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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항공정책의 일원으로 여객, 화

물분야에 대한 항공자유화협정을 지속적으로 맺어 2016년 12월 기

준으로 여객·화물 29개국, 여객 2개국, 화물 11개국과 체결되어 항

공시장 개방과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나 여러 나라들

과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은 이후 항공자유화 협정의 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들은 부족하였다.

그래서 동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여객분야 자유화협정을 맺은

31개 국가 중 최근에 협정을 맺거나, 직접 노선이 없는 국가를 제

외한 14개국에 대한 22년간의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기 운

항, 협정국 대상국민의 국내 입국자 수, 그리고 대상국간 여객 수

에 대하여 대상국의 인구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구매력 차이인 우

리나라와 대상국간 1인당 GDP ppp비율과 자유화협정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 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국가의 GDP를 많이 사용하였지

만 GDP로 분석된 과거 연구결과는 과대 혹은 과소 평가 가능성이

있어 1인당 GDP PPP비율로 자유화협정 체결의 효과를 추가로 정

제하였으며, 분석결과 항공자유화로 인한 항공운송시장 개방과 시

장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산업 시장에 긍정적인 형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국의 인구수로 통제하였을 경우 구매력의

차이(우리나라 1인당 GDP ppp/상대국 1인당 GDP ppp)가 그 방향

성(-)은 맞으나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항공자유화가 국내 항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실증 분석 한 것과 기존 GDP외 개인의 구매력 차이 및

대상국의 인구수 등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하여 관련

연구를 더욱 다각화 시켰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항공자유화 협정, 구매력차이, 1인당 GDP, 국제항공여객, 패

널데이터 분석

학 번 : 2018-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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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비행은 오래전부터 모든 인간의 꿈이었다. 레오나르드 다빈치

(Leonardo da vinci, 1452～1519)의 비행에 대한 원리와 구조를 담은 아

이디어 노트로부터 열기구, 글라이더1)를 거쳐 마침내 1903년 12월 17일

미국의 라이트형제(Wright Brother)가 노스캐롤라이나주 Kitty Hawk,

Kill Devel Hill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동력유인항공기에 의한 비행에

성공한 이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항공기와 항공기술은 비약

적으로 발전해왔으며, 항공기가 국가간 여객과 화물운송의 주요수단으로

성장함에 따라 공역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1919년 파리 국제항공협약(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Aerial Navigation) 및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이하 “시카고협정”)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항공협정이 체결되었다. 양자간 항공협정은 항공사지정,

노선설정, 항공기운임, 항공기운항횟수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정기민간항공 노선개설 및 운행을 보장하여, 국가간 교류의 요건을 조성

하고 이를 통해 항공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제항공노선 개설을 위해서는 해당국 정부와 취항도시,

항공기운항노선, 항공기운항횟수 등에 관해 규정하는 양자간 항공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양자간 항공협정에서는 안보, 영공주권 및

자국항공사 보호 등을 위하여 노선, 운항횟수, 취항 항공사수, 운임 등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게 된다. 항공운송시장은 항공기가 타국의 영공을

통과함에 따라 국가안보와 항공기 사고에 따른 피해가 국가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안전성의 이유로 육상이나 해운 등 다른 시장보다

정부의 통제가 강하게 작동되어 왔으나 1978년 미국이 자국의 항공운송

1) 글라이더(Glider) :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활공비행을 하는 중항공기(열기구

나 비행선이 아닌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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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이 후 국제적으로 신규 노선에

대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편적인 국가간 항공협정

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 항공기운항횟수, 국가간 이원지점2) 등 제

한조건을 완전 철폐하여 항공사가 항공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항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항공자유화라고 한다. 항공자유화를 통해 항공사

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항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또한, 항공운송시장

개방과 시장경쟁을 통한 국적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항공 산업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항공 자유화는 항공 자유화를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한 미국이 ‘94년

이후 각 국과 항공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항공협정에 대한

별칭으로 Open Skies 라고도 한다. 캐나다의 경우 Blue Skies라고 불리

는 항공자유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항공운송시장의 변화를 시작으로 국제적으로 항공자유화

가 적극 추진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여객·화물

29개국, 여객 2개국, 화물 11개국과 체결되어 있어 항공운송시장 개방과

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하여 국내 항공 여객이 10,000만 명(2016

년 기준 전체 10,391만 명 중 국제선 여객 7,300만명)을 초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항공협정과 항공자유화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항공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을 확대할 수 있으며, 외국 관

광객의 우리나라 방문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

고 및 관광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으나, 반도 국가이며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지형적 특수조건으로 인해 일본 등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면 오로지 항공운송을 통해서만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음에 따

라 세계화 시대에서 항공자유화는 매우 중요하다.

2) 이원지점 : 항공기 운항이 자국 -> 상대국 ->제3국에서 제3국에 해당하는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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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공자유화의 지속 추진으로 항공운송산업에 시장 경쟁을 유

발하고 국가간 관광업 발달 등을 유발시키고 있고 국제 항공 여객도 증

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자유화가 우리나라 국제 여객운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은 국가들 간

여객, 운송 실적, 출입 외국인 수를 근거로 항공자유화 협정이 국제선 여

객 운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하고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연구 하고자 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항공자유화

국가의 영역은 국가 구성의 한 요소로서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

며 한 국가의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분된다. 영토는 국가의 주

권이 미치는 지표상의 범위를,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의

미하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으로 일반적으로 대기권까지를

고도 한계로 본다. 따라서, 영공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시장은 엄격한 정부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며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은 국가간 양자협정의 체

결을 통해 운항항공사 지정, 노선 설정, 운항횟수, 항공운임에서 허용범

위와 조건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협정 체결국가는 2018년 말 기준 미주노선(9개), 러시

아/CIS노선 8개, 서남아노선 6개, 동북아노선 6개, 동남아노선 10개, 아

프리카노선 9개, 대양주노선 5개, 유럽노선 24개, 중동노선 10개로 전세

계 총 87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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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항공협정 체결국가

2018년 12월 현재 총 87개국 체결 (발효 81, 미발효 6)

지  역 국  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1

동북아시아

(6)

대  만 2004.9.1. 2004.9.1.

2 마카오 1997.4.3. 1997.4.10.

3 몽  골 1991.10.23. 1991.11.28.

4 일  본 1967.5.16. 1967.8.30.

5 중  국 1994.10.31. 1994.10.31.

6 홍  콩 1996.3.29. 1996.7.9.

7

동남아시아

(10)

라오스 2010.4.13. 2010.6.16.

8 말레이시아 1967.3.2. 1967.6.29.

9 미얀마 1978.1.28. 1978.1.28.

10 베트남 1993.5.13. 1993.6.14.

11 브루나이 1992.8.5. 2003.7.30.

12 싱가포르 1972.2.2. 1972.2.2.

13 인도네시아 1989.9.27. 1989.9.27.

14 캄보디아 2001.4.10. 2001.5.10.

15 태  국 1967.7.7. 1968.3.5.

16 필리핀 1969.7.22. 1969.8.11.

17

서남아시아

(6)

네  팔 2004.9.21. 2005.3.18.

18 몰디브 1990.6.27. 1990.8.20.

19 방글라데시 1979.2.13. 1979.3.12.

20 스리랑카 1978.1.20. 1978.1.20.

21 인  도 1992.3.16. 1992.3.16.

22 파키스탄 1996.7.22. 1996.8.7.

23

러시아·CIS(8)

러시아 2003.3.13. 2003.5.21.

24 벨라루스 2002.11.5. 2008.11.13.

25 아제르바이잔 2006.5.11. 2006.12.7.

26 우즈베키스탄 1994.6.6. 1994.6.6.

27 우크라이나 1996.12.16. 2003.3.6.

28 키르기즈스탄 2006.7.11. 2007.6.26.

29 투르크메니스탄 2008.11.6. 2009.1.5.

30 타지키스탄 2015.5.12. 20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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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국  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31

아프리카

(9)

남아프리카공화국 1995.7.7. 1995.7.7.

32 라이베리아 1978.6.13. 1978.9.27.

33 모로코 2000.6.1. 2003.4.10.

34 알제리 2005.1.18. 2009.7.13.

35 에티오피아 2016.5.26. 2017.11.06

36 케  냐 1981.1.13. 1981.1.13.

37 튀니지 1994.11.24. 1995.2.6.

38 세이셸 2016.11.19. 미발효

39 가봉 1984.9.22. 미발효

40

미주

(9)

멕시코 1988.7.21. 1989.11.9.

41 미  국 1998.6.9. 1998.6.9.

42 브라질 1992.8.11. 1995.5.31.

43 아르헨티나 1996.9.9. 2004.1.15.

44 에콰도르 2012.12.17. 2015.11.23.

45 칠  레 1979.8.14. 1980.10.24.

46 캐나다 1989.9.20. 1989.9.20.

47 파나마 1979.12.28. 1982.10.14.

48 페루 2011.11.12. 미발효

49

유럽

(24)

그리스 1995.1.25. 1996.4.9.

네덜란드 1970.6.24. 1970.12.30.50

독  일 1995.3.7. 1998.7.19.51

52 루마니아 1994.3.10. 1997.7.15.

53 룩셈부르크 2000.9.27. 2003.5.21.

54 몰  타 1997.3.25. 1997.5.22.

55 벨기에 1975.10.20. 1975.10.20.

56 불가리아 1994.8.19. 1995.2.23.

57 스위스 1975.12.15. 1976.11.20.

58 스페인 1989.6.21. 1991.1.14.

59 영  국 1984.3.5. 1984.3.5.

60 오스트리아 1979.5.15. 1979.7.14.

61 유고슬라비아 1990.11.10. 1991.5.31.

62 체  코 1990.10.26. 1990.10.26.

63 터  키 1976.6.17. 1979.10.16.

64 폴란드 1991.10.14. 1992.4.3.

65 프랑스 1974.6.7. 1974.7.16.

66 핀란드 1996.11.12. 19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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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외교부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국경개념이 사라지면서 항공운송시장

도 자유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국제정세, EU와 같은

지역공동체, 세계무역기구와 FTA를 통한 다자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정보통신 발달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78년, 미국의 항공규제완화법

이 제정되어 자국의 항공운송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항

공사의 신규진입, 운임의 자유화 등이 실현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항공

운송시장의 구조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지  역 국  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67 헝가리 1989.11.22. 1990.5.19.

68 크로아티아 2015.12.30 2016.9.15

69 세르비아 2016.2.24 2016.11.25

70 포르투갈 2018.5.25 미발효

71 라트비아 2018.9.28 미발효

72 이탈리아 2018.10.17 미발효

73

대양주

(5)

뉴질랜드 1993.5.10. 1993.8.20.

74 피  지 1994.10.28. 1994.10.28.

75 팔라우 2009.7.30. 2009.8.29.

76 호  주 1992.2.26. 1992.4.9.

77 파푸아뉴기니 2015.11.13 2016.11.1

78

중동

(10)

사우디아라비아 1976.11.12. 1984.1.21.

79 아랍에미리트 2005.11.22. 2010.7.4.

80 오  만 1983.5.5. 1987.2.1.

81 요르단 1978.5.14. 1978.7.23.

82 이라크 1985.5.29. 1986.1.29.

83 이  란 1998.10.31. 2001.3.12.

84 이스라엘 1994.12.15. 1997.7.22.

85 이집트 1979.7.30. 1988.6.1.

86 카타르 2005.11.27. 2009.2.15.

87 쿠웨이트 1981.10.13. 19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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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유화란 모든 국제항공노선에 대한 진입개방, 모든 국제항공노선

에 대한 항공사의 수 및 항공기운항 편수를 제한 철폐, 이원권3)의 자유

화, 항공운임설정의 자유화, 전세기 운항의 자유화, 코드쉐어 항공기의

허용 등 국제 항로상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여 항공여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 협정이다. (Robert

M. Hardaway, 1986)

즉, 자국 항공기가 어디 가서 내릴 수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의 항공

영업이 가능한가를 정의하는 권한이다.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협정으로

해당 국가의 항공사에게 적용되며, 그 범위와 내용을 국제항공운수권의

종류로 설명한다. ‘하늘의 자유(Freedoms of the Air)’라고 불리우며 제1

단계 무착륙 횡단비행으로부터 대상국 내 국내선 영업까지 할 수 있는 9

단계로 구분 된다.(4)ICAO)

※ 국제항공운수권의 단계별 구분

제 1단계 자유(First Freedom of the Air)는 영공통과의 권리로 대상

국의 영공을 무착륙 횡단 비행하도록 허용된 권리이다

제 2단계 자유(Second Freedom of the Air)는 기술착륙의 권리로 대

상국가에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급유 및 정비, 비상착륙 등 비

운송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허용된 권리이다.

제 3단계 자유(Third Freedom of the Air)는 자국의 항공사가 자국

에서 여객 및 화물을 싣고 대상국에 내리도록 허용된 권리이다.

제 4단계 자유(Fourth Freedom of the Air)는 자국의 항공사가 대상

국에서 여객 및 화물을 싣고 자국에 내리도록 허용된 권리이다.

제 5단계 자유(Fifth Freedom of the Air)는 제3국으로 가거나 오는

여객 및 화물을 대상국에서 내리거나 싣도록 허용된 권리이다.

3) 이원권(Beyond Right) 두나라 사이의 항공협정에서 대상국에서 다시 제 3국으로

연장하여 여객, 화물을 내리고 싣도록 허용하는 권리로 제5자유 이후의 것을 일컫는다.
4)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국제민간항공기구) : 1944년

시카고협정의 관리 및 통치를 위해 미국에 1947년 설립된 UN전문기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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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약으로 1단계 자유에서 5단계 자유까지 인정되었기에 ICAO에서는

6단계에서 9단계까지는 이른바 자유라고 칭하여 진다고 정의됨.

제 6단계 자유(Sixth Freedom of the Air)는 자국을 경유하여 대상

국과 제3국에서 여객 및 화물을 내리거나 싣도록 허용된 권리이다.

5단계 자유는 그 출발과 끝이 자국인데 반하여 6단계 자유는 출발

과 끝이 대상국인 점이 상이하다

제 7단계 자유(Seventh Freedom of the Air)는 자국의 항공사가 대

상국과 제3국을 자국을 경유하지 않고 여객 및 화물을 내리거나

싣도록 허용된 권리이다. 대상국 국제선공항을 허브로 삼아 영업이

가능한 자유이다.

제 8단계 자유(Eighth Freedom of the Air)는 자국의 항공사가 자국

에서 출발하여 대상국 국내선 구간에서 여객 및 화물을 내리거나

싣도록 허용된 권리이다. 대상국의 두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자

국으로 왕복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루프트한자항

공의 뮌헨-인천-김해노선 같이 수요확보를 위해 타국의 두 공항에

서 영업할 수 있지만 대상국 A-B 구간(인천-김해)만의 영업은 불

가하다.

제 9단계 자유(Ninth Freedom of the Air) : 자국에서의 출발 없이 대

상국 국내선 영역에서 여객 및 화물을 내리거나 싣도록 허용된 권리

이다.

<표 2> 하늘의 자유 (Freedoms of the Air)

구  분 내   용 비 고

제 1자유  무착륙 횡단 비행(영공통과) f ly-over  r igh t

제 2자유  기술착륙(정비 및 급유 등)
t e c h n i c a l 

l a n d i n g  r i g h t

제 3자유  자국→대상국 set-down right

제 4자유  대상국→자국 bring-back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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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CAO, 국토교통부, Wikipedia 자료 재정리

미국의 항공운송시장 변화를 시작으로 한 국제적인 항공자유화의 물

결은 우리나라에서도 1986년 10월 몰디브와의 항공자유화협정을 시작으

로 2016년 12말 기준 여객 항공자유화 협정 31개국, 화물 항공자유화 협

정 40개국과 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표 3> 우리나라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현황
(2016. 12월 말 기준)

5) cabotage : 국내선 운송권리, 자국 내 항공운수권 보호를 위해 자국 항공사에

게만 자국 국내선 운항을 허용하고 외국항공사에게는 운항 금지 규정을 적용

국  가
여  객 화  물

비고
체 결 범 위 체결일 체 결 범 위 체결일

몰디브 ○ 3~4 ‘86.10.22 ○ 3~4 ‘86.10.22

미  국 ○ 3~5 ‘98. 4.23 ○ 3~5 ‘98. 4.23

중  국 ○ 3~4 ‘06. 6.16 ○ 3~4 ‘06. 6.16
일부지역

(산동‧해남성)

홍  콩 ○ 3~4 ‘12.12.21 - - -

대  만 ○ 3~4 ‘04. 9 - - -
인천-타이베이
주48회로 제한

태  국 ○ 3~4 ‘06. 5.23 ○ 3~4 ‘04. 4.29

베트남 ○ 3~4
‘06. 4.13

(‘18.1.1부)
○ 3~4 ‘06. 4.13

구  분 내   용 비 고

제 5자유  자국↔대상국↔제3국
b e y on d  r i g h t

이 원 권

제 6자유  대상국↔자국↔제3국 3 자 유 + 4 자 유

제 7자유  대상국↔제3국(대상국 국제선 허브영업)

제 8자유  자국↔대상국 A공항↔대상국 B공항
“consecutive ”  

 c a b o t a g e 5)

제 9자유  대상국 국내선 영업가능
“stand a lone” 

c a b o t a 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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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여  객 화  물

비고
체 결 범 위 체결일 체 결 범 위 체결일

미얀마 ○ 3~4
‘06. 9. 8

(‘10.4.1부)
○ 3~5

‘06. 9. 8
(‘10.4.1부)

캄보디아 ○ 3~4
‘06. 9. 4

(‘10. 1.1부)
○ 3~5

‘06. 9. 4
(‘10. 1.1부)

칠  레 ○ 3~5 ‘01. 5.11 ○ 3~5 ‘05. 5.11

페  루 ○ 3~4 ‘11.11.13 ○ 3~5 ‘11.11.13‧30

독  일 - - - ○ 3~4 ‘11. 8.24

우크라이나 ○ 3~4
‘06.11.22
(‘10.1.1부)

○ 3~5
‘06.11.22
(‘10.1.1부)

호  주 - - - ○
3~4 ‘98.12.15

5 ‘07. 8.23

인  도 - - - ○ 3~5 ‘91. 3.27

오스트리아 ○ 3~4 ‘15.10.21 ○ 3~4 ‘96. 3.12

북구 3국* - - - ○ 3~4 ‘00. 7.11

스리랑카 ○ 3~4 ‘07. 7.25 ○ 3~4 ‘97. 2.26

케  냐 ○ 3~4 ‘07. 4.27 ○ 3~5 ‘05.11.24

핀란드 - - - ○ 3~4 ‘06.11. 9

아제르바이잔 ○ 3~4 ‘06.12.22 ○ 3~4 ‘06.12.22

말레이시아 ○ 3~4 ‘07. 1.12 ○ 3~5 ‘07. 1.12

그리스 - - - ○ 3~5 ‘07. 5. 3

일  본 ○ 3~4 ‘07. 8. 2 ○ 3~4 ‘07. 8. 2 하네다공항제외

마카오 ○ 3~4 ‘11.11.23 ○ 3~4 ‘08. 2.27

남아공 - - - ○ 3~5 ‘08. 4.24

우즈베키스탄 - - -
3~4

‘08. 5. 1
타쉬켄트공항3-4
나보이공항3-53~5

멕시코 ○ 3~4 ‘08. 6.27 ○ 3~4 ‘08. 6.27

캐나다 ○ 3~6 ‘08.11.19 ○ 3~7 ‘08.11.19

튀니지 ○ 3~4 ‘09. 5.12 ○ 3~4 ‘09. 5.12

벨라루스 ○ 3~4 ‘09. 5.27 ○ 3~4 ‘09. 5.27

파키스탄 - - - ○ 3~4 ‘10. 2.24

브라질 ○ 3~5 ‘10. 6.29 ○ 3~5 ‘10.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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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북구 3국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자료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2016년 12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맺은 여객 31개국 중 3단계(자국

→ 대상국)에서 4단계(대상국 → 자국)로 맺은 국가가 22개국, 3단계에서

5단계(자국 ↔ 대상국 ↔ 제 3국)까지 맺은 국가가 8개국 그리고 캐나다

가 6단계(대상국 ↔ 자국 ↔ 제 3국) 자유화 협정으로 캐나다를 경유 미

국, 중남미로 갈 수 있는 운항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항공자유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항공운송시장 개방과 항공사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국내 항공 여객이 10,000만명(2016년 기준 전체

10,391만중 국제선 여객 7,300만명)을 초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은 이동수단으로 항공편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 2015～2017년 해외 출국자의 96%는 항공편을 이용했다. 국

제항공편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공급확대

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새로운 여행수요를 창출하는 시장,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이다. 특히 부담 없는 가격대와 거리의 항공편을

제공하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국제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든

2010년 이후로는 국제선여객의 증가폭이 9%로 확대됐다.

국  가
여  객 화  물

비고
체 결 범 위 체결일 체 결 범 위 체결일

스페인 ○ 3~4 ‘11. 5. 4 ○ 3~5 ‘14.11.18

라오스 ○ 3~4 ‘11. 9. 1 ○ 3~4 ‘11. 9. 1

에콰도르 ○ 3~5 ‘11. 9. 6 ○ 3~5 ‘11. 9. 6

파라과이 ○ 3~5 ‘12. 5.22 ○ 3~5,7 ‘12. 5.22

파나마 ○ 3~5 ‘12. 6.20 ○ 3~5 ‘12. 6.20

아르헨티나 - - - ○ 3~4 ‘13. 4.25

포르투갈 - - - ○ 3~4 ‘16. 5.20

가이아나 ○ 3~5 ‘16.12. 8 ○ 3~5,7 ‘16.12. 8

바하마 ○ 3~5 ‘16.12. 8 ○ 3~5,7 ‘16.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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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요를 창출하는 공급의 힘은 항공자유화 이후 항공운송산업

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사우스웨스트항공 등 글로벌 LCC들이 입

증하고 있다. 새로운 항공사의 진입은 기존 수요의 범위 내에서 기존 항

공사들과 싸우기보다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우게 된다. 늘어난 수요를

<그림1>‘15～’17년 수단별 출국자수
☞ 출국자의 96%는 항공편 이용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투자증권

<그림2>‘15～’17년 수단별 입국자수
☞외국인입국자의 83%는항공편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투자증권

<그림3>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 성장률
자료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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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규모가 커진 LCC는 비용절감과 고객 확대를 통해 새로운 노

선에 추가 공급여력이 생긴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1990년대 이익이 매년 28%씩 증가했고 미국 항공시장에서 대형

항공사들을 제치고 1위 항공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최고운, 2018)

항공운송시장에서의 항공자유화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국가간 관광

업 발달 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 항공 여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자유화가 우리나라 국제여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은 국가간 여

객, 운송 실적, 출입 외국인 수를 근거로 항공자유화 협정이 국제선 여객

운송에 어떠한 여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하고 어떠한 시사

점이 있는지 연구 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박진우․김미경(2009)은 초기의 항공자유화는 양자간 협정이 주를 이루었

으며, 양자간 협정은 항공사간 경쟁력에 차이가 있고, 외교적인 협상에서 노선

권과 운항권을 거래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자간협정보다 현실

적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경제체제가 세계화되고, 항공운송시장이 자유화되는

방향으로 형성됨에 따라 항공운송산업은 비즈니스 개념이 더욱 강해져 항공협

정을 양자간 협정에서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있는 추세라 하고

김연명․박진우(2006)는 항공자유화는 국제여객과 국제화물 수요의 증

가를 가져왔으며, 항공자유화 체결 후 항공운임 인하, 화물운송 비용의

감소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항공자유화가 항공 서비스의

발달과 국가와 경제의 블록화를 위한 필수 수단이며 지역적 협동과 경제

발달은 물론 항공사간 협동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국가간

또는 지역간 항공자유화의 추진은 증가할 것이다 하였다.

김제천․김미경(2006)은 항공자유화가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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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독점화시켰으며, 특히 기존의 대형항공사들이 신규항공사의 도태

와 항공사간 인수․합병(M&A)으로 인하여 오히려 시장집중이 더욱 심

화되었고 이러한 시기에 저운임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시장에 참여하

게 된 저비용항공사6)(LCC)가 항공운송산업의 통행패턴과 구조변화를 가

져오고 있으며, 기존의 대형항공사들에게 효과적인 경쟁압력을 가하고

시장에서의 서비스 가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최근 동아시아지역 저비용항공사(LCC)

들의 시장참여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이는 항공자유화에 대한 전략적 일

환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안상욱(2013)은 항공자유화정책 제도화 이후, EU회원국 간의 역내항

로는 1992-2008년 동안 120%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내 복수 이상의 항

공사가 취항한 항로는 320%증가하였으며, EU의 항공자유화 정책은

LCC의 역내국가간 국제선 취항의 진입장벽을 낮추었으며, EU에서 LCC

는 전체 여객운송의 1/3을 담당할 정도로 급성장하였지만 LCC의 발달

정도는 각 회원국마다 상이하게 진행되었는데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동일의 경우는 정부의 LCC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LCC가 유럽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발전한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영

항공사 에어프랑스를 보호하기 위해 LCC의 성장을 방해하는 정책으로

자국의 LCC가 파산하는 등 경쟁력을 상실하였으며, LCC가 발전하기 위

해서는 정부 정책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항공자유화 협정은 항공사가 국가의 영공 통행이나 운수권 등

을 자유롭게 설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 항공자유화 협정으로 인한

각 국들의 항공운송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시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Gillen et al.(2002)은 항공협정 변경이 편익 및 비용의 배분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위해 변수를 운임, 운항횟수로 평가한 결과 운항횟수 경쟁

6)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 기존 항공사에서 제공하던 각종 식음

료, 좌석배정 등의 기내서비스를 간소화하거나 항공기 기종을 통일하여 유지관

리비를 줄이는 등 효율화와 비용절감을 통해 낮은 운임으로 운영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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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편익의 획득이 비례적으로 항공사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하였

고, Micco, A and T. s. Serebrisky(2006)는 1990년에서 2003년 사이에

미국이 시행한 항공자유화를 통해 경쟁의 변화로 인한 항공 화물시장 가

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 항공자유화 협정이 항공운송

비용을 9% 감소시키고, 항공이용 수입품 비중을 7% 증가 시키는 것으

로 분석 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 및 중상위 소득수준의 개발

도상국에 유효하고, 중하위 및 하위 소득 수준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항공

운송 비용을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Ismaila et al(2014)에 의하면 2010년에 나이지리아와 112개 국가간의

표본을 사용하여 여객 흐름에 대한 연구 결과 자유화가 긍정적이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Dobruszkes,F and V. Mondou (2013)은 자유화 이후 모로코에

서 제공되는 노선 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저비용항공사의 증가가 있다고

하고 Bernardo et al.(2017)은 2006년 12월에 EU와 모르코가 체결한 자

유화협정효과 분석(2003년-2010년 자료 활용)을 통해 좌석 수가 20-35%

증가하고 제공되는 새로운 노선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항공자유화 협정이 항공여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김연명·박진우(2006)는 항공자유화의 파급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미국과 싱가포르간의 항공 운송실적 데이터를 활용

한 회귀모형을 통해 항공자유화 이전과 이후의 총톤-킬로미터7)는 701톤

-킬로미터만큼의 차이를 보였고, GDP와 총톤-킬로미터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박종흠 외(2010)는 미국, 태국, 일본,

중국 4개국의 화물과 여객 부분에 대하여 항공자유화협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기타 3개국과는 항공자유화에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박진우·김미경(2009)은 항공자유화는 항공기운항횟수 증대, 항

공운임 인하 등의 소비자 편익제고 뿐만 아니라 항공사, 공항 등 항공운

송산업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7) 총톤-킬로미터 : 화물의 수송량을 나타내는 단위. 수송된 화물의 톤수에 수

송된 거리를 곱하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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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항공 자유화 관련 선행연구

구 분 연구내용 및 방법 변수

Gillen et al. (2002)
항공협정 변경이 편익 및
비용의 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운임, 운항횟수

Micco and
Serebrisky (2006)

경쟁 체제의 변화가
항공화물시장의 가격 에
미치는 효과분석

항공운송비용, 수입품 비중

Dobruszkes (2009)
유럽 특정 지점 간의 노선

간 경쟁수준 분석
경쟁사의 수, entropy

Cosmas et al.
(2010)

윌콕슨 순위 합 검정 을
이용하여 미국과 EU 간
항공자유화의 효과분석

운항 노선 수, 경쟁
항공사의 수, 출발횟수의
연평균 증가율 및

탑승객의 연평균 증가율

김연명․박진우
(2006)

항공자유화의 파급 효과
분석

운송실적, 총톤-Km, GDP,
항공자유화 여부

박진우․김미경
(2009)

항공자유화추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

항공운임, 운항횟수,
항공수요, 항공사 이익,
공항 이익, 지역 내
총생산(GRDP)

박종흠․안승범․임
미순(2010)

항공자유화의 효과
(미국, 태국, 일본, 중국)

운송실적, GDP,
항공자유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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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은 국가들 간 여객, 운송 실

적, 출입 외국인 수를 근거로 항공자유화 협정이 국제선 여객 운송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과 이론적 근거를 기

초로 하여 독립변수로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 체결 여부를 더미변수

로 하고, 구매력 차이비율인 1인당 GDP(PPP)8) 비율9)과 관광산업 차이

비율인 GDP중 관광산업 비율10)로 구분하고, 종속변수로는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은 국가들 간 여객기 운항횟수, 국제선 여객수, 협

정대상 국적인의 국내 입국인원수로 설정한다.

<표 5> 분석의 틀

< 분석의 틀 >

8) GDP PPP : 구매력 평가 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GDP를 GDP(PPP)라 한다.

각 국의 통화단위로 산출한 GDP를 달러로 환산해 비교하지 않고 각 국의 물가

수준을 함께 반영 cf. 맥도날드 빅맥지수(Big Mac index)

9) 1인당 GDP(PPP) 비율 : 우리나라 1인당GDP(PPP)/대상국 1인당 GDP(PPP)

비율로 대상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PPP)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여 구매력

차이에 따른 항공자유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10) GDP 중 관광산업기여도 비율 : GDP 대비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로 우

리나라의 GDP대비 관광산업 기여도/대상국 GDP대비 관광산업 기여도로 대상

국과 우리나라의 GDP대비 관광산업기여도 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여 관광산업의

차이에 따른 항공자유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 자유화협정 체결여부 ․여객기 운항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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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여객기 운항횟수, 입국자(여객)수, 협정대상

국적인의 국내입국인수이다.

여객기 운항횟수, 입국자(여객)수는 한국공항공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2년 동안 우리나라와 자유화협정을 체결

한 14개 상대 국가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운항실적은 출발편과 도착편을 각각 1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여

객실적은 유임여객, 무임여객(만2세미만) 및 환승여객을 합산한 여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승무원, 정비사, 보안요원 등 항공사관련

인원은 제외되며 이에 대한 기준은 ICAO Doc 9060/5에 나와 있다. 다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집한 변수인 협정대상국적인의 국내입국

인수에는 환승객은 제외되며, 1998년부터는 승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항공자유화가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항공자유화 체결여부, 구매력 차이 비율인 대상국과의 1인당 GDP(PPP)

비율, 관광산업 차이비율인 대상국과의 GDP대비 관광산업기여도의 비율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 구매력 차이비율(GDP ppp)

․ 관광산업기여도 차이비율

․국제선 여객수

․협정대상국적인의 국내

입국인수

통제변수

․ 대상국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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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항공자유화 협정 효과 분석을 보면 김연명 외(2006)는 미국과 싱

가포르간의 효과를 박종흠 외(2010)는 미국, 태국, 일본, 중국 4개 국가들

간의 비교를 하였으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여객 항공협정을 맺은 국

가 대부분의 여객 실적 및 운항을 활용 하였고, 2010년 ‘항공자유화가 항

공운송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 사용되어진 국가별 19년간의

실적데이터(1991년부터 2009년)보다 더 많은 22년(1995년∼ 2016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항공자유화 협정이 국제선 여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또한 항공자유화협정 외에도 Micco, A and T. s. Serebrisky(2006)가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효과성을 연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대상국

간 소득차이에 따른 영향도 같이 분석 될 수 있도록 실증 분석이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 활용 된 국가별 패널데이터는 우리나라와 여객분야 항공자

유화 협정을 맺은 국가 31개국 중에서 2016년도에 체결한 2개국(가이아

나, 바하마)과 현재 여객기가 운항하지 않은 국가 등을 제외 한 14개국

에 대한 데이터가 활용했다. 14개 대상국의 데이터는 2016년 기준으로

국제선 여객 7,300만 명 중 14개국 여객이 6,000만 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국제 여객 중 83%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간의 데이터라 할 수 있겠다.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항공자유화가 여객 수, 운항횟수, 대상 국 외국

인 입국 인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항공자유협정 유무에 따라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국내 총생산(GDP)이 이용되어졌다. Zhang and Findlay

(2014)도 항공여객 수요를 위하여 중력모델을 활용한 양 국 GDP가 사용

되었고 ICAO에서의 교통량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 GDPα (α : 수요의

GDP 탄력성 지수)를 통상 사용하고 있는 것 과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국가의 GDP를 많이 사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총생산(GDP)대신 국민들 생활수준을 대

표할 수 있는 1인당 GDP (PPP로 환산) 비율을 항공자유화 협정 여부

더미변수와 함께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운항횟수, 여객 수 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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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GDP로 분석된 과거 연구결과

는 과대 혹은 과소 평가 가능성이 있어 1인당 GDP PPP비율로 자유화협

정 체결의 효과를 추가로 정제할 수 있다. 기존 문헌에서의 변수 GDP가

아닌 1인당 GDP의 적용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주관으로 발관되는

항공시장 제 55호 (2017. 1월) 에서도 1인당 GDP 기준으로 국가들은 항

공여객시장에서 또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1인당 GDP가 여객 수요와 많은 영향이 있기에 적정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국제여객운송은 GDP와 긍정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GDP

성장률이 높을수록 항공운송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T.H. Chin & John H. Tay, 2001)

<그림 4> 1인당 GDP와 항공운항의 상관관계

1인당 GDP와 항공운항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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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인당 GDP(0～2만달러)와 항공운항의 상관관계

출 처 : 항공시장 동향 제55호(2017. 01월). p141

항공산업은 他 교통분야에 비해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영향 및

산업의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수요에 영향을 비치는 변수의 설정에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과거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 국내의 항

공시장 예측은 GDP만을 단일 변수로 적용한 연구사례가 많았으나 경제

환경이나 기타 제반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환율, 유가, 인구, 경

쟁교통 수단의 발달 등의 다양한 정치․사회․경제변수와 자연재해, 질

병 등과 같은 우발변수들이 새롭게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DP외에 대상국가의 GDP대비 관광산업 기여도의 비

율을 추가로 확인함으로서 관광산업과 항공산업간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각 국의 1995년부터 2016년까지 GDP대비 관광산업 비율은

WTTC(국제여행관광협회,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에서 제공

하는 데이터를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와 접해 있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인 정치

적․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항공 및 해운으로만 입․출국이 가능한 일종

1인당 GDP(0～2만달러)와 항공운항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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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섬’ 지역과 동일하다. 세계적으로 국제여행 시 항공기이용 비중은 약

50% 수준이나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은 이동수단으로 항공편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 2015～2017년 해외 출국자의 96%는 항공편을

이용했다. 2013년 3월에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및 세계민간항공기

구(ICAO)는 관광-항공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11)하였으며 비자기준 완화, 발급절차 간소화, 관광객 및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기준 개선, 항공 규정의 현대화, 관광객 및 기업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협력 증진을 공동 추진하기로 결의 하였으며 미래의

항공운송 및 관광산업의 수익증대를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여 현재 항공

운송 시스템 역량 및 관련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기로 협력하는 등 국제

기구 간 협력 뿐 만 아니라 T-20 관광장관 회담12), UNWTO/중동 관광

장관(ATM)포럼 등 국제기구와 항공사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부처간 협력,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MOU, 관광․항공협력포럼 등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은 공동의 가치를 추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연계정책과제, 2014)

1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제6회 국제항공운송회의(ATConf/6)의 공식개막

에 맞추어 UNWTO 및 ICAO 사무총장이 공동협력방안에 서명함.UNWTO의

사무총장 Taleb Rifai는 관광 및 항공부문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관광과 항공정책의 동시 추진 필요성 주장
12) T20 관광장관회의’는 지난 2009년 ‘제18차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

회’에서 창설된 주요 20개국(G20)* 관광장관들의 모임으로, 관광산업의 위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광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2차 회의 이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에서

개최해왔다.

* 주요 20개국(G20) 국가: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터키, 프랑스, 호주,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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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항공산업은 他 교통분야에 비해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영향 및 산

업의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수요에 영향을 비치는 변수의 설정에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과거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 국내의 항

공시장 예측은 GDP만을 단일 변수로 적용한 연구사례가 많았으나 경제

환경이나 기타 제반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환율, 유가, 인구, 경

쟁교통 수단의 발달 등의 다양한 정치․사회․경제변수와 자연재해, 질

병 등과 같은 우발변수들이 새롭게 고려되고 있다.

특히 인구는 ‘노동력’의 요인이 되는 경제적 존재로 외국인이나 이민족도

포함하는데, 항공시장에서 인구규모와 분포는 잠재적인 여객의 수준을 결

정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인구는 각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구성․

형태 등이 변화하는데, 인구의 증감이나 인구구조 등에 의해서 항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항공시장 규모가 증가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체 인구수는 증가했더라도 항공여행 기회가 적

은 청소년층의 구성비가 크거나 고령층의 구성비가 클 경우 반대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정 짓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한 과거 사회적 약

자에 포함되던 고령인구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높은 교육수준 등에 따라

항공시장의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제철, 2012)

본 연구에서는 대상국의 인구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일반적인 국가간의

인구 특성을 통제함으로서 항공산업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다.

4. 연구가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은 국가들 간 여객, 운송

실적, 출입 외국인 수를 근거로 항공자유화 협정이 국제선 여객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상국의 인원수를 통제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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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선행연구들과 이론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1. 항공자유화 협정이 우리나라 항공산업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항공자유화 협정이 우리나라 여객기 운항횟수 증가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2. 항공자유화 협정이 우리나라 여객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1-3. 항공자유화 협정이 대상국적민의 우리나라 입국자 수 증가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 대상국과의 구매력의 차이가 우리나라 항공산업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대상국과의 1인당 GDP(PPP)비율 차이가 우리나라 여객기 운항

횟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대상국과의 1인당 GDP(PPP)비율 차이가 우리나라 여객수 증가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대상국과의 1인당 GDP(PPP)비율 차이가 대상국적민의 우리나라

입국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대상국과의 관광산업의 차이가 우리나라 항공산업 시장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1. 대상국과의 GDP대비 관광산업기여도 비율의 차이가 우리나라

여객기 운항횟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대상국과의 GDP대비 관광산업기여도 비율의 차이가 우리나라

여객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대상국과의 GDP대비 관광산업기여도 비율의 차이가 대상국적민

의 우리나라 입국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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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모형

본 연구는 ‘항공자유화 협정이 국제여객운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

증분석’으로 데이터 수집 방법은 항공운항 및 여객에 관한 데이터는 한

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항공통계 자료로부터 수집되고 협정 체결 대상

국적의 외국인의 국내 입국인 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통계자료를 활

용 한다. 그리고 1인당 GDP(PPP)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metary Fund, IMF)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한다. 다만 협정대상

국적인의 국내 출입은 항공기나 배를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 할 수 있으

나 항공기 이용이 높고 항공기, 배 교통수단을 구분한 국적별 데이터 확

보가 어렵기에 교통수단은 고려하지 않고 국내 입국인 수로 활용한다.

각 국의 인구수는 UN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며, 각 국GDP대

비 관광산업 비율은 WTTC(국제여행관광협회,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에서 제공하는 총 GDP기여도(Total Contribution to

GDP)13)를 사용한다.

13) 총GDP기여도(Total Contribution to GDP) : 여행과 관광부문에 의해

직접 생산된 GDP와 직․간접적으로 유도된 효과까지 더한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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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변수 및 데이터 출처

변 수 내 용 데이터 수집

종속변수
(Y)

여객기 운항 횟수 한국공항공사 통계자료

여객 수 (14개국, 1995년 ∼ 2016년)

협정대상국 여객
국내 입국인원 수

출입국 관리소 통계자료
(14개국, 1995년 ∼ 2016년)

독립변수
(X)

항공자유화 여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구매력 차이비율
(1인당 GDP,ppp 비율)

국제통화기금(IMF)
(14개국, 1995년 ∼ 2016년)

관광산업 차이비율
(총GDP중 관광산업기여도)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14개국, 1995년 ∼ 2016년)

통제변수 대상국 인구수
UN

(14개국, 1995년 ∼ 2016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형을 이용하여 항공자유화가 국제여객

운송에 미치는 영향 실증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1

  

모형 2

  

모형 3

for  

  시점의대상국가와국내간항공기운항수
for  시점의대상외국민이국내입국한여객수
  시점의대상국가와국내간총여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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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와항공자유화협정체결여부
 대상국가기준인당비율한국대상국가
 대상국가내 관광산업기여도 비율한국대상국가
 대상국가인구수

대상국가와 항공자유화 협정체결여부의 변수는 협정 유무 구분의 시

기를 상반기 6월 까지 협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해 연도에 협정이 이루

어 진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 체결이 되면 그 다음 해부터 협정이 이루

어지는 것으로 더미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이 시행 되었으며, 세 가지 모

형에서 독립변수인 관광산업 차이비율은 상관관계 분석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제 4 절 분석방법

패널 데이터란 시계열데이터화 횡단면데이터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

을 패널데이터(panel data)라 한다. 어떤 특정개체(예: 개인, 가족, 기업,

국가 등)의 특성이나 현상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시계열데

이터(time-series data)라 하며, 이에 반해 횡단면 데이터

(cross-sectional data)는 특정 시점(예:2009년)에 있어서 여러 개체(예:

5000 가구)의 현상이나 특성을 모아놓은 것이다. 즉 시계열데이터는 특

정 개체에 대해 관측 시점이 여러 개인 반면, 횡단면데이터는 특정 시

점에 있어서 관측되는 개체가 여러 개 이다(민인식․최필선, 2012).

각 개체가 동일한 기간에 대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균형

(balanced) 패널이라고 부르며, 그렇지 않고 개체별 포괄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를 불균형(unbalanced) 패널이라고 부른다. 또한 시간갭(time

gap)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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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균형패널 불균형 패널

시 간 갭 이
없는 패널

①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동일하고 시간갭이 없음

②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다르지만 시간갭이 없음

시 간 갭 이
있는 패널

③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동일하지만 시간갭이 존재

④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다르면 시간갭이 존재

<그림6> 패널데이터의 4가지 유형

출 처 : 민인식, 최필선,2012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p6

본 연구에 활용한 패널데이터의 기초 통계치는 1992년부터 2016년

까지 25년 14개국에 대한 변수별 데이터는 시간적 갭이 없는 균형패널

자료로 구성하였으나 WTTC(국제여행관광협회,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에서 제공하는 총 GDP기여도(Total Contribution to

GDP)의 data가 1995년 이전 자료가 없음에 따라 결측치를 제거하여 1995년

부터 2016년까지로 구성함에 따라 시간적 갭이 없는 불균형 패널로 구성되었

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들 상호 간에 존재하는 선형관계의 방향과 크

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상관관계를 우

선 분석하는 방법이다. 독립변수의 값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되는데, 현실적

으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독립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선

형관계의 크기가 큰 경우(일반적으로 0.8이상) 다중공선성 문제를 발생시켜

회귀계수의 추정 정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패널데이터 분석에 앞서 피

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각 독립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를 분석 한다. 피어슨 상

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상관계수의 절대 값이 크면 클수록

두 변수 간의 강한 선형관계를 나타내는데, 상관계수가 0보다 크면 두 변수는

정(+)의 선형관계를 가지고, 0보다 작으면 부(-)의 선형관계를 가지는데 0인

경우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관계수(r)과 회계계수(b)의 차이를 살펴

보면 상관계수는 회귀선 주변에 관측 값들이 퍼져 있는 정도(Degre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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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tter)를 측정한 지표이며 회귀계수는 회귀직선의 기울기 정도(Steepness)

를 측정한 것이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상관계수나 회귀계수 둘 중 하나

가 0이면 나머지 하나도 0이 된다는 점이다. 이를 제외하고 두 계수는 차이를

보인다.(정성호, 2013)

패널데이터 분석은 각 변수의 경향성을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분석으

로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계열 데이터 및 횡단면 데이터와 비교

했을 때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횡단면 데이

터는 변수들 간의 정적(static)관계만을 추정할 수 있는 반면, 패널데이

터는 여러 시점에 걸쳐 개인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변수들간

의 동적(dynamic)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

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고려할 수 있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이 누락되어 생길 수 있는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통제할 수 있다. 끝으로 패널데이터는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variability)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추정량

(effici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

패널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으로 관찰되지 않은 개체특성 효과를 고려하

는 분석방법으로 민인식․최필선(2012) 및 이희연․노승철(2012)을 따

르면 이러한 개체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오차항에 대한 가정에 따라 고

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모형의 특징과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

다고 한다. 먼저 고정효과 모형은 관찰되지 않은 개체특성이 시간에 따

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개체특성 효과를 확률변수가 아니라 추

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여 통제하는 모형으로, F-검정을 통해 합동

(pooled) OLS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

즉, 개체특성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한다. F-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귀무가설이 기각 된다면 패널데이터가 개체특성 효

과를 갖고 있어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귀

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면 패널데이터가 개체특성 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합동(pooled) OLS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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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효과 모형은 관찰되지 않은 개체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

다고 가정하는 모형으로,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

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회귀계수의 차이를 검정하며, 두 계수 간의

차이가 유의적으로 존재한다면 고정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계수를

신뢰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확률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계수를 더

신뢰한다. 하우즈만 검정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고정효과 모형

에 의해 추정된 계수는 일치추정량이 되므로 고정효과 모형을 최종적

으로 선택하고, 만약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면 확률효과 모형을 사

용하여야 한다.

이희연․노승철(2012)을 따르면 일반적으로 패널 모형 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패널데이터를 가장 잘 명시할 수 있는 모형이 합동

(pooled) OLS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중 어느 모형인지

설정 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검정은 모형 선택을 위한 하나의 기준일

뿐이며, 가장 적합한 모형은 패널데이터의 특성과 연구목적을 고려하

여 연구자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

할 모형의 선택은 패널데이터의 특성 및 연구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적합한 분석모형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모형에 대하여 합동(pooled) OLS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뒤 하우즈만검정을 통해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살펴보고 표본의 특성을 종합 분석하여 최적의 분석모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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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분석

제 1 절 기초통계량 분석

본 연구에 활용한 패널데이터의 기초 통계치는 1992년부터 2018년까지

14개국에 대한 변수별 데이터는 시간적 갭이 없는 균형패널 자료로 구성

하였으나 관광산업의 총 GDP기여도가 특정시점(1995년)부터 존재하며,

정치적 요인에 의한 영향(중국의 사드보복14))을 연구변수로 분석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2016년까지의 운항실적, 여객실적 및 대상국 입국자 실적

을 기본으로 한 14개국 299개 관측치를 기본으로 하여 비교적 작은 표본

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로 활용할 대상국가와 항공자유화 협정체결여부의 변수

는 협정 유무 구분의 시기를 상반기 6월 까지 협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해 연도에 협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 체결이 되면 그 다음

해부터 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더미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대

상국과의 구매력차이를 나타내는 1인당 GDP(ppp) 비율은 우리나라 1인

당 GDP ppp / 대상국 1인당 GDP ppp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

국과의 관광산업의 차이를 나타내는 국가간 GDP중 관광산업기여도는

14) 중국의 사드보복 : 2017년 3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중국 사

드 보복 피해액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 한국의 대중 수출이 7%, 중국인 관광

객이 60% 줄어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경제적 손실은 상품 수출

(10조 원), 관광수입(5조5000억 원) 등을 포함해 16조2000억 원으로 추정. 2017

년 3월 22일, KDB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사드배치와 한중관계 악화

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200억달러(22조4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

고 전망. 1년 동안 추정 피해액. 2018년 10월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은 2년을

훨씬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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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총GDP기여도 / 대상국 총GDP 기여도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8> 과 같으며, 구매력차이의 최댓값

을 살펴보면 캄보디아와의 구매력차이가 16.157(1995년 기준)가 가장 크

게 나타났으나 2016년 기준으로 보면 10.086으로 꾸준히 구매력 차이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솟값인 마카오의 경우 0.254(2013

년)～0.505(2001년)로 구매력의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상국들의 1인당 GDP ppp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관광산업의 비중 차이를 살펴보면 캄보디아가 1995년 기준으로

가장 낮은 1.509로 나타났으며 이후 관광산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상회하여 우리나라와의

관관산업 비중의 차이가 0.088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광산

업 차이의 최솟값인 마카오의 경우 2001년 기준 0.085에서 2011년 기준

0.034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8%에서 78.77%까지 확대되고 있

다.

<표 7-1>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유화여부 0.456 0.498 0 1

구매력차이비율 3.626 4.185 0.254 16.157

관광산업차이비율 0.413 0.248 0.034 1.509

다음으로 종속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운항횟수, 국제선 여객수, 대상국

적민의 입국자수 인데 이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8-2> 와 같

다.

종속변수인 운항횟수, 국제선 여객수, 대상국 여객 입국자수는 한국공항공사

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2년 동안 우리나라와

자유화협정을 체결한 14개 상대 국가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운항실적은 출발편과 도착편을 각각 1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여

객실적은 유임여객, 무임여객(만2세미만) 및 환승여객을 합산한 여객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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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승무원, 정비사, 보안요원 등 항공사관련

인원은 제외되며 이에 대한 기준은 ICAO Doc 9060/5에 나와 있다. 다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집한 종속변수인 협정대상국적인의 국내

입국인수에는 환승객은 제외되며, 1998년부터는 승무원을 포함하고 있으

며 해상교통을 이용한 국내 입국인수도 포함되었으나 항공기 이용이

90%를 상회하며 항공기, 배 교통수단을 구분한 데이터의 확보가 어렵기

에 교통수단은 고려하지 않고 국내 입국인 수로 활용되었다.

<표 7-2>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국제선운항횟수 11,288.96 20,134.99 0 127,477

국제선 여객수 1,992,260 3,230,222 0 19,948,843

대상국
여객 입국자수

430,328 948,270.8 8 8,067,722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대상국 인원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8-3>과 같다. 특히 인구는 ‘노동력’의 요인이 되는 경제적 존재로

외국인이나 이민족도 포함하는데, 항공시장에서 인구규모와 분포는 잠

재적인 여객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인구는 각 시

대와 나라에 따라서 구성․형태 등이 변화하는데, 인구의 증감이나 인

구구조 등에 의해서 항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인구

가 늘어나면 항공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체 인구

수는 증가했더라도 항공여행 기회가 적은 청소년층의 구성비가 크거나

고령층의 구성비가 클 경우 반대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정 짓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한 과거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던 고령인구는 의

료기술의 발달과 높은 교육수준 등에 따라 항공시장의 새로운 소비계

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제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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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단위 : 천명)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대상국
인구수

153,934 339,099.5 438 1,403,500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분석은 일반적으로 등간 및 비율척도로 측정된 변수간 연관

성 여부와 그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상관관계분석은 다시 등간이

나 비율척도인 경우와 서열척도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척도가 등간이나 비율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용되

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이용한다. 분석변수 간의 강도와 방향을 함께 제

시해 주는 다양한 통계기법 중 자주 이용하는 것이 피어슨 곱적률상관

계수 r(Pearson's product-moment coefficients of correlation)이다. 간

단하게 피어슨 상관계수 r(Pearson's r) 또는 피어슨 r이라고도 통용되

는데 이 상관계수는 개발자인 칼 피어슨(Karl Pearson)의 이름을 딴

것으로서 방향과 강도란 두 가지 속성에서 두 변수 X와 Y 간 관계를╶

1과 +1 범위 내에서 설명한다. 즉,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정적이라면 상

관계수는 +값을, 만일 두 변수 간 관계가 부적이라면 상관계수는╶값

을 갖는다. 두 변수 간 관계 강도는 0과 1 사이의 통계량으로 설명한다.

0은 두 변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반면, 1은 두 변수

간에 완벽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계 방향을 나타내는 ±

부호와 관계 강도 범위인 0≤r≤1이란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피어슨

상관계수 r의 범위는 -1≤r≤1이 된다. 일반적으로 피어슨 r이 .30이면

두 변수들은 약한(weak) 관계, 50이면 보통의(moderate) 관계, 그리고

.70이면 강한(strong) 관계를 나타낸다. 독립변수 간 선형관계의 크기

가 클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되어 회귀계수의 추정정밀도가 떨

어지므로, 피어슨 상관계수 r로 각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를 [표7-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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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분석하였으며 이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다중공선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독립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5%에서 구

매력차이비율과 관광산업 차이비율이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다. 구매력 차이의 비율과 관광산업 차이의 비율이 둘 다 GDP와 관련

있는 변수이기는 일반적인 상관관계 분석시 r값이 0.8 이상이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나 모두 0.5 미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추가

로 분산팽창계수를 통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가 하나의 변수일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두 변

수 이상을 사용하게 될 경우 두 변수간 서로 선형관계가 발생할 개연

성이 있고, 서로 강한 관련성이 보이게 될 때 분산이 커지게 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분석을 해보면 보통 r값이 0.9보다 클 경우가

많고 0.8 이상이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피어슨의 단순상관관

계 검증을 통해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신뢰도가 불충분하여 일반적으로 VIF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여 다중공

선성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을 확인하기 위한 VIF를 산출해보면 항공자유화여부 1.05, 구매력 차

이비율 1.06, 관광산업 차이비율 1.02, 대상국 인구수 1.01로 다중공선

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VIF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봐야 한다.(Kutner, Nachtsheim, and Neter, 2004). 동일한 맥락

에서 공차(1/VIF)가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관계 중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방향성을 살펴보면, 유의수준 1%에서는 구매력차이의 비율은

운항횟수, 국제여객수 및 대상국의 입국자수와 모두 부(-)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고, 관광산업 차이의 비율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와 접해 있고 북측으로는 군사대치 상황

인 지형적․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항공 및 해운을 이용해야만 입출국

이 가능한 일종의 ‘섬’ 지역과 동일하며, 전 세계적으로 국제여행 시 항

공이용 비중은 약 50%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항공운

항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 해외 출국자의 96%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형적 정치적 특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성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구매력 차이의 비율이 항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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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기존 연구에서의 GDP와 항공산업은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

설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 차이비율인 우리나라

와 대상국의 총GDP 중 관광산업 기여도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 값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후 패널데이터 분석에서는 관광산

업 차이비율에 대한 변수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대상국의 인구수와 종속변수인 운항횟수,

국제여객수, 대상국 입국자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1%에서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항공시장에서 인구규모와 분

포는 잠재적인 여객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론적으로 인

구가 늘어나면 항공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체 인구

수는 증가했더라도 항공여행 기회가 적은 청소년층의 구성비가 크거나

고령층의 구성비가 클 경우 반대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정 짓기

어려운 게 사실이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다 할 수 있겠다.

<표 7-4>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명 운항횟수
국제
여객수

대상국
입국자수

구매력
차이비율

관광산업
차이비율

대상국
인구수

운항횟수 1

국제
여객수

0.9797***

0.0000
1

대상국
입국자수

0.9119***

0.0000
0.9286***

0.0000
1

구매력
차이비율

-0.2082***

0.0003
-0.2629***

0.0000
-0.2148***

0.0002
1

관광산업
차이비율

-0.0747
0.1977

-0.0638
0.2717

-0.0148
0.7986

0.1183**

0.0409
1

대상국
인구수

0.6431***

0.0000
0.5466***

0.0000
0.4877***

0.0000
-0.0088
0.8793

-0.0284
0.6247

1

*p<0.1, **p<0.05, ***p<0.01



- 37 -

제 3 절 패널데이터 분석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개체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오차항에 대

한 가정에 의해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

(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Stata에서 F검정을 통

해 오차항의 고정된 개체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를 검증했다.

즉, 합동(Pooled) OLS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귀

무가설이 F검정 결과 p값이 유의수준 5% 이내이면 기각 되는데 이는

패널데이터가 개체특성 효과를 갖고 있고 합동 OLS 모형보다는 고정

효과 모형이 더 적절하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귀무가설이 지지 된다면

패널데이터가 개체특성 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합동 OLS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합동 OLS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간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Breusch-Pagan검정을 시행하여 p값이 유의수준 5%이하이면 귀무가

설을 기각하고 합동 OLS 모델보다는 확률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하우즈만 검증을 통해 고정효과 모형(FE)과 확률효과 모

형(RE)에 간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판단하는데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고정효과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추정하며, 지지된다면 확률효과 모형

이 타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오석 2013)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모형에 대하여 합동(pooled) OLS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뒤 하우즈만검정을 통해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살펴보고 표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패널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한 분석모형을 사용하였다.

가. 모형 ① 항공기운항횟수에 대한 실증분석

  

  시점의대상국가와국내간항공기운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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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와항공자유화협정체결여부
 대상국가기준인당비율한국대상국가
 대상국가인구수

연구 모형에 사용된 데이터는 연도별로 14개 국가와의 실적으로 이루

어진 시계열과 횡단면적 속성을 갖는 패널데이터로서 회귀분석을 OLS

(Pooled OLS)에 의한 회귀분석과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 비교하였다

모형 중에서 오차항인    는 패널 개체(국가별)에 따라 변하는 이질

성을 갖지만 패널 개체 속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속적

(Permanent) 특성을 지니며, 오차항   는 패널 개체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Idiosyncratic error term)이다(민인식 외 2010)

영속적인 특성을 지닌 오차항을 추정해야 할 모수로 패널 국가별 고

정된 상수 값으로 보는지 확률변수로 보는지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으로

구분 될 수 있기에 하우즈만 검정(Housman Test)를 통해 어느 모형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하우즈만 테스트는 오차항

   을 추정할 때 cov(xit,  )=0의 가정이 성립하는 가를 검정 하

는 것으로 독립변수와 개별효과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 여부에 따라 패

널에 적합한 모형이 달라진다. 귀무가설 cov(xit,   )=0 이 지지된다

면 확률효과 모형을 채택하게 되며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하게 된다.

먼저 항공기 운항에 대한 합동OLS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모

형, 하우스만 실증분석 결과 <표8>와 같은 결과로 고정모형, 확률모형

모두 적합함을 확인 후 하우즈만 검정 결과와 같이 P값이 0.0000으로

동 모형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고정모형을 지지 하는 모형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독립변수인 구매력차이 비율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99%

유의수준에서 항공자유화는 추정계수 값이 3935.617로 정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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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 인구수는 추정계수 값이 0.637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항

공자유화 추정계수 39353.617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할 때 항

공자유화가 1단위 증가(체결)하면 항공기 운항횟수가 3935.617회 증가

한다고 해석되며 통제변수인 대상국 인구수(천명) 추정계수 0.637은 다

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 할 때 대상국 인구수(천명)가 1단위 증가하

면 항공기 운항횟수가 0.637회 증가한다고 해석된다.

본 모형 ①<표8>의 결과는 항공자유화 협정이 우리나라 국제 여객 항

공기 운항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냈

다. 즉 가설 1. 항공자유화 협정이 우리나라 항공산업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와 1-1. 항공자유화 협정이 우리나라 여객기 운항횟수 증

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독립변수인

대상국과의 구매력차이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항

공기 운항횟수에 부(-)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가설 2. 대상국과의 구

매력의 차이가 우리나라 항공산업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와 2-1.

대상국과의 1인당 GDP(PPP)비율 차이가 높으면 우리나라 여객기 운항횟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향성은 일치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대상국의 인구수 즉 통

제변수를 제외하고 항공기 운항에 대한 FE, RE, 하우스만 실증분석 결

과 <표8-1>와 같은 결과로 고정모형, 확률모형 모두 적합함을 확인 후

하우즈만 검정 결과와 같이 P값이 0.4860으로 동 모형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확률모형을 지지 하는 모형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표8>의 결과와 달리 대상국과의 구매력차이의 비율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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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모형 ① 항공기 운항횟수 실증분석 결과

구 분

항공기 운항 횟수(air)

FE RE

Pooled OLS
 t-Stat  Z-Stat

구매력차이 비율
(gdprate)

419.198
(418.358)

1.00
-1632.563***
(559.996)

-2.92
-778.993***
(204.143)

항공자유화
(sky)

3935.617***
(895.652)

4.39
8627.579***
(1327.685)

6.50
7985.118***
(1721.246)

대상국 인구수
(pop)

0.637***
(0.028)

22.97
0.102***
(0.014)

7.19
0.037***
(0.002)

obs 299 299 299

Number of group 14 14

prob 〉 F 0.000 0.000

prob 〉 chi2 0.000

R-sq
within
between
overall

0.7323
0.5704
0.4141

within
between
overall

0.4011
0.6074
0.4752

0.4917

hausman chi2(2)
p-value

169.16
0.0000

주1) ***는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 는 표준오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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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모형 ① 항공기 운항횟수 실증분석 결과(통제변수제외)

구 분

항공기 운항 횟수(air)

FE RE

Pooled OLS

 t-Stat  Z-Stat

구매력차이 비율
(gdprate)

-2296.252***
(678.709)

-3.38
-1894.3***
(589.682)

-3.21
-746.046***
(270.135)

항공자유화
(sky)

9392.349***
(1460.512)

6.43
9727.774***
(1429.516)

6.80
10399.8***
(2267.736)

obs 299 299 299

Number of group 14 14

prob 〉 F 0.0000 0.0000

prob 〉 chi2 0.0000

R-sq
within
between
overall

0.2316
0.0489
0.0848

within
between
overall

0.2308
0.0506
0.0913

0.1068

hausman chi2(2)
p-value

1.44
0.4860

주1) ***는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 는 표준오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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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 ② 국제 여객에 대한 실증분석

  

  시점의대상국가와국내간총여객수
 대상국가와항공자유화협정체결여부
 대상국가기준인당비율한국대상국가
 대상국가인구수
국제선 여객 수에 대한 합동OLS 모형, 고정효과 모형FE, 확률효과

모형RE, 하우스만 실증분석 결과 <표9>와 같은 결과로 고정모형, 확

률모형 모두 적합함을 확인 후 하우즈만 검정 결과와 같이 P값이

0.0000으로 동 모형도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고정모형을 지지 하는 모

형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독립변수인 구매력차이 비율은 이번 모형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았으나, 99% 유의수준에서 항공자유화는 추정계수 값이

615173.2로 정의 효과가 대상국 인구수는 추정계수 값이 96.102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항공자유화 추정계수 615173.2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할 때 항공자유화가 1단위 증가(체결)하면 국제 여객

수는 615173.2명 증가한다고 해석되며 통제변수인 대상국 인구수(천

명) 추정계수 96.102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 할 때 대상국 인

구수(천명)가 1단위 증가하면 국제 여객수가 96.102명 증가한다고 해석

된다.

항공자유화 협정이 우리나라 국제 여객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관심 있게 살펴본 구매

력 차이의 비율의 경우는 추정계수 값의 P값이 0.102로 90%의 유의

수준에 근소하게 다다르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합동(pooled) OLS 모형과 확률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나는 등을 고려하면 적합하다고 지지되어진 고정효과 모형에 따라 통

계적 의미가 약하게 나타났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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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설 1. 항공자유화 협정이 우리나라 항공산업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와 1-2. 항공자유화 협정이 우리나라 여객 수 증가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독립변수인 대상국과의 구매

력차이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여객 수

증가에 부(-)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가설 2. 대상국과의 구매력의 차

이가 우리나라 항공산업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와 2-2. 대상국과

의 1인당 GDP(PPP)비율 차이가 높으면 우리나라 여객수 증가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향성은 일치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대상국의 인구수

즉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국제선 여객 수에 대한 FE, RE, 하우스만 실

증분석 결과 <표9-1>와 같은 결과로 고정모형, 확률모형 모두 적합함

을 확인 후 하우즈만 검정 결과와 같이 P값이 0.7800으로 동 모형은 귀

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확률모형을 지지 하는 모형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표9>의 결과와 달리 대상국과의 구매력차이의 비율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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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모형② 국제 여객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구 분

국제 여객 수(pas)

FE RE

Pooled OLS
 t-Stat  Z-Stat

구매력차이 비율
(gdprate)

103992.7
(63319.53)

1.64
-212172.8**
(86802.36)

-2.44
-168639.9***
(35561.24)

항공자유화
(sky)

615173.2***
(135559.2)

4.54
1261260***
(198585.8)

6.35
1249703***
(299837.3)

대상국 인구수
(pop)

96.102***
(4.197)

22.90
20.3275***
(2.624)

7.75
5.016***
(0.431)

obs 299 299 299

Number of group 14 14

prob 〉 F 0.0000 0.000

prob 〉 chi2 0.0000

R-sq
within
between
overall

0.7283
0.3864
0.2974

within
between
overall

0.4447
0.4292
0.3508

0.4007

hausman chi2(2)
p-value

166.57
0.0000

주1) ***는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 는 표준오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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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모형② 국제 여객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통제변수제외)

구 분

국제 여객 수(pas)

FE RE

Pooled OLS

 t-Stat  Z-Stat

구매력차이 비율
(gdprate)

-305748***
(102520.9)

-2.98
-272220.2***
(90404.18)

-3.01
-164173.2***
(42873.29)

항공자유화
(sky)

1438553***
(220614.6)

6.52
1467532***
(216063.4)

6.79
1577067***
(359914.3)

obs 299 299 299

Number of group 14 14

prob 〉 F 0.0000 0.0000

prob 〉 chi2 0.0000

R-sq
within
between
overall

0.2232
0.0837
0.1163

within
between
overall

0.2230
0.0850
0.1193

0.1258

hausman chi2(2)
p-value

0.50
0.7800

주1) ***는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 는 표준오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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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형 ③ 대상국적민의 국내(우리나라) 입국자 수에 대한 실증분석

for  

for  시점의대상외국민이국내입국한여객수
 대상국가와항공자유화협정체결여부
 대상국가기준 인당비율한국대상국가
 대상국가 인구수

대상국적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여객 수에 대한 합동OLS 모형, 고

정효과 모형 FE, 확률효과 모형RE, 하우스만 실증분석 결과 <표10>와

같은 결과로 고정모형, 확률모형 모두 적합함을 확인 후 하우즈만 검정

결과와 같이 P값이 0.0000으로 동 모형도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고정모

형을 지지 하는 모형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독립변수인 구매력차이 비율 및 항공자유화 협정 모두 이번 모형에

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직 통제변수인 대상국의 인구수

만이 99%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 값이 34.116으로 정의 효과가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즉 통제변수인 대상국 인구수(천명) 추정계수 34.116

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 할 때 대상국 인구수(천명)가 1단위

증가하면 대상국적민의 국내 입국자수가 34.116명 증가한다고 해석된

다.

즉 독립변수인 대상국과의 구매력차이의 비율 및 항공자유화 협정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대상국과의 구매력차이의 비율

은 대상국적민의 국내 입국자수에 정(+)의 방향성(상관계수는 음(-)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 항공자유화 협정여부도 대상국적민의 국내 입

국자수에 음(-)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가설 1. 항공자유화 협정이 우리나라 항공산업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와 1-3. 항공자유화 협정이 대상국적민의 우리나라 입국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의 방향을 지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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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설 2. 대상국과의 구매력의 차이가 우리나라 항공산업 시

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와 2-2. 대상국과의 1인당 GDP(PPP)비율

차이가 대상국적민의 우리나라 입국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향성은 일치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대상국의 인구수

즉,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대상국적민의 우리나라 입국자 수에 대한

FE, RE, 하우스만 실증분석 결과 <표10-1>와 같은 결과로 고정모형,

확률모형 모두 적합함을 확인 후 하우즈만 검정 결과와 같이 P값이

0.3172로 동 모형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확률모형을 지지 하

는 모형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표10>의 결과와 달리 대상국과의

구매력차이의 비율과 항공자유화 여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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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모형③ 대상국적민의 국내 입국자수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구 분

대상국적민의 국내 입국자수(forgin)

FE RE

Pooled OLS

 t-Stat  Z-Stat

구매력차이 비율
(gdprate)

12807.98
(28075.86)

0.46
-93726.62***
(31925.86)

-2.94
-41356.9***
(11283.6)

항공자유화
(sky)

-10986.7
(60106.89)

-0.18
266197.7***
(79964.49)

3.33
259437.2***
(95138.5)

대상국 인구수
(pop)

34.116***
(1.861)

18.33
3.552***
(0.684)

5.19
1.324***
(0.137)

obs 299 299 299

Number of group 14 14

prob 〉 F 0.0000 0.0000

prob 〉 chi2 0.0000

R-sq
within
between
overall

0.5969
0.3837
0.2368

within
between
overall

0.2343
0.4338
0.2919

0.2998

hausman chi2(2)
p-value

142.04
0.0000

주1) ***는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 는 표준오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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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모형③ 대상국적민의 국내 입국자수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통제변수 제외)

구 분

대상국적민의 국내 입국자수(forgin)

FE RE

Pooled OLS

 t-Stat  Z-Stat

구매력차이 비율
(gdprate)

-132651.5***
(39800.26)

-3.33
-95685.85***
(31469.31)

-3.04
-40178.29***
(12927.2)

항공자유화
(sky)

281316***
(85646.13)

3.28
312178.6***
(82952.74)

3.76
345816.4***
(108521.8)

obs 299 299 299

Number of group 14 14

prob 〉 F 0.0000 0.0000

prob 〉 chi2 0.0000

R-sq
within
between
overall

0.1164
0.0560
0.0624

within
between
overall

0.1143
0.0578
0.0685

0.0778

hausman chi2(2)
p-value

2.30
0.3172

주1) ***는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 는 표준오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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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전 세계적으로 항공자유화가 확산되면서 항공운송시장이 간섭과 통

제에서 시장경쟁으로 전환되고 우리나라도 다양한 국가들과 협정을 맺

으며 항공 운송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항공 자유화

협정이 우리나라의 국제 항공운송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

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와 여객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은 국가

31개 중 최근에 협정을 맺거나, 직접 노선이 없는 국가들을 제외한 14

개국에 대한 22년간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항공기 운항 수, 대상국

적민의 우리나라 여행 입국 인원, 그리고 대상국가와의 총 여객 수에

대한 지표에 대하여 국가간의 1인당 구매력 차이인 GDP 비율과 항공

자유화 협정 유무의 더미변수 그리고 대상국의 총 인구수를 통제변수

로 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첫 번째 종속변수인 국제선 여객기 운항횟수는 대상국의

총 인구수가 통제된 가운데 항공자유화 협정과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

났으며, 두 번째 종속변수인 총 국제선 여객수도 대상국의 총 인구수가

통제된 가운데 항공자유화 협정과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고, 마지막

종속변수 대상국민의 우리나라 입국자수는 대상국의 총 인구수가 통제

된 가운데 유의미한 값을 갖지 못했다. 다만 상관계수 등을 고려할 때

그 방향성은 일치한다 하겠다. 즉 항공자유화 협정이 항공기 운항 횟

수, 대상국과의 총 여객 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만약 대상국의 총 인구수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항공자유화 협정과

대상국가와의 구매력차이인 1인당 GDP 비율 변수들이 모두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다. 항공자유화 협정이 항공기 운항 수, 대상국적민의 국

내 입국 수, 대상국과의 총 여객 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협정국 대상국의 구매력차이인 1인당 GDP 가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유

입하는 협정대상 국민 수가 많아지고, 총 여객 수, 항공기 운항 수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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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다는 결과 값이 나왔다.

추가로 고려된 대상국과의 관광산업 차이인 GDP대비 관광산업기여

도는 다중공선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기각하였다.

이런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 내용과 같이 항공자유화가 항공운송

시장경쟁을 유발하고 LCC 같은 새로운 항공사의 시장 참여 등으로 항

공사 운임 및 공급 좌석 량에 영향을 주면서 항공요금의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항공여행 중 개인이 소비하는

경비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개인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여행

을 오게 하는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개인소득이 높은 국가의 국민은 국제 항공여행을 많이 한다.라고 하

기보다 항공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경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라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개인소득이 국제항공교통 이용

에 필연적인 원인은 아니나 여러 원인 중에 한가지일 수 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통제변수

인 상대국의 인구수 상관계수(r)가 0.643으로 구매력차이에 비해 2배 이

상 높게 나타나 상대국의 인구수가 많으면 항공여행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기존연구 Zhang and Findlay (2014)도 항공여객 수요를 위하여

중력모델을 활용한 양 국 GDP가 사용되었고 ICAO에서의 교통량 분석

을 위해 독립변수 GDPα (α : 수요의 GDP 탄력성 지수)를 통상 사용하

고 있는 것과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국가의 GDP를 많이

사용되어 왔었고 특히 Boeing社(2010)도 GDP에 반영되어 있는 경제

활동이 상업항공 서비스의 성장과 그에 따른 항공기 수요의 증가에 가

장 결정적인 동력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상이한 양상이다.

박진우·김미경(2009)은 항공자유화는 운항횟수 증대, 항공운임 인하

등의 소비자 편익제고 뿐만 아니라 항공사, 공항 등 항공운송산업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각 국의 항공운송산

업 규제완화 이후 LCC의 시장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항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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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정책 및 항공 운송 시장 성장세에 따른 저비용항공사(LCC)의 적

극적인 노선 확장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대형 항공사들은 조인트 벤처

시행 등으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항공운임 인하의 효과와 <그림

5-1> 1인당 GDP(0～2만달러)와 항공운항의 상관관계에서도 나타나듯

이 해외여행 수요는 인당 GDP가 15,000에서 20,000달러대에 진입하면

서 본격적으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 연구에 사용된 14개국 데

이터에서도 몇몇 개도국을 제외하면 1인당 GDP PPP가 이미 30,000달

러에서 많게는 98,000달러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GDP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방향성은 유지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오히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중요해 지고 있음은 삶에 대해 달라진 우리나라 문화 변화

된 요소이다.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수를 구분해 보면 출국자수가 55～

60%, 입국자수가 40～45%를 차지하고 자국 항공사를 선호하는 소비

특성상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아웃바운드 수요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이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는 한번만 왔다갔다 하는 point-to-point여

행수요에 특화되어 있어 아웃바운드 여객매출 비중이 80% 이상을 차

지한다. 이러한 LCC들의 외형확대와 맞물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시

장은 출국수요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최고운, 2018) 이러한 라이프스

타일과 문화의 변화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시장의 성장을 뒷받침 하면서

항공자유화에 따른 국제여객운송 및 국제여객의 증가는 유의미하게 해

석되었지만 대상국민의 입국자수는 그 방향성은 입증되었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값은 가지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항공자유화로 인한 항공운송시장 개방과 시장경쟁을 통

해 우리나라 항공산업 시장에 긍정적인 형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구매력의 차이(우리나라 1인당 GDP ppp/상대국 1인당 GDP ppp)

가 그 방향성(-)은 맞으나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남으로 개인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항공여객의 흐름이 발생된다 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항공시장이 아웃바운드 수요(출국수요)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IATA 사무총장 겸 CEO인 알렉산드

르 드쥐니악(Alexandre de Juniac)은 항공은 자유의 사업(Business of

Freedom)이라는 탁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항공은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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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거리적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게 해준다. 항공은 세계화

를 가능하게 하여 사람들을 빈곤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

임을 보여줬다. 물론 우리는 더 포괄적인 모델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보호주의 정책이나 무역 전쟁으로는 이를 얻을 수 없다. 번영은

사람의 이동과 무역의 국경 개방으로 찾아올 것이다. 이를 더 큰 소리

로 자주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항공자유화는 양국

국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항공여객시장의 성

장을 견인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동 연구에서 항공기, 배 등의 교통수단의 분류가 어려워 대상국적민

이 국내에 입국 한 여객 수를 모두 활용하고, 14개국 데이터만 사용한

한계가 있지만, 항공자유화가 국내 항공기 운송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

치면서 항공기 운항 편수 및 국제여객수를 증가 시키는 요인임을 실증

분석 한 것으로 연구의 의미는 있겠다.

또한, 중국의 사드보복 같은 정치적인 변인에 따라 2017년 중국노선

취항중단사태 등으로 데이터 확장에 한계도 있다. 항공산업은 他 교통

분야에 비해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영향 및 산업의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수요에 영향을 비치는 변수의 설정에 많은 어려움을 수반

함에 따라 경제환경이나 기타 제반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다

양한 정치․사회(문화)․경제변수와 자연재해, 질병 등과 같은 우발변

수들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향후 항공자유화와 대상 인구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

화)․경제변수와 자연재해, 전염성 질병 까지 포함하여 국내 여객. 국

내 유입 외국인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시행되면 국내 항공 정책 중 하

나인 국가간의 항공자유화 협정 정책이나 국민 여가활동 증진에도 많

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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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kies on International

Transport

Kang, Jae Seok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member of global aviation policy nations,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tinuously carrying forward to sign the Open skies agreement with

several countries in the world. As a result, Republic of Korea has conclude

the agreement with 29 countries on both passengers and cargoes, 2 countries

on passengers and 11 countries on cargoes as of December 2016.

However, there were not enough studies in detail about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Open Skies agreement. Thus, to address these restrictions on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propos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22

years of the panel dataset of 14 countries among 31 countries that have

concluded the Open skies agreement with Republic of Korea, excluding

countries that have no direct route or recently concluded the agreement with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designated flight numbers, inbound

traffics to Korea of the target countries with the agreement, numb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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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ngers between the target countries and Korea, and populations of the

target countries as control variables.

In previous studies, the GDP of the country was generally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nevertheless, this study has additionally designated PP

per capita GDP (GDP ppp per capita / per capita GDP ppp) as a dummy

variable to prevent the results from over or under estimating.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Open skies agreement was a factor that

greatly affects the aviation industry of Republic of Korea, however, in the

case of using the population of the target countries as a control variable, it

i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purchasing power directionality (-) is correct

but not significa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e empirical analysis that

open skies is a factor that greatly affects the aviation industry of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 differences in purchasing power of individuals other

than the existing GDP and the number of people in the target countries

have demonstrated the effect on the aviation industry, thus further

diversifying the relevant studies.

keywords : Open skies, International Passengers, GDP per

capita ppp

Student Number : 2018-22327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항공자유화
	제 2 절 선행연구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분석의 틀
	제 2 절 변수의 정의
	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모형
	제 4 절 분석방법

	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제 1 절 기초통계량 분석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제 3 절 패널데이터 분석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startpage>8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제 1 절 항공자유화 3
 제 2 절 선행연구 13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17
 제 1 절 분석의 틀 17
 제 2 절 변수의 정의 18
 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모형 25
 제 4 절 분석방법 27
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31
 제 1 절 기초통계량 분석 31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34
 제 3 절 패널데이터 분석 37
제 5 장 결론  50
참고문헌  54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