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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항공운송시장은 경제규모의 급성장, 항공자유화 확대정책, FTA

확대에 따른 교역 증가 등으로 항공운송 수요가 급속히 팽창하고, 항공

사간의 제휴, 저가항공사의 등장, 항공기 운항의 효율화, 일반항공의 성

장 등으로 산업의 여러 가지 구조 및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변 중국과 일본의 기존 저비용항공사를 비롯한 신생 저비용항공사들

이 국제선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은 자국 또는 다

른 나라의 대형 항공사, 저비용항공사들 간의 합작 형태로 설립됨에 따

라 안정된 자본과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을 위협

하고, 비즈니스 항공기 운항 증가에 따른 일반항공 인프라 구축 등 각

나라마다 새로운 항공운송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급변하는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연구는 대

부분 특정 요소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의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으

나, 본 논문은 현재의 국내 항공운송 산업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나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 요인들에 대하여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

델을 활용하여 거시적이면서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시장 특징은 1000명당 출발여객의 순위는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고, 국내 항공사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으나, 공급

좌석과 관련된 시설 인프라 부분은 경쟁순위가 하향하고 있으며, 항공운

송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다이아몬드 모델 4요소 중 우리나라는 관련 및

지원 산업에서 매우 약한 구조의 비정형 모형으로 나타났다.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규모는 성장했으나 외국 저비용항공사에 비

해 고비용 구조로 가격 쟁쟁력이 취약하고 국내 산업기반 부족으로 대부

분 항공기정비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즈니스항공, 항공 레져 등의

일반항공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 하였다.

항공기 운항을 위해 지상에서 지원해야 할 요소들 즉 항공기 정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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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등의 분야는 해외 항공운송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FBO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일환인 것들로서 일반항공의 발달을 계기로 FBO 업체

가 성장한 후 여객 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

지만 우리나라는 일반항공의 성장 없이 대형항공사의 독점 및 복점으로

인하여 FBO 업무 자체가 대형 항공사만이 수행 할 수 있는 항공운송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FBO를 일반항공에만 국한하여 생각하고 그 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들이 FSC와 저비용항공사의 운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공항 내에서 수행 하는 업무들은 일반항공뿐만 아

니라 상업용 항공기에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는 업무들이기에 우리나라에

서는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해 FBO업무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우선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하는 것들은 항공기 정비가 해

외에 의존하는 저비용항공사들의 항공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공기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정비 격납고 시설과 같은 시설 인프라와, 항공기 수량

증가에 따라 필요한 조종사 등의 인적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개선이 이

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의 모태로 볼 수 있는 일반항공 성

장을 위해 일반항공기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항공기 증

가에 따라 꼭 필요한 것으로서 주변국가에서 요즘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 정비 산업의 육성 전략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비록 관련 및 지원 산업을 민간항공활동내로

한정 하였지만 지금까지의 논문과 다르게 항공운송산업중심으로 항공기

운항 지상지원 분야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이 이루어 진 점에서 큰 의

미가 있다

주요어 : 항공운송산업, FBO, 저비용항공사, 일반항공, 항공기운항지원

학 번 : 2014-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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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글로벌 및 국내 항공운송시장

최근 항공운송시장은 경제규모의 급성장, 항공자유화 확대정책, FTA

확대에 따른 교역 증가 등으로 항공운송의 수요가 급속히 팽창하고, 항

공운송산은은 점차 항공사간의 제휴, 저가항공사의 등장, 항공기 운항의

효율화, 일반항공의 성장 등에 의하여 산업 구조 및 환경이 급변하고 있

는 상황이다.

1978년 미국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자유화가 지

속적으로 추진되고, 항공노선, 비용 등이 시장 논리로 적용됨에 따라 저

비용 항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항공사의 출현과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세계정기항공사 수송실적은 여객 수 기준 2005년 2,119 백만명

에서 2013년에는 3,103 백만 명으로 매년 약 5%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 유효 좌석 킬로미터 (ASK1), Available Seat-Kilometers)도 2012

년 대비 약 5%가 향상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ICAO2), Annual

Report 201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 운송시장도 과거 30년 전에는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세계 항공시장의 84%를 차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체

1) ASK(공급좌석킬로미터) : 1좌석킬로미터란 한 좌석으로 1킬로미터 비행함을 의미하

며, 공급좌석킬로미터는 각 비행구간에서 판매 가능한 좌석수를 구간거리로 곱한 합계

2)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ICAO) :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UN 산하 전문기구

로서 ICAO 이사국은 항공선진국으로 구성된 1그룹 10개국 항공 산업의 규모가 큰 2

그룹 11개국 지역대표성이 강한 3그룹 12개국 등 모두 3개 그룹 33개국으로 우리나

라는 3그룹 이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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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9%의 비중에 불과했으나 북미와 유럽의 비중이 1972년 84%에서

2012년 각각 27%로 줄어들었고 과거 9%에 불과하던 아시아/태평양 지

역이 30%까지 성장하며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항공운송시장이 급변하고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이제 세계 항공

운송산업에서는 저비용항공사의 신규 진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 세

계화 및 다 국적화로 위한 항공운송 증가, 관련 인프라 개선, 국적 항공

사의 경쟁력 향상 등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9년 민영화 조치 이후 항공운송이 독점으로 이루어지다,

1988년 아시아나 항공의 진입 허용으로 복점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 후

글로벌 항공 운송시장에서 새로운 변화 중 하나인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의 두드러진 성장과 함께 국내에도 2005년 처음으로

LCC가 시장에 진입하여 국내선의 점유율이 2007년 6.5%에서 2012년

43.8%로 급성장하였다.

국제선 취항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복점해오다 2009

년 제주항공을 시발로 현재는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에어인

천 항공사가 진입 하여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수송 점유율이 2009

년 0.47%에서 2013년 9.6%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국내 항공운송시장에

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 취항 외국 항공사는 1989년 말 기준 17개에서 2014년 하기 스케

쥴 기준으로 73개 항공사가 32개 국적 217개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항

공자유화 협정이 지속됨에 따라 LCC 항공사를 포함하여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항공기의 국내 등록현황은 1990년에 177대, 2000년 266대가 등록 되어

운항되어오다가 항공운송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2014. 5월 기준 632대

가 등록되고 사용 중이다. 각 항공기는 운송용, 사용사업,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운송용을 위한 비행기는 632대 중 308대로 등

록된 항공기 중 약 50%가 운송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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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우리나라 항공기 등록 현황

구 분 운송용 사업용 비사업용

항공사
대한항공 외 11개사

하나항공 등 52개사 교육기관,정부기관 등
국내,국제 소형

비행기 286 22 159 165

* 출처 : 항공진흥협회(2014), 『포켓 항공현황(2014)』, p.63 인용 재구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세계화·다국적화에

따른 항공기 운송수단 발전 등으로 국제적으로 항공기가 점점 늘어나는

항공운송시장은 국가 간이나 항공사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 국

에서는 항공협정체결, 현대사회 특징을 반영한 항공정책 수정보완,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항공운송산업을 지원하거나 정책을 보완하며 자

국의 항공운송산업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항공운송사업자들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항공사간 제휴, 서비스 품질 향상과 더불어 비용절

감 운영 등 효율적인 경영으로 항공운송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

이다.

2.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항공 산업의 다양화 및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 국제 위상 강

화 등으로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의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과 지

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항공자율협정 체결이 확대되고 저비용항공사(LCC)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2009년 취항 항공사 수는 55개사에서 2014년

81개사3)(국적 8개사, 외항사 73개사)로 5년 사이에 40% 이상 증가하며

항공운송 시장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3) 항공진흥협회(2014),『포켓항공 현황(2014)』,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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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지역의 높은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항공운송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일본 등의 기존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한 신생 저비

용항공사들이 국제선 진출이 많아지고 있고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은 자국

의 대형 항공사와 혹은 말레이시아, 호주 등의 대형 저비용항공사들 간

의 합작 형태로 설립됨에 따라 안정된 자본과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우

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저비용항공사들의 파격적인 운임할인, 공격적인 마케팅에

의한 시장 확대, 비즈니스 항공기 지원시설 구축 등 경쟁이 가속화 속에

서 우리나라 항공순위는 2009년 세계 8위에서 2013년 6위로 상승하였지

만 여객수송은 세계 13위에서 세계 16위로 하락하고, 저비용항공사의 점

유율이 세계 저비용항공사 점유율 평균 이하, 최근 환승율의 저하, 좌석

공급율 하락, 비즈니스항공기의 운송 증가에 따른 대응 부족 등 중장기

적 항공운송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은 미흡하기에 우리나라 항공운

송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규모는 성장했으나 외국 저

비용항공사에 비해 고비용 구조로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고, 주변 국가의

공격적 시장 확장으로 영업 여건이 좋지 않은 실정이며, 항공운송시장

성장에 따라 제작, 정비 산업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 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기반 부족으로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비즈니스항공, 항공 레

져 등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력과 인프라 등 운영과 관

리 기준이 미흡하다.

지금까지의 대부분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연구는 항공운송 산업 중 특정

요소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의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본 논문

은 현재의 국내 항공운송 산업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한 후 취약한 부분

에 대하여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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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범위

항공 산업(Aviation Industry)에 대하여 허희영(2009)은 항공기의 개발,

제작, 시험비행, 운항, 상업적 운송활동 등을 포괄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

으나 항공기술의 발달과 운송활동의 확장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항공

산업은 항공운송산업(Air Transport Industry)과 항공우주산업(Aerospace

Industry)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2] 항공 산업의 분류

항공운송산업

(여객,화물)

정기항공

부정기항공

전세항공

일반항공

항공산업

항공우주산업

항공기제작산업

우주산업

방위산업

유문길 외(2008)는 항공운송산업의 형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여객 및 화

물을 운항하는 정기항공과, 정기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특정지점 사이

의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부정기항공, 그리고 전세항공과 상업항공

운송과 항공기 사용사업 이외의 항공활동으로 이용되어지는 일반항공으

로 구분 하고 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의 제작산업, 우주산업, 방위산업으

로 세분화 하였다.

항공운송은 여객과 화물을 국내외 항공기로 다른 공항까지 운송하는 것

으로 항공사에 의한 상업적 목적의 기업 활동 이지만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경제상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국가적으로 인프라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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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스템이 해당 국가에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성장 가능한 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를 기반으로 한 항공 산업 중 항공운송분야에 대

하여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항공운송산업 현황을 조사해보고

항공운송분야의 주요 내용들을 연구 모델을 활용하여 항공운송 선진국과

서로 비교해 보고 경쟁력 순위 및 기타 변동 현황을 조사 분석을 실시하

였다.

상호 비교 조사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소를 도출 해보고, 우리

나라의 항공운송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국내 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항공운송산

업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세계 시장에서 발전 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항공운송분야 중에서도 여객 운송으로 한정하며 항공운송

여객은 주변 산업이나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주변 영향 요인들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비행장이나 공항

내에서 항공기가 운항을 위해서 지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원 요소들에

한정하여 조사가 진행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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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제 1 절 이론적 고찰

1. 민간항공 활동(Civil aviation Activity) 구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Working Paper4)에서 민간항공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표 2-1] 민간 항공활동의 분류 및 정의

구 분 정 의

Commercial air
Transport
service

여객, 화물, 우편물 수송을 위해 요금을 받거나 대여를 하는
항공기 운항 서비스

General
aviation

범용 항공은 통계적인 목적으로 정의되며 Instructional flying,
Business flying Pleasure flying, 촬영/답사/감시/광고 등 다른 분야의

업무 지원을 위한 용도(Aerial work) 등으로 분류

Airport
services

비행장 : 항공기의 도착, 출발, 이동을 위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물, 설비, 장비 등을 포함한 대지 또는 수면지역

국제공항 : 체약 국가에 의해 지정되고 국제 항공 교통을 위한
출발과 도착이 가능하며 세관, 출입국, 기타 절차를 수행하는 공항

Air Navigation
services

항공교통관리, 의사소통, 운항 감시시스템, 항공운항을 위한 기상
서비스, 검색 및 구조, 항공정보서비스 등을 포함

Civil aviation
manufacturing

민간항공기 제작

Aviation
Training

승무원에 대한 교육 및 운영을 수행

Maintenance
and overhaul

유지관리 : 점검, 검사, 교체, 결함 조정 등을 포함하여 항공기가 안전
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과업수행

교체 :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 가능하도록 항공부품 복원

Ground
handling

지상 관리감독, 여객 처리, 수하물 처리, 화물 및 우편물 처리,
항공기 서비스, 연료 처리, 항공기 유지관리(조명관리 등), 항공기

운영, 승무원 관리, 노면교통, 기내식 서비스 등

* 출처 : ICAO (2009) 인용 재구성

4) ICAO(2009), “Review fo the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s used for civil aviation

activities”, Work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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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민간항공 활동 구분(ICAO)

* 출처 : ICAO (2009) “Review fo the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s used for civil
aviation activities”, Appendi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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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사업의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항

공법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정기·부정기에서 면허제인 “국내항공운

송사업”, “국제항공운공사업”,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였다.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법 제115조의 2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 지원 및 정비관리 지원 등 안전

운항 체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검사를 받고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을 시작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운송용 항공기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국내·국제 8개, 소형 5

개 업체가 30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여 활동5) 중에 있다. 그리고 우리나

라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 632대 중 약 50%가 운송용으로 이용되고 나

머지는 사업사용, 정부기관 등 비사업용6)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2-3] 국내, 국제항공 운송 사업자 면허기준

구분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1. 자본금
법인: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75억원 이상

법인: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200억원 이상

2. 항공기

가.대수

나.능력

다.좌석 수

1대 이상

(1) 계기비행능력7) 보유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

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20석 이상

(국제화물운송사업은 제외 한다)

3대 이상

(1) 계기비행능력 보유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조종실과 객실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20석 이상

* 출처 : 항공법

5) 항공진흥협회(2014),『포켓항공 현황(2014)』, p282 – 283, ‘14. 4월 기준

6) 항공진흥협회(2014),『포켓항공 현황(2014)』, p63 , ‘14. 5월 기준

7) 유시계(有視界) 비행과 같이 조종사의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항법 무선에 의해서

항공기의 항행부터 비행장의 착륙까지를 안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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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우리나라 국제, 국내운송사업자 현황

구 분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에어인천

면허일 `62.11.30 ‘88. 2.24 `05.8.25 `08.4.5 `08.6.11 `08.8.6 `05.3.31 ‘12.5.22

최초

취항일
`69.3.1 ‘88.12.23 `06.6.5 ‘08.7.17 ‘08.10.27 `09.1.7 `05.8.31 ‘13.3.5

영업범위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제

항공기

- 여객기

- 화물기

148대

120대

28대

83대

72대

11대

15대

-

11대

-

12대

-

8대

-

7대 -

2대

* 출처 : 항공진흥협회(2014),『포켓항공 현황(2014)』, p.282

3. 국내 항공기 운항 관련 사업

1)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법 제2조 제35에서 “항공기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

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

또는 사진촬영, 그 밖에 특정목적으로 위하여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지도 등을 만들기

위한 항공측량 업체, 조종 교육사업 및 렌탈 사업 등이 항공기 사용사업

으로 주로 등록되어 있고 51개 업체가 항공기 159대로 활동8) 중에 있다.

2000년 이전에는 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었지만 2010년에는 30개 업체

에서 2014년에는 51개 업체로서 4년 사이에 70% 수준의 업체가 증가 하

였다.

8) 항공진흥협회(2014),『포켓항공 현황(2014)』, p284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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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우리나라 항공기 사용사업 등록기준

구 분 기 준

1. 자본금 법인: 납입자본금 7억5천만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1억2,500만원 이상

2. 기술인력

가. 조종사

나. 정비사

항공기 1대당 한 명 이상

항공기 1대당(같은 기종인 경우에는 2대당) 1명 이상. 다만 보유 항공

기에 대한 정비능력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자에게 항공기 정비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항공기

가. 대수

나. 능력

1대 이상

해상비행 시 자동위치측정능력의 보유

4. 보험가입 보유 항공기마다 기체보험, 제3자 보험 및 승무원보험

* 출처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61

[표 2-6] 우리나라 항공기 사용사업자 현황

구 분 2000년 이전 2000년 - 2010년 2011년 - 2014년

사업자 9개 업체 21개 업체 21개 업체

* 출처: 항공진흥협회(2014), 『포켓항공 현황(2014)』 인용 재구성, ‘14. 4월 기준

2) 항공기 취급업

국내 항공법 제 7장 제 137조에 “항공기 취급업”이라함은 항공기의 정

비 또는 수리, 개조(이하 “정비 등”이라한다)를 하거나 급유, 하역 기타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이라 명시되어있다. 지상조업이란 OECD 보고서

중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정 이후 항공운송분야의 발전”에서는 “공항에

서 항공기의 도착과 출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라고 말한다. 그러나

“항공교통관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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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의한 지상조업은 “터미널 조업과

램프 조업으로 구분되며 통상 항공기 정비 및 수리는 포함되지 않는데.

단, 소위 운항정비 같은 경정비는 지상조업의 일부로 고려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취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항공법 제13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현재 25개 업체가 등록되어 운영 중으로 취급업종은 급유업, 하역업, 지

상조업이 되겠다.

[표 2-7] 항공기 취급업 등록기준

구분 기준

1. 자본금 가.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2. 장비

가. 항공기급유업

나. 항공기하역업

다. 지상조업사업

- 서비스카, 급유차, 트랙터, 트레일러 등 급유에 필요한 장비. 다만,

해당 공항의 급유시설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장비는 제외한다

-터그카·컨베이어카, 헬더로우더, 카고 컨베이어 등 하역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만 해당한다)

-토잉 트랙터,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스텝카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만

해당한다)

* 출처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62

한편 국제항공운송협회9)(IATA)의 IGHC10)(IATA Ground Handling

Council)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한 내용은 없으나 여객, 운항, 수하물, 화

물, 램프, 보안, 기내식, 항공기 청소 등 모두 8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

며, “지상조업은 공항의 여객/화물 터미널의 여객화물의 수속 및 램프,

9)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IATA): 국제 민간 항공의 안전과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동업자 간의 협력의 장을 제공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국제기관과 연대 제휴할 것을 목적으로 발족한 협회

10) IGHC(IATA Ground Handling Council, 국제항공운송협회 지상조업협의회) : 국내

K사를 비롯하여 항공사 및 항공조업사의 협의체로 IATA의 Working Group 중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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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화물의 탑재/ 하기, 항공기 급유, 항공기 내외부 청소, 기내식 조

리 및 탑재·하기, 기용품의 세탁, 유지보수, GSE(Ground Service

Equipment) 장비의 유지보수 등 공항에서 항공사 및 승객, 화물에 서비

스가 제공되기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강호준(2012)은 “지상조업이란 항공기의 도착에서 출발까지 항공기, 탑

승객, 화물/우편 등의 수하물과 관련된 복잡 다양한 업무들의 처리절차

로 항공기의 재 운항을 위하여 공항에서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라고 정

의하고 있다.

이민우(2011)은 지상조업에 대하여 “지상조업은 항공운송산업의 한 분

야로 생산 설비인 해당 장비를 운용하여 무형재(Immaterial Goods)인 항공

운송보조서비스를 고객 항공사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한 요금으로

수익을 얻는 일종의 공익성에 우선을 둔 생산 활동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3) 항공기 정비업

항공법 제2조 제37호에서 “항공기 정비업”이란 항공기 등, 장비품 또

는 부품의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항공기 정비업 등록은 2014년 기준

3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등록기준만 유지하고 군용기를 정비하거나

경미한 운항정비가 대부분이다.

[표 2-8] 항공기 정비업 등록기준
구분 기준

자본금
가.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가. 인력: 유자격정비사 1명 이상

나. 시설: 근무인력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 정비작업장

(정비자재보관 장소 등을 포함한다) 및 사무기기

다. 장비: 작업용 공구, 계측장비 등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

(수행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장비로 한정한다)

* 출처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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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교육 및 훈련기관 현황

우리나라에서 항공종사자의 전문 교육은 조종사 양성, 정비사 양성, 관

제사 양성, 경량항공기 조종사 양성 교육, 항공종사자 직무관련 훈련원이

있으며 각각의 기관 및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9] 정비사 양성 교육기관

구 분 교육기간 지정일 능력(명) 비 고

항공기술교육원
(항공대부설) 2년 이상 ‘93.1.21 120

항공기술교육원
(한서대부설) 3년 이상 ‘07.4.6 30

폴리텍 항공대 2년이상 ‘01.12.12 48

대한항공
2년 이상 ‘93.1.21 75

6월 이상 ‘96.11.20 90 이공계대/전문대졸업자

아시아나항공
2년 이상 ‘95.4.6 90

1년 이상 ‘08.12.3 30 이공계대/전문대졸업자

한서직업 2년 4월이상 ‘98.7.28 90

한국에어텍 2년 이상 ‘99.3.15 120 헬리콥터과정 포함

국제항공기술훈련원 2년 이상 ‘99.12.17 90

아세아항공직업 2년 이상 ‘10.12.13 260

한국항공직업 2년 3월이상 ‘06.3.10 240 헬리콥터과정포함

공 군 5년 10월이상 ‘06.3.10 90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3년 이상 ‘11.12.21 240

경북항공고등학교 3년 이상 ‘14.2.20 80

* 출처: 항공진흥협회(2014), 『포켓항공 현황(2014)』, p.144, ‘14.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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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조종사 양성 교육 6기관 및 교육과정

구 분 교육과정(능력)

항공대
수색 자가용 조정사, 사업용조정사,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울진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정사, 계기비행, 등급추가, 조종교육

한서대
태안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조종교육증명

울진 자가용, 사업용, 계기비행, 등급한정

공군 사업용조종사, 조종교육증명, 계기비행증명

육군 사업용조종사, 계비비행증명

해군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조종교육증명, 계기 및 조종교육증명

항국항공직업

전문학교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계기비행증명, 계기사업용통합, 등급한정

추가, 조종교육 증명

* 출처: 항공진흥협회(2014),『포켓항공 현황(2014)』, p.142 인용 재구성

4. 항공기 운항 시설 인프라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공항시설은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에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1] 공항시설의 구분 및 해당시설

구 분 해당시설

기본

시설

활주로,유도로,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 시설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 및 경비 보안시설, 이용객에 대한 홍보 및 안내시설

지원

시설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

운항관리시설,의료,교육훈련,소방,기내식제조공급 등을 위한 시설

공항운영, 유지 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관리시설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 근무자 후생복지시설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 전시 및 관람시설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방음벽,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상하수도 시설, 전력 통신 냉난방 시설,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관리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및 기타

*출처 : 항공법 시행령 제10조 공항시설의 구분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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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문헌연구

1. 선행연구

최근 항공운송사업은 국내·외적으로 항공자유화, 저비용항공사 증가

등으로 세계의 항공여객 세계의 항공여객 수요는 연평균 5% 내외로 지

속 증가하고 있어 항공운송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들은 많이 있

다. 하지만 기존 문헌들은 대부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특정 요소들만으

로 연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차봉준(2010)은 “항공자유화라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은

증가하지만 항공사들의 경쟁은 치열함으로 주변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

어 양자간 항공자유화의 전면적 추진, 다자간 항공자유화 추진, 역내 항

공사간의 협력 강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신윤숙(2009), 이태규(2012)는 항공자유화에 따른 저비용항공사 점유율

의 증가함에 따라 저비용항공사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과 저비용 항

공사의 참여에 따른 수요이전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저비

용 항공사의 도입이 대형항공사의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기에 저비용항공

사의 중장기적인 필요성과 수요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며 철저한

저비용, 저 운임 구조의 저가 항공사들 지원을 위해 중장기적인 저비용

항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요약 된다.

이강석(2009)은 “한국의 저비용항공사의 안전 향상을 위한 안전정책을

제시하며 여기서 항공기의 안전과 숙련된 조종사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비즈니스 항공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김경

호(2010년), 김평수(2011)는 주변국가에 비해서 비즈니스 항공기 분야의

인프라 및 자원 등의 국내 현황이 아주 빈약하다고 지적하고 국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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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비, 인력에 대한 내용으로서

고만환 외(2011)와 윤용현(2012)은 항공 MRO 사업이 세계항공산업의 중

요한 하나의 축으로 인력, 시설,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기상 외(2011)는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은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항공기를 운용하는 조종인력은 다른 직종과 달리 양

성하기에 많은 비용과 교육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조종사 양성이 세계

항공운송 산업 성장 속도보다 늦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

다”고 한다.

항공운송산업 분야의 특정 한 요소 외 거시적인 차원에서 연구된 내용

으로서는 이기상 외(2009)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완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항공운송정책의 방향의 설정, 불필요한 규제 삭제, 환경변화에

대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접근, 항공 인프라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김표종 외(2013)는 다아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항공운송산업의 국

가경쟁력 비교분석으로 동북아시아 한중일 3개국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을 비교 하였다. 여기서는 국가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 및 측

정지표에 대한 자료축적이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비교대상

국가가 일본과 중국만 시행 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김효종 외(2013)는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비교를 위하여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으로 하여 동북아 한중일 3개국을 비교하였고 “생산요소와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

고 있으며 중국보다는 앞선 경쟁력을 갖는 것이 나타났다”는 연구 내용

이 있었다.

조수평(2013)은 중국은 “제12차 경제개발 계획과 중국 민용 항공 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등을 통하여 일반항공과 비즈니스항공, FBO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공항부족, FBO 수요부족, 자원부족, 법규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아시아의 FBO산업은 중국의 주도하에 발전 될 것”이라

고 말하고 있다



- 18 -

2. 항공운송시장

1) 글로벌 항공운송시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가입국의 항공여객 수송실적은 2005년 이후

여객이 매년 년 평균 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선 여객은 2,957 백

만 명으로 년 평균 7%이상 증가하고 있다. ICAO(2013)에 의하면 2012

년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수송실적(여객킬로11) 기준)이 30%

로 북아메리카나 유럽보다 높았다.

[표 2-12] ICAO 세계 정기항공사 수송실적

구분
여객수

백만명 증감률(%)

국내선

+

국제선

2006년 2,238 5.6

2007년 2,434 8.8

2008년 2,470 1.5

2009년 2,461 -0.4

2010년 2,675 8.7

2011년 2,838 6.1

2012년 2,970 4.6

2013년 3,103 4.5

국제선

2006년 796 9.3

2007년 879 10.5

2008년 913 3.9

2009년 925 1.3

2010년 1,024 10.6

2011년 1,111 8.5

2012년 1,177 6.0

2013년 1,238 5.2

*출처 : Airportal 시스템 “ICAO, Annual Report 2014” 기준

11) 흔히 여객운송실적을 이야기 할 때 여객 톤킬로(Passenger Tonne-Kilometers) 및

여객킬로(Passenger kilometers)로 사용되며 여객 톤킬로는 여객을 무게단위로 환산

하여 운항거리를 곱한 합계이며 여객 킬로는 운항구간의 여객 수에 운항거리를 곱

한 합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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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세계 지역별 여객킬로 점유율

(단위:10억 여객킬로)

구 분 아프리카 아태지역 유럽 중동 북미 라틴/카리브

2009년 98 1,150 1,191 282 1,331 190

2013년 134 1632 1,784 500 1,505 302

*출처 : Airport 시스템 “ICAO Annual Report 2010, 2014” 자료로 재구성

세계 지역별 여객킬로 점유율을 보면 2009년도에는 북미지역이 세계적

으로 3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유럽이 28% 수준의 운송시장을 점유하

고 있었으나, 항공운송 자유협정 등 항공시장이 변화됨에 따라 2013년도

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 항공 수송의 31%를 차지하면서 세

계 최고의 시장이 되었다.

[그림 2-1] 세계 지역별 여객킬로 점유율 변화

20009년도 2013년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2011∼203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을

4.6%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수요예측에 따르면

2013∼2017년 동안 연 평균 5.4% 성장률을 예측 하는 등 대부분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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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항공기 제작사에서 향후 여객 수요를 5% 기준으로 예측하고 있

으며, 특히 중국아 아시아의 높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표 2-14] 세계 여객 수요 전망

발표기관 발표기준 예측기간 연평균성장률(%)

ICAO 국내선+국제선 여객킬로미터 2011-2030년 4.6

IATA 국내선+국제선 여객킬로미터 2013-2017년 5.4

ACI 국내선+국제선 여객킬로미터 2012-2031년 4.1

Airbus 국내선+국제선 여객킬로미터 2012-2032년 4.7

Boeing 국내선+국제선 여객킬로미터 2012-2032년 4.1

*출처 : 국토교통부(2014),『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p.24 재인용

2) 국내 항공운송시장

우리나라 항공여객 운송실적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선 여객

22,353천명, 국제선 여객 50,967천명의 실적을 보였다. 과거 5년 대비 평

균 증가율이 국내선 여객은 5.6%, 국제선 여객은 7.6%이며 국내선 여객

증가율 보다 국제선 여객 증가율이 높았다.

[그림 2-2] 우리나라 항공 여객수송 및 운항 실적 추이

*출처 : Airportal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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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 증가율은 국내선 운항(2013년 실적:162천회)은 평균 3.9%

국제선 운항(2013년 실적:339천회)은 평균 6%로 여객의 증가율보다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선 여객실적 중 대형 항공사의 점유율은 51.8%, 저비용항공사의 점

유율이 48.2%이며 국제선 여객수송 비중은 대형 국적사(대한항공, 아시

아나항공)가 55.6%,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9.6%로 국적 항공사의 점유율

이 65.2% 이며 나머지 34.8%는 외항사의 점유율이었다.

항공기 이용 여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

의 국제선 취항이 200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 항

공사가 국내에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9년 34.4%에서 2012년 33.3%,

2013년에는 34.8%로 외항사의 점유율은 큰 변동은 없다.

[표2-15] 국제선 여객 및 국내, 외항사 점유율 변경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여객 21,997 26,636 28,136 31,800 33,261

국

적

대형 65.2% 64.2% 61.6% 59.1% 55.6%

저비용 0.47% 2.3% 4.3% 7.5% 9.6%

외항사 34.4% 33.5% 34% 33.3% 34.8%

*출처 : Airportal 시스템 인용 재구성

국민소득의 성장과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

라 국제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전망하고 국내선 여객수요도

KTX 등의 영향으로 2007년까지 감소하다 주 5일제 실행 및 여가생활

추구, 제주노선의 확대,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으로 200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국제선 여객 운송에서도 저비용항공사의 노선 참여 지방공

항 거점으로 국제노선 개설 및 확대 등으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향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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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국제선 수송 분담 변화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내여객 수요는 국민소득 성장, 내국인 해외여행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국제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표 2-16] 국내 여객 항공운송실적 예측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국내여객 24,384천명 27,110천명 26,435천명

(증감율) (3.8%) (2.1%) (-0.5%)

국제여객 61,625천명 84,540천명 107,503천명

(증감율) (9.0%) (6.5%) (4.8%)

*출처 : 국토교통부(2014),『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p.2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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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항공운송산업 변화

1. 항공자유화 확대

항공운송산업은 초기에는 독점구조로 많이 유지되어 오다가 1980년대

국제적으로 규제 완화와 자유화 요구와 ICAO, WTO, APEC등 국제기구

를 통한 다자간 항공자유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21C 항공운송산

업은 항공자유화를 통한 각국의 경제성장을 추구 하고 있다.

그 단초는 미국의 1978년 미국이 자국의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신규 규제와 서비스, 운임 등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 정책을 시작으로 미국, 단일항공시장으로 통합이 완성된 EU, 호주-뉴

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의 단일항공시장의 가속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적 항공 블록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항공운송산업의 변화와 국내 각 산업분야에서의 규제완화에 동

반하여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분야도 항공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페루, 마카오, 스페인, 라오스, 에콰도르, 파라

과이, 파나마, 홍콩, 아르헨티나 9개국과 추가로 항공자유화에 합의12) 하

여 2014년 11월 기준 여객 화물 26개국, 여객 1개국, 화물 13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13)이 체결되었다. 항공자유화라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시장진

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항공운송 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12) 국토교통부(2014),『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 p6

13) 전 항공노선에 대한 진입개방, 전노선에 대한 항공 사수 및 운항 편수를 무제한 허

용, 이원권의 자유화, 운임설정의 자유화, 전세기 운항의 자유화, 코드공유운항기회의

개방 등 국제 항로상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여 항공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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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 성장

각종 항공관련 규제완화조치는 자연스럽게 항공운항시장의 자율화를

증대시키면서 치열한 자유경쟁체계로 돌입하게 되었다. 1978년 미국이

항공 규제 완화조치를 통해 항공운임결정을 민간항공위원회 (Civil

Aeronautics Board : CAB)의 승인 없이 항공사 자체로 5%증가에서

50% 감소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신윤숙, 2009)할 수 있게 함으

로써 항공사 간에 운송시장에서 경쟁이 시작하게 되었다.

[그림 2-4] 세계 저비용항공사의 공급좌석 점유율

*출처 : 『항공시장 동향 제26호』, p.99

2012년 6월 기준, 전 세계 50개국에서 126개의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가 운항하고 있다 지역별 저비용항공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13개국 51개 항공사가 운항 중에 있다. 이

러한 저비용항공사의 시장 진입확대에 세계 여객의 저비용항공사의 비중

은 2001년 기준 8%에서 2013년에 26.3%로 3배 이상 증가 하였다.

[표 2-17] 지역별 LCC 현황

구 분 북미 남미 유럽 아태지역 중동 아프리카

현 황
2개국

12개

4개국

9개

23개국

39개

13개국

51개

5개국

4개

50개국

11개

*출처 :　CAPA (http://centreforavi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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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처음으로 저비용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한 후 이

후 대형 항공사와의 경쟁체재를 구축하면서 국내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

로 성장 하고 있지만, 국제선 분담율이 약 7% 수준으로 세계 평균 27%

와 비교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림 2-5] 우리나라 LCC 여객 수송 변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 1월)

[그림 2-6] 우리나라 LCC 운항횟수 추이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 1월)

저비용항공사는 단순한 가격구조 및 저원가 전략을 통한 저 운임으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런 LCC 모델은 FSC(Full Service

Carriers)보다 평균 단위 비용의 30∼40%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가경

쟁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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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BO(Fixed base operator) 활동 성장

미국연방항공국(FAA) 권고회람 AC 150/5190-7 상용 항공활동에 대한

최소 기준 (Minimum Standards For Commercial Aeronautical Acti

vities) 에서는 “FBO를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에서 급유, 격납, 계류, 주

기, 항공기 임대, 항공기 정비, 비행 교육 등의 항공기 운항 서비스를 제

공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로 정의”14)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법상 FBO에 대한 정의는 없고 업무범위는 항공기 정

비업과 항공기 취급업에 해당되나 정확하게 정의하지는 못 한다

FBO 용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군용기의 민간전용으로 항

공기들이 도시 외곽의 평지를 돌며 운영되던 것을 점차 비행장을 거점으

로 운영 되었고, 이에 따라 급유,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은

비행장에 정착하게 되었고 1926년 항공 상업법 제정 이전 비 정착형 비

행업과 차별하기 위해 FBO (Fixed base Operator, 정착형 운항지원사업

자) 라고 불러지게 되었다.(한국공항공사, 2011)

FBO의 주요기능은 일반항공15)의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분야의 서비스

를 지상에서 제공하는 업체를 말하며 원래는 일반항공의 성장과 함께 일

반항공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공간, 장비, 인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 또

한 함께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FBO라고 한

다. 주요 기능은 항공기의 정비 및 수리업무 , 급유, 항공기 판매, 조종사

교육, 항공기 격납, 승객서비스, 승무원 서비스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14)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Advisory

Circular 150/5190-7: Minimum Standards for Commercial Aeronautical Activities",

28 August 2006, p. 13

15)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을 항공사의 항공운송활동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명확

하지 않다. 1950년대 항공우주산업협회(AIA)으 UAC(Utility Airplane Council)에서

대형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들과 미사일, 우주개발 등에 참여하는 제작회사들을 제외

한 경비행기 제작회사들에 의해 생산되는 소형항공기를 기타 항공기(utility aircraft)

로 분류하면서 처음으로 일반항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공인

된 항공사에 의해 수행되는 항공운항활동을 제외한 모든 민간항공을 일반항공에 포함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 기준이다.(김평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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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저비용항공사 성

장, 에어택시 활성화 등으로 정기 운송 항공운송에도 아주 중요한 업무

이다.

[표 2-18] FBO의 주요 업무 범위

구 분 업무내용

항공기

비행지원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지원에 소요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운항허가, 항공기 정비 및 주기, 급유, 각종 조업장비 제공 등)

정비 및

수리업무

규제 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분야에 대한 수리만 가능하며 Overhaul

과 Maintenance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항공기

판매업무

신형항공기의 판매자역할을 하거나 중고항공기 판매 영업 및 신형 항

공기와 중고항공기 교환업무 등을 함

항공기 전세

및 임대

대다수 FBO업체는 다수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이를 rental 및 charter

로 제공함.

조종훈련 항공기 조종훈련 시행

기타업무
항공기 운송 및 지상조업 관련 업무 이외에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서 원하는 일반항공 항공기를 이용한 사업도 수행

* 출처 : 한국공항공사 (2011), 『비즈니스항공기 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4. 비즈니스항공(Business Aviation)등 일반항공의 성장

전 세계적인 항공운송수요의 증가와 민간항공 운송 산업의 발전으로 세

계는 일일 생활권에 속하게 되었고, 기업의 세계화, 다국적화로 인하여

비즈니스항공 수요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비즈니스항공협회 (National Business Aviation Association,

NBAA) 에서 정의한 비즈니스 항공은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범주

의 항공기를 사업상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미 연방

항공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에서는 비즈니스 항공

은 일반항공의 일부이며,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업무에만 사용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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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 비즈니스 항공 산업은 196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

였고 1965년의 비즈니스항공기 출고의 연평균 복합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은 4%였으나, 1995년부터 시장이 미국 외

의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복합성장률이 12%로 성장하였다(김

평수, 2011).

Bombardier16)의 『Market Forecast 2010-2029』에서는 비즈니스항공

기의 제작.인도 수량에 대하여 2009년도 14,200대에서 2019년에는 21,000

대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증가율이 143%로(2009년 320대, 2019년 780대), 중국이 2009년 110대에

서 10년 후인 2019년에는 700대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비즈니스

항공기의 보유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한다.

ICAO에서는 Business Aviation을 Commercial, Corporate, Owner

Operated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2-19] Business Aviation 분류 및 정의

비즈니스항공 정 의

Commercial

전체 항공기를 임대하고 전문 조종사를 고용하여 사업의 업무지

원을 목적으로 여객, 상품 수송을 수행하는 회사들에 의한 민간

운영 또는 항공기 활용

Corporate
전문 조종사를 고용하여 사업의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여객, 상품

수송을 수행하는 한 회사에 의한 공공 운영 또는 항공기 활용

Owner Operated
그들 사업의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여객, 상품 수송을 수행하는

한 개인에 의한 공공 운영 또는 항공기 활용

*출처 : ICAO (2009), Appendix C 재구성

16) Bombardier : 캐나다에 있는 세계 3위의 민간 항공기 제조업체로 비즈니스제트기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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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기 조종인력 수급 급증

항공자유화, 저비용항공사 급증, 비즈니스항공기의 증가 등에 따라 항공

기 증가에 대응하여 항공운송사업자들은 미래에 조종사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태지역의 조종사 수요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 항공사에서 운용하는 조종인력은 특수 전문 인력으로

교육기간이 길고 훈련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조종인력을 운용하는 항공

운송사업자도 항공기 도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초기에는 외국계 조종사를 충당하는 등 인력 운용에 제약사항이 많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속적인 항공기의 증가에 따라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5,000명의 조종사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13,000여명 이상으로 최고로 부족

한 지역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2-20] 2030년 항공조종인력 수요예측

구 분
2030년 필요

조종사 예상

연간 필요

조종사현황

연간 조종사

양성능력

조종사

과부족현황

Africa 68,339명 4,701명 1,010명 -3,691명

Asia/Pacific 290,844명 18,257명 4,935명 -13,322명

Europe 325,668명 20,127명 7,955명 -12,172명

Latin

America
123,774명 7,849명 1,945명 -5,904명

Middle East 50,020명 3,233명 860명 -2,373명

North

America
355,361명 15,169명 27,655명 12,486명

World 1,214,006명 69,338명 44,360명 -24,978명

*출처 : ICAO(2011), “Global and Regional 20-year Forecasts”, p.28

최근 국내 조종인력의 수급은 양적인 항공기 대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대형항공사들은 외국인 기장을 대거 수

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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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상(2011)에 의하면 “최근 중국이나 중동지역의 지속적인 항공사 신

설 및 확장으로 외국으로 이직하는 내국인 항공인력도 증가 추세에 있으

며 2008년부터 2011년 4월까지 7개 항공사에서 이직한 조종사는 전체 약

3%인 122명으로 대형 항공사는 92명중 50명이 외국항공사로, 42명은 국

내 항공사로 이직하였으며 외국으로 이직한 조종사 50명중 39명은 중국

항공사로 이직하였다. 이런 사유로 과거 5년간(2005년∼2010년) 추세로

국내 항공기 신규 조종사는 년간 퇴직인원 160여명을 포함하여 405명이

필요하지만 매년 부족인원인 87명 수준은 외국인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충원해야 실정”이라고 한다.

항공진흥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국내 운송사업자 8개사의

조종사는 4,859명으로 이 중 외국인 조종사는 551명으로 11%가 넘게 충

원되어 운영17)되고 있다.

6.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성장

항공 산업을 크게 세 분야로 나눈다면 엔진제작사와 부품제작사로부터

엔진과 부품을 지원받아 완제기를 제작하는 항공기 제작사업(Aircraft

Manufacturer), 완제기를 구입하여 항공기를 직접 운항하는 항공운송산

업(Air Transport Industry), 그리고 항공기가 제작사에서 항공기운항사

로 인도된 후 지속적으로 항공기를 정비해야 하는 항공기 MRO 사업(

Air craft Maintenance, Repair, Overhaul)로 구분할 수 있다

항공기 정비는 항공기의 운항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부분의 항공

사들은 안전운항과 정시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이익을 추구해 간다.

1980년대 대형 항공사들은 항공기와 부품을 정비할 만큼의 정비 능력을

보유했지만, 요즘 증가하는 저비용항공사와 같이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정비능력이 없어 정비를 계약 형태로 위탁하여 운

영하게 된 것이 바로 MRO 사업이 발전 하는 계기이고 저비용항공사가

17) 항공진흥협회, 항공현황(2014.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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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는 항공 산업 시장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MRO 사업은 중요

한 사업이다.

[표 2-21] MRO 사업 분류

구 분 내 용

운항정비

· 일일점검: 운항이 끝난 후 시행하는

· A check: 약 600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예방정비로 동체

의 외부상태, 전력공급상태, 쉽게 정비가 가능한 하부시스템 등

에 해해 비행 전에 육안검사

항공기

중·정비 및

개조

· C check : 제작사에서 일정시간(6,000-7,000시간) 마다 항공기의

감항성을 검사하고 주로 부품의 수리와 비행계기의 정밀도에 대

한 측정 그리고 내부의 주요 기계 시스템 검사

· ISI check : 객실의 시설과 설비가 모두 제거된 상태에서 구조적

검사인 검사와 조종시스템 및 연료계통의 상태 검사하며 처음

출고 당시의 상태에 가깝도록 원상 복구

엔진정비
· 엔진을 일정주기(약 20,000cycle)사용하게 되면 성능개선을 위한

중·정비 작업

부품정비
· 항공기를 작동하게 하는 필수적인 부품인 landing Gear, 통신전

자 장비 및 공유압 장치들을 다양한 기법으로 분해, 점검,

Team SAI18)에서는 항공운항 지원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세계 MRO 시

장 전망은 연 평균 4.2%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2024년 868억 달러에 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6.8%의

연평균 성장으로 2024년 298억 달러로 2014년 세계 시장 점유율 약 34%

로 1위 미국 시장을 앞서 세계에 점유율이 가장 큰 지역이 될 것으로 예

상 하고 있다.

[표 2-22] 2024년 MRO 세계시장 점유 Forecast ($USB)

구 분 ME/Africaa Asia Americas Europe

2014년 5.7$ 15.4$ 20.3$ 16.3$

2024년 11$ 29.8$ 24.4$ 21.6$

*출처 : Team SAI 컨설팅그룹(2014), “2014-2024 Global MRO Forecast” 재구성

18)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항공컨설팅 회사로서 2015년 CAVOK 이란 글로벌 항공 컨설

팅 회사와 합병(http://www.cavok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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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014- 2024 아시아 MRO Forecast ($USD-Billions)

* 출처 : Team SAI 컨설팅 그룹(‘14.11), “2014-2024 Global MRO Forecast”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세계 운송용 항공기 MRO 시장 규

모를 577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엔진정비 분야가 221억

으로 제일 높고 다음으로 부품정비 122억, 운항정비 119억, 기계정비 부

분을 115억의 규모이며 지역별 시장 현황은 미주 35.2%, 유럽 28.2%, 아

시아 26.7%, 중동 및 아프리카 9.9%로 형성되어 있다.19)

하지만 우리나라 항공운송실적은 향상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항공기

정비업은 세계 MRO 시장 규모 대비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2-23] 우리나라 MRO 산업시장 규모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규모(USD) 6.1억 6.4억 6.7억 9.3억 연평균 증가률 14.5%

*출처 : 항공진흥협회(2014), 『포켓항공 현항(2014)』, p.335 재인용

19) 항공진흥협회(2014), 『포켓항공 현황(2014)』, p335 자료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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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모델 및 구성

1. 연구모델

포터(1990)는 다이아몬드 모델의 각 결정요소들이 가장 유리한 환경을

가질 때 특정 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각 결정요소들은 다른 결

정요소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4개의 결정요소가 개별적 이면서도 상

호 의존적으로 기업이 생겨나고 경쟁하는 여건을 창출하게 되며 다른 나

라에 비해 활동적이며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자극하는 특정 산업에 성

공하게 된다고 한다. 즉 국가들은 가장 유리한 환경의 다이아몬드 모델

을 가질 때 해당 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2-8] 다이아몬드 모델 구성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 산업

본 연구에서는 항공운송산업의 항공기운송사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운송을 중심으로 하여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직·간접 민간항공 활동

(Civil Aviation Activities)에 초점을 맞추어 범위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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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 적용의 의의

포터의 모형은 “국가 생산성의 향상능력을 국가 경쟁력의 실체로 파악

하고 있고 산업, 경제적 관점에서 확대하면 국가 경쟁력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고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제공해야만 국가 생산성

의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생산성의 향상 능력은 절대적인 것 보다 다른 국가와 비교를 통

해 우위적인 것과 열등적인 요소들이 생기며 이런 열등적인 요인들은 상

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다른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

는 힘들다.

그러나 특정한 산업의 경쟁력에 대하여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경쟁력은 생산성 향상 능력으로 여겨 비교

우위와 경쟁우위를 포괄하는 포터의 견해가 흔히 수용되고 있다(심원섭,

2007)

“우리나라 산업정책연구원은 한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이 경

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포터의 다이아 몬드 모델을 확장 시켜 이해하고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김효종외, 2013 재인용)

그래서 포터(1990)의 다이아몬드 모델은 국가의 산업구조를 연구하고

경쟁력을 분석하는데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항공운송산업구조에 대한 연

구로는 김효종 외(2013)는 한중일 3개국에 대한 경쟁력을 비교하였고 ,

김경호(2013)는 비즈니스항공기 지원시설에 대하여 한·중· 일을 비교하

였고, 조수평(2013)은 중국 FBO산업 분석에 대하여 같은 모델을 적용하

면서 항공분야 외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사례로 강성욱 외(2006)에

의한 의료산업 경쟁력 고찰, 조영환(2009)의 국내 IT 산업역량의 국제

비교와 역량강화 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두소연 외(2010)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의 경쟁력, 박현희(2011)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부문의 경쟁력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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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방안 연구 등 다양한 산업의 경쟁력 분석에 다이아몬드 모델이 적용되

어 연구가 이루어 졌다고 조사 하였다.

국제적인 국가경쟁력 평가 기관인 WEF(World Economic Forum)와 항

공운송분야의 국제기관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등의 산업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모델인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은 철

저하게 산업 중심적이지만 해당 산업, 국가의 특징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는 국내 항공운송산업 발전이나 경쟁력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항공 활동 중 특정적인 활동이나 요소를 중심으

로 연구를 한 것에 반하여 본 연구는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

여 항공운송산업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요인들을 찾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자 한다.

포터가 제시한 요인별 측정 비교 방법은 기존문헌에서 도출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WEF, ICAO 등과 같이 국제기구 및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의

통계지표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순위 변동 상황과 주변 항공운송 선

진 국가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 열악한 민간항공활동들을 먼저 파악 한

후 파악 된 대상 분야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 36 -

3. 연구절차 및 구성

[표 2-24] 연구 절차 및 구성

연구배경 목적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모델 활용 평가

⇒ ⇒

· 글로벌 및 국내항공

운송시장 현황

· 연구필요성

· 항공운송산업의 이론적

고찰

· 선행연구 및 항공기 운송

산업 전망

· 연구모델

· 요소별 측정지표 선정

· 비교 분석

(국제기관 통계지표)

⇓

결 론 열위 요인 분석 열위요소 파악

⇐ ⇐
· 정책적 시사

· 결 론

· 국내 현황 조사

· 요인별 분석

· 해외사례

· 글로벌 비교

· 다이아몬드모델 비교

국내 특징 및 열위요인

파악



- 37 -

제 3 장 다이아몬드모델 활용

제 1 절 요인별 비교 분석

1. 모델 요인별 지표 선정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평가 항목을 개발하여 새로이 설문조사

를 하는 방법,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도출하는 바탕, 기존 통계자료를 이

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항공활동과 글로벌

항공시장의 주요변화를 이해한 후 기존 문헌과 국제기관에서의 통계자료

를 바탕으로 요소조건, 수요조건,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 관련 및 지원

산업에서 4개 요소별 상호 연관성 있는 항목들을 통하여, 대표성과를 도

출하여 글로벌 항공운송시장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먼저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측정지표들에 대한 기존 문헌들 중 김효종

(2013)은 한중일 3개국 항공운송산업의 국가경쟁력 측정지표로 아래 표

와 같이 활용 하였다.

[표 3-1] 항공운송산업의 국가경쟁력 측정지표

생산요인

ASK, 항공사 수, 항공사의 서비스품질, 주요항공사의 종업원 수

종업원 교육훈련 정도, 노동시장 효율성, 주요항공사의 노동생산성,

공항 수, 공항의 서비스 품질, 항공운송인프라 수준

내수시장크

기와 질

승객-킬로미터, 동북아시아 점유율, 여객운송시장 성장률, 화물운송 시장

성장율

관련 및

지원산업

항공우주예산, GDP대비 매출액 비중, 항공우주산업 고용인원, 항공

우주 산업 세계시장 점유률, 항공우주산업 노동생산성, 국제 관광객 방문

수, 국제관광객수입

기업전략
항공사의 매출액 및 항공사 수, 항공사의 수익성, 저비용항공사의 수와

항공기 수, LCC의 노선 수, 시장 점유율

*출처 : 김효종 외(2013) p.49 인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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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화물, 항공우주분야, 관광산업 등 항공운송 분야 외에도 다양

한 분야의 측정지표가 활용되어 지고 있다.

김민정 외(2007)는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성과지표로서

국제 및 국내 항공공급 좌석-Km, GDP대비 항공운송사업 부가가지 비

중, 항공운송사업 고용비중, 항공운송 단위 수송비, 양자간 다자간 항공

협정 수를 핵심 성과지료로 선정하였다.

[표 3-2]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성과지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항공운송

산업의

경쟁력우위

국제 및 국내항공 공급 좌석 km 연간공급좌석수 × 운항거리

GDP 대비 항공운송사업 부가가치

비중

(항공운송사업 부가가치액 /

GDP) × 100

항공운송사업 고용비중
(항공운송사업고용자수 /국

내 총 고용자수) × 100

항공운송 단위 수송비
항공사 연간 국내 및 국제

여객 (화물)운송 비용

양자 및 다자간 항공 협정수

*출처 : 김민정 외(2007) p.123 인용 재구성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하여 항목별로 측정지표를 선정하고 그 다음

성과지표 중 다른 지표들로부터 영향을 모두 받으면서 글로벌적으로 비

교가 가능한 지표를 그 요소의 대표지표로 선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

요소조건으로는 고급 인적자원의 조종사 등 전문 인력, 항공운송 인프

라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효좌석 킬로 (Available Seat kilometers,

ASK)를 대표지표로 선정 하였고 이는 항공여객의 공급수준을 나타나며

Global Competitiveness 에서 매년 국가별 실적 및 경쟁력을 발표 한다.

수요조건은 내수시장의 크기와 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국가의 운송

시장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에서의 항공기 이용 승객 증가율을 바

탕으로 하여 여객운송실적을 측정 대표 지표로 선정하였고 IAT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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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성장률, 현황을 국제적으로 비교

할 수 있겠다.

관련 및 지원 산업들은 종류가 많고 분산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나

타나는 것과 같이 어떤 연구는 항공우주산업, 관광산업 등까지 포괄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항공 활동

으로 한정하여 항공운송과 관계있는 항공활동들 중에서 관련 및 지원분

야로 선정하였다. 대표지표는 Oxford Economic에서 항공 산업의 직접적

효과(direct impact)와 간접산업 효과(indirect impact)에 대하여 고용 및

GDP 생산에 영향력을 국가별(57개국)로 분석한 결과를 대표지료로 활용

하였다.(ATAG20), 2014. 4월)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 요소는 국가의 여건과 국내 경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항공자유화 협정,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항공운송사업 기업들의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number of Operating

airlines21)를 대표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에 국가별 경쟁력을 발표 하는 지표이다.

[표 3-3] 모델 및 글로벌 비교 지표

구 분 기존 문헌을 통한 관련지표 글로벌 비교지표

요소조건 →
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 ASK
조종사, 정비사 인원

수요조건 →
여객 운송시장 성장율

→ 여객 운송실적
Departure per 1,000 population

관련 및 지원 → 항공기 운항 관련 및 지원 업무 →
indirect impact /
direct impact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
→

항공자유화 협정 현황
→

number of
Operating airlines

LCC 항공사 시장 점유율 변동

20) AIR TRANSPORT ACTION GROUP :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전문

가들의 연합된 그룹으로 1990년 결성되어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www.atag.org)

21) 해당 국가에서 비행 스케쥴이 잡혀있는 항공사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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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조종사, 정비사 취득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종사 654 568 643 959 1,053 1,173

증가율 -13% 13% 49% 10% 11%

정비사 611 516 388 497 615 709

증가율 -16% -25% 28% 24% 15%

*출처 : 항공진흥협회(2014), 『포켓항공 현항(2014)』, p.132 재구성

2. 요소조건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요소조건은 특정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필수

적인 요소로 숙련된 인력, 인프라와 같은 생산 측면에서의 환경으로 정

의 되고 있으며, 항공운송산업에서 적용하면 인적자원은 조종사, 정비사

같은 전문 인력과 인프라는 공항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에 의해 생산되는 것은 각 국의 항공운송산업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유효좌석킬로 미터로(ASK)22) 대표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조종사 및 정비사의 자격증명 취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자격취득 현황은 아래 표 와 같으며(조종사는 운송용 및 사

업용조종사로 자가용 제외임) 조종사는 2012년 이후부터 약 10%의 일정

한 비율로 증가 하고 있으며 정비사는 2010년, 2011년은 전년 대비 자격

취득 인원이 적다가 2012년부터 향상되면서 유지하고 있다.

항공운송 인프라 분야는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23) 조사결과 내용

은 다음과 같았다.

22)산출방법 : 유효좌석킬로(ASK) = ∑공급좌석수×노선거리,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DATE Table 2.06

23)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DATE Table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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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순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한민국 21 22 28 26 22 31

일본 53 54 50 46 37 27

중국 80 79 72 70 65 58

싱가폴 1 2 1 1 1 1

홍콩 2 1 2 2 2 3

*출처 :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년 도별 발표자료 재구성

아시아에서 싱가폴, 홍콩은 꾸준히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는 2013년 22위에서 2014년 31위로 급격하게 하락 하였고 중국, 일본은

과거에 비해 계속 상승 중인 추세이다.

[그림 3-1] 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순위

국가별 항공운송의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Available airline seat

kilometers (ASK)는 20위로 생산능력의 규모는 항공사 및 항공기의 수,

인구 수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비교 해보면 인

구 수 대비 1인당 45.68 million 수준으로 공급좌석 상위 25국가 중에서

도 6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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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Available airline seat kilometers 순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한민국 18 18 18 18 19 20

일본 4 4 4 4 4 4

중국 2 2 2 2 2 2

싱가폴 17 17 17 16 16 19

홍콩 14 15 15 13 17 16

*출처 :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년 도별 발표자료 인용 재구성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주변 경쟁국 중

국, 일본은 변함없이 각각 2위, 4위로 상위권이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

18위에서 2013년 19위, 2014년에는 20위로 계속 순위가 하락 중에 있다.

[표 3-7] 국가별 ASK 순위

순위 국가
ASK

(millions*)

Population

(millions)

비율

ASK/Population

(millions)

1 United States 34,115.80 316.4 107.82

2 China 14,163.00 1,360.8 10.41

3 United Kingdom 6,725.30 64.1 104.92

4 Japan 5,620.90 127.3 44.15

5 Germany 4,924.90 80.8 60.95

6 United Arab Emirates 4,799.40 9.0 533.27

7 Australia 4,467.20 23.2 192.55

8 France 3,857.10 63.7 60.55

9 Brazil 3,827.30 198.3 19.30

10 Spain 3,755.50 46.6 80.59

11 Russian Federation 3,685.00 142.9 25.79

12 India 3,488.00 1,243.3 2.81

13 Canada 3,389.70 35.1 96.57

14 Indonesia 2,622.90 248.0 10.58

15 Thailand 2,575.30 68.2 37.76

16 Hong Kong SAR 2,533.40 7.2 351.86

17 Turkey 2,503.60 76.5 32.73

18 Italy 2,358.70 59.7 39.51

19 Singapore 2,316.80 5.4 429.04

20 Korea, Rep. 2,293.10 50.2 45.68

*출처 : WEF(2014),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인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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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조건

수요조건으로는 수요의 구성, 수요의 규모와 성장의 패턴 등이 되겠으

며 항공운송산업에 있어서 수요의 구성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에 의

해 큰 영향이 있으며 여객 운송 패턴으로 글로벌 여객운송 Departures

per 1000 population 과 우리나라 국가 순위 변동율에 대하여 조사한 결

과다. 이 측정은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서 격년으로 발표되는

것으로 가장 최근 값은 2013년 발표된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39위를 차지

하여 홍콩, 싱가폴(27위)보다 순위가 낮고 중국(86위) 일본(57위) 보다는

순위가 높다.

[표 3-8] Departures per 1000 population 순위

구 분 2009년 2011년 2013년

우리나라 53 50 39

중 국 88 83 86

일 본 48 51 57

싱 가 폴 18 19 27

홍 콩 19 20 20

*출처 :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년 도별 발표자료 인용 재구성

2009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의 순위 변동을 보면 2009년

53위에서 2013년 39위로 순위가 상승하고 있고, 중국은 88위에서 86위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싱가폴은 18위에서 27위로 급 하락하고, 일본, 홍콩도

2009년 이후 순위가 하락하는 것으로 인구 대비 항공 이용객의 비율은

중국도 순위가 올라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더 급격하게 성장

하고 있었다.

국가별 항공운송여객(국내+국제 여객킬로미터) 수송 실적으로 ICAO 자

료에 따르면 ICAO 가입국24) 중 2013년 항공운송실적 순위는 전체 톤

24) ‘13.10.31기준, 191개국 (http://www.icao.int/Member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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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우리나라 여객운송 실적 순위 변동

킬로미터25) 기준으로 6위를 기록하였으나, 국내선, 국제선 여객킬로미터

순위는 16위를 기록했다. 이는 ICAO 가입국 전체 운송실적의 1.7%를 차

지하는 실적이다

[표 3-9] 국가별 여객운송 실적 및 순위

순위 국가
GDP

(US$ billions)

실적

(단위 : 백만)

비 율

국가실적/IC

1 United States 16,799.70 1,352,529 23.4%

2 China 9,181.40 562,748 9.7%

3 United Arab Emirates 396.2 290,268 5.0%

4 United Kingdom 2,535.80 259,164 4.5%

9 Japan 4,901.50 148,323 2.5%

16 Korea, Rep. 1,221.80 100,826　 1.7%

ICAO 계 5,782,174 100%

*출처 : ICAO(2014), “Annual Report” 인용 재구성

하지만 2000년 세계 11위였던 우리나라는 이 후부터 아래 그래프와 같

이 순위가 점점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Tonne-Kilometers : 각 비행구간의 유료 운송톤수에 해당 구간의 비행거리를 곱한

합계. 여객, 화물, 우편으로 구분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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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및 지원 산업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관련 및 지원 산업 분야 측정은 앞장에서 구분한

미간항공활동 범위에 나오는 것처럼 매우 다양하다. 항공기를 직접 운항

하는 항공기 조종사 양성, 정비를 하기 위한 정비사 양성 및 정비기술,

항공기가 육상에서 이동하거나 급유 등을 제공하기 위한 지상조업 등 항

공기 운항을 중심으로 지상에서는 다양한 활동 및 교육들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 중 특정 한 가지 요소만을 가지고 글로벌 수

준을 비교하는 것이 어렵기에 항공부분이 직접적으로 GDP를 창출하는

금액 대비 간접적인 지원 요소들에 의한 GDP를 창출하는 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림 3-3] GDP 창출 직·간접 요인 분류

【 Direct Contribution of the aviation sector 】

【 Indirect Contribution of the aviation sector 】

* 출처 : Oxford economic(2011),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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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xford economic에서 한국 내 Air Transport이 경제에 미치는 조

사 내용과 같이 aviation sector와 같은 「직접적인 요인」과 supply

chain의 「간접적 요인」에 대한 효과를 59개의 나라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다음과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3-10] 항공 산업 GDP 창출효과

운송

실적

비중

순위
국가

direct

impact

(US$

millions)

indirect

impact

(US$

millions)

간접효과 비중

(direct/indirect)

1 13 United States 27,164 20,824 77%

2 4 China 26,286 28236 107%

3 52
United Arab

Emirates
7,670 3,153 41%

4 12 United Kingdom 27,164 20,824 77%

5 18 Germany 29,463 20,693 68%

6 11 France 30,191 24,413 81%

7 49 Russian Federation 11,809 5,235 44%

8 38 Canada 19,998 11,270 56%

9 25 Japan 19,464 13,265 68%

15 15 India 1,860 1,354 73%

16 54 Korea, Rep. 6,042 2,257 37%

17 27 Netherlands 8,784 5,665 64%

18 10 Malaysia 4,062 2,489 82%

* 출처 : ATAG(2014), “Aviation Benefits Beyond Borders”, pp.54–57 인용 재구성

우리나라는 항공 산업에 의해 국가 GDP 기여는 직접적 요인에 비해

간접적 요인의 기여도가 37%로서 59개국 측정 나라 중 54위다. 대부분

의 나라가 50% 이상 수준이고 특히 동북아시아 경쟁국가인 중국 107%,

일본 68%보다는 훨씬 간접적 요인에 의한 GDP 창출 기여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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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항공자유화 협정 현황(여객분야)

구 분 2000년 2001년 ∼2010년 2010년 이후

대상

국가
몰디브, 미국

중국,태국,베트남,미얀마,

캄보디아,우크라이나,

스리랑카, 케냐,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

일본,멕시코,캐나다,튀니지,

벨라루스, 브라질

홍콩, 페루, 마카오,

스페인, 라오스,

에콰도르, 파라과이,

파나마

국가수 2개국 16개국 8개국

* 출처 : 국토교통부(2015), 『항공시장 동향 (1월)』, pp.89 - 90 인용 재구성

5. 기업 전략구조 및 경쟁

다이아몬드 모델 네 번째 요소인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은 기업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관리 되는가를 지배하는 국가의 여건과 국내 경쟁의 특

성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시장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국가 간 항공운

송 절차가 단순해지고 저비용항공사 등 신규 항공사가 많아짐에 따라 무

한 경쟁 속에 있고 우리나라도 항공운송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 시행하고 있어 2014년 12월 기준으로 여객·화물 26

개국, 여객 1개국, 화물 13개국과 체결26)하였으며 이 중 여객분야의 협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항공자유화 협정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으로 저비용 항

공사가 점점 늘어나면서 항공운송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점점 높아

지고 있고, 국내 항공운송시장에서도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아져

기존 FSC 항공사들과 경쟁이 치열하다.

26) 국토교통부, 『항공시장 동향(1월)』, 제31호 ISSN 2289-0726, 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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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저비용항공사 점유율 변동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국내 34.7% 41.4% 43.8% 48.2% 50.7%

국제 2.3% 4.3% 7.5% 9.6% 11.5%

* 출처 : 항공진흥협회 년도별 자료

Number of operating airline 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정기 항공편과 항

공사의 수의 지표로서 항공사의 경쟁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IATA의 자

료를 바탕으로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로 주기

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년 도별 순위는 다음과 같았다.

[표 3-13] Number of operating airline 순위

구 분 2009년 2011년 2013년

우리나라 32 33 28

중 국 10 8 8

일 본 18 16 16

싱 가 폴 28 27 24

홍 콩 24 22 20

* 출처 : WEF,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년도별 인용 재구성

아시아 태평양의 여객 점유율 비중이 높아진 영향으로 수요 규모가 증

가하게 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주요 나라에서의 여객운송 경쟁력은 치열

해지고 항공기 운항 항공사의 순위도 2009년에 비하여 2013년에 모두 상

승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항공사 운항 수 경쟁력은 28위 수준이며, 국내 항공사들의

2013년 영업실적27)은 IATA 가입 245개 항공사(‘14.10월 기준)중 대한항

공이 12위, 아시아나 항공이 22위를 차지하였다.

27) 항공진흥협회(2014), 『항공통계 세계편 (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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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세계 저비용항공사 순위 및 실적(여객수)

구 분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

2012년도 39 45 49 55

2013년도 38 44 51 54

* 출처 : 항공진흥협회(2014), 『항공통계 세계편 (2013년 기준)』, p.187 인용 재구성

[표 3-14] 국내 항공사(FSC) 영업 및 운송실적

항공사 영업실적
정기여객운송

(국제선)

정기여객운송

(국내선)

정기여객운송

(국제+국내)

대한항공 12위 17위 66위 35위

아시아나항공 22위 28위 89위 55위

* 출처 : 항공진흥협회(2014), 『항공통계 세계편 (2013년 기준)』, p.55 인용 재구성

저비용항공사들은 75개 항공사 중 여객운송실적으로 제주항공이 38위,

에어부산 44위, 진에어 51위 T-way 항공이 54위를 차지하였다.

저비용항공사는 국내에서의 분담율은 지속적으로 성장 (국내선 : 43.8%

→ 48.2%, 국제선 : 7.5% → 9.6%)하고 있으나 세계 글로벌 저비용항공

사와 비교하는 여객 수 실적 순위 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표 3-16] 저비용항공사 점유율 평균 비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글로벌 평균 23.4% 24.3% 26.3% 26.3%

우리나라(국제선) 2.3% 4.35% 7.5% 9.6%

저비용항공사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의 증가 추세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 증가 추세가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지

만 우리나라의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분담율은 글로벌 저비용항공사 평균

이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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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저비용항공사 점유율 향상 추세 비교

국적 저비용항공사는 국내선, 국제선 영업실적은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평균 이상 이지만 글로벌 여객 수 실적 순위는 변함이 없기

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국제선 영업실적을 향상시켜야만 글로벌 저

비용항공사들과의 경쟁 및 순위의 향상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국내항공운송산업 특징

1. 국내 항공운송산업 구조

민간항공활동을 기준으로 Port(1990)의 4요소에 의한 요소조건, 수요조

건, 관련 및 지원 산업, 기업의 구조 및 경쟁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요소조건의 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분야는 일본,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쟁 순위가 상승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순위가 2009

년 21위에서 2014년 31위로 떨어지고 있고, 항공운송수송의 공급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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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ASK’도 일본은 4위, 중국은 2위로 주변 경쟁국은 변동 없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 18위에서 20위로 하락 하였다.

수요조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 여객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여객킬로미터의 세계적 점유율이 2009년

27%에서 2013년 31%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Departure per 1000 population 순위가 2009년 53위에서 2013년 39위로

상승 하였고 일본, 싱가폴은 계속 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항공운

송여객의 규모와 성장 패턴이 인구 비율에서 주변국 보다는 경쟁력이 향

상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객운송실적에서는 국내선·국제선 여객킬로미터’

기준으로 16위로 2001년 11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객운송실적의 순위

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

관련 및 지원 산업 분야는 보면 수요조건 항공여객수송이 점점 늘어나

고 경쟁력이 상위권에 있지만, 여객운송의 직접적인 요소들에 비해 지상

에서 항공기 운항을 지원해주는 간접적 지원 요소들은 경쟁력이 많이 부

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변 경쟁국인 중국의 107%, 일본 68%

보다 훨씬 낮은 37%로 59개국 측정 국가 중 54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의 전략구조 및 경쟁 분야는 항공자유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글

로벌적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시장 진입이 적극화 되고 여객 점유율도 점

점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취항하는 항공사나 취항 도시가 점점 증

가하였다. 특히 아시아권 여객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과 같이 Number of

operation airline 순위도 아시아권 주요나라는 대부분 순위가 올라갔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32위에서 2013년 28위로 올라갔다.

국내 항공사들의 실적은 대한항공은 245개 항공사중 영업실적 12위, 정

기여객운송실적 35위, 아시아나 항공은 영업실적 22위, 정기여객운송실적

은 55위를 차지하는 상위 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국내 저비용항공사 실

적은 세계 주요 75개국 중에서 중간 이하의 여객운송실적 결과와 평균

이하의 여객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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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특징

지표별 측정결과와 같이 항공자유화 등으로 항공수요의 증가로 항공운

송사업자들이 항공시장에 진출을 유인하고 있지만 항공운송사업자들간에

는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시장 특징은 1000명당 출발여

객의 순위는 아주 급격히 성장하고, 국내에서의 항공사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으나, 공급좌석 및 항공운송시장 구조에서의 Quality 부분은 하

향하는 형태가 보였다.

[그림 3-5] 우리나라 지표별 순위 변동

이는 항공운송시장 변화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영적 측면 외에도 항공

기 운항에 필요한 지원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추론 할 수 있겠다.

항공운송의 국가들은 Port(1990)의 모델 이론에 부합되게 4요소 모두

우월한 위치에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구성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산업은 관련 및 지원 산업에서 매우 약한 구조의 비정형 모형으로 나타

났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점유시장 비중이 점점 향상되고, 저가항공사

의 증가 등으로 기업의 경쟁구조도 향상되고 있지만 관련 및 지원 산업

분야가 미약한 우리나라는 항공운송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고 하나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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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실적은 2013년부터 하락하고 있으며, 공급좌석(ASK)의 경쟁순위와

지원 인프라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형태를 뒷받침 할 수 있겠다.

여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 운송사인 저가항공사 등 매년 항공

기를 구입하여 노선 확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항공기 운

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요소들이 요구되며, 항공운송시장에 변화에

항공운송시장 구조의 개선 등의 대응이 필요하겠다.

[그림 3-6] 항공운송 선진국과의 비교측정 결과

3. 항공기 운항지원 FBO 업무

비교 측정 내용처럼 우리나라의 항공여객운송 구조의 관련 및 지원 산

업 요소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상지원 체계를 자력으로 모두 구축한 대

형 항공사가 아닌 대부분 위탁을 해야 하는 저비용항공사나 일반항공은

항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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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구입하면 항공기를 조종할 조종사와 정비사, 정비 공간, 지상

조업활동, 항공기 급유 등 운항에 필요한 필수적인 민간항공 요소들이

지원을 해줘야만 재정 및 인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규모 항공기운송업자

들이 항공운송 시장에서 국제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고 국내 항공운송산

업이 점점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정의한 민간항공 활동에서 항공기 운항에 지원하는 요소들은 어

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ICAO에서는 공항서비스, 항공기 이착륙을 위

한 Air Navigation Service, Civil aviation manufacturing, Aviation

Training, Maintenance and overhaul 등을 항공기 운항 외에 민간항공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3-17] 항공기 운항 지상 지원(간접요인)

ICAO OXFORD ECONOMIC

* 출처 : ICAO(2009), OXFORD ECONOMIC(2011) 부분별 인용

Oxford Economic에서 조사한 Indirect 요인들을 보면 Aviation Fuel,

Repair-Maintenance, Catering 등으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요소들을

항공운송사업자(Locally-based Airline)로부터 제공되어야 하는 사항들과

지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인프라(Ground-based infrastructure),

그리고 Non–airside Chain 분야로 구분하여 측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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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바

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항공운송산업이다. 여객

터미널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크인처럼 여객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

도 있고, 여객을 직접 운송하는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으

로 구분 될 수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서비스 활동은 전문적이면서

다양한 장비가 요구되고 국내에서는 대부분 항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자회사를 두거나 위탁하며 항공운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

다.

지상에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지원하는 요소들 중에서도 지상조업 활

동, 항공기의 정비, 조종사 교육과 같은 내용들은 앞 장에서의 설명 한

내용과 같이 지상에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지원 필수

요소이고 이런 업무들을 전담으로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FBO

라고 말 할 수 있겠다.

대부분 FBO를 일반항공에만 국한하여 생각하고 그 들이 수행하고 있

는 업무나 기능들에 대해서 FSC와 저비용항공사의 운항과는 전혀 관계

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공항 내에서 수행 하는 업

무들은 일반항공뿐만 아니라 상업용 항공기에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시장 진입과 노선 확충이 활발하고, 비즈

니스항공기의 활성화, 레져 항공의 발달 등 항공운송시장 변화에서의 항

공기 운항의 지상 지원업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의 구조는 선진국과의 비교측정 내용과

같이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지상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는 업

무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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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항공기 취급업 및 취급업종

구분 업체명 면허일 자본금(억원) 취급업종

1 대한항공 ‘69.10.28 2,989 급유업,하역업,지상조업

2 아시아나항공 ‘91.12.14 9,755 급유업,하역업,지상조업

3 한국공항 ‘69.10.28 158 급유업,하역업,지상조업

4 아시아나에어포트 ‘88.9.14 50 급유업,하역업,지상조업

5 유아이헬리콥터 ‘94.8.3 40 급유업

6 헬리코리아 ‘97.12.19 30 급유업

7 샤프에이에이션케이 ‘02.8.2 11 급유업,하역업,지상조업

제 4 장 운항지원 FBO 업무 분석

제 1 절 국내현황

1. 항공기 취급업

국내에서는 FBO에 대한 업종이 없고 항공기 취급업과 항공기 정비업

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항공기에 대하여 FBO 기능을 수행할 수 있

고,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주)과 아시아나 항공 자회사 아시아

나 에어포터가 공항 내에서 FBO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이며 두 회사는

대부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정기항공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항공기 취급업체가 급유, 하역, 지상조업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일반항공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몇몇 업체는 여분의 장비를 이용하여 비즈니스제트항공기를 대상

으로 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항공기 취급업 등록 업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공항, 등 25개 업체가 등록되어 영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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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명 면허일 자본금(억원) 취급업종

8 동보공항 ‘00.10.10 5 하역업,지상조업

9 한유 L&S ‘00.11.30 13.4 급유업

10 스위스포트코리아 ‘02.4.9 96 하역업,지상조업

11 케이바스 ‘11.1.6 17 지상조업

12 LSG 스카이세프 ‘03.5.20 3 하역업

13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07.6.28 50 급유업

14 에이엔씨 인터내셔날 ‘10.12.28 5 지상조업

15 두천산업 ‘11.1.5 3 지상조업

16 에브제트아시아 ‘10.11.12 9.7 지상조업

17 에어맨 ‘11.2.16 3 지상조업

18 에어로피스 ‘11.9.14 18 급유업

19 세일로 ‘13.9.30 11 급유업

20 킴스솔루션 ‘12.3.16 21 급유업

21 에어코리아 ‘12.4.9 10 지상조업

22 아이티인프라넷(주) ‘12.6.18 5 지상조업

23 씨러스에이에이션 ‘13.6.12 10 지상조업

24 에어팰리스 ‘13.7.12 30 지상조업

25 ATS ‘12.8.17 3 지상조업

* 출처 : 항공진흥협회(2014), 『포켓 항공현황(2014)』, p.287

[그림 4-1] Aircraft Serving Arrangement

* 출처 : IATA(2004), “Development reference manual 9
th
”,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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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이 항공기를 위하여 지상에서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활동은 위 표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급유업, 하역업, 지상조업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

공, 한국공항, 아시아나에어포트, 샤프에비에이션케이 5개 업체뿐이며,

2010 이후 급유업, 하역업, 지상조업 중 한 가지 취급 업종만 가지고 13

개 업체가 항공운송 관련으로 영업 중에 있다. 그 중에서 대형항공사의

자회사 한국공항과 아시아나에어포트가 국내 조업 매출 (약 6,600억원,

2012년 기준)의 약 90%을 차지하며 과점적 시장 지배구조로 형성 되어

있다.

[그림 4-2] 우리나라 항공기 취급업 시장 현황

국내시장 규모(단위:억원) 시장 점유율(%)

* 출처 : 2012년도 기준 자료(매출액 기준)로 재구성

2. 항공기 정비업

국내 항공기 정비업체는 항공사 AOC 와 정비조직을 포함하여 총 32

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고 이중 국제 운송분야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있고 주로 자사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를 정비하고 소형 운송 분야에는 삼성테크윈, 헬리코리아가

있으며 주로 기체정비와 운항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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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직 분야는 주로 교육기관(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 한서대 산학협

력단)과 엔진, 부품 생산업체(한국항공, 한화테크엠, 삼성테크위), 공항에

입주한 항공정비 전문업체 등이 있다.

국내 항공기 정비는 항공기 운영자의 자가 정비가 주축이 되고 있으며

소형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자체 수리 능력이 없거나 정비 여력이 없다. 대

한항공, 아시아나 같이 기체 중·정비, 엔진정비, 부품정비 및 운항정비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자체수리능력이 없거나 시설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외에서 처리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2012년 13대, 2013년 8대의 기체 중·정비를 외국에서

수행하였고 매년 10대 이상의 항공기 도장 작업을 외국에서 수행하고 있

다. 2014년 인천공항에 제2격납고가 완공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일부 항

공기는 해외 외주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항공기 정비관련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토교통부로 구분되어 지

며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으로 항공기관 기술사, 항공

기체기술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

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등이 있으며 국토교통

부 주관에는 ‘국가전문자격’의 항공정비사로서 실질적으로 항공사에서 필

요로 하는 자격은 항공공정비사 자격증명이다.

국내 항공정비사 양성 교육기관은 총 12개 교육기관이 있으며, 이를 통

해 총 1,593명의 항공정비사 양성이 가능하다. 항공정비사는 자격 증명

취득자 12,837명 중 약32.5%인 4,183명(외국인 4인별도)이 고용되어 있으

나 항공사는 정비보조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항공정비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업에 종사하는 항공정비사는 90% 이상이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고 나

머지 10% 수준의 인원만이 국가기관이나 기타사용사업자에 속해 있

다.28) (‘14. 4월 기준)

28) 항공진흥협회(2014), 『포켓항공 현황(2014)』,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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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항공정비사 근무지 현황

항공운송사업 국가기관 기타사용사업

인원(인) 비율 인원(인) 비율 인원(인) 비 율

국내인 3800

90%

국내인 129

3%

국내인 268

7%외국인 3 외국인 - 외국인 1

소 계 3803 소 계 129 소 계 269

* 출처 : 항공진흥협회(2014), 『포켓항공 현황(2014)』, p.133 인용 재구성

3. 조종사 양성

항공수요에 대응하여 전 세계 항공사들의 항공기 수와 비행횟수를 확

대시키면서 항공 운송계는 미래에 조종사의 고급 인적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조종사 수요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아시아에서의 항공수송의 분담은 28%이지만 조

종사 보유율은 전세계 11%로서 조종사가 부족한 현황으로 저비용항공사

를 포함한 국적 항공사의 조종사 확보가 쉽지는 않다.

[표 4-3] 항공수송분담 대비 조종사 보유현황

구 분 Africa
Asia/

Pacific
Europe

Latin

America

Middle

East

North

America

항공수송

분담비율
6% 28% 28% 4% 2% 32%

조종사

인원
4,258 50,344 85,306 24,065 9,202 290,211

비율 1% 11% 18% 5% 2% 63%

* 출처 : ICAO(2011) p.27, 2010년 기준

우리나라도 대형항공사의 항공노선 확대에 따른 운항시간 증가, 저비

용항공사 등 신생항공사의 항공기 수요 및 운항시간 증가, 노선확대 등

으로 인해 조종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및 중동



- 61 -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국내 조종사 스카우트가 진행되고 국내 기장급 경

력 조종사의 부족현상이 생겨나 국내 항공사 간에도 숙련된 기장급 조종

인력 확보를 위한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의 조종사의 출신

은 개별취득, 군 전역, 외국인, 자체양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한국공항

공사(2013)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내 민간 항공사 조종사의 충원

은 연평균 약 464명 충원되고 있고 향후에도 연평균 약 450여명 정도 충

원 계획 이다.

[표 4-4] 국내 민간 항공사 조종사 충원현황(‘08년 ∼ ’12년)

구 분 개별취득 군 전역 외국인 자체양성

인원 169명 133명 113명 49명

비율 36% 29% 24% 11%

* 출처 : 한국공항공사 (2013), 『국내 조종인력 수급전망 및 충원현황』

국내 항공조종인력 양성기관은 크게 민간 교육기관고 군 교육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항공법상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

은 항공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관이 있다.

[그림 4-3] 국내 조종사 양성 전문 교육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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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에서 자격증명 업무의 범위, 조종교육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

으며 동 법 제26조에 따르면 조종인력과 관련된 자격증명은 운송용 조종

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

명이 있으며, 동법 제27조 및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제71조에

의해 업무의 범위 및 운항할 항공기의 종류, 등급 및 형식이 구분되며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경력이 필요하

다.

[표 4-5] 국내 운송용 조종사 응시경력

구분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종 비행경력

·1,50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인가된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시간 100시간 인정

·다른 종류 항공기 비행시간 1/3 또는 200시간 중 적은 시간 인정

기타

경력

기장
·250시간(또는 기장 감독하에 기장의 임무 500시간) 이상 비행

·기장 70시간 +기장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 360시간 인정

야외비행
·기장으로서 200시간 이상 비행

·기장 100시간 또는 기장감독하의 기장의 임무 100시간 포함

계기비행
·기장 또는 기장외의 조종사로 75시간 이상 비행

·인가된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시간 30시간 인정

야간비행 ·기장 또는 기장외의 조종사로 100시간 이상 비행

* 출처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9 재구성

그리고 한정심사를 통하여 자격증명에 직접기재하거나 자격증명의 일부

로 하는 자격을 한정하고 있으며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등의 자격

증명고 관련하여 특정 조건, 권한 또는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정심사는 자격증명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으로 분류되며

자격증명의 한정은 다시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으로 구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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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한정심사의 종류

한정구분 종류

자격증명의

한정

항공기 종류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비행선

항공기 등급 육상단발/육상다발 , 수상단발/수상다발, 활공기

항공기 형식
비행교범에 2인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계기비행증명 조종사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 출처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10 재구성

자격증 취득과정은 민간항공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자격증

명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운송

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계기비행한정 등이 있고 조종사 자격증명은 자가

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순으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 한정자격의 경우 계기비행증명은 필수적으로, 조종교육증명은 선택

적으로 취득하고 있다.

2009년 항공법 개정이 후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 후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부조종사 자격

증명을 취득한 사례는 없었다29)

[표 4-7]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 순서

자가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종류, 등급, 형식 한정

계기비행증명

종류, 등급, 형식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 증명

운송용조종사

보조종사

⇗종류, 등급, 형식 한정

(비행기만 해당)

종류, 등급, 형식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 증명

29) 교통안전공단, 2013. 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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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군 조종사로 복무하거나 항공관

련 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또는 항공 조종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대표적

이며 비행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외국의

비행학교 등에서 교육 및 자격증명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겠다. 우리나라

항공사별 조종사 응시자격은 각각 다르며 다음과 같다.

[표 4-8] 대한항공 응시자격

구분 응시 자격

민경력자

· 비행학교, 항공사 등에서 1,000시간 이상의 고정익 항공기 비행경력자

중 입사 전형절차에 합격한 계약직조종사로 교육 훈련 이수 후 부조

종사 임명시에 정규직으로 전환

군경력자

· 공군 또는 해군에서 고정익 전투기 또는 수송기 등 조종사로 총 비행

시간 1,000시간 이상 경력자 중 대한항공 소정의 입사 전형절차에 합

격한 경력조종사

비행교육원

수료자

· 항공대 비행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대한항

공 소정의 입사 전형절차에 합격한 경력조종사

* 출처 : www.koreanairr.com

[표 4-9] 아시아나항공 응시자격

구분 응시 자격

운항인턴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로 TOEIC 800점이상 또는 g-Telp 구술

시험 2등급 이상 사람을 선발하여 조종사 양성훈련과정을 거쳐 활용

면장운항

인턴

·기본면장 (MEL COM/IFR)을 소지하고 총 비행시간 250시간 (쌍발

50시간 이상 포함, 회전익 제외 시간임) 이상인 사람을 채용하여 해

외 위탁교육 후 활용

군경력

조종사

·총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단, 후방석 제외)으로 면장(COM/IFR) 소

지자(면장 미소지자의 경우 입사전 취득조건으로 지원가능)

* 출처 : www.flyasi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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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저비용항공사 (부기장)응시자격 주요내용

구분 주요특징

제주항공

· 고정익 비행시간 250시간 이상인자

· 한국 운송용 조종사 면장 또는 사업용조종사 면장 소지자(단, 사업용

조종사면장은 계기비행 및 다발형식 한정 소지자)

진에어
· 자격증명(CPL / IFR / MEL)을 소지한 자

· 총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인 자(회전익 제외 시간)

에어부산
· 사업용 면장 소지자(한국면장 전환 필수)

· 총 비행시간 250시간 이상(쌍발 50시간 필수, 회전익 제외)

티웨이

항공

· 총 비행시간 고정익 250시간 이상 비행경력 소지자

· 운송용조종사(육상다발) 또는 사업용조종사(육상다발) 자격증명

소지자(단,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는 계기비행 한정 소지자)

이스타

항공

· 자격증명(사업용조종사, 계기비행, 육상다발)소지자

· 비행시간 요건 없음(울진비행훈련원 수료자 지원 가능)

에어인천
· 사업용조종사(육상다발) 또는 운송용조종사(육상다발) 자격증명 소지 자.

단,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는 계기비행증명이 있어야 함

* 출처 : 각 항공사 자료 재구성

제 2 절 현황분석

1. 항공기 취급

1) 시장경쟁 여건

우리나라는 1961년 제정된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2009년 6월 약 40

년 이후에 개정하게 되었다. 항공시장 규제완화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

정한 주요 내용은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에서 국내 국제 소형 항공

운송사업으로 개편하여 소형항공기, 에어택시, 경량 항공기 제도가 도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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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 시장에서도 1969년 대한항공의 민영화 이후 1980년대 까지 독

점 형태로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으나, 1988년 신항공 정책을 바탕으로

대기업 주주의 아시아나 항공이 진입하여 복점 체제가 시작된 후 15년

이상 2개의 국내 메이져 항공사가 국내 항공운송시장을 지배하다가 2000

년대 중·후반기부터 저비용항공사가 진입하게 되었다

국제선 취항 국적 항공사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만 운항하다가

2000년대 하반기부터 저비용항공사까지 참여하게 되어 경쟁구조가 형성

되었고 운항구조에서도 항공자유화 협정을 통해 노선, 횟수, 서비스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국내 운항하는 외국항공사의 수도 증가

하게 되어 89개 항공사가 주간 2,259회 운항30)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공항별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업 및 급유 지원업체는 다음과 같

았다.

[표 4-11] 국내공항 항공사별 조업업체

항공사 램프조업(공항)

대한항공,

진에어

한국공항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양양,

군산, 원주, 울산, 포항

아시아나에어포트 광주, 여수, 사천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에어포트 인천, 김포,김해,제주,무안,광주,사천,여수

한국공항 청주, 대구, 울산, 포항

제주항공 샤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티웨이항공

아시아나에어포트 무안

동보 김포, 제주, 대구

샤프 광주

스위스포트 광주

이스타항공 샤프 인천, 김포, 제주, 청주, 군산

* 출처 : 한국공항공사(2014)

30) 2014년 4.30 기준 출발편(항공진흥협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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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국내공항 항공사별 급유 지원업체

항공사 급유조업(공항)

대한항공,

진에어

한국공항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양양

한유LNS 청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에어포트 인천, 김포, 김해, 제주

한국공항 대구

한유LNS 청주

제주항공

아시아나에어포트 인천, 김포, 김해, 제주

한국공항 대구

한유LNS 청주

티웨이항공
한국공항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아시아나에어포트 무안

이스타항공

아시아나에어포트 제주

한유LNS 청주

샤프 인천

* 출처 : 한국공항공사(2014)

2) 중소 항공기 취급업체 경쟁력

우리나라 항공기 취급업은 지상조업, 급유업, 하역업의 업종을 가지고

항공기 운항에 지원하는 업으로 전문적 인력과 장비가 운영되어야 하는

업종이이다. 그래서 현재 조업사들 중 과거 독점시장을 차지한 대한항공

의 조업사 한국공항과 30년 가까이 복점시장에 참여한 아시아나 항공의

조업사인 아시아나에어포터가 국내 조업매출의 대부분(90%)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이었다



- 68 -

[표 4-13] 국내 주요 조업사 경영상태
단위: 억원

구 분 총매출액 자산 부채 자본 비 고

A업체 4.262 3.731 1.318 2.413

B업체 1.634 501 264 237

C업체 456 519 382 137

D업체 56 65 67 ∆3

E업체 201 78 51 27

합 계 6,609 4,894 2,082 2,817

* 출처 : 2012년 각 사 매출액 재구성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핵심공항은 대부분의 조업사가 영업하고 있

고 지방공항은 한국공항 및 아시아나에어포트가 권역별로 담당하여 영업

을 하고 있으나, 저비용항공사의 성장을 꺼려하는 측면과 아울러 기득권

인식이 작용하여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조업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4-14] 지방공항 권역별 담당 조업사
구 분 지방공항 담당지역 비 고

힌국공힝 대구, 울산, 포항, 양양, 원주공항

아시아나에어포트 무안, 사천, 여수, 광주공항

* 출처 : 한국공항공사(2014)

2014년 대구공항에 신규취항 예정인 티웨이 항공 및 제주항공 신규 취

항 시 기존 종업사인 한국공항이 아닌 동보공항 및 샤프가 각각 지상조

업을 제공하면서 신규로 진출하였으나 이는 저비용항공사가 지방공항 신

규 취항 시 기존 조업계약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고

지방공항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지방공항 지상에서의 조업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와 인력이

요구되나 중소 조업사는 공항별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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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수익성 악화로 인해 조업장비 배치가 미흡하거나 조업료에 대한 재

정지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아래표와 같이 저비용항공사가 지불하는 항

공기에 대한 조업료는 FSC에 비해 국제선 국내선 모두 높다

[표 4-15] 조업료(램프 + 여객조업 포함)
(단위 : 원)

FSC LCC OAL(외항사)

국 제 국 내 국 제 국 내 국제(부정기제외)

1,000,000 650,000 1,450,000 780,000 1,450,000

출처 : 한국공항공사(2014)

지상조업은 공항의 필수 서비스임에 불구하고 항공기를 지원하는 항공

기 취급업은 상호 비협조 및 상호 견제적이며, 중소 조업사의 경쟁력이

약하고, 지방공항에 대한 수익성 악화로 일반항공기 및 소형항공기의 활

성화와 지역항공사 설립 등에 필요한 항공운송시장의 성장 지원이 불확

실하며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2. 항공기 정비

1) 저비용항공사 외주정비 의존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초기 투자비용 부담 및 적은 정비물량 등의 이유

로 자체 정비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대부분의 정비를 외주 위탁하여 처리

하고 있다 대부분 운항정비만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체정비 엔

진정비 부품정비는 100% 외주 정비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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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국내 저비용항공사 정비현황

구 분

(항공기대수)
중·정비 수행업체 정비사 인원

이스타항공

(8대)
중국 TAECO, 싱가포르 ST에어로스 페이스엔진 88명 정비사

에어부산

(12대)
아시아나 항공 22명 정비사

제주항공

(15대)

중국 보잉상하이, 홍콩 CASL, 브라질 GE CELMA

LTDA,싱가포르 ST에어로스페이스엔진

네덜란드 KLM

150명 정비사

진에어

(11대)
대한항공 21명 정비사

티웨이항공

(7대)

대만 에어아시아, 중국 AMECO, 싱가포르 ST에어

로스페이스엔진
67명 정비사

* 출처 : 항공진흥협회(2014), 한국공항공사(2014) 자료로 재구성31)

국토교통부(2014) 발표내용에서는 항공운송시장 성장에 따라 정비 산업

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기반 부족으로 대부분 해

외에 의존하며 항공기 정비 산업은 내수의 약 53%인 1.35조 원을 외국

에 의존한다고 한다.

저비용항공사는 자체 격납고를 확보하지 못해 운항정비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체 중·정비 엔진 및 부품 정비는 해외에 위탁정비를 수행함에

따라 항공기 한 대당 미주, 유럽, 아시아의 다른 지역 저비용항공사들의

평균 정비 비용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지출 되고 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자체 정비체계를 갖추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정비

를 받을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외주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주 정

비의 경우 왕복 비행에 따른 운항비용 부담 및 외국까지의 왕복 비행으

로 TAT 추가 소요로 인한 일정기간(보통 2일)간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다.

31) 항공진흥협회(2014), 『포켓 항공현황(2014)』 p63, p133 (항공기대수 ‘14. 5월 기준,

정비사 인원 ’14. 4월 기준)

한국공항공사(2014), 『해외 지상조업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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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국내외 주요 LCC 운영현황(‘10∼’12)

구분

(항공기대당)

미 주 유 럽 아시아 국적LCC 비 고

젯블루 라이언에어 에어아시아 5개사평균

평균수입 261억 원 226억 원 226억 원 169억 원

평균 유류비 89억 원 78억 원 53억 원 64억 원

평균 정비비 12억 원 12억 원 10억 원 22억 원

평균 리스비 8.2억 원 19억 원 3.6억 원 18억 원

* 출처 : 국토교통부,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 p.8 재인용

[그림 4-4]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 대당 정비비 비교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제주항공 3대, 진에 에어부산 4대 이스타 항공 5

대 티웨이는 2대로 16대를 도입예정으로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 도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공기 한 대를 운용하기 위한 정비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있어

야 할 것이다.

2) 정비 인프라

항공기의 부품 및 자재관리는 FSC부터 LCC까지 모두 해당되나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항공기로 여러 노선을 운항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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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항공기 수리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정비지원 인

프라 충분하지 않다.

대부분 저비용항공사의 중·정비를 주로 해외 정비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부품수급 및 불시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대형항공사에 비하여 항공기

수도 적고 규모가 적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추가 토입이 가능한 예비기

가 없어 스케쥴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품의 교체시기가 지연되면 운

전운항에 위험이 될 수 있다. 2014년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

할 예정이었던 이스타 항공기의 전자기기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현장

에서 교체할 부품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29시간 동안 운항이 지

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림 4-5] 항공기 지연 결항률(%)

* 출처 :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자료 (2013)

한국공항공사가 2013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국내운항 항공사의 지연

결항률(정비사유) 이스타항공 0.71%, 티웨이항공 0.59%, 제주항공 0.31%,

진에어 0.26%, 에어부산 0.06%로 나타났으며 이는 에어부산과 진에어를

제외하면 대형항공사의 대한항공 0.12%, 아시아나항공(0.20%)에 최고 3

배 넘게 저비용항공사의 정비사유로 인한 지연 결항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항공산업과 2015)에서도 2013년 우

리나라 LCC 정비사유 지연 결항률이 0.54% 였으며 이는 EU에서의 블

랙리스트 항공사의 평균인 0.66% 수준만큼 높았다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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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사 양성 제도

항공정비사를 대상으로 한 훈련프로그램 내용은 법적으로 기준이 없으

나 정비 조직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운항기술 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훈련프로금은 훈련과정, 훈련

방법, 강사자격, 평가, 훈련기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체 전

문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같은 대형 항

공사는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항공정비 업무 훈련을 시키고 항공정비사

자격증명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일부 훈련생은 항공사에서 정식

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저비용항공사는 자체 정비인력의 양성 조건을 갖

추고 있지 않아 항공정비사 자격을 이미 보유한 경력직을 채용하고 자격

증명을 막 취득한 신입을 채용하는 실정이다.

3. 운송용 조종사 양성 시스템

1) 비행교육 훈련 인프라

국내 비행교육훈련 전용 비행장(공항)은 3곳이며 수색비행장(한국항공

대학교), 태안비행장(한서대학교), 울진공항(울진비행교육원)이 있고 사설

비행교육기관(조종사교육원, 이웨스트, 아시아조종교육원 등)의 대부분은

김포공항을 Base로 비행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운항과 신설

대학 9개교(군장대학교, 경운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극동대학교, 중원대

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항공전문학교)의 경우 비

행교육훈련을 실시 할 훈련공항이 없어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일부 대학의 경우 항공기 및 교관 등의 자원을 확보하였으나 훈련공

항 자체가 없어 비행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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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최근 항공운항학과 개설 대학교 현황

학 교 명 학과 개설 정원 시설 및 장비

한국교통대 (충북 충주) 2011년 (1기, 3학년) 30명 - 비행장 (X), 항공기(X)

경운대 (경북 구미) 2011년 (1기, 3학년) 30명 - 비행장 (X), 항공기(X)

극동대 (충북 음성) 2011년 (1기, 3학년) 25명 - 비행장 (X), 항공기(X)

청주대 (충북 청주) 2012년 (1기, 2학년) 30명 - 비행장 (X), 항공기(X)

초당대 (전남 무안) 2012년 (1기, 2학년) 30명 - 비행장 (X), 항공기(X)

군장대 (전북 군산) 2012년 (1기, 2학년) 20명 - 비행장 (X), 항공기(X)

항공전문학교(동대문구) 2013년 (1기, 1학년) 96명 - 비행장 (X), 항공기(X)

* 출처 : 한국공항공사 (2013), 『국내 조종인력 수급전망 및 충원현황』

2) 민항공 조종인력 양성 훈련시스템

국내 비행교육훈련기관이 비행 교육시간은 190시간 수준(전문교육 기

관으로 지정된 곳은 170시간)으로 항공사에 입사하려면 약 500시간의 비

행경력이 필요한데 비해서 매우 적은 시간으로. 국내 비행교육훈련기관

에서 훈련하는 비행시간으로는 저비용항공사의 입사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더군다나 항공사에서는 비행경력 뿐 아니라 항공지식, 기량, 인·

적성, 영어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종자원을 평가 한다.

이런 사유로 실제 항공사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 후에도 자비(약

1억5 천만 원)로 해외 비행교육훈련원 수료 또는 軍 복무(13년 이상)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종방식도 기초비행교육과정(사업용조종사)까지는 한

명의 조종사가 조종하는 방식이지만 항공사에는 두 명이 조종사가 업무

를 분담하며 협력하는 조종방식으로 차이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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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교육수료생 및 항공사 비행 요구 차이

[표 4-19] 항공사별 최소요구비행경력

항공사 요구비행경력시간 비고

대한항공 1000 　

아시아나항공 300 울진수료자의 경우 250시간

제주항공 250 　

진에어 1000 울진수료자의 경우 500시간 이상도 가능

에어부산 250
울진수료자170시간 선 선발 후 추가80시간 타임

빌딩 조건

이스타 제한 없음 　

티웨이 250 　

* 출처 : 각 항공사 사이트 자료 재구성, 부기장 채용공고 기준

3) 자체 해결능력 부족

신규훈련비행장 설치 시 약 300억의 비용(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기

준)이 소요되고 훈련장소(공항 또는 비행장) 외에도 비행교육원 기본 인

프라(급유시설, 교육시설, 행정시설, 기숙사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

만 교육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정비성 투자를 최소호해야 하고 제트항

공기가 1기에 50억 ∼ 100억 원으로 높은 초기투자비를 감수해야 하는

등 일반 업체나 학교가 자체적으로 기본 인프라를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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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외사례 조사

1. 항공기 운항 지상 지원 사업자

해외공항 항공기 취급업(지상조업, 항공유 공급업)에 대한 해외공항 사

례조사는 ‘14년 2월에서 3월 사이 국제공항 협회(ACI) 회원 47개 공항

(유럽17, 아시아28, 미주 ACI 대표를 대상으로 e메일 질의 및 해외공항

홈페이지 등의 조사결과(한국공항공사, 2014) 유럽의 지상조업사의 운영

주체별 점유율을 보면 독립형 조업사가 45%, 공항운영자가 16%를 차지

하고32) 있으며 유럽 대부분의 공항에서 전통적으로 공항운영자가 직접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뮌헨(87%) 프랑크푸르트(85%),

비엔나(89%)공항이 대표적인 공항들이다.

[그림 4-7] 유럽 공항 지상조업사 현황

▪ 독립형 조업사 : Swissport, Servisair

▪ 항공사(자회사 포함) : Lufthansa Airline

▪ 공항운영자 : Fraport AG, FWG, PAA

* 출처 : 한국공항공사(2014), 『해외 지상조업 현황 조사』 인용 재구성

유럽은 이전부터 공항운영사와 항공기 운송업체가 지상조업을 직접 운

영해 왔으며 최근 들어 EU 주도로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독립적인 지

상조업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정33)하였다.

32) 유럽 ACI 2012

33) COUNCIL DIRECTIVE 96/97/EC of 15 October 1996 on access to the groundhand

ling market at Community air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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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해외 지상조업 운영방식 현황

구 분 운 영 방 식 공 항 비 고

지상

조업

컨소시엄

(항공사,투자자)

중국 :푸동,홍차오,마카오,타이완공항34)

동남아 : 떤선녓공항(베트남)

유럽 : 히드로,드골공항

북미 : 케네디,에드먼튼공항 등

독립형 조업사

일본 :나리타,간사이,주부공항35)

북미 : 보스톤,LA,캘거리공항

유럽 : 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공항

동남아 : 돈므앙,창이공항

공 항

운영자

민간기업

일본 : 나리타,하네다

유럽 : 프랑크푸르트,드골,비엔나

동남아 : 창이공항
자회사포

함
정부 또는

국영기업

중국 : 북경수도,바이윤,푸동,홍차오

동남아 : 떤선녓공항(베트남)

* 출처 : 한국공항공사(2014), 해외 지상조업 현황 조사(2014.4월 기준)

지상조업 시장개방 목적은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

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편익을 사용자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것

이다. 하지만 지상조업 분야 가운데 여객안전, 공항 보안 및 공항시설 용

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항 운영자 외에 다른 지상조업사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공항이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

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상 조업사 또는 독립적인 지상 조업사 가운데

한 개 업체를 선정하여 공항운영사와 같이 지상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프랑크프루트공항은 램프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 항공사 지

상조업사와 독립 지상조업사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인프라서비스는 공항

당국이 모두 운영하고 있다.

34) 푸동,홍차오,북경공항은 공항운영자(항공사와의 합자회사)와 항공사 자회사가 같이

영업하는 형태

35) 나리타, 프랑크푸르트, 떤선녓공항은 공항운영자(자회사)와 독립형 조업사가 같이 영

업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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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폴 등의 국가에서 공항 운

영자(자회사, 지분참여)가 지상조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푸동(80%),

나리타 및 하네다(10%), 프놈펜(100%), 창이공항(15%)로 지상조업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공

항운영자가 지상조업서비스를 거의 하지 않고 항공사간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독립적 지상 조업사 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 운영형태

로 조사 되었다.

독일이 뒤 늦게 지상조업을 시장경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의 차이점은 15년 넘게 대형항공사의 항공운송업체가 항공기 정비업은

운송사가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 지상조업은 항공사가 출자한 회사에서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해오다 항공자유화 협정 등 항공운송산

업 변화에 따라 항공운송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운송사의 항공기를 위

해 운항지원이 요구되는 분야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영세한 업체가 시장

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은 공항당국에서 기본적 시설 인프

라를 구축 하여 200개가 넘는 항공운송사에게 오랫동안 지상조업 서비스

를 직접 운영해오다 안전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지상 조업사에게 개

방 하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겠다.

항공유 공급은 ACI 자료에 의하면 터키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공항

운영자가 항공유를 공급하는 공항의 거의 없고 북미지역에서도 일반적으

로 공항운영자와 정유사간 급유공급 거래는 없었다. 동남아지역도 공항

운영자가 항공유를 공급하는 공항은 없고 태국(수완나품공항), 베트남(떤

선넛공항) 등 일부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석유공사에 해당하는 국영석

유공사가 항공사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사례는 있었고 중국공항은 공항운

영자가 아닌 공항당국 (항공민용총국, CAAC)이 관리하는 국영기업에서

자국 항공사는 물론 외항사에 독점 공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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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해외공항 항공유 공급 현황

구분 운 영 방 식 공 항

항 공 유

공 급 업

(판매업)

항공사 컨소시엄

·북미 : LA,SF,케네디,캘거리,몬트리얼

·유럽 : 취리히,프랑크푸르트,오를리

·아시아 : 나리타,간사이,창이,홍콩공항

공항운영자
·터키 사비하콕첸공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일부 사회주의국가 공항

공항당국(정부)36) ·중국 : 항공민용총국 소속 국영기업

국영석유공사37) ·동남아 : 태국 돈므앙, 수완나품 공항,

* 출처 : 한국공항공사(2014), 『해외 지상조업 현황 조사』인용 재구성

2. 조종사 양성제도

항공분야 선진국인 미국, 호주 등에서는 항공사 대형항공기가 운용되는

상업용 공항과 별개로 일반항공 소형항공기만을 위한 전용 공항을 별도

로 운영하고 있어 일반항공 전용공항으로 비행교육훈련, 부정기 운항 ,

MRO, 교통 및 물류 Cluster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FAA은 공항을 3가지로 분류하는데 일반항공 전용공항을 Reliever

Airport라고 명명하고 상업용 공항과 비상업용 공항으로 구분 분류한다.

교육과정은 정규대학 조종사 양성과정, 일반 비행학교 조종사 자격 취득

과정이 있으며 양성체계는 조종 자격 취득 후 미국 내 발달되어 있는 일

반항공, 소형 부정기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어 정규 정기

항공운송업체의 조종사로 채용된다.

호주의 양성체계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자가용 조종사 자

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2단계는 민·항공 조종사가 되기 위한 사

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단계는 Jet기 전환과정과 항공사 라인훈

련을 수료한 후 운송용 조종사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4단계는 민항공조종

36) 우리의 국토교통부관리 국영기업에서 공급(판매)하며 공항운영자는 아님

37) 태국은 PTT, 베트남은 VINAPCO라는 국영석유공사에서 공급



- 80 -

사로 근무 하게 된다. 호주의 경우는 훈련기반시설은 공항운영자가 일괄

투자하고 비행교육훈련기관이 임대하는 형식으로 공항 운영자가 급유업

체, 정비전문기관(MRO)등을 유치하고 비행교육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

한다.

일본은 첫 번째 일본국립항공대학에서 국비로 조종사를 양성하고, 학생

들은 재학 중 민항공사와 인터뷰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여 졸업과 동시에

민항공사 조종사로 근무하고 두번째 민간 항공사에서 미국 비행학교를

통해 자체 조종사 양성프로그램으로 조종사를 양성 하고 있다.

해외사례 조사 내용과 같이 항공분야 선진국의 특징은 일반항공 전용공

항 및 보조 이착륙장을 운영하고 단일 비행교육훈련기관에서 기초훈련부

터 고등교육과정까지 운영으로 교육의 연결성의 확보 하고 비행교육의

기반시설인 격납고, 주기장, 교육시설 등의 주요 인프라 시설은 공항 관

리기관이 우선 투자하여 확보 한 후 비행교육기관이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수의 비행 교육기관이 정비 전체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MRO)에 위

탁하여 운영비를 절감 하는 효과를 가지며 MRO 기관에서는 중·정비 수

행 등 정비능력을 향상되는 효과를 가지는 방법으로 조종사 양성이 추진

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3. 항공기 정비(MRO)산업

항공기 정비 분야는 우리나라 운송용 항공사가 주로 중국, 홍콩, 싱가폴

등에서 거의 외국에서 중·정비를 시행 중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MRO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죠인트 벤쳐, 부품공급업체, 투자사들이

위치한 MRO 클러스터 지역으로서 대표적인 MRO는 AMECO로서 1989

년 중국민항과 루프트한자가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MRO 전문

업체로서 5개의 행거를 보유 하면서 국적항공기나 주변국가 항공기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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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하고 있다. 미국 United Air Line 과 러시아 Aeroflot 항공과 정비 계

약을 맺는 등 중국은 해외 MRO 시장에서 성숙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홍콩의 주요 MRO는 HAECO/TAECO 로서 Cathay Pacific과 Swire

Group이 대주주로 홍콩 공항과 계약을 맺고 자국기와 외항사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기준으로 5,233명의 직원으로

1,874 항공기에 대한 maintenance 실적과 30개 이상의 항공사에게 서비

스를 제공38)하며 중국, 싱가포르, 중동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MRO 시장 최대국인 싱가포르는 SIA Engineering과 ST

aerospace가 주요 MRO로서 SIA Engineering는 1992년 싱가포르 항공

의 엔지니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설립하여 젠 세계 9개국 20개 이상의

죠인트 벤처를 보유하고 85개 이상 국가 항공기를 종합정비, 수리, 오버

홀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이공항에서 전 세계 60개국 이상의 항공사의 정

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T aerospace는 Temasek와 정부의 합작으로 군수사업을 기반으로 시

작하였으나 현재 싱가포르 MRO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렇게 싱가포르에는 1990년 이후 100개 이상의 해외 업체들이 싱가포르

내에서 MRO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광범위한 MRO 허

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자본 지급, 공동연구 수행 등 적극적

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MRO 시장에서 신흥 세력으로 2005년 국제항공우주 센터

를 설립하여 Subang 공항을 거점으로 국내 업체와 해외 전문업체들이

입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 인프라 리스 기간을 완화하거나 입주한

기업들에게 항공정비 설비를 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지

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8) 출처: Taeco EHS Report 2013 (http://www.ta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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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항공 지원 및 성장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비패턴의 변화로 보다

다양한 항공수요가 발생하고 비즈니스 출장 및 소규모 관광을 위한

Air-Taxi 등 소형항공기와 일반항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영국 등 항공운송 선진 국가에서의 일

반항공 성장은 다른 일반국가들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이

성장하였다.

Booz & Company39) 에서의 발표 자료를 보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에서도 일반항공을 장기간 발전 잠재력을 지

닌 6개 산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며 국가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다.

[그림 4-8] 해외 GA Development

* 출처 : Jeff MacCorkle 외(2009), “General Aviation in China”, p.3

항공 운송 선진국에서는 일반항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정부의 정책의

주도하에 성장하여 상업용 항공의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일

반항공이 아닌 상업용 항공이 일방적으로 성장하여 선진국과의 항공 산

39) Booz & Company is a leading global management consulting firm, helping the

world’s top businesses,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www.boo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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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구조와 비교하면 기형구조로 아래 그림과 같이 상대적인 차이가 난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2009)에서의 게시내용과 같이 미국, 캐나다, 일

본의 항공 산업구조와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

는 일반항공의 비중이 약 80%로 내외로 월등히 높고 일반항공을 기반으

로 해서 상업용 항공기의 정기 부정기 운항을 지원 될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기, 부정기 상업용 항공기가 항공 산업

비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9] 국가별 항공 산업 비중

* 출처 : 국토교통부(2009), 『일반항공 활성화 방안연구』, p.36

일반항공은 항공 산업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분야로서 주변국가

에서는 정책적으로 향상 방안을 제시하며 추진해오고 있다. 김제철

(2013)에 의하면 중국은 일반항공 공항은 약 160여개로 약 19,800여개에

달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볼 때 매우 제한 적이만 일반항공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반항공 공항건설을 추진하면서 조종사 교육, 비행클럽, 항

공기 판매 및 수리, 항공유 저장 및 급유서비스 사업을 전개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내 경우는 항공운송산업을 성장육성 과정에서 상업용 항공운

송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일반항공의 비중은 아주 낮은 구조로 상업용

항공기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인적, 기술적 자원을 수급할 수 있

는 기초가 부족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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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BO 산업 성장

FBO 산업은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전국공항에 약 3,000여개의 FBO가 여러 공항에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체인점 형태로 FB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FBO가 공항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공항에서 FBO에게 요구하는 최소여건을 충족하

면 되고, 해당공항에서는 차별 없이 동등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항당

국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FBO로는 Signature Flight Support, Landmark Aviation, Million

Air, Atlantic Aviation, J.A Aircenter 등이 있어 미국 내에서 일반항공

기 지원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요즘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를 보면 HKBAC (Hong Kong Business

Aviation Center)는 홍콩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대표적 FBO 업체로 1998

년 설립되어 운영 중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지상조업을 단독으로 운영되

고 있고, 비즈니스제트 항공기 정비는 M etroJet, Jet A viation, TAGA

viation이 운영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Jet Aviation이 FBO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싱가폴이나

홍콩 보다 임금 수준이 낮아 시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베이징, 상하이, 센젠, 주하이가 큰 시장으로 비즈니스항공용 위주

로 성장하고 있으며 2003년 일반항공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항공법규

를 공표하고 시설 인프라를 구축 하고 있다.

Bombardier社에서는 비즈니스 항공기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활

성화 되면서 아시아 태평양 및 중국지역에 대한 성장이 높아 질 것이라

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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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지역별 비즈니스항공기 보유 예상

* 출처 : Bombardier(2012), “Market Foecast 2013-2032”, p.38 , p.42

[표 4-22] 지역별 비즈니스항공기 보유 예상

구 분
North

America

Latin

America
Europe

Middle

Est
India

GreatC

hina40)
Asia

Pacific

2012 9,600 1,675 1,500 400 125 290 400

2032 13,640 3,085 4,740 1,420 1,415 2,640 1,150

* 출처 : Bombardier(2012), “Market Foecast 2013-2032”, p.31인용 재구성

40) Great China : China, Hongkong, Macau an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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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인프라 향상 정책

1. 시설 인프라 지원

조사내용과 같이 국내 항공기 취급업, 정비업, 전문 인력교육을 위해서

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양한 장비, 시설들이 필요하다. 하지

만 국내 대형항공사 및 조업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기업으로서 초

기 투자비가 많은 시설에 대한 투자는 힘들고 주어진 환경에 맞게 운영

중에 있기에 외부의 약간의 변화에도 대응하기 힘들다. 그래서 결국 저

비용항공사 같은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업무 영역도 쉽게 확장하거나 변동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저비용항공사의 장점은 대형 항공사보다 낮은 운송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지만 외주를 주어야 하는 지상조업, 항공기

정비 같은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지출됨에 따라 저비용항공사의 운영

에도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야한 하는 지원 요

소 부분에 대하여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공기 운

항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용 격납고, 부품

창고 등으로 지금보다 비용지출 으로 지상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프

라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61년 항공법 제정 이후 48년 만에 2009년 6월 항공운송서

비스를 다양화 하고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 부정

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 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

면서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사고 운

항)을 폐지하게 되었다. 항공법 제정을 통하여 항공규제 완화를 통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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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송시장에서의 시장진입은 열었지만 과거 격납고 구비요건이 폐지됨

에 따라 항공기 격납고의 시설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치해

야 하는 시설이 아니게 되었다.

이 후 저비용항공사들은 격납고 없이 운송시장에 참여하게 되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제선 비중 11.5%, 국내선 비중 50.7%로 크게 성장

하여왔지만 저비용 항공사는 자체 격납고가 없어서 외국에서 정비를 받

아야 하는 실정으로 항공기의 운영비가 외국 저비용항공사들 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 중에서 에어부산과 진에어는 각각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

항공의 격납고를 이용하고 있으며 제주항공은 LCC 최초로 인천에 2016

년 완공을 목표로 항공기 2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자체 격납고를

약 350 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설중에 있다. 제주항공에 의하면 격납

고 건설이 완료되면 현재 중 정비를 위해 해외에 있는 보잉사의 정비인

프라를 활용할 때 들어가던 연간 수십억 원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격납고를 설치하고 있는 제주항공을 비롯하여 국적 저비용항공사는

2009년 이후로 항공기 보유대수를 지속적으로 늘린 결과 2010년에는 운

송용 항공기 224대 중 저비용항공사 보유 항공기는 26대(약 11%) 수준

이었으나 2014년 5월 기준에는 국내,국제 운송용 항공기 286대 중 55대

(약 19%)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항공기 보유수를 늘리면서 항공운송시장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5-1] 저비용항공사 항공기 보유대수 변동 내역41)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제주항공 8 7 8 12 15

에어부산 6 7 7 10 12

진에어 5 5 7 9 11

티웨이 3 4 5 7

이스타 6 6 6 9 8

에어인천 - - - 1 2

* 출처 : 각 항공사별 조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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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비용항공사의 보유 항공기의 평균기령은 대형항공사가 10년

미만에 비하여 보통 10년 이상의 항공기로 오래 된 것으로 주기적 점검

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정비를 위한 격납고는 필요 하겠다.

[표 5-2]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여객기) 평균기령

구 분 대한항공
아시아

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평균

기령
9.8 8.1 12.4 14.6 13.7 10.9 12.6

* 출처 : 항공진흥협회(2014),『포켓항공 현황(2014)』, p.64 인용 재구성

에어부산과 진에어도 대형 항공사의 격납고를 이용하고 있지만 항공기

보유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 격납고가 없어 정비에 어려움이 있고,

기타 티웨이 항공, 이스타 항공 등의 저비용항공사들도 공항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격납고 설치를 원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항공기 운영비용

이 절감되어 저비용항공사 간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지상조업분야로서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가 어려운 지방공항에서

는 항공기 취급업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제공하여

지방에서도 쉽게 지상조업의 서비스를 낮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어 지방

에서 국제선 신규 취항이 수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지상조업은 공항의 필수 서비스로서 외국 지방공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항당국의 조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항 활성화의 성과가 있

고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이 낮을 경우 항공기 안전사고까지 영향을 미치

게 되고 현재 제도처럼 지방공항에 과점형태로 고가의 조업료를 책정하

는 경우 항공사의 신규 취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지방공항에서 해외로 나가는 노선은 6개 공

항42) 에서 2014년에는 200백만명 이상 여객을 운송하였으며 이는 2010

41) 한국공항공사 통계자료(2014) 기준일 : 2010년(10월7일), 2011년(2월18일),2012년(1월

31일) 2013년(4월8일), 2014년 (5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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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0만에서 5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항공기 운항도

2010년 1,733회에서 2014년에는 15,166회로 약 9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저비용항공사는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선을 확대 추진

중임에 따라 지방 공항에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지상조업이 원활이 이

루어 질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5-1] 지방공항 거점 국적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운항 실적

[그림 5-2] 지방공항 거점 국적 저비용항공사 여객수송 실적

42)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자료, 대상공항 : 김해, 제주, 무안, 청주, 대구,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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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급 인력 양성

조종인력양성은 많은 비용과 장기의 교육기관이 소요되므로 미래 조종

인력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

과 지원이 필요하겠다.

국내 조종사 양성에서의 문제점은 많은 비행교육기관에서는 비행훈련을

할 장소 및 기타 시설이 없어 항공사가 요구하는 비행시간과 교육기관에

서 교육시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비행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는 비행훈련을 시행할 수 있는 훈련공항과 기

반시설, 교육시설, 그리고 시뮬레이터 등과 같이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들이기에 때문에 많은 교육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

렵다

김학재(2009)은 정부 관계자의 비행학교 설립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이해와 조종 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기상 외(2011)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조

종인력 수급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인 항공 산업의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겠

다 라고 하듯 조종인력 양성은 특정 교육 기관에서 해결 할 수 있는 것

이 아닌 정부나 공항운영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여야만 양성이 가능

한 고급인력이다.

[표 5-3] 사설 비행교육훈련 기관 이용공항

클 럽 이용공항 비행기수 교관

클럽뷰티플라이 김포, 양양, 청주공항 5 8

이웨스트에어 김포, 울산공항 6 7

㈜한국조종사교육원 김포, 양양공항 15 18

한라스카이에어 김포공항 7 20

* 출처 : 한국공항공사(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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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 언급한 신규로 항공운항학과를 개설한 7개 대학교는 매년

260여명의 정원으로 항공운항학과가 개설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훈련공

항이 없어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교육기관을 위해 지방공항을

적극 활용하여 비행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인프라의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공항을 비행훈련장으로 지정하고 교육기관에게 기숙사, 격납고 등

비행교육훈련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면 조종훈련교육기관들은

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 없이 지방공항에서 조종 훈련을 시행 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에 개장 한 울진비행훈련원(항공대, 한서대 운영)의 현재 훈련생

은 약 15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으며 내부에 기숙사 등의 지원시설이 제

공되어 현재 조종사 양성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처럼 조종훈련을 위해

지원되는 공항은 훈련용 항공기를 지원 할 정비시설, 급유시설, 보조이착

륙장, 기숙사 시설, 계기비행능력 향상을 위한 공용 시뮬레이터43) 도입

등의 하드웨어적인 지원과, 동일 공항에 다수의 비행교육훈련기관이 서

로 다른 훈련이 시행됨에 따른 비행교육 표준 안전절차 수립, 조종훈련

을 위한 공역44) 확보, 훈련용 항공기를 운영하는 공항 당국에서의 제도

적 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을 해야 한다.

[표 5-4] 비행교육훈련 양성 지원 정책

구 분 지원내용

하드웨어측면
정비시설, 급유시설, 보조이착륙장, 기숙사,

공용시뮬레이터 등

소프트웨어 측면 비행교육 표준안전절차, 공역확보, 제도적 보완

43)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모의 비행 장치는 항공기를 대신하여 각종 훈련

및 심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비행경력으로도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

44)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A, B, C, D, E 및 G 등급 공역으

로 세분화하여, 각 공역 등급별로 비행방식과 항공교통업무 제공 범위 등을 지정 고

시하여 시행하고 있음



- 92 -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공항운영자, 교육기관 외에도 실제 수요자인

항공사도 같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외 경쟁력 있는 체계적인 비

행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비행교육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항공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비행경력과 자격을 갖추는 조

종사를 양성하여 급증하는 수요에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글

로벌적으로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취득하여 아·태지역의 조종훈련 수요

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

겠다.

제 2 절 항공운송산업구조 개선정책

1. 일반항공 활성화

해외사례를 보는 바와 같이 해외 항공운송 선진국에서의 일반항공의 항

공 산업비중은 매우 높다. 우리나라도 최근 항공법상 등록된 일반항공기

가 330대로 급증하여 항공시장에서 비중이 성장하고 있다.

일반항공은 조종사 훈련, 항공기 정비의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

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일반항공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미흡하

다. 일반항공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고, 비행장 등 인프라의 부족, 그

리고 일반항공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 공역 문제 등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생활 질이 향상되고 취미 생활 등으로 일반항공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8년도에는 국내 항공기 등록

대수 435대중 일반항공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공기가 173대였으나 2013

년에는 항공기 등록 대수 623대 중에서 317대로 5년 사이에 83%이상 증

가하고, 2014년 말 기준에는 항공기 등록대수 655대 중 333대로 50% 이

상 일반항공기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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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의 인프라 및 제도는 미흡하다.

[표 5-5] 년도별 일반항공기 등록 현황

구 분 2008년 말 2013년 말 2014년 말

항공기등록 435 623(⬆43.2%) 655(⬆5.1%)

운송용 262 306(⬆16.8%) 322(⬆5.2%)

일반항공 173 317(⬆83.2%) 330(⬆4.1%)
* 출처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45)

중국에서는 일반항공의 시설 인프라를 위해 일반항공 공항을 따로 건설

하고 있으며 건설 이후에는 조종사 교육, 항공기 수리, 항공유 저장 및

급유서비스 사업을 전개 중에 있다. 이렇게 중국은 일반항공 수요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

리나라는 사회 경제적인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

게 일반항공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인프라를 지원하며 육성시

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일반항공 전용 비행장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우선 지방공항이나 기타 비

행장이 활용될 수 있겠으며 지방공항을 우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주정차장, 주기장의 변경 등 기존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하며, 기타 비행장

의 활용을 위해서는 계류장 출입절차 보안규정 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과

항공기 급유, 정비를 위한 기본시설 확보가 우선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을 우선 살펴보면 2009년 개정 당시 소형항공기의 기준을

19인승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점 간 운송을 하는 소형항공사들의 영

업을 제한하며 수익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 좌석수가 상향되

면 운항 시 승객을 더 많이 태워 운항 가능하면서 교통수단으로서 운영

이 더 유리할 수 있다.

45) 2008.9. 22.일, 2010.12. 29.일, 2015.1. 6.일 홈페이지 게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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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미국은 60석, 캐나다는 39석, 일본은 100석 이하 등 우리나

라 보다 좌석기준이 높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좌석기준을

상향 시켜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보안검색 절차로서 항공법

에서 비행장과 공항의 정의46)를 보면 공항이 비행장의 하위 범주로 포

함되어 있고, 보안 규정은 공항에만 한정 적용되기 때문에 공항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행장에는 보안의 대한 규정이 없다. 일반항공기는 지방공

항 뿐만 아니라 기타 비행장에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

형항공기에 맞는 별도의 보안규정 및 항공보안이 마련되어야 겠다.

[표 5-6] 일반항공기 활성화 정책

구 분 주요개선 내용

인프라 지원 항공기 주정차장, 주기장 확보, 항공기 급유 및 정비시설 등 구축

제도개선 관련 용어 정의보완 , 출입절차, 항공보안 보안규정, 좌석규정

일반항공 부류에 속하는 비즈니스항공기 지원센터를 예로 들면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폴 등 주변 국가에서는 비즈니스 항공기 지원센터를 예

전부터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김포공항에 비즈

니스항공기를 위한 터미널과 격납고 시설을 건설 중으로 2016년부터 운

영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의 건

설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제여객의 출입시스템보다 더 편리하고 수속이 빨

리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해외에서는 출입국 직원들이 직접 비행기 안

46) 비행장 :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착륙(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공항 :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리 그 명칭 위치 및 구

역을 지정 고시한 것을 말함

공항시설 : 항공기의 이륙 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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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음)도 이루어 져야만 주변국보다 늦게 시

장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비즈니스항공기 터미널이 주변국과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국내에서도 일반항공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 미국 FAA에서

Relief Airport라 명하며 일반항공 전용공항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일본에

서 30개 이상의 일방항공 비행장을 운영하며 중국도 현재 한참 건설 중

인 일반항공 전용 비행장을 우리나라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일반

항공이 활성화 되면 항공기를 위한 급유, 항공기 정비, 조종사 양성 등

지상에서의 지원 요소도 자연스레 성장이 가능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지

원요소들은 결국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2. 항공기 정비 산업 육성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수리·개조 능력 인정제도 도입으로 자가 정비

제도를 기반으로 2004년 정비조직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2007년 항공법상

항공기 취급업에서 항공기 정비업을 분리 신설하는 등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 개선 중에 있고, 최초로 4인승 소형항공기47)를 개발하면서 세계에

서 28번째 민항기 개발국으로 합류 하였지만 아직까지 항공기 제작 및

정비는 해외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주도로 MRO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

고 말레이시어, 태국, 베트남 등도 점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

국은 90 인승 민간 항공기를 2014년 시험비행을 완료 하여 개발 하였고

죠인트 벤처 형태로 전 세계 주요 업체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항공정비(MRO) 산업의 전략 사업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정비업은 크게 기체 중·정비, 엔진 중·정비, 부품 중·정비, 운항정비 등

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기체 중·정비, 엔진 및 부품 정비

47) 국내개발 소형항공기 개발(2013) : KC-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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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들이 국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운항 기체 정비 지원이 우선 필요 하겠다.

[표 5-7] 국내 항공기 중·정비 현황

구 분 기체 중·정비

기체

중·정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으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군용기에 대한 중·정비 수행하고 있으며 LCC는 자체 격납고를 확보

하지 못해 운항 정비만을 수행

엔진

중·정비

대한항공과 삼성테크윈(군용기 엔진 정비)이 있으나 대부분의 엔진 정비는

해외에 위탁 수행

부품

중·정비

항공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부품정비는 해외에 위탁하

여 수행

국내에서 정비가 활성화 되면 항공안전 분야가 향상되면서 정비 결함

에 따른 지연·결항도 감소하게 되고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신용도도 향상

되어 국내 항공사들의 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고 운송사업자들도 해외

정비에 따른 비용이 감소되어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에 운항을 하고 있는 항공기 정비가 가능한 공항을 중

심으로 한정된 지역에서의 신규 노선 취항의 제약을 해결하면서 시장을

확대 할 수 있겠다.

항공기 정비 분야가 성장하게 되면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일반항공기

뿐만 매년 증가하는 국내 운항 외국 국적의 여객기나 비즈니스 항공기

등도 국내에서 쉽게 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무한경쟁 속의 항공운

송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기체정비가 쉽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설 인프라의 지원 구축과 함께 체계적인 항공전문 인력

양성도 동시에 지원 육성해야 할 것이다.

기체정비의 시설과 기술력으로 자립기반이 확충된 후 단계에는 부가가

치가 높은 엔진·부품 등 전문 MRO 육성 단계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

단계에서는 해외 엔진 제작사 등 MRO 단지 조성을 통한 MRO 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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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1969년 민영화 조치 이후 항공운송이 독점으로 이루어 진

후 1988년 아시아나 항공의 진입 허용으로 복점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

후 글로벌 항공 운송시장에서 새로운 변화 중 하나인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의 두드러진 성장과 함께 국내에도 2005년 처음으로

LCC가 시장에 진입하여 국내선, 국제선 여객 수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며 성장 해오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항공운송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다양화 및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 국제 위상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바탕으로 항공운송 관련 사업자들이 글

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규모는 성장했으나 외국 저비용항공사에 비

해 고비용 구조로 가격 쟁쟁력이 취약하고, 주변 국가의 공격적 시장 확

장으로 영업여건이 좋지 않은 실정이며, 국내 산업기반 부족으로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지만 저비용항공사와 일반항공의 발달로 항공기 운항

지원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야기됨에 따라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대하여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해 전반적인 현황을 측정 해보았다.

측정결과 우리나라는,

· 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순위 하락 (2009년 21위,

2014년 3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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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좌석 ASK 순위 하락 (2009년 18위, 2014년 20위)

· 여객운송실적 순위 하락48) (2009년 15위, 2013년 16위)

이는 우리나라가 항공 대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변 중국 및 일본

은 상기 경쟁력에 대하여 상황 유지를 하거나 상승하는 것에 비하여 우

리나라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공부분이 GDP를 창출하는 정도를 미국에서 측정

한 결과 직접적 요소들이 GDP를 창출하는 효과 대비 간접적인 지원 요

소들에 의한 GDP를 창출하는 정도가 59개의 측정 국가들 중 우리나라

는 54위를 기록하였다. 주변 중국이 간접적인 지원요소들의 의한 GDP가

더 높은 107%를 차지하고 일본은 직접적인 요인대비 68%, 미국은 77%,

독일 68%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37% 수준으로 항공 산업의 직접적 요

인에 비해 간접적 요인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었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는 4요인 모두 비슷하게 모형이 나타나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 관련 및 지원요소에서 지극히 비정형의 모형

관련 및 지원요소의 비정형 형태는 위에서 말한 부분의 순위 하락과 영

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저비용항공사의 해외 정비 의존도, 조종사 수급 등의 어려움, 공항운영

자에게 추가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주변 국가는 오래 전에 구축

운영하는 비즈니스항공기 지원센터가 우리나라는 지금 건설 중인 점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결과이다. 즉 우리나라는 현재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지상에서의 지원 활동이 해외 항공운송선진국 만큼 원활히 이루어지지

48) 2001년 11위, 2002년 11위, 2003년 11위, 2004년 12위, 2005년 13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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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는 설명 될 수 있다.

항공기 운항을 위해 지상에서 지원해야 할 요소들 항공기 정비, 지상조

업 등의 분야는 해외 항공운송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FBO에서 담당

하는 업무의 일환인 것들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반항공의 발달로

FBO 업체가 자연스럽게 성장한 후 여객 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 졌지만 우리나라는 항공운송분야에서 일반항공의 성장

없이 대형항공사의 독점 및 복점으로 인하여 FBO 업무 자체가 대형 항

공사만이 수행 할 수 있는 항공운송구조로 형성되어 있었다.

항공자유화 등으로 항공운송분야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의 성장과 비즈니스항공기 등 일반항공의 성장이 지속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주변국가에 비하여 FBO 업무가 취약한 사유로 항공운송산

업 성장에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런 취약한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업자들의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FBO 업무가 성장할 수 있도

록 국가에서 기본적인 시설 인프라의 구축, 인력 양성, 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겠다.

조사결과에 따른 우리나라가 항공기 운항을 위한 지상지원 활동으로는,

· 평균 기령이 높고 정비가 해외에 의존하는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

의 안전성 확보와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정비 격납고 시설 구축,

지상조업 활동 지원 등으로 저비용항공사의 고비용 운영 구조개선

· 항공기 수량 증가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조종사의 충분한 공급

체계 구축

· 주정차장, 급유 시스템 등의 시설 인프라 구축과 좌석규정, 계류장

출입절차, 보안규정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항공 산업의 모

태로 볼 수 있는 일반항공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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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산업 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항공기 정비 산업의 육성

이 필수적으로 우선 이루어져할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항공운송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아주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고, 주변 중국에서도 자국 항공운송산

업 성장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오랫동안 대형 항공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항공여객 운송 구조의 점

진적 개선으로 급변하는 항공운송시장에 대응해야 한다.

2.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항공여객수송실적의 증가, 항공기 운항 증가 등 지속적

으로 항공운송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의 자국 보호정책이

항공자유화의 시행으로 항공운송산업은 무한 경쟁 속에 있다. 이러한 경

쟁 속에서는 자국의 항공사가 비용 경쟁력을 가지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

화하는 것이 국가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ICAO 민간항공활동 분류 내용과 같이 항공기의 운항은 다양한 지원구

조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연관분야의 요소들이 동시에 성장해야

만 항공기 운송 분야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겠다.

항공운송 선진국들은 처음부터 운항이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운항 장소

의 제약이 거의 없는 다양한 일반항공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현재 항공

기 운항에 필요한 지상에서의 지원 구조가 형성이 되었기에 항공운송시

장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적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가의 지원 아래 대형항공사가 거의 독

점을 해 온 결과 대형 항공사가 아닌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자체만으로는

현대 항공운송시장에서의 대응이 어려운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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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결과 신생 항공운송관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나 확장이 어렵고

새로운 항공 산업 분야의 성장이 어렵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

운송산업 구조는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간접적

요인이 절실히 취약하다는 것과 일반항공 분야 비중과 운송용 분야 비중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항공운송산업 구조적 차이를 조금씩 개선 해나가는 것이 궁극적으

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그림 6-1] FBO업무와 항공운송산업 성장 관계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산업의 단편적인 요소가 아닌 항공

운송산업의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항공

운송 지표들에 대한 변화를 조사해보고 항공운송 선진국가과 비교를 통

해 우리나라 실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 한 후 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대부분 특정요소를 중심으로 진행 된 연

구와 차별이 되면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102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한계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산업 분야로 한정하여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

을 활용하였으나 실제로 항공운송산업은 방위산업, 우주산업 같이 항공

운송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산업과의 관계를 연구를 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분야 내에서도 관련 및 지원 분야도 공항 운영 시

스템, 항행 시스템, 관련 비즈니스 등 기타 많은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지

만 여객 항공기의 운항에 필수적으로 지원 되어야 하는 인적, 물적 인프

라에 한정하여 연구가 시행되었다.

포터의 모델 4요소 측정 항목과 대표지표 설정은 실제로 평가항목을 개

발하여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선정

하는 것이 폭 넓은 지표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각 요소를 선정하고 개별 지표들의 영향을 모두 받는

항목을 대표지표로 선정하여 국가별 설문 조사 없이 국제기관에서 발표

하고 있는 결과로 연구가 진행 되었다. 그래서 기관별 발표 시기나 활용

자료가 똑같은 년도가 아닌 경우도 있기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자료로 활용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FBO 업체가 하는 업무는 입출국 수속 지원 같은 비행라인

지원업무로부터 항공기 판매까지 아주 광범위 하지만 여기서는 FBO 업

무를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필수 업무인 항공기 정비, 취급, 조종사 교육

및 양서 업무를 대표업무로 활용 한 한계도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

문들을 보면 일반항공에만 한정하여 FBO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들의 업무는 일반항공 뿐만 아니라 상업용 운송항공기에도 반드시 필요

한 업무이기에 FBO 업무는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운송용 항공

(Commercial Aviation) 양쪽 모두에게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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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과제

항공운송산업은 논문 내용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아주 전문적인 인프라를 요구를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런 인프라의 현황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이었다면 향후에는 요인별간 상호 연관성 정도, 요인별 개선 방안,

안전성 향상 등에 대한 세부적 연구가 필요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반

항공이란 밑받침 없이 대형항공사 중심으로 운송시장이 성장해왔기에 항

공운송시장이 급속하게 변하고 점점 무한경쟁화 속에서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면서 외항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

내 항공운송산업의 기반이 구축되어 지원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국가적 지원 활동 외에도 항공기 운항사들의 효율성 향상, 안전도

향상, 신뢰성 확보 등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와 개선도 필요하겠

다. 항공운송산업은 국가와 해당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개선 노력해야 하

는 분야로서 국내 운항사들은 우리나라 항공운송분야의 대표적 기업으로

최근 몇 년간 모 회사의 항공기 사고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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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ir Transport

Industry of South Korea by

Diamond Model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FBO industry-

JU HYOGEU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ructure and environment of the South Korea’s air transport

industry are dramatically changing due to the various factors which

have affected the increase of air-demand such as the surge of

economic scale, the appearance of low cost carriers, and the growth

of general aviation and so on.

The low cost carriers of China and Japan are planning to launch

international flights with strong basis facilitated by establishing the

company with their national or foreign full service carrier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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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stable capital and operational expertise. And their governments

are strengthening infrastructure of the general aviation as the

business jet industry develops.

Although the previous studies on air transport industry in South

Korea have been limited to the superficial problems and solutions,

this study has done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overall factors

which affect current air transport industry of South Korea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by application of diamond model which was

developed by Michael Porter.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eatures of South Korea’s air

transport industry have shown that the ranking of departure

passengers per thousand has increased steeply while infrastructure

related to the seats offered has shown downward trend. Consequently,

the South Korea’s air transport industry has vulnerable structure in

the supporting industries showing irregular model by the result of

comparing four elements of diamond model with leading countries in

terms of air transport industry.

Although national low cost carriers have grown considerably in the

aspect of scale, it has been found that price competitiveness of them

is prominently lower than that of foreign low cost carriers mainly

because they have high-cost structure due to the full-dependency of

aircraft maintenance on overseas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 for the

business jet and general aviation industries.

Aircraft maintenance and ground handling services have long been

the part of FBO works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growth of

FBO industry coupled with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naturally made them to handle commercial aircrafts. Unlike these

cases, FBO industry cannot be implemented separately in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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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ecause of the monopoly or duopoly by national carriers

without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The reason why the South Korea has to develop the FBO industry

is not only to secure the safety of aircraft which the aircraft

maintenance is heavily dependent on overseas but also to cut cost by

improving infrastructure such as construction of maintenance hangars.

Furthermore proper number of pilots should be supplied in a

well-timed manner as the number of aircraft increases for both full

service carriers and low cost carriers. And institutional and facility

improvements for general aviation are required which neighboring

countries are making greater efforts.

Lastly, this study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ground support

areas have been comprehensively compared and analyzed unlike the

other studies although the support industries are only limited to the

civil aviation activities.

keywords : Air Transport Industry, FBO, The Low cost carriers,

General aviation,

Student Number : 2014-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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