사를 지원하
는 국가는 프랑스였으며, 야간 소음에 대한 엄격한 기준
을 세운 국가는 스위스, 독일, 스페인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소음대책 기준

우리나라는 전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

우리나라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10

Perceived

Noise

Level)에서

12) 일본 공항진흥·환경정비지원기구, 항공환경연구 특별호 해외공항의 환
경대책,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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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공항진흥·환경정비지원기구, 항공환경연구 특별호 해외공항의 환경대책, p.12.

<그림 3> 각국의 소음대책 기준 비교(Leq, 24h)

시사점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WHO에서 권고하

이를 위해서는 시행절차, 대상 및 선정방법, 설문조사

는 40 dB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당장 실현이 가능

및 검진항목 선정 등 기획 단계의 설계가 필요하며, 시

한 국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주체, 절차, 예산 등의 제도적인 틀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 영향조사를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그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미비하여, 공항 지역주민만의
질병 피해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가 소음과 건강에 대한 문제를 크게 인식하
고 정책 의지를 표명한다면, 추후 항공소음과 관련된 보
상제도를 정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선제적 평가와 감시를 위한 과학적 도구로 중장
기적 관점에서 소음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와 매뉴얼 속 사각지대를 점
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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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Insight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1분기 항공교통서비스 실적 요약 (항공수요 및 피해구제
접수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항공정책·공항연구팀
배지헌 연구원(donamb@koti.re.kr)

2021년 1분기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회복세를 보인 시기이다. 2월부터 본격적인 국내선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며 3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이전인 2019년 3월 수준을 넘어서는 수요를 보이기도
하였다. 반면, 국제선은 큰 등락 없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95%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0년 1~4분기 및 2021년
1분기 항공수요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국내선 수요가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21년 1분기에는 평균 일일 확진자 500명대 수준임에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21년 1분기 피해구제 접수는 2020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대
부분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급거절·지연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항공사업법 제 63조에 따라 분
기별/연간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1분기 항공수요 추
이와 피해구제 접수 추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자 하였
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대비 항공수요의 변화 원
인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021년 1분기 항공수요 현황
2021년 1분기 항공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61.3% 하

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약 50%, 3월에는 136% 증가하
여 총 259만 명을 기록하며 2019년 국내선 여객 수(254
만 명)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제선 여객은

코로나19로 95% 이상 감소한 이후 월평균 18만 명에
불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2021년 1분기 항공수요 추이
구분
국내선

국제선

락한 691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의 영향
을 본격적으로 받기 이전인 ‘20년 1~2월의 높은 항공수
요에 대비하여 감소한 것이며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선의 경우 2

12

전체

1월

2월

3월

1분기

1,457,652

2,301,365

2,590,599

6,349,616

-46.8%

+50.5%

+136.0%

+18.3%

211,468

165,890

184,211

561,569

-97.3%

-95.8%

-71.4%

-95.5%

1,669,120

2,467,255

2,774,810

6,911,185

-84.3%

-55.1%

+59.3%

-61.3%

자료 : KAC, IIAC 운항데이터, 정기+부정기 유임여객 기준 (국내선은 출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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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 KAC, IIAC 운항데이터, 정기+부정기 유임여객 기준, (국내‧국제 출발도착) 2) WHO 코로나19 현황

<그림 1> 2020년 1분기~2021년 1분기 일별 국내/국제선 수요 및 코로나19 일일확진자 추이

2020년 1~4분기와 2021년 1분기
코로나19 영향 비교

차 유행 시기에도 반복되어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함
에 따라 국내선 수요는 감소하였다가 확진자 수가 감
소세를 보이면 다시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일일확진자와 일별 국내/국제선 수요 추이
를 함께 비교하였다. 국제선의 경우, 일일확진자 수와

여기서 국내선 수요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관 없이 일 평균 6천명 내외를 오랫동안 유지하였

격상에 따라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에 반해 수요 증가

다. 국내선의 경우, ’20년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생활

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선행하여 일어나는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함께 산발적 지역감염이 발생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유행 시기에 거리두기 단계

하였으나, 국내 여행심리 회복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

하향 조정은 ’20년 10월 12일에 이루어졌으나 이용객

였다. ‘20년 8월 중순 광화문 집회 및 교회발 대규모

수는 확진자 수가 해당 기간 일일 최대 확진자 수인

지역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항공수요가 3주에

441명(‘20.8.28) 대비 절반 정도로 감소한 9월 초부터

걸쳐 급감하였으나 이내 확진자 발생이 억제되며 이용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3차 유행 이후 21년 2월 1일

객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3

에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었으나 수요는 역대 일일

자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1.04.13) 정리

<그림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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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확진자 수인 1,235명(‘20.12.26)의 절반인 600명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

이하로 감소한 1월 중순부터 증가하였다.

면서 파산신청을 하였거나, 한국 사무소를 별도의 공지

이후, ‘21년 1분기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500
명대를 유지하였으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즉,
확진자의 절대적인 수는 2차 유행 시기의 최대 확진
자 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급격한 증가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억제
되는 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심
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없이 폐쇄하여 연락이 닿지 않아 항공권 취소 관련 상담
이 불가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3> 국적/외국적항공사/기타 피해구제 접수건수
‘19.
1분기

‘20.
1분기

‘21.
1분기

113(4.8)

305(22.1)

30(4.5)

92(12.8)

210(51.4)

121(564.9)

45

147

33

구분
국적
항공사
외국적
항공사
기타

주: 1. 괄호() 안은 이용객 백만명 당 피해구제 접수건수
2. 기타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 중 피신청인
이 여행사, 중복항공사(2개 이상의 항공사)인 경우임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21년 1분기 피해구제 접수 현황

가장 빈번한 피해구제 접수 유형은 “항공권 구매 취소
2021년 1분기 항공 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851건으로 전년 동기 접수된 상담 건수에 비해 약 87%

시 위약금 과다, 환급거절·지연”이었으며 2021년 1분기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 184건 중 166건으로 압도적으

감소하였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2020년 2분기 840건
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1년 1분기
184건에 그쳤다. 이는 2019년 분기별 평균 268건보다
도 낮은 수치인데, 신규 운송계약 건수 자체가 감소하였
으며 대부분의 피해구제 접수가 2019~2020년에 이루
어진 운송계약의 구매대금 환급 지연에 따른 피해구제
재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상담건수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
구분

‘19.
4분기

1분기

‘20.
2분기 3분기

4분기

‘21.
1분기

상담건수

2,214

6,296

4,597

4,087

1,683

851

피해구제
접수건수

262

662

840

749

325

184

<표 4> 피해구제 유형별 접수건수
구분

‘19.
4분기

1분기

89

105

48

14

14

11

운송불이행,지연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지연
정보제공 미흡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과다,
환급거절,지연
항공권초과판매
기타
전체

‘20.
2분기 3분기

4분기

‘21.
1분기

10

12

3

4

1

3

3

2

3

2

5

4

99

455

759

726

294

166

49
262

1
85
662

26
840

10
749

11
325

8
184

자료 : 한국소비자원

자료 : 한국소비자원

국적항공사와 외국적항공사로 나누어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비교해보면, 2021년 1분기에는 2019년 및
2020년 동 분기 대비 외국적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 비
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용여객 백만 명 당 피해구제 접
수 건수 차이는 더 극명하였다. 2021년 1분기 국적항공
사는 백만 명당 4.5건인데 반해 외국적항공사는 백만 명
당 564.9건으로 외국적항공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상

14

자료 : 한국소비자원

<그림 3> 피해구제 접수 유형 비율 변화(‘19,’20,‘21.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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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9년 1분기에는 전체 피

7월 이후 백신접종자 혜택이 가시화되어 백신접종자들

해구제 접수 건수 중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을 중심으로 국내뿐 아니라 제한적인 해외 여행이 가능

환급거절·지연” 사유가 약. 40.4%에 해당하였으나

해진다면 수요 증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분기에 약 68.7%, 2021년 1분기에는 약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등락 없이 비슷한 수준

90.2%에 달하였다. 2020년 매 분기 이러한 경향성이 이

으로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감소할 경우 국

어져 오고 있었으며, “운송불이행, 지연” 사유가 아닌

내선 수요가 2020년 이전의 국제선 수요를 상당 부분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급거절·지연” 사유

흡수하여 2019년 2, 3분기 국내선 여객 실적을 뛰어넘

로 집계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피해구제 접수가 항공사의

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여 사회적

운송불이행이나 지연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 배상 요구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2020년과 같은 양상을 다시

관련된 문제가 아닌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운송계약 취소

보여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 항공사의 대금 환급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이기 때문이다.

한편, 2021년 2, 3분기 피해구제 접수는 2020년 피
해구제 접수 사례 중 환급 지연 건의 해결로 재신청이

운송계약의 취소는 주로 ① 외국 정부의 입국제한조치

줄어들어 1분기 수준보다는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

또는 장기간의 의무 자가격리 규정으로 인해 항공권을

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평균 500명대의 적지 않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여객이 꾸준

취소하는 경우 또는 ③ 소비자의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히 증가하고 백신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항공 수요가 더

의한 취소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였다. 여기서 첫째로,

욱 늘어난다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구제 접수가

해당 항공권의 취소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선 항

항공사나 소비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애매하여

공권 예약이 활발해진 상태에서 4차 유행이 일어날 경우

항공사가 대금 환급 책임을 회피하거나 위약금과 관련하

2020년과 같은 항공권 취소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급등

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로는, 항

할 여지도 남아있다.

공권 구매계약 과정에서 대부분 준위탁매매인인 여행사
가 중간에서 구매를 대행하기 때문에 항공권 취소 시 서
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
한 이유로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급거절·
지연” 사유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사례
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2, 3분기 전망

감사의 글
본 분석은 항공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대행
사업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내용에 기반한 것입니다.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
공항공사, 한국소비자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주요 시각화 자료는 온라인에

2021년 2, 3분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항공수요 증가
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선 수요 증가와 더불어

공유 예정이며, 분기별/연도별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에
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5

Trend & Insight
코로나19 관련 항공정책 동향 분석(Policy Tracker)_‘21년 1월~6월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항공정책·공항연구팀
한익현 연구원(ih3854@koti.re.kr)

공동수행 : ㈜와이즈인포넷

본 보고서는 「항공정책 코로나19 대쉬보드」 중 Global Policy Tracker를 활용하여 2021년 1월부터 6월 중순까
지 축적된 234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각 데이터별 키워드 도출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과 코로나19 키
워드를 조합하여 연구진이 직접 분류·정리하였다. 2021년 상반기 항공정책 트랜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주로 항공산업 지원, 정부정책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즉,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항공산업 지원책과 백
신개발에 따른 정책 등이 주로 제시되었다. 반면, 4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항공과 여행 키워드가 주로 도출되었다. 이
는 최근 백신접종으로 인해 항공산업, 특히 국제선 여객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업 이슈, 관광 및 방역 동향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21년 1월~6월 ‘항공정책 랭킹’ 분석

시기별 자주 언급된 이슈들을 살펴보고 월단위로 어떠
본 보고서는 2021년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코로나

한 변화가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림>은 항공

19 위기 속 항공산업 동향을 쉽게 파악하고자 작성되

정책을 키워드별로 크게 분석해보았다. 올해 4월까지

었다. 데이터는

중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피해와 정부정책이 항공여행

Global Policy Tracker를 활용하여 2021년 1월부터 6

키워드와 유사하게 나왔으나 최근 5월부터는 항공여행

월 중순까지 축적된 234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

키워드 급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항공정책

」

코로나19 대쉬보드

었다. 분석을 통해 올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 항공

<그림 1> 기간별 빈출 주제 상위 3위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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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핵심 주제

하여 아래 <표>로 나타내 보았다. 아래 키워드는 현재
코로나19 키워드로 선정되어 분류 중이다(본 보고서 6

1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전반적으로 산업경쟁력 /

페이지 <표 1>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 항공 정책 분석

운송경쟁력 / 항공과 여행 / 항공수요가 자주 언급되었

프로그램 분류(안) 참고). 아직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고

음을 알 수 있었다. 글로벌 항공정책 역시 자국 내 항공

코로나19 키워드 분류도 역시 진행 중이므로 차후 수

산업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

정되거나 세분화될 여지가 있다.

로 제시하고 있음을 분석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표 1> ‘21년 상반기 코로나19 키워드 정의

주제

설명내용

정부정책 발표

출입국규정 업데이트, 트래블버블 등
국제 이동관련 국가간 협약 체결,
백신/건강여권 도입, (유럽)
여행 허용/금지국 리스트 업데이트,
백신접종 프로그램 운영 등

항공과 여행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상위 키워드들은 자주 언급된
키워드나 이슈를 항공산업이라는 특정 산업부문에 맞
추어 거시적 관점에서 분류한 것으로 그 내용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분석을 통한 하위 세부 키워드와
관련된 이슈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항공여행 관련 다양한 주제

종단적 분석 결과, 1월부터 3월까지는 코로나19 관련
항공수요

항공여행 수요 추세

키워드로 ‘항공산업 지원(support)’, ‘백신(vaccine)’, ‘디지털

백신과 항공

백신접종과 항공 트래픽/항공수요
증감 사이의 연관성 등

건강여권(digital health passport)’이 자주 등장한 반면,

항공사 지원

정부 당국의 항공사(airlines)지원
ex. 고용유지 지원금, 금융지원

최근 4월부터 6월까지는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

항공산업 지원

항공산업 피해

입국절차

항공사 비롯 항공산업 주체 전반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지원. 재정적,
제도적 지원 모두 포함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항공산업
수익성 악화 등.
관련 지표: 운영비용, 항공사 연료비,
손실액, 현금소진(cash burn), 여객
통행량 등
공항 방역 및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백신접종 내역 증명, 코로나19 검
사 음성 결과서 제출 등

공항 내 방역

공항 내 방역조치
ex. 수하물 소독 등

新기술 개발

코로나19 위기에서 촉발된 항공산
업의 디지털화 추세 관련.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공항 수속 시스템
운영 등 ex. 디지털 건강여권 등

항공협정
(트래블 버블)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 허용. 무방역
(quarantine-free) 입국 허용

국제기구
코로나19 정책

항공운송 관련 국제기구들의 코로나
19 위기 대응책 마련 현황
(IATA, ACI, CAPA 등)

‘회복(recovery)’, ‘하계 시즌(summer season)’관련 키
워드가 많이 보였다.

n 2021.01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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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신보급 및 운송

공사들에 부과하던 슬롯 의무사용 규정(80/20 rule)을
‘연장’하기로 발표하였다. 2020년 9월에 해당 조치의

1월은 백신 보급 초기 단계로 IATA나 EASA, 유니세

연장을 발표, 시행한 이후 해를 넘기고도 항공산업 전반이

프(UNICE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백신 보급 활성화

코로나19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한 EU와

를 위한 유통운송 시스템 관리, 항공사들의 백신 운송

영국에서 슬롯 의무사용 한도 완화조치 연장을 요구하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던 시기다. 백신여권 도입의

고 나선 것이다. EU의 경우, 슬롯 최소 사용한도를 기

필요성도 이 시기에 강조되었다. 그 예로 유로컨트롤

존 80%에서 50%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영국

(EUROCONTROL)은 항공사, 공항, 항공항법서비스 제

도 2021년 하계 시즌까지 슬롯 의무사용 규정(80/20

공업체(ANSP)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백신운송 흐

rule) 적용 면제 연장을 요구하였다. 완화조치를 통해

름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IATA는 백신접종 내

항공사들의 사업운영 손실을 줄이고 산업의 복구 시기

역을 증명하는 디지털 방식의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였

를 앞당기자는 의도에서다.

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여행객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
장해 주어 항공 수요를 회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어 항공사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였는데, 백신
보급 및 접종에 비교적 신속한 대응을 보여 온 아랍지
역의 대표 항공사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 Airlines)은
두바이 보건당국 및 질병예방관리 담당 부처와 협력하
여 자사 승무원 대상으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개시
하였다.

2) IATA 트래블 패스 도입

4) 2020년 홍콩공항 이용객수 90% 감소
아시아 지역에서 여객 통행량이 가장 많은 홍콩공항
이용객수가 90% 가깝게 감소했다. 홍콩은 작년 12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기
존 2주에서 3주로 확대한 바 있는데, 이후 항공사 여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해외
경유 운항편 탑승 승무원들은 14일간의 호텔 내 자가
격리 조치를 의무 부과하였다. 홍콩의 대표 국적 항공
사 캐세이 퍼시픽(Cathay Pacific)은 2021년 1월 여객

백신 접종과 맞물려 IATA는 IATA Travel Pass 시스

탑승률이 13.3%에 그치는 등 최근 6개월간 저조한 여

템을 도입, 여행객의 건강 보호 및 여행적격 사실 증

객 수치를 보이고 있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은 2월에도

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항운영 시스템의 ‘디지털화’

앞서 언급한 항공사 승무원 자가격리 의무화로 운항

를 꾀하기도 하였는데, 이미 1월 중 카타르 항공에선

서비스에 투입할 인력이 모자라 운항지를 줄이는 조치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행객들에게 안전한 여행에

를 단행해야 했다.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3) 공항슬롯 의무사용 한시적 면제조치
‘완화’ 요구 나선 유럽권
한편 영국을 비롯한 유럽(EU) 지역에서는 기존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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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미 국가들(LACAC), 화물자유운송
협약 체결
남미 지역에서는 화물자유운송협약 체결이 이루어졌
다. 10개국이 참여하여 체결된 본 협약으로 해당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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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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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자유로운 화물 이동을 보장받게 되었다. 본 협

UKEF의 항공사 지원 결정이 의외인 것처럼 보일 수

약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과 원활한 백신 운송

있는 건 보통 ‘수출기업(exporter)’이라는 개념에 자국

을 위해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Latin American Civil

항공사는 포함 시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브

Aviation Commission, LACAC)가 추진한 것이다. 본

리티시 항공과 이지젯 항공은 실질적으로 외국적 항공사

협약 체결 당사국에는 브라질,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카타르 항공)가 주인으로 있는 IAG 항공사 그룹에 대한

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지원으로, 이들에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영국 내 항공운송

베네수엘라가 있다.

인프라(공항 등)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내수 여행
수요 회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듯하다.

ICAO 사무총장 팡 리우(Fang Liu)는 이에 대해 코로
나19라는 위기 속에서 항공산업 주체들은 생존을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등

n 2021.02월 주요 내용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남미 지역 내 화물자유운
송협약 체결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발효된 것이라고
하였다. 본 협약 체결로 당사국 간 화물운송 노선
(routes)과 적재 용량(capacity)에 대한 제한이 철폐될
전망이다.

6) UKEF, 항공사 금융지원 결정
영국 수출금융청(UKEF)이 브리티시 항공과 이지젯
항공에 대한 금융지원을 결정하였다. 영국 수출신용기
관인 UKEF는 주로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신용 공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번 결정은 브리티시
항공과 이지젯 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IAG
(International Airlines Group)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을 결정한 것이다. IAG는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2021년 5월 기준 카타르 항공이 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브리티시 항공과 이지젯 항공은 5년 만기로 각각 20억
파운드, 14억 파운드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모두 신디
케이트론(은행연합 형태의 금융지원)형태로 이루어진다.
두 항공사의 유동성 개선과 기존의 단기 채무 상환
(refinancing)에 해당 지원금이 쓰일 예정이다.

1) 항공산업 지원
2월 미국에선 항공산업 지원, 구제와 관련된 움직임
이 많이 보였다. 우선 미 교통부는 공항들에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20억 달러 ‘지급’을 발표하였다. 코로
나19 대응 및 구제 보완법(2020)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해당 안은 올해 1월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항공운송업 구제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다수 항공운송
서비스 제공기업들과 국영 공항에 지급될 예정인 본
지원금은 기관 운영비용 충당과 공항 내 방역, 채무상
환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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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요 항공사 중 한 곳인 델타 항공(Delta

3) 디지털 건강여권 도입: 영국, 두바이

Airlines)에서는 5억 달러 규모의 근로자 연금 계획 수
립에 나서기도 하였다. 2021년 근로자 연금 납부액을

영국의 대표 항공사 브리티시 항공(British Airways)

증액하는 것으로 자사 직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은 디지털 건강여권(Digital Health Passport) 중 하나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항공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

인 베리플라이(VeriFLY)의 시범운영을 발표, 편리하고

정 문제가 두드러진 시기이기도 한 이때, 미의회에서는

안전한 항공여행 서비스 제공노력을 보였다. 런던과 미

‘항공사 급여지원’ 방안 역시 코로나19 구제책의 일환

국을 잇는 운항편 탑승객들은 베리플라이 어플리케이

이 될 것이라고 하는 등(Reuters 인터뷰), 코로나19로

션으로 간편하게 목적지 국가의 입국규정을 확인하고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

적격 여부를 디지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보였다.
정부 당국은 더 강화된 여행 및 방역조치를 부과하

2) 여행제한 조치 강화한 영국 정부,
항공사는 여행 안전성 보장 노력

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과 동시에 한편으론
비즈니스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져 국가 경제가 붕괴
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항공사의

영국은 Red list(바이러스 전염률이 높은 지역을 특
별관리 지역으로 분류) 지정국 입국자 대상의 강화된

안전한 여행 보장과 여행객에게 신뢰감을 주려는 노력
이 엿보인다.

코로나19 검사 통과기준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호텔 내
자가격리 규정이 추가되고 기존의 코로나19 검사 통과
기준은 엄격해졌으며 이러한 입국 방역지침의 시행을
강제하고자 벌금 조치까지 추가되었다. 영국 보건당국
은 본 조치로 비즈니스 여행객들의 수요가 단절될 위
험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

이러한 여행제한 조치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
곳이 있는데, 히드로 공항(Heathrow Airport)이다. 공
항 측은 2021년 1월 공항 이용객수가 89% 감소했다고
밝히며, 그 원인으로 국경폐쇄(national

lockdown),

여행제한 조치(travel ban), 그리고 코로나19 검사 의무
testing),

호텔

내

자가격리(hotel

quarantine)를 지적하였다. 까다로워진 영국 출입국 규
정으로 공항 내 통행량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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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랍지역 대표 항공사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s
Airlines)에서 디지털 건강여권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
다. 코로나19 검사 결과서와 백신 접종 내역을 디지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 공항 수속절차에 소요되
는 시간을 단축하고 여행객들이 최소한의 대인 접촉으
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고 밝혔다.

화(compulsory

두바이 역시 디지털 건강여권 도입 국가들 중 하나

여행객 건강 보호 및 각국 입국 규정 준수여부를 증
명함에 있어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디지털 건강여권 도입은 이후 기존의 종이문서 기반의
공항 내 수속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공항운영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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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21.03월 주요 내용

2019 Vol.00

2021.Vol.03. No02

에 대한 글로벌 대응 협력체제에 동참할 의지가 있음
을 밝혔다.

2) 미국의 백신여권 도입
전세계적으로 백신여권 도입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를 내놓았다.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백신여권 개발과 도입,
운영 등 실무적인 부분은 민간부문에 맡기고 정부 당
국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거시적 측면의 지침을 마련
하는 데 그 역할이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3) 항공산업 각계의 복구 노력
1) 중국도 백신여권 도입 논의 및
디지털 건강여권 개시

3월에는 항공업계 전반에서 산업 복구 움직임을 보
였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여행객의 피드백을 반영해
이코노미석 구매자 대상으로 인접좌석 동시 구매 옵션

3월부터 중국에서 코로나19 백신여권(vaccine passport)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국 연례회의서 국내외
여행수요를 회복시키고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백신여권 도입을 제안,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여행자 대상으로 백신 접종 내역을 증명하자는 취지의
백신여권은 도입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여행자 차별,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하
며 백신여권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 2월 디지털 건강여권 도입을 논의한 데
이어 3월 중국은 해외 여행자 대상 디지털 건강증명
시스템 운영 개시를 발표하였다. 위쳇(WeChat) 기반의
해당 시스템은 QR코드를 활용, 여행자의 코로나19 검
사 결과와 백신 접종 내역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외교장관은 각국 정부와 여행관련 기준에 대한
상호인식체계 구축이 준비되어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을 제공하여 코로나19 위기로 감소한 수익을 개선하고
자 하였다. 국제기구(ACI, EASA), 정부, 공항, 항공사
각계의 움직임을 간략히 살펴본다.
ACI는 공항 운영 재개 및 복구 관련 지침을 업데이
트해 코로나19 검사 시설과 신규 확장, 백신 보급 관련
사항을 다루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ACI
에서 제공한 공항운영 실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
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터미널 내 수하물 소독 서
비스를 개시하여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고 하였다. 영국 에딘버러 공항은 출국 전 ‘신속한’ 코
로나19 검사 시범운영에 돌입, 안전하고 신속하며 비용
대비 효율적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
였다. 여기에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항공운송업계 종
사자와 여행객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내 승
무원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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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로비스트들이 항공업 근로자 해고 문제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항공사들의 의지가 돋보였다.

제기하자 3차 항공산업 지원금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
하였는데, 로비스트들은 근로자 급여지원 지급 승인 및

6) 중국 춘절 맞이 항공권 예약 증가 &

미국 현지 항공업 제조부문 근로자 지원금 지급안 승인을

항공운임 상승

촉구하였다. 젯블루항공(Jet Blue Airlines)은 항공예약
수요 증가로 향후 수익성 개선될 것 전망하여 자금 조
달 목적의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였다.

춘절(4/3~5)을 앞둔 중국 본토에서는 여행수요 회복
세가 목격되었다. 국내선 예약 증가와 그에 따른 이코
노미석 운임 상승세가 있었다. 중국의 항공여행 수요

4) 산업 복구 노력의 실제 성과는?
IATA는 최근 여행한 이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여행객들이 여행 안전성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행제
한 조치, IATA 트래블 패스 도입, 향후 여행 수요 전망
3가지로 설문항목을 구성,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여행

증가를 글로벌 여행수요 회복의 전조라는 전망도 나왔
다. 씨트립(Ctrip)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이코노미석
평균 운임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96% 수준에 달
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기존의 여행제한 조치가 완화되
면서 그간에 억눌린 여행수요(pent-up demand)가 겹
친 것으로 보인다.

객들이 여행 안전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제한 조치 부과의 필요

n 2021.04월 주요 내용

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통제 역
량이 향상되어 안전한 여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
게 된 개인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5) 여행수요 전망
백신 보급의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 건강여권, 백신여
권 등 여행객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증명
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 개발로 이 시기 항공산업의
수요를 전망하거나 낙관하는 등의 모습들이 다수 보였
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전망
하며 차세대 항공운송 기술 개발, 친환경, 디지털화 등
의 핵심 이슈들이 다수 언급되었다.
그중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국제기구 등은 지속적
으로 강조하였다. 더 빠르고 편리한 항공여행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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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여행제한 조치 완화
3월 말 춘절을 맞이하여 중국 현지 내 항공여행 수
요가 급증세를 보였고, 그에 따른 항공운임 상승세가
목격되었다. 여기에는 중국의 여행제한 조치 완화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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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을 하기도 했는데, 4월에도 중국은 조치 완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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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하계 시즌 대비 들어가

을 보였다. 항공사들이 좌석 공급수(seat capacity)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선 통한 이동제한을 완
화한 것이다.

여행수요 증가로 아메리카 항공(American Airlines)의
손실액이 감소했다. 여기에는 백신 보급 확산과 여행
안전성에 대한 여행객들의 확신이 원인이 되어 항공여

또한 중국 정부는 미국의 입국규정 완화 발표에 이

행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어 미국과의 이동 재개를 고려 중이라고도 밝혔다. 미
국과 안전하고 질서정연한(safe and orderly) 인적 교

한편 유나이티드는 하계 휴가시즌에 대비하고자 운

류 재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우선 미국 내 중국인

항편을 480편 이상 늘리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백신

유학생들의 이동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급 확산세와 휴가철 여행수요 증가를 전망한 결과다.

2) 홍콩-싱가포르 트래블 버블 시행 예정

4월 미국에선 여행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조종사들의
업무복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 주요 항공사들은

홍콩이 5월 26일부터 싱가포르와 트래블 버블(travel

늘어난 여행수요에 신규 채용계획을 세우는 등 코로나

bubble)을 시행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았다. 본 협약

19 위기가 잠잠해진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코

은 작년 1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내 코로나19

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세와 국내선 이용수요가 증가한

확진 급증세에 시행이 연기되었다. 이후 재개된 논의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 내달 말 정식 시행하기로 하였다. 트래블 버블 체결
로 그간 이동이 제한되었던 여행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관광당국은 이번 소식에 반가움을 표
했으나, 행정부는 당 협약으로 항공산업이 즉각적으로
수혜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수익성이 악화된
항공사들은 경제 회복세와 맞물린 제트연료 비용 상승
이라는 ‘비용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수익성 개선
에는 장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현지 확진자 수 감소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안전국에 해
당하는 국가들이 협약을 맺고 양국간 격리 조치 없이

세에 국내선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는 항공사 수익 확
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금번 홍콩과 싱가포르 간
트래블 버블 체결로 양국간 제한 없는 이동이 가능해

4) 공항운영 시스템 ‘디지털화’ 추세

질 전망이다.
영국의 경우, 앱(APP) 기반 백신여권 도입을 준비 중
시행되면 홍콩과 싱가포르 간 양방향 통행에 대한

으로 디지털 건강여권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

허가는 물론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조치도 면제가 가

다. 영국 교통당국은 28일 백신여권 도입을 위한 자체

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적인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일본의 도쿄 나리타 공항(Narita Airport)은 안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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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recognition) 기술을 접목한 탑승수속 절차의 시

행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항공권 환불, 동 시즌 중

험운영을 시작하였다.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비대

별도 수수료 부과 없는 일정 변경 허용 등의 소비자

면 방식의 해당 서비스는 공항 수속 프로세스에 혁신

혜택을 우선으로 하는 업데이트된 규정을 발표하였다.

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6) ACI 항공산업 동향 통계(4월)
일본항공(JAL)은 여행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앱 3
종 - 커먼패스(CommonPass), 베리플라이(VeriFLY),

ACI 유럽지부는 항공산업의 악화된 업황을 보여주는

–을 시험운영 하겠다고 발표하였

데이터를 발표하였다. 2021년 1분기 유럽 내 여객 통행

다. 안전하고 신속한 여행서비스 제공이 그 목적이라고

량이 2019년 대비 81.7% 감소한 것으로 보아 올해 업계

밝혔다.

전망도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또 유럽

IATA Travel Pass

내 지역별 산업 회복에 ‘양분화’ 현상이 포착되었다며,
터키 이스탄불 공항(Istanbul Airport)은 바이오메트
릭(biometric) 기반의 탑승수속 시스템 도입으로 수속
시간이 30% 단축되었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항공운송

EU

– EEA(유럽경제지역) – 스위스는 전망이 어두운

반면, 터키와 러시아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
였다.

관련 기술서비스 제공업체인 시타(SITA)는 스마트 패스
PoC(Smart Path PoC) 6개월 시험운영 결과, 이스탄불

ACI는 2020 글로벌 교통량에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항공 이용객 및 항공사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발간하였다. ‘여객’ 통행량과 ‘화물’ 운송량, 항공기 운

수속절차 시간 단축으로 공항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

항기록 등의 데이터 취합 결과, 2020년 전세계 최다

대면 비접촉 방식으로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공항을 이

교통량 상위 10개 공항의 교통량이 45.7% 감소하였다

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는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코로나19가 항공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이 막대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5) 부지런히 움직이는 저비용항공사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업데이트
저비용 항공사 젯블루항공(Jet Blue)은 21년 하계 시

되었다. 해외여행 전망과 공항 운영상 고려사항에 대한

즌에 여행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전망, 새로운 항공사를

의견을 모으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의 응답

설립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미국 내 6번째 저비용

결과를 얻었다.

항공사가 세워졌으며, 국내선 저비용 항공운항 시장에
서 가격경쟁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 응답자의 71% “올해 초 이후로 코로나19 변이 바
이러스 발견으로 여행 제한 조치 더 엄격해져”

또 다른 저비용 항공사 이지젯 항공(easyjet) 역시 하
계 시즌 회복될 여행수요에 대비해 ‘소비자보호 규정’

l

응답자의 88% “비거주자 입국 금지 혹은 엄격한
입국규정”

강화에 나섰다. 5월 국제선 운항 개시를 앞둔 이지젯은
호텔 내 자가격리 규정이나 여행제한 조치로 인해 여

l 응답자의 79% “출입국 2회에 걸친 코로나19 검사
실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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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응답자의 82%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자가격리 조치 적용”
l 응답자의 82% “자가격리 비용은 물론 코로나19 검
사 추가비용까지 자비로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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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비용 문제가 제기되었다. 항공기 이용수요가 떨어
지고 항공산업 회복세가 더뎌지면서 항공사들이 비용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기단 구성을 변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제 회복단계에 들어섬과 동시에 연료 비
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항공

또 2020년 4분기 대비 여행 전 코로나19 검사 실시
의무 규정을 둔 국가들이 많아져, 공항 측에서 여행객

사들은 단거리 운항편으로는 수익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장거리 운항편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들의 여행 경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하였다. 작년 11월

작년 대비 항공사들의 손실액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

그 비율이 12%였던 데 반해, 올해 3월 조사결과 50%

지만, 올해에도 산업 침체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당

로 늘어났다.

국의 여행제한 완화-강화조치는 국내선과 국제선에 엇
갈린 양상으로 부과되어 올해에도 항공산업의 회복 전

한편 응답자의 94%에 달하는 다수가 자국 내 백신

망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접종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시행 중이라고 답함
과 동시에 해외 여행 재개의 핵심 요인으로 ‘백신 접

태국의 경우 항공사들의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고자

종’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70%는 공항 종사자들에게

2022년까지 유류세 부담 경감조치를 연장하겠다고 하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

였다. 본래 2021년 연말까지 본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

으로 드러났다.

였으나, 항공사들의 이러한 비용관련 고충을 덜어주고
자 연장안을 제시한 것이다.

7) 미 주요 항공사 재무상태 공개 및
항공사 운영비용 관련 이슈 제기
미국 주요 항공사들의 재무상태 현황을 살펴보고 운
영비용 관련한 이슈를 제기하였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
난 3월 현금흐름 흑자를 보였다. 1분기 중 일 현금소진
액이 2,700만 달러로 예상액인 3,000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수익성 개선으
로 100억 7,500달러 규모에 자금 조달에 들어갔다. 델
타항공은 3월 일 400만 달러의 현금유입액을 기록하며
현금소진(cash burn) 단계에서 벗어났으나, 1분기 3개
월간 23억 달러의 손실액을 기록하였다.

항공운송산업의 ‘비용’ 관련 문제는 코로나19 검 사
비용에서도 드러났다. 코로나19 검사(PCR) 비용을 ‘적
정’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항공산업 관계자들
에게서 나왔다. 오는 하계 성수기에 여행수요를 회복하
려면 검사 비용이 높아선 안 된다며, 25파운드를 적정
요금으로 책정 제시하였다. 현재 영국에서는 출입국 전
2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검사 비
용은 45~200파운드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
나 더 많은 여행객을 유치하려면 현재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공항운영
수입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공항 측의 자발적인 방안
제시가 없다면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항공기 장기보관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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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는 스페인 공항에 대해 “무분별한 공항이용료

호주에서도 인도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금지 조

인상”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 끼칠 것이라는 경고 하였

치를 내렸다. 5월 초부터 시행 예정으로, 호주행 항공

다. 스페인 공항 46곳에 대해 이용료 인상안을 제시한

기 탑승 전 14일 이내 인도 체류기록 있을 시 호주 입

AENA(스페인 공항운영 전문기업)에 대해 IATA가 고용

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문 회복 둔화 등을 이유로 이용료 인상이 과도하다
고 지적한 것이다. 참고로 지난 5년간 스페인 공항의
이용료 인상률은 5.5%에 달한다.

인도 현지에서는 운항스케줄 취소가 잇따랐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현지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해 국
내선 이용객 수가 줄줄이 급감하였다. 인도 최대 저비용
항공사 IndiGo 역시 4월 시작과 동시에 일 운항편을
300편 이상 감축하였다.

n 2021.05월~06월 주요 내용
2) 항공사의 복구 노력 계속돼
델타항공은 일명 ‘좌석 블록킹(seat blocking)’ 조치
를 금하고 로드팩터 캡(load factor cap)을 해제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가운데 좌석을
비워두고 사이드 좌석만 판매하는 좌석 블록킹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원활한 백신 보급과
여행수요 증가를 언급하였다. 미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보건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브리티시 항공이 신항로 개발을 발
표하였다. 非필수적 여행을 재개하기에 앞서 운항 네트
워크를 확장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아직 항공여행 수요

1) ‘인도발 입국금지’ 나선 국가들
미국은 5월 4일부로 인도발 입국을 제한한다는 성명
을 발표하였다.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그리스와 카나리제도
등 유명 휴양지로의 항공권 예약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판매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3) 정부 지원은 ‘진행 중’

“인도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으로 5월 4일부터 인도
발 입국을 엄격 제한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 결정은
미 CDC 권고에 따른 것으로 미국 현지 확진자 및 사
망자 수가 감소세에 있어 타지발 바이러스 재감염 위
험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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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항공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재
무부 산하 금융위원회는 El Al-Israir항공에 대한 지원
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October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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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는 공항 지원금 7억 4,000만 달러를

ST엔지니어링 테마섹(Temasek)은 화물운송기 임대용

풀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오타와주는 향후 6년에 걸쳐 7억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였다. ST엔지니어링은 테마섹

달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또 대형 공항 인프라 정비

과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50대 50 비율로 조인트벤처

및 구축에 4억 9,000만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합작투자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급증한 화
물운송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이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3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안을
승인받았다. 미 재무부와의 협상 끝에 항공사 근로자

화물운송 부문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항공

급여지원금으로 28억 달러를 지급받게 되었다. 이번 3차

산업 복구에 화물운송 수요가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급여지원 프로그램(PSP, Payroll Support Program)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항공화물 부문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유나이티드는 현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도 더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저비용 항공사 선 컨트리(Sun Country)와 프론
티어(Frontier)항공은 정부 지원금으로 1억 8,000만 달

5) 코로나19와 공항서비스 혁신

러를 받게 되었다. 해당 지원금으로 두 항공사는 하계
시즌 이후의 영업비를 충당할 예정이다.

에티하드 항공은 ‘앳홈(at-home)’ 수하물 체크인 서
비스를 개시하였다. 재택으로 수하물을 체크인할 수 있

4) 팬데믹 이후 대비

는 본 서비스는 에티하드 항공이 공항 솔루션 제공업
체인 Dubz와 공동 운영한다. 42파운드의 기본 비용을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공항 인프라 정비’
를 꼽을 수 있을 듯하다. 그리스의 그린필드 공항은 친
환경 공항 건설로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

책정해두고 있으며, 추가 수하물 체크인시 개당 추가비
용이 부과된다. 여행객 편의 제공이 목적이라고 항공사
측은 밝혔다.

로 보인다. 전 산업부문에서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
지면서 공항에서도 친환경적 요소가 담긴 인프라 구축

n 시사점

으로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항공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및 복구전략의 일환
으로 보인다.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코로나19 위기 속 항공
산업 동향을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보았다. 1월부터 현재(6월 기준)까지 붕괴된 산

5) 화물운송 동향

업을 복구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신속한 백신 보급과
백신여권의 본격 도입을 꼽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제

에미레이트 항공은 여객운송기 16대를 화물운송기로

여행에 대한 여행객들의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전환 투입하였다.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사이에 엇갈린

IATA에서 여행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수요 양상을 이용, 잉여 자원이 된 여객용 운송기를 수요가

서도 알 수 있듯, 여행객들은 백신보급과 각국 정부의

넘치는 화물운송용에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일관되고 질서정연한 출입국 규정 적용에 기대를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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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만 한다

지털 건강여권 ‘IATA 트래블 패스’의 전세계 도입으로

면 언제든 국제 여행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 보

전자 여권의 활용은 현실화가 되었으며, 디지털 형태의

였다.

개인정보 공유 및 업로드, 데이터 중앙화 체계가 구축
되면서 항공산업과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결합

이러한 항공산업 내 공감대와 움직임을 파악한
IATA, ICAO 등의 항공운송 관련 국제기구들은 백신여
권의 도입을 통한 여행객 건강상태 및 백신 접종 내역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일관된 어조로 강조해 오고 있다.
각 정부 당국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가 확인된 개인을 대상
으로 입국시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quarantine-free)하는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아랍권과 홍콩에서는 특히 항공
사들과의 조인을 통해 보건당국이 여객 승무원 대상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발빠르게 시행하는 모습을 보이

의 실제 활용사례와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팬
데믹 특성상 ‘접촉’을 통한 감염이 이루어져 전세계적
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
게 되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IATA 트래블 패스
를 비롯한 베리플라이, 커먼패스 등 다양한 디지털 건
강여권이 출시되었다. 이들 없이는 여행객들의 자유로
운 국제 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각국 공항들은 발
빠르게 이러한 시스템을 시험 운영, 도입하여 여행객들
에게 여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해 주고자 한다.

기도 하였다. 홍콩은 싱가포르와의 트래블 버블 체결
및 시행이 연거푸 좌초되면서 아시아 교통 허브로서의

오는 하계 시즌을 기점으로 서서히 항공여행의 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요 회복세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다수 나오고 있다. 저

으나, 항공사(캐세이 퍼시픽 항공)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비용항공사를 포함한 전세계 항공사는 하계 시즌 폭증

를 감수하면서도 승무원 및 여행객의 방역 조치에 선

할 여행수요를 대비하려 정부(금융)지원을 적극 요구하며

제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인건비 포함한 영업비용을 충당하고 그간의 손실분 보전
으로 재무상태의 기초 체력을 다져놓고 공격적인 영업

‘화물운송 수요 증대’ 또한 올해 상반기 항공산업의

활동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두인데,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을 비롯한 해외 항공사
들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폭증한 화물운송 수요를

코로나19 위기 속 저비용항공사 그룹에선 스타트업

충족시키고자 일반 여객운송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는

항공사 설립이나 화물운송 확대 등 과감한 움직임이

조치를 취했다. 남미지역의 LACAC 가입국 10개국은

보였으나, 화물운송의 경우 항공기 기체 구조와 적재가능

지난 1월 화물자유운송 협약을 체결, 국가들간 화물 운

용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형항공사를 경쟁력 면에서

송의 제약을 넘고자 하였다. 화물운송의 중요성이 커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규 항공사들 역시

데는 백신 보급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

하계 시즌 늘어날 여행 수요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니세프(UNICEF)의 ‘백신 운송 우선’ 이니셔티브에 다수

있으며, 저비용 항공사들은 대체적으로 항공운임 책정

항공사들이 참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면에서 가격경쟁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항공산업 관련 기술, 디지털

이외에도 정부 차원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

화 추세는 더욱 강해졌다. 우선 IATA에서 운영하는 디

하는 트래블 버블 체결, 시행이라든가 항공산업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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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공항 슬롯 의무사용 규정 면제조치 등 코로나19
로 수익성이 크게 감소된 항공사, 공항에 대한 정부 당
국 차원의 구제 조치들이 시행되어 왔다. 대체적으로
손실액 보전과 영업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적(financial)
지원에 대한 수요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항공산업 내 다양한 주체
들의 노력이 ‘공동’의 형태로 나타날 때 그 효과가 더
크고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 작성을 통
해 드러났다. 여행객들의 질서정연한 이동을 돕기 위해
선 여행하는 개인 포함 모든 항공산업 주체들의 동시
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 전망 발표를 참고하면 백신 수급이 원활
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오는 하계 시즌 여
행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대부분
방역 통제가 가능한 국내선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 이동 역시 방역수준이 높은 국
가간 이동(트레블 버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급증한 트래픽을 관리하는
공항과 항공사 측의 방역 통제역량 강화와 이를 뒷받
침할 항공 인프라 이용 관련 규정의 확립이 수반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방역 관련
수속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는 이러한 점에서 큰 도움될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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