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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복잡 네트워크 접근법을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

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공간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항공 네트워크의 개념화 방식과 국지적 이질성에 주목한다. 그간 항공 네트워

크의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세그먼트 단위로 임의의 경계 내부의 평균적 

특성을 찾는 데 주력했으며, 이는 공간적 문제(spatial matter)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적받아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네트

워크의 개념화와 분석 수준에 따라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을 분석

하고 결과의 차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때 여객의 항공 여정 정보가 

포함된 OAG 데이터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는 점차 고밀화되는 추

세이며, 환승루트는 극소수의 서아시아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허브앤스포크 구

조로 조직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환승루트가 증가하는 가운데 거대 허브 공

항의 환승여객 처리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의 개념화에 따

른 구조의 차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의 항공 네트워

크는 그 분포에 있어 끝이 절단된 멱함수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에 따라 기존 공항 간의 새로운 연결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중이

다. 또한, 아시아를 지나는 항공 세그먼트가 경유지를 포함하는 정도에 비해 

경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공항은 극소수였으며, 아시아 내 공항의 중심성(발착

여객수), 매개성(환승여객 수)은 지수함수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기존에 그 차이만이 적시되어 왔던 중심성과 매개성이 경험적으로 

일정한 관계 특성을 가짐을 보여주며, 동시에 아시아의 환승루트가 강력한 허



브앤스포크 구조로 조직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아시아의 항공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함으로써 해당 네트워크의 국지적

인 형태와 함께 분석 기간 동안 그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했다. 이

는 네트워크 구조의 전역적 특성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공항 간의 기능적 관계

를 드러낸다. 대체로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공항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으

나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들과 이란 등의 예외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위상학

적 패턴과 지리적 배열의 차이는 해당 구조의 설명에 있어 공간적 제약 외에 

지정학적 고려가 필요함을 방증한다. 더하여 Z점수와 참여계수를 도입해 추출

된 커뮤니티를 기준으로 각 공항의 역할을 재정의했다. 이에 따라 전자는 전역

적 분석에서 드러나지 않는 ‘로컬 허브’의 존재를 드러냈으며, 후자는 커뮤니티 

내외부에 대한 각 공항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개념화에 

따른 커뮤니티 구조의 비교분석은 서로 다른 스케일(전 세계, 아시아)에서 공항

들 사이의 기능적 분화와 네트워크상에서의 역할(중심성, 매개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한 가지 방식으로 개념화되어온 항공 네트

워크를 세분화하고 복잡 네트워크의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을 체계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비교적 적은 수준으로 다루어져온 커뮤

니티 구조 추출 방법론을 도입하고 해당 구조를 ‘읽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항공 네트워크를 지리학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요약하기 위한 접

근법을 제시했으며, 이는 도시 상호작용의 분석과 세계 항공 네트워크의 평가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항공 네트워크의 분석은 임의적 경

계 내부의 위상학적 관계를 파악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의 복잡

한 흐름의 정보를 압축하는 작업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야 한다.

주요어 : 항공 네트워크, 복잡 네트워크, 항공 데이터, 허브앤스포크, 커뮤니티 

구조,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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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아시아는 2010년대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 운송 시장이 되었다. 아

시아의 항공 여객 이동량은 기존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을 추월해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약 37%를 차지하며(The World Bank, 2015)1), 이는 아

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2031년에는 전체 여객 이동량의 41%를 차

지할 것으로 예상된다(ACI, 2012). 이렇듯 아시아는 항공 운송의 성장 잠재력

이 높은 지역으로, 해당 국가들은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해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의 확장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는 아시아 고유

의 물리적, 정치적, 경제적 특성이 개입하여(O’Connor and Fuellhart, 

2014) 전통적 항공시장과 차별화되는 네트워크 양상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지

만(Graham and Ison, 2014), 항공 운송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가 유럽과 

미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아시아의 항공 시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미비한 

실정이다(Dobruszkes and Graham, 2016).

지리학은 오랫동안 먼 공간을 가로지르는 인간 이동의 특성과 조직을 고민해

왔으며(Zook and Brunn, 2006), 항공 교통은 1903년 12월 라이트 형제의 

성공적인 비행 이후로 지리학의 꾸준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지역 간

에 사람과 자본, 정보의 흐름이 가시화되면서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s)’(Castells, 1996)을 포착하려는 시도가 늘어났고, 항공 교통은 대표적

인 장거리의 흐름으로서 지역 간의 관계와 상호의존 또는 특정 지역의 중요성

과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되어 왔다. 이는 기존의 영역적 관점만으로는 지

역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장소의 변형이 ‘관계’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가

정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 가정은 각기 다른 지리적 수준에서 관계 구조 내 장

1) The World Bank의 자료는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ICAO의 가입국이 제출한 수치로서 부정기 항공편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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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위치(position)를 강조하며(Rozenblat and Melancon, 2013), 이러한 

구조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될 수 있다. 항공 교통은 대표적인 관계적 시스템

으로서 1960년대 계량혁명 시기에 네트워크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데이터와 

분석 기법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Schwanen, 2016). 이후 2000년대 들어 물

리학계에 ‘새로운’ 네트워크 과학이 등장했고(Pumain, 2013), 이는 지리학계

의 ‘관계적 전환’ 및 컴퓨터와 관련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맞물려 항공 네트워

크에 대한 실증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물동량과 관련 행위자가 증가하면서 항공 네트워크의 구조가 점차 복잡

해짐에 따라 관계의 표현과 의미 파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네트워크 

구조의 분석에 물리학의 복잡 네트워크 분석(complex network analysis)을 

도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발전한 통계학 및 컴퓨터 과학에 대한 

학습의 어려움과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제한 등으로 심화된 연구를 진

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Ducruet and Beauguitte, 2014). 따라서 지리학의 

연구는 주로 물리학의 방법론을 실증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지리학자들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어왔다(Rozenblat and Melancon, 2013).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 네트워크를 분석함에 있어 공간적 문제

(spatial matter)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항공 네트워크는 순수한 위상학

적 네트워크가 아니며 각 결절지점(공항)은 공간에 박혀있다(embedded). 이

는 각 행위자의 전략과 수요에 맞물려 네트워크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으로써 해당 네트워크 특유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항공 네트워크는 다수의 연

구자들에 의해 멱함수(power law) 법칙을 따르는 허브앤스포크 형태로 조직

되어 있음이 알려져 왔으나(Barrat et al., 2005; Wang et al., 2011), 이는 

전 세계 혹은 임의적 경계 내부의 평균적인 조직적 특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세계 네트워크는 다양한 제약으로 내부에 국지적인(locally) ‘커뮤니티’를 포

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지적 그룹의 형태는 사회경제적 특성의 측면에서 (경

제)활동의 위치와 분포를 드러낸다(Gegov et al., 2013). 그러나 지역 구조를 

드러내기 위한 지리학자들의 전통적인 노력에도 네트워크의 다수준 조직에 대

한 논의는 적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Ducruet and Beauguitte, 2014).

더하여 항공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분석 단위와 범위 설정에 대한 문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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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다. 항공 네트워크는 경유지를 포함한 루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데이

터의 한계와 분석법의 적용 문제 등으로 세그먼트 단위로 나누어져 분석되어 

왔다. 이는 항공 여객의 실제 이동을 반영하지만, 방문객으로서의 여객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루트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다시 개념

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세계가 아닌 특정 지역 범위에 대하여 항공 네트워

크를 분석할 때에 주로 지역 내부(대륙 내부, 국가 내부 등)의 흐름만이 분석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흐름을 바탕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의 구조와 공간

적 범위는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임의의 경계 내부의 구조

와 각 공항의 역할만을 파악하는 것은 특히 경계 외부와 연결성이 높은 공항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복잡 네트워크 접근법을 통해 2011년

과 2015년 사이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공간 구조적 특성을 설명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한 가지 방식으로 개념화되어온 항공 네트워크를 분석 단위와 

분석 범위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분석 결과의 차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

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복잡한 항공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요약하기 위

한 접근법을 제시함으로써, 항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지역 간 관계의 단면을 

포착해내려는 연구 흐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 네트워크의 통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 시기 내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구조의 전역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

에서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 온 직항루트와 환승루트를 구분해 분석한

다. 이는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구조 전반에 대한 시각을 제공함과 동시에 네

트워크의 개념화에 따른 세부 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둘째,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함으로써 전역적 특성에

서 도출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구조 내 국지적 이질성을 파악한다. 이러한 패턴

은 특수한 공간 배열을 나타냄으로써 복잡한 구조 내 숨겨진 공항 간의 기능적 

관계를 드러낸다. 특히 본 연구는 분석 단위와 공간 범위를 달리해 추출한 커

뮤니티 구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개념화에 따른 공항의 역할과 구

조적 변화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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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대상과 자료처리방법

1. 분석대상: OAG passenger booking data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아시아 항공 교통을 분석하기 

위해 Official Airline Guide (OAG, http://www.oag.com)에서 구축한 여

객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는 월별 루트(route) 단위의 예약 자료로서 출발 및 

도착 공항, 두 개 이하의 경유 공항, 여객 수 정보 등을 포함한다.2) 본 연구는 

이 중 아시아 내의 공항을 지나는 60개 달(2011년 1월 – 2015년 12월)의 예

약 현황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OAG 데이터는 크게 보정(adjusted) 데이터와 미보정(unadjusted) 데이터

로 구분된다. 두 가지 데이터 모두 Global Distribution System (GDS)에서 

수집한 Marketing Information Data Transfer (MIDT)를 기반으로 하지만, 

보정 데이터는 OAG에서 추가 자료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실제 시장을 반영

하도록 추정한 모델 데이터(modelled data)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DT의 한계점을 보완한 보정 데이터를 사용했다.

2. 용어 정의3)

시작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 노드(node):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vertex(수학), site(물리학), 

actor(사회학) 등으로도 불린다.

§ 링크(link):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선으로서 edge(수학), bond(물리학), 

tie(사회학) 등으로도 불린다.

2) OAG 데이터는 예약 데이터로서 비행 이전의 예약 변경과 취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걸쳐 국가 내부의 이동량까지 포괄하며, 예약 시의 
여정 데이터(출발지, 도착지, 경유지 정보 포함)를 포함함으로써 승객의 실제 이동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부록 참고.

3) 관련해 Newman(2003), Neal(2014), 항공정보포털시스템(http://airportal.go.kr)의 
항공용어사전 등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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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route):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하나의 경로로서 경유지가 포함될 

경우 여러 개의 링크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정4)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한다. 루트 상에서 항공편의 경유지 착륙 여부에 따라 직항루트

(nonstop route), 환승루트(transfer route)5)로 구분한다.

§ 세그먼트(segment):  루트 내 각 구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루트의 일

부는 섹터(sector), 세그먼트, 구간(le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섹터는 루트

의 일부를 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세그먼트는 루트 중 동일 항공편인 

일부를, 구간은 연속적인 착륙지점 간의 일부를 뜻한다. 이와 같이 루트의 

구간은 그 성격에 따라 달리 칭해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데

이터에 따라 루트의 각 구간에 대한 용어를 세그먼트로 통일한다.

§ 시발지점(origin): 루트 상의 맨 처음 지점으로서 여객과 화물이 해당 루트 

시초에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탑재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 종착지점(destination): 운송계약에 지정하는 최종 목적지이다. 왕복 또는 

일주여행인 경우 시발지점과 종착지점이 동일하다.

§ 발착여객(terminating passenger): 해당 공항에서 항공여행을 끝내거나 

시작하는 여객을 의미한다.

§ 경유지(intermediate point): 항공기가 운송이나 기술상의 목적으로 정기

적으로 착륙하도록 지정된 중간 지점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여객은 자사

나 타사의 접속편(connecting flight)으로 옮겨 타거나 중간기착

(stopover)을 할 수 있다.

§ 환승(transfer): 특정 항공편으로 도착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동일 항공사 

또는 다른 항공사의 다른 항공편으로 계속되는 수송을 뜻한다. 만약 여객이 

경유지에서 타 항공편으로 바꾸어 타지 않으면 통과(transit)라 칭하며, 경

유지에서 상당기간(국내선: 4시간, 국제선: 24시간 이상) 동안 의도적으로 

여행을 중지할 경우 중간기착(stopover)이라 한다.

4) 여정(항공일정, itinerary): 여객의 여행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구간을 의미한다.
5) 환승루트: 엄밀하게는 여객이 경유지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탈 경우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객 유동 데이터의 최소 단위는 동일 항공편을 하나의 링크로 
취급하는 세그먼트이므로 의미의 충돌 없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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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여객(transfer passenger): 해당 공항에서 환승하는 여객을 의미한다.

§ 세그먼트 네트워크(segment network): 해당 네트워크의 링크가 각 노드

를 잇는 세그먼트를 반영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 O-D 네트워크(origin-destination network): 해당 네트워크의 링크가 루

트 상에서 경유지를 소거한 경로를 반영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 링크는 시발지점과 종착지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의된다.

3. 네트워크 구축 방법

항공 네트워크는 2차원 공간에 불균등하게 분포된 노드와 이들 사이를 직접

적으로 연결하는 링크로 구성된 공간 네트워크이다(Barthélemy, 2011). 이러

한 항공 네트워크는 G = (V, E, w)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6) 여기서 

V는 노드의 집합(V = {vi: i = 1, 2, …, n})으로 항공 네트워크에서는 공항을 

나타내며 n = |V|는 공항의 개수이다. E는 링크의 집합({ei: i = 1, 2, …, m})

으로 항공 네트워크에서는 공항 간의 연결(운항 여부)을 나타내며 m = |E|는 

연결선의 개수이다. w는 가중치 함수로서 본 연구 상의 항공 네트워크에서는 

여객의 수를 뜻한다.

위와 같이 n개의 노드와 m개의 링크를 가진 그래프는 n개의 행과 n개의 열

을 가진 인접행렬(adjacency matrix) A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 f  and   
  

(1-1)

노드 i와 노드 j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A의 각 요소인 Aij는 1이며,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0이다. 이때 두 개의 노드가 하나의 링크로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들 노드를 이웃(neighbors)이라 칭한다. 만약 각 링크에 가중치

가 부여된 가중치 네트워크의 경우 Aij의 값은 1 대신 wij를 갖는다.

6) 그래프는 수학에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네트워크의 개
념은 이와 유사하지만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는 요소(점) 간의 연결(선)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해당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다. 정리하면 네트워크는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
고 네트워크 이론은 그래프 이론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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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국가이름 해당 국가 수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부탄
8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

즈베키스탄
5

동남아시아

브루나이, 코코스제도(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캄보디

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12

동북아시아
중국, 홍콩(중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몽골, 마카오(중국), 대만(중국)
5(8)*

서아시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

웨이트, 레바논,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

아, 시리아, 예멘, 터키

14(15)*

[표 1-1] 본 연구에서의 아시아 국가

* 국가 수는 UN 가입국 기준(2016년 10월), 괄호 내 숫자는 OAG의 국가 분류 기준이다.
** 팔레스타인은 2016년 10월 기준으로 UN 총회 옵서버(observer) 국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항공 교통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아시아 대륙

을 지나는 모든 루트에 대한 데이터 집합을 구성했다. 아시아의 공간적 범위와 

상세 지역 구분은 OAG의 데이터 구축 기준을 기반으로 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본 연구에서 아시아에 포함된 국가7)는 [표 1-1]과 같다.

해당 국가들에 세워진 공항을 기준으로 월별 예약 데이터를 정리했다. 예약 

데이터는 경유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b = <[a1, ... ,am], p>라는 하나의 집합

(tuple)으로 표현된다. 이때 각 ai는 하나의 공항이며, a1은 출발 공항, am은 

도착 공항을 의미한다. p는 각 달에 해당 경로의 항공권을 예약한 승객의 수이

다. 이때 모든 bi = <Ai, pi>와 bj = <Aj, pj>는 i ≠ j ⟶ Ai ≠ Aj 를 만족한다.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를 앞서 언급한 그래프, 즉 G = (V, E, 

w)로 추상화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는 환승을 포함한 루트 단위 데이터이기 

7) 국가는 2016년 10월 기준 UN 가입국(193국)을 기준으로 한다. 이중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아시아를 지나는 항공 루트 상에 없는 국가는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산
마리노 등 세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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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인접행렬 구축을 위해 세그먼트 단위로 분할했다. 구체적으로, 각 예약 

데이터 b = <[a1, ... ,am], p>에 대하여 1≤j〈m 일 때 (aj, aj+1) ∊ E 인지 확

인하여 만약 (aj, aj+1) ∊ E이면 w(aj, aj+1)에 w(aj, aj+1) + p을 대입했으며, 

(aj, aj+1) ∉ E이면 (aj, aj+1)를 E에 추가하고 w(aj, aj+1)에 p를 대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최종 네트워크는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190개 국가

의 2,378개 도시, 2,433개의 공항, 196,047개의 독자적인 항공 루트와 

28,822개의 독자적인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해당 공항 중 아시아에 세워진 공

항은 863개로 전체의 약 36%를 차지한다([표 1-2]).

지역 구분* 국가 수 (비율) 도시 수** (비율) 공항 수 (비율)

아시아 44 (23.2%) 847 (35.6%) 863 (35.5%)

아프리카 54 (28.4%) 241 (10.1%) 243 (10.0%)

유럽 43 (22.6%) 449 (18.9%) 471 (19.4%)

라틴아메리카 33 (17.4%) 260 (10.9%) 266 (10.9%)

북아메리카 2 (1.1%) 417 (17.5%) 425 (17.5%)

태평양 14 (7.4%) 164 (6.9%) 165 (6.8%)

총합 190 2,378 2,433

[표 1-2] 본 연구 데이터의 지역별 국가, 도시, 공항 수 (2015.12.)

*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OAG 데이터 구축 기준에 따른다.
** 공항이 있는 도시만을 포함한다. 이들 중 두 개 이상의 공항을 가진 도시의 개수는 아시아 
15개, 비아시아 31개이다. 전자의 도시는 구체적으로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방콕, 베이징, 
상하이, 나고야, 오사카, 도쿄, 서울, 타이베이, 이스탄불, 두바이, 텔아비브, 테헤란, 암만 등
이며, 오사카(3개)를 제외하고 모두 2개의 공항이 세워져 있다(단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군사공항 등은 제외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일 도시 내에 세워진 공항일지라도 네트워크 내
에서 그 역할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공항 단위로 분석을 시행했다.

[그림 1-1]은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아시아 공항들의 항공 여객 수에 대

한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며, [표 1-3]은 이 중 상위 20개 공항의 상세 수치를 

보여준다. 이들 공항을 출발 혹은 도착하는 승객 수는 약 1억 1천 명으로 이는 

아시아의 공항 이용객 중 약 42%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20개 공항 중 7개

가 동북아시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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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공항코드

(IATA)
도시이름 공항이름

세그먼트 개수 

(From/To)

총 여객 수 

(백만 명)

1 DXB 두바이 두바이 247/227 13.79

2 IST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300/283 10.05

3 PEK 베이징 베이징 수도 273/265 7.70

4 DOH 도하 도하 166/147 7.58

5 HND 도쿄 하네다 84/150 5.95

6 HKG 홍콩 홍콩 169/157 5.94

7 CGK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87/81 5.88

8 SIN 싱가포르 싱가포르 창이 163/150 5.28

9 BKK 방콕 수완나품 167/162 5.17

10 PVG 상하이 상하이 푸둥 212/219 5.16

11 KUL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 139/132 4.76

12 AUH 아부다비 아부다비 123/109 4.65

13 CAN 광저우 광저우 바이윈 194/184 4.60

14 ICN 서울 인천 171/157 4.54

15 DEL 델리 인디라 간디 134/118 4.27

16 SAW 이스탄불 사비하 괵첸 116/218 4.12

17 JED 제다 킹 압둘라지즈 119/110 4.10

18 BOM 뭄바이 차트라파티 시바지 105/92 3.79

19 MNL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101/91 3.73

20 TPE 타오위안 타이완 타오위안 123/120 3.34

[표 1-3] 총 여객 수 기준 아시아의 상위 20개 공항 (2015.12.)

* 동북아시아 내 공항 음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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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총 여객 수 기준 아시아의 상위 20개 공항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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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그림 1-2]와 같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지리학 내 지역

연구와 공간분석에 대한 연구 흐름을 바탕으로 도시의 관계 구조 파악에 네트

워크 관점이 도입된 맥락과 인프라 네트워크 분석의 이론적 배경을 서술한다. 

다음으로는 항공교통지리학에서 네트워크 연구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항공 허

브의 탐색에 있어 데이터와 방법론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나아가 항공 네트

워크를 포함한 실세계의 복잡 네트워크의 분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들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 네트워크의 다수준 조직(multi-level 

organization)인 커뮤니티 구조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항공 네트

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과 세부 연구주제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전역적 특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여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통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해당 시기 내 구조의 변화를 파악한다. 특히 환승루트

를 반영해 항공 네트워크를 세그먼트 단위와 O-D 단위로 각각 개념화했으며, 

분석 결과의 차이와 그 의의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의 요소를 세분화

하고 복잡 네트워크 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했다.

4장에서는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detection)함으로

써 네트워크의 국지적 특성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구조의 위상학적 

패턴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 단위와 공간 범위에 따라 각 공항

의 역할과 연결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를 위해 성능이 

검증된 커뮤니티 추출 알고리즘과 비교분석에 필요한 네트워크 과학의 방법론

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위의 분석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고 그 함의와 의의, 

한계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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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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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와 분석틀

제1절 도시체계의 이해와 네트워크의 도입

연구자들은 현대 도시의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 메타포 또는 통계적 모델로서 

네트워크 컨셉을 받아들여 왔다(Neal, 2010). 본 절에서는 도시지리학에서 도

시체계(urban system)를 이해하는데 있어 네트워크 접근이 지배적인 패러다

임으로 자리하게 된 맥락을 살펴보고, 도시 네트워크의 경험적 분석, 특히 항

공 교통을 포함한 인프라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알아본다.

1. 도시에 대한 관계적 사고

오랜 기간 동안 공간분석의 중심이 되어왔던 ‘지역’은 여전히 하나로 규정하

기에 어려운 범주이며, 이것의 다양한 의미와 영향은 공간분석의 패러다임 전

환에 따라 도전받고 수정되었다(Macleod and Jones, 2007). 입지이론의 전

통에서 출발한 공간분석은 세계화를 포함해 다양한 흐름이 증가하는 사회의 경

향에 따라 영역적 관점에서 관계적 관점으로 전환되어 왔다.8) 구체적으로 입

지이론은 1950년대 계량혁명 중 공간과학(spatial science)으로서의 인문지리

학을 구축하려는 노력과 Haggett(1965)의 입지분석(locational analysis) 등

으로 확장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수행된 공간분석은 주로 영역적 접근, 

즉 지역의 내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역의 개념을 중간 수준(meso-level)으

로 고착화하는 효과를 낳았다(Macleod and Jones, 2007).9)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은 지역 간의 다양한 흐름이 가시화되면서 설명력에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요지는 분석 범위가 로컬에 얽매여 보다 큰 스케일

8) 공간분석(spatial analysis)은 일반적으로 인문지리학 내 입지분석에서 정량적 방법론
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지이론이란 경제활동의 입지를 설명, 예측하는 이론과 
기법을 뜻한다(Gregory et al., 2009).

9) 중간 수준은 일반적으로 도시 단위를 의미한다(Rozenblat and Melanc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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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흐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이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을 지역 그 자체보다 지역 간의 관계로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인문지리학의 ‘관계적 전환(relational turn)’ 

또는 ‘공간에 대한 관계적 사고(think space relationally)’(Amin, 2002)의 

도입으로 명명되며, 이에 따르면 입지이론의 과제는 지역 간의 네트워크 관계, 

즉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제도적 연결을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된다

(Gregory et al., 2009).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도시지리학에서 ‘도시체계(urban system)’에 대

한 관심과 연결된다. 관련 연구의 시작은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urger, 2011). 해당 시기에 꾸준히 진행된 교외화 현상과 함께 도시 연구의 

초점은 도시의 내부 구조(‘city as a system’)에서 도시 중심들의 분포로 설명

되는 도시의 외부 관계(‘systems of cities’ 또는 ‘urban system’)로 옮겨갔다

(Ullman, 1941). 이때 도시체계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연결되면서도 동시에 독

립적인 도시 공간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Pred, 1977).

도시체계 연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중심지 이론을 그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

다. 일찍이 Gottman(1961)이 여러 도시가 상호 연결된 메갈로폴리스의 출현

을 선언하고 Pred(1977)가 도시 간의 상보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혔음에도, 

1970년대 후반까지 도시지리학과 경제학 내에서 도시체계 연구의 주요 흐름

은 중심지 이론의 위계와 경쟁을 기반으로 했다(Burger, 2011). 계량혁명 즈

음하여 관련 문헌은 크게 두 가지의 경로를 따랐는데(McPherson, 1981) 첫

째는 Isard(1956)가 주창한 지역과학(regional science)의 흐름으로, 앞서 밝

힌 공간과학의 이론 혁명에서 촉발되어 대표적으로 지프의 법칙(Zipf, 1949), 

중력 모형 등 공간 분포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형식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흐름은 도시체계학파(Bourne and Simmons, 1978)를 중심으로 하

며, 도시-배후지 관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도시체계의 조직을 보다 분석적

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공간과학에서 도시체계에 대한 연구는 개별 지

역과 미시 수준(micro-level)에 대한 접근으로 대체되었다. 이의 원인은 주요 

도시가 탈공업화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시대적 현상, 도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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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론적 차원에 머무르며 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관계적 시스템에 대한 실증 데이터가 부족한 점 등으로 정리된다(Burger, 

2011). 해당 시기에 도시체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기존의 중심지 이론을 적

용하려는 연구와 중심지 이론을 탈피하려는 연구들로 분리되었으며, 연구 범위

는 로컬(일상적인 도시체계)과 글로벌 스케일로 극단화되어 그 사이의 지리적 

스케일은 무시되는 경향을 보였다(Coffey, 1998).

도시체계의 공간적 조직이 재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교통통신기

술의 발전과 세계화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도시 네트워크’ 담론의 활성화를 

촉발했다. 특히 교통통신기술의 발전은 도시 간의 상호연결을 강화하여 통합된 

경제를 만들어냈다. 이에 따라 도시 네트워크 개념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왔으며, 해당 패러다임은 더 이상 도시 내 또는 도시 스스로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시에 대한 ‘전통적인’ 영역적 접근법과 결별한다

(Liu and Derudder, 2013). 동시에 네트워크 체계는 도시 간의 수평적 연계

와 이들 간 흐름의 양방향성을 강조하면서(손정렬, 2011), 1960년대의 중심지 

이론을 기반으로 한 도시체계 연구들과도 차별화된다(Burger, 2011).

2. 도시체계와 인프라 네트워크

앞서 밝힌 도시체계에 대한 네트워크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개념적 논의에 

더하여 도시 간 관계를 어떻게 경험적 차원에서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관련해 Neal(2010)은 사람과 자본, 정보의 교환은 도시 네트워크

를 정의하며 현대 도시의 경제적 삶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교환

은 경험적으로 측정해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패러다

임을 중심으로 한 도시체계의 경험적 연구는 발전된 컴퓨팅 기술과 결합해 대

략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의 시작을 알린 선

구적인 연구로 Mitchelson and Wheeler(1994)가 있다. 해당 연구가 도시 

간 정보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미국 도시체계의 지리를 밝히는 데 사용한 이

후, 도시체계를 묘사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도시 간 연결에 대한 데이터를 사

용하는 것은 점차 대중화되었다(Taylo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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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는 도시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강조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왔다(Burger, 2011). 첫째는 네트워크 모델링과 공간적 흐름(spatial 

flows)의 분석을 결합한 연구들로, 이들은 네트워크 구조의 측정법을 발전시킴

으로써 공간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밝혀왔다(Reggiani and Nijkamp, 2007). 

둘째는 Globalisation and World Cities (GaWC) 그룹을 중심으로 하며, 기

업과 항공, 해운 등의 교통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시 기능에 있어 ‘흐름의 공

간’(Castells, 1996)의 중요성을 강조했다(Taylor, 2004; Smith and 

Timberlake, 2001; Derudder and Witlox, 2005; Derudder et al., 

2007; Derudder et al., 2008).

이들 연구는 도시의 다양한 관계적 시스템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이 

중 어느 하나의 대상이 도시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해 권규상

(2015)은 도시 간 연결이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여러 층의 관계로 존재한다

면서, 도시 네트워크 내 행위자를 크게 기업, 사람, 정부/조직으로 구분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행위자들의 흐름이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 인프라 층

위(layer)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Tranos, 2011). 특히 항공, 해운 등의 

교통, 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는 초국가적 흐름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으며(Taylor, 2004), 관련 연구는 주로 Castells(1996)

의 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Castells(2000)는 ‘흐름의 공간

(Space of flows)’을 ‘영역적 인접성과 무관하게 사회적 실천의 동시성을 허

용하는 물질적 조직’으로 정의하고 이는 적어도 세 가지 층위의 물질적 토대를 

조합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층위는 방송시스템, 고속교

통망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 하부구조이며, 두 번째 층위는 다양한 사회 시스템 

내에서 노드와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간의 위계적인 관계구조이고, 마지

막 층위는 ‘관리 엘리트(managerial elites)’의 공간적 분포와 지배구조로 요

약된다. 특히 첫 번째 층위는 그 자체로 행위자에 의한 도시 간 관계 형성의 

통로이자 가능성을 제공하며(권규상, 2015), 이는 곧 세계 도시 과정(world 

city process)를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astells, 1996; Tranos, 

2011). 이에 따라 전 세계에 불균등하게 퍼진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국가

적인 도시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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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항공 네트워크 구조 연구

항공 네트워크는 초국가적 도시 네트워크 구조를 정의하는 흐름의 주요한 채

널 중 하나이다(Derudder et al., 2007). 이에 따라 오랫동안 항공 교통량을 

활용한 도시 네트워크의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해당 분석은 초기에 제국-건설 

전략으로서, 이후에는 상업 항공의 경제적 결과와 규제완화 등을 파악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Neal, 2010). 이러한 흐름은 결국 항공 네트워크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계량혁명 이후 항공교통지리학의 네트워크 분석과 궤를 같이 한다. 본 

절에서는 상업 항공의 등장 이후 교통지리학에서 항공 네트워크를 어떤 관점에

서 파악해왔는지 살펴본 뒤, 네트워크 구조의 개념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

해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알아본다.

1. 항공교통지리학 내 네트워크 연구 흐름

U.S. Geological Survey의 Willis Lee는 비행 지리학(flight geography)

에 대한 가장 오래된 출간물 중 하나에서 ‘항공기는 지리학자들에게 새로운 세

상을 열었다’며 20세기 동안의 정규 상업 항공 서비스의 발전이 지리학자들에

게 탐험 가능한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매혹적인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Lee, 1920; Budd, 2014 재인

용). 그러나 항공 분야의 출현 초기에 지리학에서 관련 논의는 매우 적은 수준

으로 이루어졌다(Budd, 2014). 해당 분야에 대한 지리학자들의 연구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로부터 약 한 세기가 지난 1990년대로, Vowles(2006)은 항공 

연구의 양적 증가에 대한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정리한다. 첫째로 

1978년의 미국 항공 산업 규제완화에 대한 지리적 여파가 1990년대 들어 가

시화되기 시작했다. 둘째로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데이터의 활용가

능성이 크게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등 

교통 관련 논문을 전문적으로 게재하는 저널이 다수 창간되었다. 이후 항공 교

통에 대한 지리학 연구의 주제와 공간적 범위는 크게 확장되는 추세이다

(Goetz et al., 2009).

교통지리학의 전통적 주제가 공간구조와 과정, 공간 상호작용, 공간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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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니만큼(Liu and Gui, 2016), 주제의 다양화 

속에서도 항공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특히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의 계량혁명 이후 양적 연구가 확대되면서 세계 

항공사 운영에 대한 네트워크 속성, 즉 공항의 연결성과 항공 루트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다수 발간되었다(Budd, 2014). 대표적으로 Taaffe(1956, 1959)는 

미국 항공 루트의 공간성과 연결성을 표현하고 시각화하는데 있어 선구적인 연

구를 진행했다.

이후 인터넷의 발전을 토대로 항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이

는 지도학적 표현 및 통계학적 계산의 발전과 결합되어 지리학자들이 여러 스

케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 네트워크의 구조 변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

다. 지리학 내에서 항공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그 목적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공 네트워크 구조 모델링: 잘 알려진 허브앤스포크 구

조를 포함하여 ‘허브 문제(hub problem)’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O’Kelly, 1988). 이들 연구의 목적은 항공 루트를 최적화하거나 허브의 

위치를 평가하는 것이다(Campbell and O’kelly, 2012). 최근에는 재난에 

대한 항공 네트워크의 견고성과 회복력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

이다(Lordan et al., 2014).

§ 항공 산업의 운영 구조와 지역의 변화에 대한 설명: 이는 크게 항공 네트워

크의 지리적 패턴에 대한 결정요소나 맥락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와 네트워

크 구조와 지역(경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Bowen, 

2002, Reynolds-Feighan, 1998). 전자는 규제완화 등의 항공 정책과 항

공사 전략에 따른 항공 네트워크의 변화를 분석한다(Dobruszkes, 2013). 

아시아의 경우 주로 중국 대상의 연구가 진행되었다(Wang et al., 2016). 

후자는 항공 네트워크와 지역 경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Profillidis 

and Botzoris, 2015; Reynolds-Feighan, 2000)와 함께 세계도시 네트

워크를 항공 네트워크를 통해 설명하는 연구 흐름이 있다(Derudder and 

Witlox, 2008; 이호상, 2003; 2008; 2010; 최재헌‧강승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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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세계 네트워크의 위상학적 특성 이해: 주로 물리학 또는 네트워크 과학의 

문제로서 복잡한 네트워크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압축하는 연구(Guimera 

et al., 2005; Wang et al., 2011)와 시계열적 변화 경향성을 다루는 연구

(Wandelt and Sun, 2015; Wang et al., 2014; Azzam et al., 2013) 

등이 있다. 최근에는 구조의 특성과 시계열 변화를 동시에 다루는 경우가 

많다. 지리학에서는 모빌리티에 대한 지리적 패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

른 사회적 요소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기반이 된다.

2. 허브앤스포크 구조와 항공 허브의 탐색

특히 항공 교통 전반에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 구조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연구들이 항공 네트워크에서 물동량이 많은 ‘허브’를 찾

는 작업에 집중했다. 이는 대규모 규제완화 이후에 살아남은 ‘승자’를 탐색하는 

일이었으며(Zook and Brunn, 2006), 연구자들은 주로 항공 여객 수를 기준

으로 도시의 순위를 매긴 후 해당 순위의 시계열적 변화에 주목해 왔다(Smith 

and Timberlake, 1995, 2001; O’Connor, 2003).

그러나 ‘허브’의 정의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문헌에서 그 의미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더라도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다양

한 것이다. Burghouwt(2007)은 기존 문헌들에서 허브에 대한 15가지 정의를 

찾아내 제시한 바 있다. Costa et al.(2010)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허브

의 정의를 ‘집중(concentration)’, ‘중심성(centrality)’, ‘허브의 제한된 수’로 

구분했다. 먼저 ‘집중’은 시공간 내에서 교통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출발지와 도착지를 허브를 통해 연결하는 허브앤스포크 구조에서의 허브를 의

미한다. 반면 ‘중심성’은 출발지와 도착지로서의 중심적 위치를 나타내며, 마지

막으로 ‘허브의 제한된 수’는 허브앤스포크 구조에서 허브 공항의 수가 소수인 

것에 주목한 정의이다.

항공 네트워크에서 ‘허브’의 정의가 다양한 주요 원인은 일반적으로 허브앤

스포크 구조로 조직되어 있다고 알려진 환승루트 때문이다. 허브앤스포크 구조

는 1955년 델타 항공이 이스턴 항공과 경쟁하기 위해 아틀란타 공항을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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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으며(Babcock, 2002), 1978년 미국의 규제완화

와 뒤이은 유럽의 규제완화에 따라 다수 항공사에게 네트워크 구조를 조직하는 

전략으로서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때의 항공 허브란 승객들이 그들의 최종 목

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비행기를 갈아타는 장소를 의미하며 Costa et 

al.(2010)의 분류에 따르면 ‘집중’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허브’는 환승과 관계없이 공항을 지나는 여객 수에 근거한 공항의 ‘중심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통일된 용어 정의의 부재

는 관련 논의에서 혼란을 가져오며, 허브의 역할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Button, 2002; Shaw, 1993; Derudder et al., 

2007).

이에 따라 몇몇 연구자들은 항공 허브의 정의를 보다 분명하게 세분화할 것

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Fleming and Hayuth(1994)는 교통 허브의 특성을 

중심성(centrality)과 매개성(intermediacy)으로 나누어볼 필요가 있음을 역

설했다. 이는 앞선 분류에 따르면 각각 ‘중심성’, ‘집중’과 동일한 의미이다

(Costa et al., 2010). 저자들의 설명의 따르면, 전자는 허브 자체가 갖는 ‘교

통을 발생시키는 힘(traffic-generating power)’을 반영하며, 후자의 경우 교

통 시스템의 운영 및 지리적 중요성에 의한 이동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항이 위치한 지점에 대한 교통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이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

라 저자들은 각 공항 별 발착여객의 수를 ‘중심성’ 지표로, 환승여객의 수를 

‘매개성’ 지표로 선정하고 미국의 국내선을 기준으로 해당 지표에 따른 공항의 

순위를 조사했다.

Derudder et al.(2007)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네트워크 도시’의 경험적 확

인과 연결한다. Castells(1996)의 주장대로 우리 사회가 ‘흐름의 공간’으로 구

축되면서 배후지에 의존하지 않고 네트워크 내에서 기능적 중심성을 획득한 새

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도시’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항공 네트워크상에서 ‘매

개성’이 높은 허브들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공항의 발착여객 

수를 ‘절대적 허브 강도(absolute hub intensity, AH)’, 전체 여객 중 환승여

객의 비중을 ‘상대적 허브 강도(relative hub intensity, RH)’, 전체 공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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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연결된 공항 개수의 비율을 ‘연결 허브 강도(connected hub 

intensity, CH)’로 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 지표에 따른 허브를 추출했다. 

더하여 Neal(2010)은 각 공항의 전체 여객 수를 ‘허브앤스포크 중심성’, 발착

여객 수를 ‘O-D(Origin-Destination) 중심성’이라는 지표로 정의하고 미국의 

공항들을 대상으로 이의 상관성을 구한 바 있다.

3. 항공 데이터와 기존 분석의 한계

항공 허브에 대한 합의된 정의의 부재는 관련해 대규모의 경험적 연구가 이

루어지지 못하게 했다(Veldhuis, 1997). 그러나 경험적 연구에 적절한 데이터

가 없는 것 또한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관련해 Azzam et al.(2013)은 

항공 네트워크의 주요한 문제로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출처가 다양하며 

질적 수준이 낮고, 시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꼽았다. 특히 ‘매개성’을 

가진 허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객들의 실제 여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일반적인 데이터 소스는 루트의 경유지 정보가 소거된 세그먼트 단위로 제공된

다(Derudder et al., 2007).

항공 데이터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연구는 Derudder and 

Witlox(2005)로, 이들은 특히 세계도시 연구에서 항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Derudder and Witlox(2008)에서 다음과 같

이 세 가지의 문제로 정리된다. 첫째는 일반적인 항공 데이터에 루트의 도착지

와 출발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직항루트의 경우 루트와 세

그먼트의 출발 및 도착지가 동일하나, 환승루트를 세그먼트로 분리한 데이터는 

도시 간의 ‘실제’ 연결을 표상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는 도시 간의 관계 대

신 항공사의 전략을 반영한다. 특히 허브앤스포크 구조의 강화로 경유지의 역

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세그먼트 단위의 데이터로 각 지점의 역할을 해석할 

경우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일부 항공 데이터는 국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국가 내부의 이동이 실제보다 적은 수준으로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가 내부의 이동이 많은 공항의 경우 분석에서 과소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항공 데이터를 통해 일반 여행과 비즈니스 여행 등 승객의 이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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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포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는 허브의 측정뿐 아니라 여객의 실제 이동 구조에 대

한 파악을 어렵게 한다. 관련해 Neal(2014)은 기존의 항공 네트워크 분석 연

구들이 네트워크를 한 가지의 방식으로, 즉 섹터 단위의 네트워크로만 개념화

해 온 점을 지적하면서, 섹터 단위로 구성된 ‘루트(route) 네트워크’와 여객의 

이동 단위로 구성된 ‘O-D 네트워크’를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10) 저자에 

따르면 루트는 사람들의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며, 질병의 이동과 경제적 외부

효과(고용, 세금 등) 등에 그 의미가 연결된다. 반면 O-D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항공 여객이 아닌 방문객으로 간주되어 도시 간 자본 및 정보의 이동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두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가 비슷한 위상학적 

구조를 가졌을지라도 세부 구조나 구조 형성의 의미상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 질문에 따라 다르게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D로 개념

화한 항공 네트워크를 분석한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다(Derudder and 

Witlox, 2005; Taylor et al., 2007; Derudder et al., 2007; Neal, 2010).

10) 저자가 루트의 세부 단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루트의 각 구간을 지칭하는 일
반적인 용어인 섹터(sector)를 사용했다. 또한 저자는 해당 단위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루트 네트워크’라 명명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그먼트 네트워크’와 의미
상 일치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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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항공 네트워크의 특성과 분석 방법론

네트워크 컨셉은 지리적 사고에서 전례 없는 중요성을 차지했으며 다양한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연구자들은 지리학에 네트워크를 적용한 연구들이 아

직 방법론적 차원보다는 개념적인 차원에 머무른다고 지적한다(Pumain, 

2013; Pflieger and Rozenblat, 2010). 새로운 패러다임이 네트워크, 즉 ‘장

소의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흐름의 공간’(Castells, 1996)을 설명해왔음에도, 

‘공간 시스템 내의 네트워크’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이끌어내는 분석틀은 아직 

적절한 도구나 개념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Rozenblat and Melancon, 

2013). 이는 네트워크의 경험적 분석에 있어 복잡성에 따른 대응과 공간적 문

제(spatial matter)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의 흐름과 항공 네

트워크에 특유한 성질에 대해 살펴보고, 네트워크의 공간적 배열과 국지적 조

직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네트워크의 다수준 조직, 즉 커뮤니티 구조 연구에 대

해 자세히 알아본다.

1. 복잡 네트워크 접근법의 도입

2000년대 들어 물리학계에 ‘새로운’ 네트워크 과학이 등장하면서 네트워크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리학계의 네트워크 연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Xu and Harriss, 2008; Haggett and 

Chorely, 1969; Kansky, 1963). 사회과학 중에서도 지리학은 네트워크를 분

석하고 모델링하는 기법들이 많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수계, 교통, 기타 인

프라 등의 물리적 네트워크가 지리적 공간 구조의 일부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Pumain, 2013). 특히 장소 간의 사람, 재화, 정보의 이동은 지리적 다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으로 간주되었고, 이는 지리학을 ‘공간 상호작용(spatial 

interaction)’에 대한 과학이 되도록 했다(Ulmann, 1954).

이렇듯 네트워크 구조와 그 역동성에 대한 그래프 이론과 분석 개념은 1960

년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컴퓨터의 연산 능력과 관계적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큰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초기의 연구들은 비교적 단순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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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네트워크의 구조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해 Haggett(1965)는 흐름 

패턴에 대한 공간적 질서(arrangement), 즉 공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지리

학의 방치된 전통’으로 묘사하면서 ‘입지 분석(locational analysis)’이라는 용

어를 도입함과 동시에 공간 구조를 논리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바 있다.

이후 발전한 컴퓨팅 기술과 함께 2000년대 물리학계 내 네트워크 과학의 출

현은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새롭게 ‘부활’시켰다(Pumain, 2013). 사회의 다

양한 관계는 ‘빅데이터’로 구축되었으며, 연구 대상은 평면 네트워크에서 비평

면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 더하여 이동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의 구축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Jessop et al.(2008)은 인

문지리학의 ‘관계적 전환’으로 네트워크가 지리학의 핵심 개념이 되었음을 언

급한다. 관계적 사고는 지역에 대한 전통적인 영역 기반의 관점에서 벗어나 공

간 간의 연결성과 흐름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분석의 도입을 유도

한다. 이는 지리적인 관계가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되며 그래프로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Rozenblat and Melancon, 2013).

특히 교통지리학 전반에 있어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

다. Schwanen(2016)은 네트워크 분석이 대중화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두 가

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교통 네트워크 구조의 취약성과 회복력 분석을 위해 중

심이 되는 노드와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파악하고자 하는 교통지리학의 전통적

인 관심 때문이고, 둘째는 물리학계와 복잡계 과학자들이 교통 네트워크를 양

적으로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의 귀환(network analysis return)’은 복잡 네트워크 

분석의 도입과 동일시된다(Liu and Gui, 2016). 복잡 네트워크란 무작위 네

트워크(random network)와 같은 단순한 특성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의

미한다. 이에 따라 복잡 네트워크 접근법은 특정한 관계적 시스템을 복잡 네트

워크로 추상화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해당 접근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석 대상인 실세계 네트워크가 과

거와 달리 더 이상 한눈에 묘사될 수 없으며, 심지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

드와 링크의 개수조차 정확히 알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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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공 네트워크의 경우 허브앤스포크 구조의 광범위한 도입과 저가 항공

사의 출현으로 인한 ‘점 대 점(point-to-point)’ 방식의 출현으로 더욱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Xu and Harriss, 2008), 이는 항공 네트워크 연구에 

복잡 네트워크 분석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해 Azzam et al.(2013)은 

그간 항공 네트워크의 분석이 항공 시스템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

던 이유는 복잡한 구조와 진화에 대한 제한된 이해 때문이라며, 현대 네트워크 

과학이 이러한 복잡 네트워크의 발전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과 도구

를 제공함을 강조한다.

2. 항공 네트워크의 특성

실세계의 복잡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주요한 공통 주제는 위상학적 이질성

(topological heterogeneity)에 대한 파악이다. 초기 네트워크 모델인 무작위 

네트워크는 수학적 모델로서 노드가 동일한 확률로 연결된 균일한 형태였으나

(Erdös and Rényi, 1959), 2000년대 들어 ‘허브’ 개념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네트워크 모델이 출현했다. 이는 ‘네트워크 분석의 귀환’을 알리며 실세계 네트

워크상의 ‘불균등’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의 초점을 옮겨놓았다.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불균등 모델이 실세계 네트워크를 해석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며(Newman, 2000; Newman et al., 2006), 

분석법이 발전함에 따라 실세계 네트워크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하려는 움직임

이 생겨났다. 관련해 Barrat et al.(2005)은 크게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다. 

첫째, 실세계 네트워크는 부울 구조(boolean structure)와는 거리가 멀기 때

문에 연결의 강도를 포함한 가중치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양한 

실증연구들에서 연결들 간 연결 강도의 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으

며, 더하여 이는 위상학적인 결과(연결 정도)와 높은 상관이 있다고 알려져 왔

다. 둘째, 특정한 종류의 네트워크는 실제 공간에 박혀있다(embedded). 이러

한 특징은 항공을 포함한 교통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데, 네트워

크가 공간에 제약됨으로써 위상학적 특성과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Barthélem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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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공 네트워크는 주로 자원을 유통하기 위해 디자인된 인공 네트워크라

는 점에서 ‘기술적 네트워크(technological network)’이며(Newman, 2003),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에 박혀 있다는 점에서 ‘공간 네트워크(spatial 

network)’이다. 이들 분류와 상관없이 교통 네트워크는 명백히 공간에 의해 

지배되는 특징을 갖는다. 항공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공간적 제약의 효과를 

예로 들면, 먼 거리의 이동에 대한 비용 문제로 허브앤스포크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분석이 최근 다시 각광받으

면서도 공간적 관점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Gastner and Newman, 

2006), 대다수의 연구가 네트워크의 위상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

에 관해 Ducruet and Beauguitte(2014)은 지리학의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며 네트워크를 영토적 구조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서 분석할 필요성을 주

장한 바 있다.

3. 항공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구조

항공 네트워크를 실세계 네트워크의 한 사례로 간주하고 복잡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도입한 연구들이 다수 행해졌으나, 이는 대체로 네트워크의 평균적인 

위상학적 구조에 집중해왔다(Barrat et al., 2005). 구체적으로 네트워크의 구

조를 분석하는 것은 각 노드에 대해 이웃과의 연결성을 비교하고, 전체 네트워

크에서 노드의 위치(position)를 특징짓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몇

몇 연구자들이 밝혔듯 항공 네트워크를 포함한 실세계 네트워크는 다수준 조직

으로 이루어지며, 대표적인 패턴으로 ‘커뮤니티 구조(community structure)’

가 있다.

커뮤니티 구조란 실세계 복잡 네트워크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서 밀도 높

게 연결된 그룹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Girvan and Newman, 

2002).11) 커뮤니티는 클러스터 또는 모듈이라 불리며, 공통의 특성을 공유하

11) 커뮤니티 구조는 네트워크상의 클러스터를 뜻하는 용어로서 ‘그래프 클러스터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위 용어를 전파하는데 기여한 Girvan and Newman(2002)은 
그래프 이론의 군집계수(clustering coefficient)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 해당 용어를 
사용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리학계에서는 경제지리학의 ‘산업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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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커뮤니티 구조의 예시

출처: Newman and Girvan(2004:026113-1)

거나 그래프 상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드의 집합이다(Fortunato, 

2010). 이를 묘사하면 [그림 2-1]과 같다. 커뮤니티 구조 분석은 Weiss and 

Jacobson(1955)가 정부기관 내의 작업 그룹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되었

으며 이후 사회과학과 컴퓨터과학 등에서 종종 활용되어 왔으나, Girvan and 

Newman(2002)이 커뮤니티 추출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선보이면서 재조

명받기 시작했다(Fortunato, 2010). 이에 따라 최근에는 네트워크 이론의 중

심 도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연결 밀도가 높은 커뮤니티 구조의 추출이 네

트워크의 전체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접근법이기 때문이다. 구

체적으로 강하게 연결된 노드의 클러스터는 전체 네트워크 구조를 판독 가능하

게 요약하고, 내부의 숨겨진 기능적 관계를 드러낸다(Expert et al., 2011; 

Rozenblat et al., 2013).

그러나 지리학의 네트워크 연구에서 커뮤니티 구조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왔다. Ducruet and Beauguitte(2014)는 공간 과학과 네

트워크 과학의 접점에 있는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관련 연구의 주제를 중심성에 

대한 국지적 요인 파악, 거리의 역할 이해, (네트워크 과학의 일반적인 분석법

(industrial cluster)’, 또는 공간 데이터 분석에서 공간 연관성(spatial association)
을 고려할 때의 ‘국지적 클러스터(local cluster)’ 등의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정의상의 혼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네트워크의 해당 특성을 ‘커
뮤니티 구조’라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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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연구 방법론(알고리즘) 연구 범위

Guimera et al.(2005)
§ Newman and Girvan(2004)

§ Kirkpatrick et al.(1983)
Worldwide

Discazeaux et al.(2007) § Auber et al.(2003) Worldwide

Sales-Pardo et al.(2007) § Sales-Pardo et al.(2007) Worldwide

Thiemann et al.(2010) § Thiemann et al.(2010) USA

Gegov et al.(2013) § Expert et al.(2011) USA

Rozenblat et al.(2013)

§ Newman(2004)

§ Newman and Girvan(2004)

§ Auber et al.(2003)

Worldwide

Jia et al.(2014) § Blondel et al.(2008) USA

Chen et al.(2015)
§ Newman(2004)

§ Chen et al.(2015)
China

[표 2-1] 커뮤니티 구조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한 항공 네트워크 연구

에 대한) 상보적인 방법론 도입, 클러스터‧커뮤니티‧지역, 네트워크 간 상호의존

성, 네트워크의 진화와 역동성 등 여섯 가지로 압축한 바 있다. 여기서 저자는 

네트워크의 다수준 조직과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가 가장 적게 논의되고 있다

며, 지역의 구조를 드러내기 위한 지리학자들의 전통적인 노력을 생각했을 때 

놀라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물리학과 네트워크 과학 등에서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구조에 대한 연구

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관련 논의가 2000년대 들어 시작되었음에도 커뮤

니티 구조의 추출에 대한 알고리즘은 존재하는 것 모두를 검토하기 어려운 수

준으로 다양화되었다(Lacichinetti and Fortunato, 2009). 이들 알고리즘을 

적용해 항공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 연구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대표

적으로 Guimera et al.(2005)은 전 세계의 공항을 대상으로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과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구한 뒤, 각 

공항에서 두 지표의 순위 차이가 현격한 경우가 있음, 즉 다른 공항과의 연결

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상의 중심 공항이 되는 것은 아님을 발견하고 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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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공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구조와 연계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자

는 항공 네트워크상에서 각 도시의 역할을 국지적인 커뮤니티 내부와 외부의 

연결 패턴에 의거하여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커뮤니티 구조는 위상학적 구조의 패턴 중 하나이지만, 해당 구조에 대한 관

심은 곧 공간적 배열(spatial arrange)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었다. 앞서 밝혔

듯 항공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수의 실세계 네트워크가 공간에 ‘박혀’ 연관된 

제약을 받는 ‘공간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Guimera et al.(2005)은 위 논의

에 더해 항공 네트워크의 커뮤니티가 대륙의 범위를 뛰어넘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고 커뮤니티 구조의 형성에 대해 설명할 때에 지리공간적 제한에 더하여 

지정학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는 위상학적 네트워크 구조를 

공간 구조와 겹쳐 보았을 때 우리가 특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유사하게 Discazeaux et al.(2007)은 커뮤니티 구조 분석을 통해 항공 네

트워크 분포의 불균등성이 순수한 영역적 논리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평가했

다. 일부 연구는 커뮤니티의 구조에 공간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커뮤

니티 구조 추출 알고리즘에 거리 변수를 직접 고려하기도 했다(Expert et al., 

2011; Chen et al., 2015). 커뮤니티 구조 추출과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론은 본 연구의 4장에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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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분석틀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학에서 네트워크 컨셉은 

지역 간의 다양한 흐름이 증가하면서 지역을 더 이상 영역적 관점만으로 설명

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도시지리학 내 도시체계 

연구 흐름에서 네트워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로 

Castells(1996)의 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인프라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항공 네트워크는 지역 간의 초국가

적 연결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둘째, 항공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간의 초국가적 연결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결국 항공 네트워크를 분석한

다는 점에서 항공교통지리학의 연구 흐름과 맞물려 왔다. 특히 허브앤스포크 

구조가 항공사의 운영 구조로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다수의 연구가 항공 교통의 

허브를 찾는데 주목해왔으나, 허브와 네트워크 구조의 개념화와 이에 따른 실

증연구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허브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

며, 해당 정의를 명료화할 적절한 데이터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연구질

문에 따라 항공 네트워크를 세분화해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셋째, 항공 

네트워크를 실세계 네트워크의 한 사례로 간주하고 복잡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을 도입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대체로 네트워크의 평균적인 

위상학적 구조에 집중했으며 그 세부 구조와 공간적 배열에 대한 관심은 상대

적으로 부족했다. 복잡한 네트워크에 숨겨진 내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위적 경계 내부의 평균적 특성에 더하여 국지적인 이질성, 즉 커뮤니티 구조

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항공 네트워크는 현대 도시의 관계를 표상하는 주요한 흐름으로서 

분석되어 왔으나, 데이터와 분석 방법의 한계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는 항공 네트워크를 연구 질문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

할 필요성이고, 둘째는 네트워크의 평균적인 특성을 넘어 내부의 세부적인 관

계를 포착할 필요성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설명한다. 구체

적으로 복잡 네트워크 방법론을 도입해 네트워크의 개념화와 분석 수준에 따라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 결과의 차이를 통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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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도출한다. 이에 따른 세부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주제 1: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전역적 특성

첫 번째 연구주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통계

적 특성과 그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여객의 경유지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항공 네트워크를 세그먼트, O-D 등 분석 단위

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개념화한 뒤 복잡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한다. 구체

적으로 아시아 항공 루트의 네트워크 요소를 세분화하고, 분석 단위에 따른 네

트워크의 구조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한다. 이는 네트워크의 개념화에 

따른 결과 값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힌 기존 연구를 보완하여 그 차이의 정도와 

형태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분

석은 주로 아시아-태평양 또는 중국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본 연구는 아시아 

대륙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갖는다.

연구주제 2: 아시아의 항공 커뮤니티 구조

두 번째 연구주제는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내부의 이질적인 국지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주

제 1에서 도출된 통계적 특성은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구조를 명료히 파악하는

데 유용하나, 네트워크 내부에 숨겨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석법

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네트워크에서 분석 범위와 분석 단위

를 달리했을 때 드러나는 차이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공간적 범위를 전 세계 

수준과 아시아 수준으로, 분석 단위를 세그먼트 단위와 O-D 단위로 나누어 이

들 조합에 따른 커뮤니티 추출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나아가 관련 지표를 통

해 각 커뮤니티에서 허브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비교적 적게 논의되어왔던 항공 네트워크 내 다수준 조직에 

대한 분석으로, 교통 네트워크가 이동 수요를 반영하는 만큼 이러한 위상학적 

패턴의 공간적 배열은 복잡한 구조 안에 숨겨져 있던 경제활동의 위치와 분포

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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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 연구주제를 분석함으로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항공 네트

워크의 공간 구조적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흐름을 통해 형성된 실세계 네트

워크의 분석에 있어 흐름의 구조와 경계 설정, 국지적인 이질적 관계 등을 보

다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항공 네트워크의 분석은 단순히 임

의적 경계 내부의 위상학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의 복잡한 흐름의 정보를 압축하는 작업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야 한다.

[그림 2-2] 연구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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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아시아 항공 교통의 전역적 특성

많은 연구자들이 항공 여객 데이터를 활용해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해왔으

나, 환승루트가 고려되지 않은 데이터와 분석 방법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제

2장 제2절 참고).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항공 데이터는 세그먼트 단위로서 환승

루트의 출발지와 도착지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설령 여객의 모든 여정을 알고 

있더라도 O-D 네트워크에 대한 위상학적 구조와 공간적 배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분석 상에서 환승루트를 고려할 경우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다. 첫

째는 분석 단위의 문제이고, 둘째는 분석 범위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항공 

네트워크의 분석은 위상학적 특징을 정의할 수 있는 측정법들에 의해 이루어지

며, 이때 주로 세그먼트 단위의 데이터가 활용된다. 초기 데이터가 루트 단위

일지라도 분해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Wandelt and Sun, 2015; 

Wang et al., 2011). 이에 대해 Neal(2014)은 항공 네트워크가 주로 한 가지 

형태의 단위로만 개념화되어 온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둘째는 특정 대륙이나 

국가 등 한정된 지역의 항공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에 범위 설정의 문제이다. 

지역 내부의 루트만을 고려할 경우 임의의 경계 바깥으로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Wang et al., 2011; Xu and Harriss, 2008), 이미 세그

먼트 단위로 나뉜 데이터에서 경계를 설정할 경우 대상 지역과 타 지역을 잇는 

하나의 루트가 경계에서 절단되어 일부 구간만 반영되는 문제가 있다(Barrat 

et al., 2005). [그림 3-1]은 아시아 내부의 경로(진한 회색)와 아시아를 지나

는 경로(연한 회색)의 형태를 비교한 것이다. 이는 여객의 실제 흐름이 대륙 범

위를 넘어 전 세계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일 지역을 분석하더라도 

데이터의 범위 설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더하여 항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간 관계를 보려는 연구들은 대체로 허

브의 순위와 그 변화를 논하는데 그쳤으며, 환승루트를 반영하더라도 도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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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아시아 내부의 경로와 아시아를 지나는 경로 (2015.12.)

관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의 원

인 중 하나는 적용된 분석 방법론의 한계이다. 특히 항공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세그먼트 단위의 네트워크 분석에 복잡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 대

중적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것이 O-D 네트워크의 분석에 직접적으로 활용

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항공 네트워크 분석이 일반적으로 환승루트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된 네트워크에 대해 제한된 분석법을 사용해 

온 것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장에서는 항공 네트워크를 세그먼트 단위와 

O-D 단위로 각각 개념화하여 분석한 뒤 그 결과의 차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

출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던 네트워크의 요소

(노드와 링크, 항공 네트워크에서는 공항과 세그먼트)를 네트워크의 개념화에 

따라 세분화하고 복잡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뒤, 여기서 도출된 허브를 중심

으로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공간적 배열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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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아시아 항공 루트의 특성

1. 아시아의 항공 루트, 2011-2015

[표 3-1]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를 지나는 항공 루트의 여객 수

를 나타낸다. 이 기간 동안 전체 항공 여객 수는 연간 9.4억 명에서 14.4억 명

으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아시아 내부의 이동이 전체의 77%로 절대적인 비

중을 차지한다. 아시아에서 대륙 내 이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과 관련

해 Bowen(2013)은 2012년 2월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 좌석 

중 국내선이 1,720만 석(69%), 동일 지역 내 국제선이 590만 석(24%), 타 대

륙과의 국제선이 170만 석(7%) 등으로 전체 좌석의 약 93%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부의 이동을 위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12)

대륙 간 이동 2011 2012 2013 2014 2015 비(2015/2011)

아시아 → 아시아 7.25 7.83 9.14 10.06 10.97 1.51

아시아 → 비아시아 1.04 1.13 1.35 1.47 1.60 1.54

비아시아 → 아시아 1.02 1.11 1.35 1.46 1.61 1.57

비아시아 → 비아시아 0.09 0.12 0.18 0.20 0.24 2.53

전체 9.40 10.19 12.03 13.20 14.41 1.53

[표 3-1] 아시아를 지나는 항공 루트의 여객 수 변화 (2011-2015)

(단위: 억 명)

그러나 대륙 간 이동 또한 전체의 4분의 1 가량으로 분석에 있어 간과할 만

한 수준은 아니며, 해당 기간 동안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객 수의 상대적인 비

중은 꾸준히 유지되었다. [그림 3-2]는 아시아와 비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공 루

트의 여객 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아시아 대륙이 항공 교통을 기반으로 타 

대륙과 얼마나 연결되는지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2015년 12월 기준 아시아-

12) 그러나 이 수치는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 단위는 루트가 아닌 공항 간 세그먼트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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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아시아-비아시아 항공 루트의 여객 수 변화 (2011-2015)

유럽 간의 이동은 아시아와 타 대륙 이동의 약 53%를 차지했으며, 북아메리카

가 19%, 아프리카가 14%로 그 뒤를 이었다.

위의 결과는 루트의 출발지와 도착지만을 기준으로 한 결과로서 환승루트를 

고려하면 여객들의 움직임은 훨씬 복잡한 형태를 띤다. 2015년 12월 기준으

로 총 여객 중 25%인 약 3천 만 명이 환승루트를 이용했으며 이는 2011년 1

월의 22%에서 약 3% 가량 증가한 것이다. 앞서 밝혔듯 이러한 환승루트는 네

트워크상에서 각 공항의 역할과 공항 간의 관계의 의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네트워크의 각 요소를 세

분화함으로써 그 변화의 정도를 파악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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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트와 세그먼트

앞서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아시아를 지나는 항공 루트 중 약 4분의 1이 

환승루트임을 밝혔다. 환승루트는 직항루트와 달리 두 개 이상의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최대 두 개의 경유 공항을 포함한 루트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상에서 하나의 세그먼트는 루트 상의 위치에 따

라 [그림 3-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림 3-3] 세그먼트 다이어그램

이 중 세그먼트가 실제 두 공항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즉 여객이 하나

의 세그먼트로 연결된 두 공항을 출발지와 도착지로 삼는 경우는 직항루트인 

세그먼트 a뿐이다. 세그먼트 b, c의 경우 한쪽 공항은 경유 공항이며, 세그먼

트 d는 양쪽 공항 모두 경유 공항이다. 따라서 세그먼트 단위의 분석에서 각 

세그먼트가 연결된 두 공항 간의 관계를 표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경유지를 포

함한 세그먼트까지 포괄해 분석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각 세그먼트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

성되어 있는지 분석했다. 루트 단위의 데이터를 세그먼트 단위로 분리하되 위

의 기준에 따라 각 세그먼트에 기호를 부여하고, 해당 세그먼트의 구성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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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아시아를 지나는 세그먼트의 구성 (2015.12.)

로 나타냈다. 예를 들어 비율 a는 특정 세그먼트를 지나는 전체 여객 중 세그

먼트 a에 해당하는 여객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세그먼트에서 직항루트

의 승객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의 세그먼트에 대한 비율 a, b, c, d를 

모두 더한 값은 1이다.

[그림 3-4]는 각 세그먼트를 지나는 전체 여객의 수와 세그먼트 분류 기준에 

따른 구성 비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 12월을 기준으

로 아시아를 경유하는 독립적인 루트 196,047개를 세그먼트 단위로 나눈 뒤, 

아시아를 지나는 세그먼트만을 추출했다.13) 이후 앞서 밝힌 세그먼트 분류에 

13) 아시아를 지나는 루트의 세그먼트 중 비아시아와 비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그먼트가 있으
나,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를 지나는 세그먼트가 공항 간의 관계를 얼마나 표상하는지 밝
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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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아시아를 지나는 세그먼트의 구성 (비율 a, 2011.12.)

따라 비율 a, b, c, d를 계산했다. 전체 세그먼트에 대한 여객 수의 평균은 약 

9,958명이나, 대부분의 세그먼트가 적은 수의 여객을 가짐에 따라 x축에 로그 

값을 취했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를 경유하는 전체 세그먼트에 대하여 비율 a를 구한 결과 그 평

균이 0.67(표준편차: 0.34)로 나타났다. 이는 각 세그먼트를 지나는 여객 수에

서 실제 두 공항의 관계를 반영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67% 가량임을 의미한

다. 비율 b와 c의 평균은 각각 0.17, 0.13이며, 비율 d의 평균은 0.02이다.

둘째, 비율 a는 평균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분포하며, 시계열에 

따라 비율 a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3-5]는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여객의 수에 따른 세그먼트 a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비율 a의 평균은 

0.71(표준편차: 0.31)로 시간에 따라 비율 a의 평균값은 감소하고 표준편차는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근소한 차이이지만 각 세그먼트에 대해 경유 비중

이 늘어남과 동시에 값이 극단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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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아시아를 지나는 세그먼트의 구성 (비율 a, 2015.12.) 

셋째, 각 세그먼트를 아시아 내부를 연결하는 세그먼트와 아시아와 비아시아

를 연결하는 대륙 간 세그먼트로 분리해 분석한 결과, 전자는 비율 a의 평균이 

0.77(표준편차: 0.29)로 나타났다([그림 3-6]). 반면 후자는 0.38, 0.39 등으

로 낮은 평균을 보였으며, 세그먼트를 지나는 여객 수가 증가할수록 경유 비중

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대륙 간 이동에서 경유 노선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일부 주요 노선에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륙 간 세그먼트가 대륙 내부를 연결하는 세그먼트에 비해 경유 비중이 높으

며, 공항 간의 관계를 해석할 때에 세그먼트의 특징을 더욱 세심히 고려해야 

함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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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아시아 공항의 분포 특성

앞서 공항 간의 세그먼트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했다. 이번 절

에서는 공항을 중심으로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분포 특성을 알아본다. 이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는 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환승루트를 반영하고 결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1.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분포

중심이 되는 노드를 찾는 것은 네트워크의 구조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Barrat et al., 2004; Freeman, 1977). 이를 측정하는 가장 직

관적인 방법은 각 노드와 연결된 링크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며, 이는 ‘연결정

도(차수, degree)’라 칭한다(Barabasi and Albert, 1999). 항공 네트워크에

서 연결정도가 높다는 것은 특정 공항이 다수의 공항에 대해 운항 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연결정도는 네트워크 내 노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이라고도 불린다. 연결정도 

ki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여기서 Aij는 인접행렬을 의미한다.14)

  


  (3-1)

네트워크 전체의 평균 연결정도 <k>는 다음과 같다. 이때 n은 네트워크 내 

노드(공항)의 개수이고 m은 이들을 연결하는 링크(운항 여부)의 개수이다.

   


   (3-2)

만약 대상 네트워크가 유향 네트워크(directed graph)일 경우, 연결정도는 

방향에 따라 둘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 먼저 내향 연결정도(in-degree)는 

대상 노드를 종착점으로 하는 링크의 개수를 의미하며, 외향 연결정도

(out-degree)는 대상 노드를 시작점으로 하는 링크의 개수를 뜻한다.

그러나 위 지표는 위상학적인 연결만을 나타낸다. 연결의 가중치를 고려한 

중심성 측정 지수는 ‘가중치부여 연결정도(sum of weights)’라 하며, 이는 특

14) 인접행렬 구축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 제1장 제2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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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노드에 결합된 링크의 모든 가중치를 합한 값이다(Barrat et al., 2005).15) 

항공 네트워크에서 가중치를 여객의 수로 볼 경우, 해당 값이 클수록 많은 수

의 여객이 특정 공항에 출도착하는 것을 뜻한다. 가중치부여 연결정도 
는 다

음과 같이 표현하며, wij는 인접행렬 각 요소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3-3)

앞서 설명한 지표를 활용해 네트워크에 포함된 전체 공항에 대한 분포를 측

정하면 공항 간 연결 정도의 이질성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Barthélemy, 

2011). 이는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와 조직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Xu 

and Harriss, 2008). 총 n개의 노드를 갖는 네트워크에서 연결정도 k를 갖는 

노드의 개수를 nk라 하면, 연결정도분포(차수분포, degree distribution)는 전

체 노드에 대한 연결정도 k를 갖는 노드의 비율을 의미한다(nk/n). P(k)는 누

적연결정도분포(누적차수분포, cumulative degree distribution)로서 k보다 

같거나 큰 연결정도를 가진 노드의 비율을 뜻한다. 해당 값은 다음과 같이 정

의하며, 연결정도 대신 가중치부여 연결정도를 대입하여 이의 분포 또한 파악

할 수 있다.

  
′  

∞

′ (3-4)

[그림 3-7]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 공항의 평균 연결정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아시아의 863개 공항에 대하여, 전 

세계 범위에서의 평균 연결정도는 16.35, 아시아 범위에서의 평균 연결정도는 

13.88로 나타났다.16) 이는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각각 12.72, 10.64였던 

것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관련해 Azzam et al.(2013)은 OAG 데이터를 

이용해 전 세계 공항에 대한 평균 외향 연결정도를 측정하였으며, 해당 값이 

15) Barrat et al.(2005)는 ‘가중치부여 연결정도’를 ‘가중치 강도(weight strength)’라 
명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사용한다.

16) 분석 결과 외향과 내향 연결정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무향 네트워크로 간주한 
뒤 평균 연결정도를 구했다. 그 결과 매년 11월에 연결정도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항공 스케줄이 하계와 동계로 나뉘어 각각 3월 말과 10월 말에 재조
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계 스케줄이 하계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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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아시아 공항의 평균 연결정도 (2011-2015, 월별)

1979년 5.94에서 2007년 9.77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아시아만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으나, 2009년을 기준으로 중국 본토 내 공항에 대

한 평균 연결정도가 14.14로 아시아의 그것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Wang 

et al., 2011). 이는 중국 본토의 항공 네트워크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욱 응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8]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 공항의 누적연결정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공간적 범위: 전 세계, 분석 단위: 세그먼트). 이에 따른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의 항공 네트워크는 ‘끝이 절단된

(truncated)’ 멱법칙(power law)(Guimera and Amaral, 2004)을 따른다. k

가 연결정도이고 p(k) dx가 연결정도 k를 갖는 노드의 비율일 때, 연결정도분

포가    를 만족하면 멱법칙을 따른다고 정의한다(이때 C는 상수이며 

는 멱법칙의 지수(exponent)이다). 이는 대다수의 공항이 낮은 연결정도를 

가짐과 동시에 매우 소수의 공항이 높은 연결정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위 

식을 적분하여 다음과 같이 누적분포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Newman, 2006).

  


∞

′  ′   

    (3-5)

위의 식은  ∼    로 정리할 수 있으며, 끝이 절단된 항공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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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누적연결정도분포 (2011.12.–2015.12.)

의 누적분포함수의 경우 절단함수(cut-off function)  를 적용하여 다

음과 같이 표현한다.

      (3-6)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연결정도분포함수의 지수는   ±로 나타

났다. 항공 네트워크가 완전한 멱법칙을 따르지 않고 연결정도가 일정 수준 이

상 증가할 경우 그 밀도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 즉 ‘끝이 절단된’ 형태를 보이

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하나의 공항이 소화할 수 있는 연결 수가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Barrat et al., 2005; 

Guimera and Amaral, 2004; Amaral et al., 2000).

둘째, 연결정도분포함수의 지수는 2011년 12월의   ±에서 그 기

울기가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는 아시아 내부만을 연결하는 세그먼트에 대한 

연결정도분포함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아시아 내부의 경우, 2011년 12

월은   ±, 2015년 12월은   ±으로 함수의 기울기가 줄

어드는 경향이 있다. Azzam et al.(2013)은 이러한 분포 변화를 네트워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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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아시아 공항과 항공 세그먼트 개수의 변화 (2011–2015, 월별)

‘가속화된 성장(accelerated growth)’을 하며 고밀화되는 증거로 보았다. 아

래 그림을 보았을 때 이는 올바른 해석으로 보인다.

[그림 3-9]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 공항의 수와 이들을 연결하는 

항공 세그먼트 개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항공망 연결에 관여하는 아시아 

내부 공항의 개수는 시계열과 상관없이 최소 830개(2012년 4월)에서 879개

(2013년 8월)까지 분포한다. 반면, 세그먼트 수는 시간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

이다. 2011년 1월에 8,664개였던 세그먼트 수는 2015년 12월 11,448개로 

약 32% 증가했다. 이는 해당 시기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기보다는 기존의 공

항이 새롭게 연결되면서 세그먼트 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아

시아 내부 항공 네트워크의 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공항 간의 운항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포로서, 여객 수를 기준

으로 그 분포를 파악하면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실세계 네트워크는 불

린(boolean) 구조가 아니므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실제 현상 분석에 더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그림 3-10]은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연결정도와 가중치부여 연결정도(가중치=총 여객 수)17)의 평균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공간적 범위: 전 세계, 분석 단위: 세그먼트). 이에 따르면 

공항의 연결정도가 높을수록 여객 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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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연결정도와 연결정도(w=T)의 상관관계 (2011.12.–2015.12.)

러한 관계는 선형(linear)의 관계가 아니며, 지수(exponential) 함수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각 공항의 총 여객 수 분포는 연결정도분포보다 훨씬 더 큰 이

질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항공 허브의 특성: 중심성과 매개성

앞서 두 가지 측정 지표를 기준으로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분포 특성을 설

명했다. 이는 세그먼트 단위의 분석으로서 실제 항공 물동량에 의한 네트워크

의 전체적인 특성을 잘 보여준다. 더하여 환승루트를 고려할 경우 각 공항의 

역할 특성을 크게 ‘중심성’과 ‘매개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Fleming and 

Hayuth, 1994).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개념의 경험적 지표를 각 공항의 발착여

객 수와 환승여객 수로 정의하고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상의 공항들에 대해 해

당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17) 가중치부여 연결정도(가중치=총 여객 수)는 편의상 연결정도(w=T)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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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세 종류의 중심성 측정 지표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 공항에 대한 발착여객 수를 가중치로 둔 가중치부여 

연결정도18)를 도출했다. 해당 지표는 루트 상에서 출발지와 도착지의 노드에

만 가중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이는 O-D 네트워크(환승루트가 출발지와 도착

지를 직접 연결하는 직항루트처럼 변경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

접행렬을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연결정도(w=OD)는 해당 인접행렬 상에서 특

정 노드에 결합된 링크의 모든 가중치를 합한 값이다. 항공 네트워크에서 이 

값이 클수록 특정 공항의 발착여객이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결정도(w=T)

와 비교할 경우 해당 공항이 출발지 또는 도착지로서 얼마나 과대평가되었는지

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루트 데

이터 집합 b = <[a1, ... ,am], p>에서 a1과 am만을 추출해 출발지와 도착지만

을 포함한 데이터 집합 r = <[a1, am], p>로 변환한 뒤 인접행렬을 구축한다. 

이때 각 ai는 하나의 공항이며, a1은 출발 공항이고 am은 도착 공항을 의미한

다. p는 각 달에 해당 경로의 항공권을 예약한 승객의 수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결정도(w=OD) 
를 구한다. 이때 ′는 인접행렬의 재구성

을 통하여 노드 i와 j를 잇는 링크에 새롭게 부여된 가중치이다.


  

  



′ (3-7)

18) 가중치부여 연결정도(가중치=발착여객 수)는 편의상 연결정도(w=OD)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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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연결정도 간의 상관관계 (X: w=T, Y: w=OD, 2015.12.)

[그림 3-11]은 앞서 언급한 세 종류의 중심성 측정 지표를 설명하는 다이어

그램이다. 항공 네트워크에 대입해 정리하면 연결정도는 특정 공항이 얼마나 

많은 공항에 대해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연결정도(w=T)는 해당 공항에 

얼마나 많은 여객이 오고 가는지를, 연결정도(w=OD)는 해당 공항에서 여정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여객(발착여객)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낸다.

[그림 3-12]는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연결정도(w=OD)를 구한 뒤 연결

정도(w=T)와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대부분의 공항에서 두 지표의 값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극소수의 공항에서만 연결정도(w=OD)가 연결

정도(w=T)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대다수의 공항이 루트 

상에서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일부 공항만이 경유지의 역할

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앞서 세그먼트 단위의 분석에서 아시아를 경유하는 하나의 세그먼트가 직항

일 확률이 평균적으로 67% 수준임을 밝혔으며,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각 세그

먼트가 경유지를 포함할 확률이 평균 33% 수준임을 뜻한다. 이와 같은 세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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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발착여객 수와 환승여객 수의 상관관계 (2011.12.-2015.12.)

트의 경유지 포함 비중에 비해 경유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항이 매우 적은 것

은 아시아의 환승루트가 매우 강력한 허브앤스포크 구조로 조직되어 있음을 의

미한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아시아의 863개 공항 중 366개 공항(39%)이 

경유지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으며, 상위 30개의 공항이 환승여객의 약 

90%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은 발착여객 수와 환승여객 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각 

노드의 총 여객 수를 의미하는 연결정도(w=T)와 발착여객 수를 뜻하는 연결정

도(w=OD)의 차를 구하면 해당 공항을 지나는 환승여객 수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존 연구들이 그 차이만을 명시해왔던 ‘중심성’과 ‘매개성’이 경험적으로 

일정한 관계 특성을 가지며, 이는 연결정도와 연결정도(w=T)의 관계와 마찬가

지로 선형이 아닌 지수함수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아시아 항

공 환승여객 수의 분포가 공항에 따라 매우 강한 이질성을 띠고 있음을, 즉 아

시아의 환승루트가 극소수의 공항을 허브로 하는 매우 강력한 허브앤스포크 구

조로 조직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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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총 여객 수 기준 30대 공항의 환승비율 (2015.12.)

제3절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허브들

1. 아시아 허브 공항 순위의 변화

앞서 중심성을 발착여객의 수로, 매개성을 환승여객의 수로 간주할 때 각 공

항의 중심성이 높을수록 매개성이 높아지는 전반적인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

을 밝혔다. 그러나 전체 여객 수 대비 환승여객 수(환승비율)는 각 공항 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소수의 공항이 다수의 환승여객을 처리하기 때문에, 특히 

허브 공항에서 여객 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그림 3-14]는 2015년 

12월 기준 아시아 30대 공항의 총 여객 수 대비 환승여객 수의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공항(DXB), 아부다비공항(AUH), 터키의 아타

튀르크 공항(IST), 사비하 괵첸 공항(SAW), 카타르의 도하 공항(DOH) 등 다

섯 개 공항만이 전체 여객 수 대비 50% 이상의 환승비율을 갖는다.

공항 간 환승비율의 차이는 [표 3-2], [표 3-3]과 같이 허브의 개념화에 따

라 각 공항의 순위를 변화시킨다. 해당 표에서 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총 여객 

수, 발착여객 수, 환승여객 수 등으로 각각 일반적인 세그먼트 단위에서의 ‘중

심성’, O-D 단위에서의 ‘중심성’, ‘매개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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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코드

(IATA)
도시 공항이름

총 여객 

수 순위

발착여객 

수 순위

환승여객 

수 순위

연결정도

(in+out)

총 여객 수

(million)

발착여객 수

(million)

환승비율 

(%)*

DXB 두바이 두바이 1 7 1 248 13.79 4.00 71.0

IST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2 22 2 305 10.05 2.38 76.3

PEK 베이징 베이징 수도 3 1 15 274 7.70 6.69 13.2

DOH 도하 도하 4 44 3 166 7.58 1.29 83.0

HND 도쿄 하네다 5 3 12 156 5.95 4.82 18.9

HKG 홍콩 홍콩 6 5 6 169 5.94 4.18 29.6

CGK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7 2 18 87 5.88 5.12 13.0

SIN 싱가포르 싱가포르 창이 8 8 8 163 5.28 3.97 24.8

BKK 방콕 수완나품 9 6 10 176 5.17 4.03 22.1

PVG 상하이 상하이 푸둥 10 4 17 229 5.16 4.37 15.4

KUL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 11 11 11 141 4.76 3.62 24.0

AUH 아부다비 아부다비 12 75 4 124 4.65 0.83 82.2

CAN 광저우 광저우 바이윈 13 9 21 194 4.60 3.97 13.9

ICN 서울 인천 14 10 16 176 4.54 3.67 19.1

DEL 델리 인디라 간디 15 12 19 135 4.27 3.56 16.5

[표 3-2] 총 여객 수 기준 아시아 30대 공항의 순위 변화 (2015.12.)

* 환승비율 = 환승여객 수 / 총 여객 수
주) 총 여객 수 순위에 비해 발착여객 수 순위가 낮을 경우 음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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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코드

(IATA)
도시 공항이름

총 여객 

수 순위

발착여객 

수 순위

환승여객 

수 순위

연결정도

(in+out)

총 여객 수

(million)

발착여객 수

(million)

환승비율 

(%)*

SAW 이스탄불 사비하 괵첸 16 38 5 219 4.12 1.42 65.5

JED 제다 킹 압둘라지즈 17 19 7 122 4.10 2.78 32.2

BOM 뭄바이 차트라파티 시바지 18 15 20 105 3.79 3.11 17.9

MNL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19 13 27 101 3.73 3.31 11.2

TPE 타오위안 타이완 타오위안 20 18 24 126 3.34 2.81 15.9

CTU 청두 청두 솽류 21 16 35 151 3.20 3.04 4.8

SZX 선전 선전 바오안 22 14 60 115 3.19 3.11 2.3

SHA 상하이 상하이 훙차오 23 17 61 180 3.10 3.02 2.4

RUH 리야드 킹 할리드 24 28 14 91 3.03 1.97 35.1

NRT 도쿄 나리타 25 21 23 168 3.02 2.40 20.7

KMG 쿤밍 쿤밍 우자바 26 20 30 135 2.99 2.76 7.7

SGN 호치민 탄손낫 27 25 29 74 2.53 2.21 12.9

DMK 방콕 돈므앙 28 26 28 88 2.52 2.17 13.9

XIY 셴양 시안 셴양 29 23 39 135 2.50 2.37 5.1

CKG 충칭 충칭 장베이 30 24 65 115 2.28 2.21 2.9

[표 3-3] 총 여객 수 기준 아시아 30대 공항의 순위 변화 (2015.12., 계속)

* 환승비율 = 환승여객 수 / 총 여객 수
주) 총 여객 수 순위에 비해 발착여객 수 순위가 낮을 경우 음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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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총 환승여객 수 대비 상위 5개 공항의 비중 (2011-2015, 월별)

주) 상위 다섯 개 공항: DXB, IST, DOH, AUH, HKG(2011.01.-2013.04., 2014.01.), 
DXB, IST, DOH, AUH, SAW(2013.05.-2013.12., 2014.02.-2015.12.)

[표 3-2]와 [표 3-3]의 30대 공항 중 앞서 밝힌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30위 

안에 드는 공항은 22개이며, 경향성을 살펴보면 중심성과 매개성에 대한 구체

적 순위가 반비례한다. [그림 3-16]은 해당 공항의 총 여객 수와 발착여객 수

를 지도화한 것으로, 상세 지역 간 환승비율의 격차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 표에서 발착여객 수를 기준으로 총 여객 수 기준 대비 순위가 

낮아진 일곱 개 공항(음영 처리) 모두 서아시아에 위치한다.

더하여 극소수 허브 공항의 매개성이 시간에 따라 점차 강화되는 것이 확인

된다. [그림 3-15]는 아시아 모든 공항의 총 환승여객 수 대비 상위 다섯 개 

공항이 차지하는 환승여객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환승여객의 수는 약 1.75배 증가했으며, 동시에 상위 다섯 개 공항의 처리 비

중 또한 10% 가량 증가해 공항 간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두바이 공항(DXB), 아타튀르크 공항(IST), 도하 공항(DOH), 아부다비 공항

(AUH)은 1위에서 4위를 꾸준히 유지했으며, 홍콩 공항(HKG)과 사비하 괵첸 

공항(SAW)은 초기 5위와 6위를 다투다 2014년 4월경부터 환승여객 수의 격

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사비하 괵첸 공항이 처

리하는 환승여객의 수는 홍콩 공항의 그것보다 백만 명가량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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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총 여객 수 기준 아시아 30대 공항의 총 여객 수 및 발착여객 수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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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아시아 환승루트의 출발 및 도착 지역 (2011-2015, 월별)

주) AS: 아시아, AF: 아프리카, EU: 유럽, LA: 라틴아메리카, NA: 북아메리카, SW: 태평양, 
nonA: 비아시아

2. 아시아의 허브앤스포크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시아의 주요 허브 공항들을 중심으로 허브앤스포크 

구조의 공간적 배열을 살펴본다. [그림 3-17]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

아의 환승루트가 어떤 지역을 매개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환승루

트를 이용한 여객 수는 2011년 12월 기준 약 1,800만 명에서 2015년 12월 

기준 3,100만 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5년 12월 기

준으로 아시아 내부 이동이 37%로 가장 많고, 아시아-유럽(30%), 아시아-북

아메리카(12%)가 그 뒤를 잇는다. 이때 아시아 대륙 내 경유 이동 비중은 

2011년 12월의 42%에서 약 5%가 감소한 수치로, 환승여객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륙 간의 이동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밝혔듯 2015년 12월 기준으로 상위 다섯 개의 공항이 전체 환승여객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개념화에 따른 구체적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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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환승여객 수 기준 아시아 6대 공항의 지역별 환승여객 수(좌), 총 

환승여객 수 대비 지역별 환승여객 수 비중(우) (2011.12.-2015.12.)

주) AS: 아시아, AF: 아프리카, EU: 유럽, LA: 라틴아메리카, NA: 북아메리카, SW: 태평양, 
nonA: 비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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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환승여객 수 기준 아시아 6대 공항의 지역별 환승여객 수(좌), 총 

환승여객 수 대비 지역별 환승여객 수 비중(우) (2011.12.-2015.12., 계속)

주) AS: 아시아, AF: 아프리카, EU: 유럽, LA: 라틴아메리카, NA: 북아메리카, SW: 태평양, 
nonA: 비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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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형상은 높은 매개성을 가진 극소수 공항의 연결 구조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

이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환승여객의 수가 5위 안에 들었

던 총 여섯 개 공항을 선정하여 각 공항이 어떤 지역을 매개하는지, 구체적인 

공간적 배열은 어떠한지 분석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아시아 전체 환승

여객 중 이들 공항이 처리하는 여객의 비중은 약 56%이다.

[그림 3-18], [그림 3-19]는 해당 공항 별로 어떤 지역을 매개하는지 나타내

는 다이어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허브 공항은 매개 지역의 비중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두바이 공항(DXB), 도하 공항

(DOH), 아부다비 공항(AUH)은 절대량은 다르지만 아시아 내부와 아시아-유

럽을 비등한 비중으로 매개하고 있으며,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공항(IST)과 

사비하 괵첸 공항(SAW)은 아시아-유럽을 연계하는 비중이 전체의 60%로 보

다 높게 나타난다. 반면 홍콩 공항(HKG)의 경우 아시아-아시아 연계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해당 기간 동안 상위 세 개 공항(DXB, IST, DOH)을 지나는 

환승여객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나, 지역 간 비중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각 공항이 매개하는 공항들의 구체적인 공간적 배열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그림 3-21], [그림 3-22]는 각각 2015년 12

월 기준으로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공항(IST), 사비하 괵첸 공항(SAW), 홍콩 

공항(HKG)이 매개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여객의 수에 비례하여 나타낸 것이

다. 이에 따르면 IST는 ‘국제적인’ 허브 공항으로 기능하는 반면, SAW는 서아

시아와 유럽에 한해 국지적인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HKG는 서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 최대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남

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주로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각 공항의 역할

이 중심성과 매개성 등 네트워크상에서의 역할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도 분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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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아타튀르크 공항(IST) 환승루트의 출도착지 (2015.12.)

[그림 3-21] 사비하 괵첸 공항(SAW) 환승루트의 출도착지 (2015.12.)

[그림 3-22] 홍콩 공항(HKG) 환승루트의 출도착지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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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 항공 교통의 전역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분석 단위에 따라 개념화하고 네트워

크의 요소를 세분화해 각각의 특성과 분포를 분석했다. 이에 따른 결과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를 지나는 항공 루트의 여객 수는 약 

1.5배 증가했으며, 이 중 환승루트의 비중은 전체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

났다. 대륙 내와 대륙 간 이동은 각각 77%, 23% 수준으로 대륙 내 이동 비중

이 높은 편이나 해당 기간 동안 그 비중이 동일하게 유지된 것을 확인했다. 아

시아와 대륙 간 이동이 가장 높은 대륙은 유럽(53%)이었다.

둘째, 아시아를 지나는 항공 세그먼트 중 직항루트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전

체의 67%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륙 내 이동과 대륙 간 이동으로 나

누어보면 대륙 간 이동에서 직항루트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다. 더하여 직항 비

중은 평균으로 수렴하기보다는 폭넓게 분포하며 이는 시간에 따라 극으로 발산

하는 추세이다.

셋째, 아시아의 항공 네트워크는 연결정도를 기준으로 끝이 절단된 멱함수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결정도(w=T)는 연결정도와 지수함수의 

관계를 갖는다. 또한 아시아 내부의 항공 네트워크는 시간에 따라 연결의 밀도

가 증가하면서 이질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넷째, O-D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결정도(w=OD)를 구한 결과, 아시아를 

지나는 전체 세그먼트 중 약 33%가 경유지를 포함함에도 경유지의 역할을 담

당하는 공항의 수가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환승루트가 강력한 허

브앤스포크 구조로 조직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하여 발착여객 수와 

환승여객 수는 지수함수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위의 경향성을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살펴

보면 각 공항 별로 총 여객 수 대비 환승여객 처리 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서아시아에 위치한 허브 공항에서 해당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더하여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환승여객 수 기준 상위 다섯 개 공항의 점유율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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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증가하여 극소수 허브 공항으로 환승여객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시아의 주요 허브 공항을 대상으로 허브앤

스포크 구조의 공간적 배열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항공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

어오던 항공 루트를 그 특성에 따라 분리하고, 네트워크의 개념화에 따른 분석 

결과 값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간 다수의 연구가 항공 교통의 ‘허브’

를 탐색해왔으나, 허브앤스포크 구조의 도입에 따라 직항루트와 환승루트가 혼

재하면서 항공 허브를 명확히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더하여 경험적 연

구를 위한 적절한 데이터의 부재가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여객의 전체 여정을 포괄하는 항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개념화 

방식에 따른 공항의 역할 특성과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는 O-D 

네트워크에 대해 복잡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첫 번째 시도로 보이며, 해당 

분석법은 네트워크의 통계적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허브 공항의 순위에 대한 비

교 분석을 넘어 네트워크의 전반적 구조에 대한 수치적 비교를 가능케 했다.

구체적으로 Fleming and Hayuth(1994)를 따라 각 공항의 중심성을 발착

여객 수, 매개성을 환승여객 수로 정의한 뒤 아시아의 항공 네트워크를 대상으

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아시아 공항의 중심성과 매개성이 지수함수

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밝혀져 기존 연구들에서 그 차이의 존재만을 명시했던 

결과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공항이 출발지와 도착지의 역할

이 강화될수록 경유지의 역할도 강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세그먼트 

구성에 대한 분석 결과와 종합했을 때 아시아의 환승루트가 극소수의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허브앤스포크 구조임을 나타낸다. 공간적 배열을 살펴보면 아시

아에서 세그먼트 네트워크와 O-D 네트워크는 서아시아의 허브 공항을 중심으

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환승여객의 처리량 분포가 시간에 따라 점차 불균등해

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대형 허브 공항들의 잇따른 확

장과 해당 공항이 세워진 국가 또는 도시의 신공항 건설 추진에 따라 더욱 심

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이들 허브 공항은 지리적 범위에 따라 그 역할이 

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밝혔듯 네트워크의 개념화에 따른 구조가 위상학적으로 유사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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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구조나 구조 형성에 의미상 차이가 존재한다(Neal, 2014). 본 연구에서 

세분화한 세그먼트 네트워크와 O-D 네트워크는 각각 항공사의 전략과 여객의 

실제 이동을 대표하며, 동시에 각 네트워크의 ‘허브’는 공항의 전략적 위치와 

여객의 이동수요를 나타낸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일반적인 항

공 데이터는 루트의 출발지, 도착지 정보가 결여된 세그먼트 단위로 제공된다. 

따라서 지역 간의 연결성 분석 등 O-D 네트워크의 개념화가 적절한 연구 질

문에 제한된 항공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아시아에 한하여 환승비율이 높은 서

아시아의 허브 공항과 해당 공항을 지나는 루트에 대한 해석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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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아시아의 항공 커뮤니티

제3장에서는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전역적 특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임

의의 경계를 가진 지역에서 각 요소의 평균적인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이처럼 

각 요소의 분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구조를 설명할 경우 국지적 수준에 숨

겨진 관계적 특성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Melancon and Rozenblat, 

2013).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복잡 네트워크 구조 내부의 국지적 이질성에 

관한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가 더 밀집한 하위 구조로 조직된다는 것이고, 

Newman(2004)의 언급대로 높은 밀도로 연결된 네트워크 내 ‘커뮤니티’의 출

현을 의미한다.

항공 네트워크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

려는 연구가 다양한 시공간 범위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

은 네트워크의 평균적인 수치를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론을 활용해 네트워크의 

위상학적 구조를 파악해 왔으며, 네트워크의 세부 구조와 공간적 배열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부족하다(Chen et al.,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시아 항

공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하고 이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 공간적 범위와 분석 단위를 달리하여 이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취한

다. 이는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 숨겨져 있던 각 공항과 커뮤니티 간의 기능적 

관계와 역할을 드러낼 것이다(Expert et al., 2011).

제1절 항공 네트워크 커뮤니티 구조 분석 방법론

본 절에서는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해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 및 비교하고, 커뮤니티를 기준으로 내부 요

소들의 역할을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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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듈화 지수 기반의 알고리즘

Girvan and Newman(2002)이 현대 물리학계에 복잡 네트워크의 ‘커뮤니

티 구조’를 제시한 이후 실세계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하기 위한 다

양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왔다(Lancichinetti and Fortunato, 2009).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지 판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알고

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품질 함수(quality function)가 개발되었다.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함수는 Newman and Girvan(2004)이 개발한 모듈화 지

수(modularity)다(Fortunato, 2010). 이는 무작위 그래프가 커뮤니티 구조를 

갖지 않는다는 기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내부의 연결이 특정 종류

의 무작위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밀도가 높은지 측정한다. 이에 따른 

모듈화 지수 Q는 다음과 같다.

  




      (4-1)

이때 A는 인접행렬이며, m은 그래프 내 링크의 총 개수를, Pij는 영모델19)에

서 노드 i와 j 사이 링크 개수의 기댓값을 의미한다. δ 함수(Kronecker 

delta)는 노드 i와 j가 동일한 커뮤니티 내에 있을 때 1의 값을, 각기 다른 커

뮤니티에 있을 때 0의 값을 갖는다. 해당 식에서 영모델로 쓰이는 무작위 네트

워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Newman, 2006) 가장 직관적인 방

식은 모든 노드에 대해 동일한 확률로 링크를 결합시킨 모델이다. 그러나 실세

계 네트워크의 분포는 주로 정규분포가 아닌 비대칭분포(skew distribution)

을 따르므로 이를 반영한 configuration model이 가장 널리 쓰인다. 이는 

Newman and Girvan(NG, 2004)이 개발한 것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네트

워크 내 노드의 연결정도를 보존한 채로 링크의 연결을 무작위화 하는 방법이

다. 이 영모델을 반영한 모듈화 지수 Q는 다음과 같다. ki, kj는 노드 i, j에 대

한 연결정도이다.

19) 영모델(null model): 수학에서 그래프의 통계학적 특성을 연구할 때, 어떤 특징을 
갖는 그래프와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그래프이다. 이는 주로 무작위 그래프의 특
징을 갖는다.



- 65 -

  




 


   (4-2)

노드 i가 다른 노드에 임의로 결합한다고 했을 때 노드 j에 할당되는 가중치

의 평균 비율은 


이며,20) ki는 노드 i의 연결정도로 둘을 곱한 


은 노드 

i, j의 무작위 연결에 대한 기댓값이다. 따라서   


은 대상 네트워크에서 

노드 i, j가 영모델에 비해 얼마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측정값

이 된다. 이 값이 양수이면 커뮤니티 내 링크의 개수가 기댓값을 초과한 것이

다. Q는 모든 노드에 대한 값을 더한 후 2m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값으로, 많

은 수의 알고리즘이 해당 값을 최대화하는 커뮤니티 구조를 찾는다.

해당 알고리즘은 모듈화 지수를 최대화하는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할임을 가정한다. 모듈화 지수를 최대화하는 문제는 NP-완전 

문제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나(Brandes et al., 2006)21) 상당히 좋은 근사치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Fortunato(2010)에 따르면 이

는 탐욕 기법(greedy techniques), 담금질 기법(simulated annealing), 외부 

최적화(external optimization), 스펙트럴 최적화(spectral optimization)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탐욕 기법이란 최적해를 구할 때 매 선택마다 최

적으로 판단되는 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서, 알고리즘의 실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최종적으로 구한 최적해가 전역 최적해라는 보장이 없다

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욕 기법 중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Louvain 방법론

(Blondel et al., 2008)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아시아 항공 네트

20) 2m은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에 대한 연결정도의 총합과 동일하다. 엄밀하게는 해당 
식(kj/2m)에서 분모에 노드 i를 제외한 2m-1을 대입해야 하지만, 노드 개수 n의 값
이 클 경우 2m으로 근사한다.

21) NP-완전 문제: 알고리즘의 속도가 다항식으로 표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되
지 않았으며,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는 방법 외에 최적해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이 
발견되지 않은 문제를 의미한다. 연구 대상이 빅데이터일 경우 모든 경우의 수를 확
인하는 방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 근사치를 추정하
는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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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에 직접 적용해 그 결과를 분석한다. 이 방법론은 계층적 클러스터링

(hierarchial clustering) 기법의 일종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주로 사용

된다. 이는 노드 간의 유사성이나 연결 강도를 기반으로 (소셜) 네트워크의 자

연적(natural) 분할을 찾기 위한 방법론이며(Newman and Girvan, 2004) 

크게 집적(agglomerative)과 분할(divisive)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Scott, 

2000). 전자는 알고리즘 초기 설정에 있어 네트워크의 각 노드를 각각의 커뮤

니티로 간주하고 알고리즘 상에서 이들을 합쳐가는 방식이고, 후자는 초기 설

정에서 네트워크 전체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두고 이들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2. Louvain 방법론

Loivain 방법론은 Blondel et al.(2008)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탐욕 기법

이자 집적 기법에 속한다.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STEP 1) 네트워크의 각 노드를 개별적인 클러스터로 둔다.

STEP 2) 모듈화 지수를 최적화 한다.

a. 각 노드 i에 대하여, 이웃인 노드 j의 커뮤니티로 소속을 옮겼을 때 모듈

화 지수가 증가하는지 계산한다. 모든 이웃에 대해 계산하여 증가분이 없으면 

원래 커뮤니티에 두고, 증가분이 있으면 가장 큰 모듈화 지수가 얻어진 커뮤니

티로 옮긴다.

b.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대해 반복하여 수행하고 모든 노드에 대해 더 이

상 모듈화 지수의 증가분이 없으면(local maxima) STEP 2를 종료한다.

STEP 3) 커뮤니티 집적(aggregation): STEP 2의 커뮤니티를 각각 메타-커

뮤니티(노드)로 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STEP 4) 모듈화 지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점까지 STEP 2와 STEP 

3를 반복한다.

Louvain 방법론을 포함한 모듈화 지수 기반의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od et al., 2010). 첫째는 해상도

(resolution)의 한계로 대형 네트워크에서 작은 네트워크를 찾기 어려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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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는 축퇴(degeneracy)로 전역 최적해를 찾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럼

에도 Louvain 방법론은 직관적인 무감독(unsupervised) 기법으로 초기 설정

이 불필요하며 로컬 최적화 방법으로서 알고리즘 수행 시간이 매우 짧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Lancichinetti and Fortunato(2009)가 대표적인 커뮤니티 

추출 알고리즘에 대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능이 가장 뛰어난 알고리

즘 중 하나로 평가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동일 데이터로 여러 번에 걸쳐 커뮤

니티를 추출한 결과 기법의 안정성이 뛰어난 것이 확인되었다.

3. 커뮤니티 구조의 비교 방법론

본 연구는 Louvain 방법론으로 추출된 커뮤니티 구조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

하기 위해 정규화된 상호정보량(Normalized Mutual Information, NMI)을 

도입한다. NMI는 정보 이론(information theory)에서 두 개의 클러스터 집

합(커뮤니티 구조)을 비교하여 그 유사성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추출한 

클러스터 집합 두 개를 각각 C, C’라 할 때 상호정보량은 I(C, C’)이며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그림 4-1]과 같다(Meila, 

2007). H(C)는 클러스터 집합 C의 엔트로피, 즉 정보량을 나타내며 H(C|C’)

는 조건부 엔트로피, VI(C, C’)는 정보변화량(variation of information, VI)

을 나타낸다.22)

상호정보량 I(C, C’)는 C, C’가 공유하는 정보량을 나타내며 두 집합이 유사

할수록 그 크기가 커져 유사성 척도로 사용된다. 정규화 전의 상호정보량은 대

상 클러스터 집합의 엔트로피 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I(C, 

C’)를 H(C) + H(C’)로 나눈 NMI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NMI는 실제 클러스

터 집합과 모델링을 통해 추출된 클러스터 집합을 비교해 모델의 적합성을 검

증하거나(Danon et al., 2005) 다양한 방법론으로 추출한 클러스터 집합을 

비교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된다(Lancichinetti and Fortunato, 2009). 항공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Gegov et al.(2013)이 시계열에 따라 추출한 클러스

터 집합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데 활용한 바 있으며 본 연구 또한 이와 동일

22) 관련해 구체적인 이론은 Cover and Thomas(199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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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상호정보량과 측정지표

출처: Meila(2007:880)

한 용도로 NMI를 사용한다.

 비교 대상이 되는 클러스터 집합을 각각 A, B라 할 때 NMI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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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여기서 N은 분류행렬(confusion matrix)로서 열(row)은 클러스터 집합 A, 

행(column)은 클러스터 집합 B로 구성된다. N의 각 요소인 Nij는 A 내부의 

클러스터 i와 B 내부의 클러스터 j에 내부에 동시에 존재하는 노드의 개수를 

의미하며, CA와 CB는 각각 A와 B 내부의 클러스터 개수를 뜻한다. 만약 A와 

B가 완전히 동일할 경우 NMI(A, B)는 최댓값인 1을 가지며, A와 B가 완전히 

독립적일 경우 최솟값인 0을 가진다.

4. 커뮤니티 내 공항의 역할 평가 방법론

본 연구는 추출된 커뮤니티 구조 내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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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공항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밝힌 노드의 연결정도 

등은 임의의 경계 내부의 평균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역할이 구체적

으로 어떤 관계상에서 도출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Guimera et al.(2005)이 선도적으로 적용한 Z점수(z-score)와 

참여 계수(participation coefficient)를 적용한다. Z점수는 커뮤니티 내부에

서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에 비해 그들 커뮤니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측정하

는 지표이다. 이는 커뮤니티 내부에서 각 노드의 상대적 위치를 평가함으로써 

공간적 위계를 드러낸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Z표준화의 Z점수와 동일

하다. Z점수 zi를 도출하는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4-4)

위 식에서 는 노드 i가 동일 커뮤니티 내부의 노드와 연결된 링크의 개수

이다.  는 동일 커뮤니티 si 내부의 모든 노드에 대한  값의 평균을 의미하

며,  
는 표준편차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드의 연결정도 대신 가중치부

여 연결정도(가중치=여객 수)를 대입한 식을 사용한다. 해당 식은 다음과 같으

며, 는 각 노드의 동일 커뮤니티 내 다른 노드에 대한 가중치부여 연결정도

를 의미한다(Gomez et al., 2009).

 


  (4-5)

한편, 각 공항은 커뮤니티 내부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커뮤니티와도 연결

될 수 있으며 이는 참여 계수로 측정된다. 해당 지표는 각 공항이 어떠한 비율

로 커뮤니티들에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참여 계수 Pi의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Nm은 커뮤니티의 개수를 나타내며, 와 는 각각 노드 

i의 연결정도와 해당 커뮤니티에서의 연결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Z점

수와 동일하게 연결정도 대신 가중치부여 연결정도를 적용해 분석했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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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구조 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커뮤니티 구조에 있어 분석 범위와 공간적 단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자 다음 네 가지 경우에 대해 커뮤니티를 추출했다.23)

§ 공간적 범위: 아시아, 분석 단위: 세그먼트

§ 공간적 범위: 아시아, 분석 단위: O-D

§ 공간적 범위: 전 세계, 분석 단위: 세그먼트

§ 공간적 범위: 전 세계, 분석 단위: O-D

그 결과 분석 범위와 단위에 따라 세부 구성이 다른 여덟 개의 커뮤니티가 

추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공간적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비교분석

을 진행했다. 먼저 아시아 수준에서 분석 단위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고, 세그

먼트 단위에서 아시아 수준과 전 세계 수준의 결과를 비교한 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수준에서 분석 단위에 따른 결과를 비교했다. [그림 4-2]는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아시아 수준에서 세그먼트 단위에 대한 커뮤니티의 분할을 

나타낸 것이며, 이의 개략적인 특성은 [표 4-1]과 같다.

커뮤

니티
지리적 위치 공항 수

허브 수

(Z>2.5)
주요 허브

ID 인도네시아 90 2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 등

SN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179 9 니노이 아키노 공항, 홍콩 공항 등

WI 서아시아(중동), 남아시아(인도) 196 7 인디라 간디 공항, 두바이 공항 등

CT 서아시아(터키), 중앙아시아 96 3 아타튀르크 공항 등

JKT 일본, 한국, 대만 83 1 하네다 공항

CN 중국 187 8 베이징 수도 공항 등

IR 이란 24 1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

LK 스리랑카 5 0 -

[표 4-1] 항공 커뮤니티의 특성 (아시아 기준, 세그먼트 단위, 2015.12.)

23) 본 연구는 아시아 내 공항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분석 단위에서 비아시아-비아시아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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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아시아의 항공 커뮤니티(아시아 기준, 세그먼트 단위,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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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zenblat et al.(2013)은 전 세계의 항공 데이터에 대하여 본 연구와 다른 

집적 기법(Newman, 2004)과 분할 기법(Newman and Girvan, 2004)을 적

용해 그 결과를 비교한 바 있다. 이때 전자의 기법으로는 대륙 단위의 커뮤니

티가, 후자에서는 대륙에 더해 일부 주요 국가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아

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Louvain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대표적인 집적 기법임

에도 위 연구의 분할 기법의 결과와 유사한 형식의 커뮤니티가 도출되었다.24)

대체로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공항 간에 커뮤니티가 구성되며 이는 크게 서

아시아-중앙아시아-남아시아, 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로 구분된다. 전자는 중

앙아시아-터키, 서아시아-인도, 이란, 스리랑카로 나뉘며, 후자는 중국, 일본-

한국-대만, 동남아시아-동북아시아(허브), 인도네시아로 나뉜다. 특기할 점은 

동북아시아의 분할이다. 중국 커뮤니티는 중국 본토의 모든 공항과 북한의 평

양 공항(FNJ), 한국의 무안 공항(MWX)을 포함하며, 일본의 하네다 공항

(HND)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는 오사카 공항(KIX)과 나리타 공항(NRT)을 

제외한 일본의 나머지 공항, 한국의 인천 공항(ICN)과 무안 공항(MWX)을 제

외한 나머지 공항, 대만의 일부 공항을 포괄한다. 반면 동남아시아 커뮤니티는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 중 중국과 일본의 하네다 공항(HND)을 제외한 모

두25)와 몽골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

들이 대체로 국가 외부와 활발히 연계하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커뮤니티 구조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간에 따른 공항 간 연결 패

턴의 변화에 따라 함께 진화한다(Rocha, 2016). 그러나 NMI 지표를 통해 시

계열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구조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3]).26)

24) 기법의 안정성 문제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아시아 내부 지
역만을 대상으로(세그먼트 단위) 분할 기법(Newman and Girvan, 2004)을 적용하
면 단 네 개의 커뮤니티가 도출된다. 구체적으로 서아시아-중앙아시아-남아시아, 동북
아시아-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제외), 인도네시아, 미얀마로 구분되는데, 해당 분할 기
법이 매개 중심성이 높은 순으로 링크를 제거하는 탐욕 기법임을 고려하면 이들 커뮤
니티가 적은 수의 독립적인 세그먼트로 연결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5) 홍콩 공항(HKG), 인천 공항(ICN), 타오위안 공항(TPE), 나리타 공항(NRT), 오사카 
공항(KIX)

26) 항공 스케줄은 IATA의 기준에 따라 하계와 동계로 나뉜다. 전자는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이며, 후자는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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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아시아 항공 커뮤니티 구조의 NMI (2011-2015, 월별)

NMI 값의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Gegov et al.(2013)은 NMI

가 0.8 이상이면 커뮤니티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보았다. 이 기준에 따르

면 아시아의 항공 커뮤니티 구조는 해당 시기동안 시간과 계절에 따라 안정적

으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했다.

허브 공항으로는 앞서 제1절에서 소개한 Z점수가 2.5 이상인 공항을 선정했

다. 이는 Guimera et al.(2005)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각 커뮤니티에서 상대

적 위치가 상위 1% 내에 속하는 공항을 의미한다. [표 4-2]는 뒤에서 다룰 각 

커뮤니티에서 허브로 추출된 공항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이 중 동일한 도시

에 위치하는 허브 공항은 중국 상하이의 푸둥 공항(PVG)과 홍차오 공항(SHA), 

일본 도쿄의 하네다 공항(HND)과 나리타 공항(NRT),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BKK)과 돈므앙 공항(DMK),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공항(IST)과 사

비하 괵첸 공항(SAW) 등이다. 이들 공항은 각 커뮤니티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후술한다.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 스케줄의 피크 타임인 7월과 12
월을 비교했다. 또한 본 연구는 전 세계를 공간적 범위로 하는 커뮤니티 구조를 분석
할 경우 추출된 구조 내의 아시아 공항만을 고려한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이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비아시아 루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연결이 없는 비
아시아의 공항들이 아시아 공항과의 연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분석 결과를 왜
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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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름 코드 공항이름 국가이름 코드 공항이름

방글라데시 DAC 샤잘랄 일본 KIX 간사이

중국 CAN 광저우 바이윈 일본 NRT 나리타

중국 CKG 충칭 장베이 한국 ICN 인천

중국 CTU 청두 솽류 쿠웨이트 KWI 쿠웨이트

중국 KMG 쿤밍 우자바 말레이시아 KUL 쿠알라룸푸르

중국 PEK 베이징 수도 파키스탄 KHI 카라치 진나

중국 PVG 상하이 푸둥 필리핀 MNL 니노이 아키노

중국 SHA 상하이 훙차오 카타르 DOH 도하

중국 SZX 선전 바오안 사우디아라비아 DMM 킹 파드

중국 XIY 시안 셴양 사우디아라비아 JED 킹 압둘아지즈

대만(중국) TPE 타이완 타오위안 사우디아라비아 RUH 킹 할리드

홍콩(중국) HKG 홍콩 싱가포르 SIN 싱가포르 창이

인도 BLR 벵갈루루 태국 BKK 수완나품

인도 BOM 차트라파티 시바지 태국 DMK 돈므앙

인도 CCU 네타지 수바스 
찬드라 보스 태국 HKT 푸켓

인도 COK 코친 터키 ADA 아다나 사키르파샤

인도 DEL 인디라 간디 터키 ADB 이즈미르 아드난 
멘데레스

인도 HYD 라지브 간디 터키 AYT 안탈리아

인도 MAA 첸나이 터키 ESB 앙카라 에센보아

인도네시아 CGK 수카르노-하타 터키 IST 아타튀르크

인도네시아 SUB 주안다 터키 SAW 사비하 괵첸

인도네시아 UPG 술탄 하사누딘 아랍에미리트 AUH 아부다비

이란 THR 메흐라바드 아랍에미리트 DXB 두바이

이스라엘 TLV 텔아비브 벤구리온 베트남 HAN 노이바이

일본 HND 하네다 베트남 SGN 탄손낫

[표 4-2] 국가 별 허브 공항 목록 (알파벳 순)

주) 동일 도시 내 공항 음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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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 수준: 세그먼트 단위와 O-D 단위

먼저 아시아 내부 항공망에 대해 각각 세그먼트 단위와 O-D 단위로 커뮤니

티를 추출한 결과를 비교한다. 아시아 내부 연결에 관여하는 공항은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860개이다.27) 커뮤니티를 추출한 결과, 세그먼트 단위와 

O-D 단위에서 각각 여덟 개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표 4-3]).28)

지리적 위치

세그먼트 O-D

코드
공항 

수

허브 수

(Z>2.5)

내부

연계*
코드

공항 

수

허브 수

(Z>2.5)

내부 

연계

인도네시아 AS_ID 90 2 69 AO_ID 90 2 38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AS_SN 179 9 130 AO_SN 141 9 41

필리핀 - - - - AO_PH 38 1 3

서아시아(중동), 

남아시아(인도)
AS_WI 196 7 143 AO_WI 228 6 71

서아시아(터키), 

중앙아시아
AS_CT 96 3 77 AO_CT 93 4 18

일본, 한국, 대만 AS_JKT 83 1 19 - - - -

일본, 대만 - - - - AO_JT 72 1 8

한국 - - - - AO_KR 11 0 0

중국 AS_CN 187 8 115 AO_CN 187 9 22

이란 AS_IR 24 1 13 - - - -

스리랑카 AS_LK 5 0 1 - - - -

[표 4-3] 아시아 내부 항공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구조 특성 (2015.12.)**

* 커뮤니티 내부의 공항과만 연계하는 공항의 수를 의미한다(본문 참조).
** 각 분석에서 내부 공항에 변화가 없는 커뮤니티를 음영 처리했다.

27) 2015년 12월 기준 아시아의 공항은 총 863개이나, 이 중 타지키스탄의 커고온테파 
공항(KQT), 코코스 제도의 코코스 제도 공항(CCK), 요르단의 암만시빌 공항(ADJ)은 
아시아의 다른 공항과 항공편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제외한다.

28) 세그먼트 단위로 추출한 커뮤니티 코드에는 AS(아시아, 세그먼트), O-D로 추출한 
커뮤니티 코드에는 AO(아시아, O-D)를 붙여 사용한다.



- 76 -

[그림 4-4] 항공 커뮤니티 구조 (아시아 수준, 세그먼트 단위, 2015.12.)

[그림 4-4]는 아시아 수준의 항공 네트워크에 대하여 세그먼트 단위로 커뮤

니티를 추출한 결과이다. 원의 크기는 공항의 Z점수로 각 커뮤니티에 대한 공

항의 ‘기여’를 나타낸다. 원이 클수록 커뮤니티 내부의 연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Z점수가 2.5이상이면 허브로 간주하고 공항 코

드를 명시했다.29) 이는 각 커뮤니티 별로 허브의 분포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29) 항공 커뮤니티 구조 다이어그램에서 공항 코드의 크기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각 경
우(일례로 [그림 4-4]는 아시아 수준에서 세그먼트 단위로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한 
경우임)에 허브로 나타난 공항은 큰 글씨로, 해당 경우에 허브는 아니지만 다른 경우
에 허브로 나타난 공항은 작은 글씨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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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항공 커뮤니티 구조 (아시아 수준, O-D 단위, 2015.12.)

극단적으로 AS_JKT와 AS_ID, AS_IR은 커뮤니티 내 허브의 개수가 극소수인 

반면, AS_CN, AS_WI, AS_SN의 경우 다수의 허브가 존재한다. 또한 해당 구

조는 앞서 제3장에서 밝힌 네트워크의 전역적 특성에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허브’를 드러낸다. 일례로 이란의 메흐라바드 공항(THR)은 절대적인 여객 처

리량에 있어 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분류되기 어렵지만, 독립적인 커뮤니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O-D 단위로 분석한 커뮤니티 구조와 비교해볼 수 있다. [그림 4-5]는 

아시아 수준의 항공 네트워크에 대하여 O-D 단위로 커뮤니티를 추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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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세그먼트 단위로 분석한 커뮤니티 구조와의 주요한 차이는 이란과 스리

랑카가 AO_WI로 편입되고, AS_JKT에서 한국이, AS_SN에서 필리핀이 각각 

분리된다는 것이다.30) 이러한 커뮤니티의 이동은 세그먼트 단위와 O-D 단위

에서 각각 연결 밀도가 변화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O-D 단위에서 다른 커

뮤니티로 편입된 커뮤니티(이란, 스리랑카)는 분석 단위를 변경했을 때 그 내부

의 연결 밀도가 다른 커뮤니티와 결합한 그것에 비해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것

을 의미하며, 반대로 분리된 커뮤니티(한국, 필리핀)는 상대적으로 내부 연결 

밀도가 높아짐을 뜻한다. 공항 단위에서는 중앙아시아 내 타지키스탄의 두샨베 

공항(DYU), 쿨롭 공항(TJU), 서아시아 내 이라크의 아르빌 공항(EBL) 등 세 

개의 공항이 CT에서 WI로 이동한다. 반면 AS_ID, AS_CN의 세부 구성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각 커뮤니티 구조에 대해 공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비교함으로

써 각 공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커뮤니티 내 각 공항의 

Z점수를 나타낸 원의 크기를 비교한다. 원의 크기가 커질 경우 커뮤니티 내부

에서 여객의 ‘실제’ 이동에 많이 기여하는 공항임을 의미하며, 반대로 작아질 

경우 환승여객이 많은 공항임을 뜻한다. 이 중 Z점수가 크게 높아지는 공항은 

WI 내 인도의 델리 공항(DEL), 차트라파티 시바지 공항(BOM), 벵갈루루 공항

(BLR), CT 내 터키의 아드난 멘데르스 공항(ADB) 등이며, 반대로 작아지는 

공항은 WI 내 이란의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THR), 카타르의 도하 공항

(DOH),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공항(DXB) 등이 있다.31)

한편 원의 색상은 ‘참여 계수’를 나타낸다. 색상이 진할수록 참여 계수가 높

고 다른 커뮤니티와 연결성이 높은 공항이며 색상이 연할수록 참여 계수가 낮

30) 이때 각국 내 모든 공항의 소속 커뮤니티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공항은 세그
먼트 단위에서 해당 국가 내 대다수의 공항과 다른 커뮤니티에 속한다. 이란의 경우 
총 29개 공항 중 5개 공항은 세그먼트 단위에서 WI에 속하며, 마찬가지로 스리랑카
는 총 6개 공항 중 콜롬보 반다라나이케 공항(CMB)이 WI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 인
천 공항(ICN)은 SN에, 무안 공항(MWX)은 CN에 속한다. 반면 필리핀은 세그먼트 단
위에서 모든 공항이 SN에 속하는데, 유일하게 클라크 공항(CRK)이 O-D 단위에서 
분리되지 않고 SN에 남는다.

31) 이란의 메흐라바드 공항(THR)은 WI에 편입되면서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기여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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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부 커뮤니티와만 연계하는 공항이다. 먼저 이를 통해 허브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내에 비슷한 수준의 기여를 할지라도(유사한 Z점수를 가

질지라도)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결 수준에 따라 역할 구분이 가능하다. 이는 

동일 도시 내 허브를 비교함으로써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중국 상하이의 푸둥 

공항(PVG)과 홍차오 공항(SHA)은 각각 2.90, 3.47(O-D: 2.69, 3.59)의 Z점

수를 가지나, 참여계수는 0.60, 0.13(O-D: 0.57, 0.14)으로 큰 차이를 보인

다. 또한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공항(IST)과 사비하 괵첸 공항(SAW)의 

Z점수는 각각 6.32, 5.50(O-D: 4.48, 5.12)이나, 참여계수는 0.58, 

0.18(O-D: 0.51, 0.17)이다. 관련해 본 연구의 3장 3절에서 IST와 SAW가 

매개하는 환승루트의 공간적 배열을 살펴보았으며, SAW를 경유하는 루트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유럽과 서아시아에 한정되어 IST에 비해 매우 국지적인 형

태를 보임을 확인한 바 있다.

더하여 참여계수를 통해 대부분의 공항이 커뮤니티 내부와만 연결됨을 확인

할 수 있다. 표의 ‘내부 연계’ 항목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내부와만 연결되는 공

항의 수를 나타낸다(참여계수 = 0). 구체적으로 AS_ID, AS_SN, AS_WI, 

AS_CT의 경우 전체 공항 중 70%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O-D 

단위로 분석한 커뮤니티 구조와 비교하면 더욱 흥미롭다. 공항 구성에 변화가 

없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각 공항의 참여 계수를 비교해보면, 내부와만 연계

하는 공항의 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에 따르면 ID는 31

개, CN은 93개의 공항이 세그먼트 단위에서는 커뮤니티 내부와만 연계하지만 

O-D 단위에서는 외부 커뮤니티와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공항

이 커뮤니티 내부의 다른 공항을 경유하여 외부 커뮤니티(아시아 내부의 다른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허브앤스포크 구조가 구체적

으로 어떤 공항에 대해 구현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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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항공 커뮤니티 구조 (전 세계 수준, 세그먼트 단위, 2015.12.)

2. 세그먼트 단위: 아시아 수준과 전 세계 수준

다음으로는 세그먼트 단위로 공간적 범위를 달리하여 추출한 커뮤니티 구조

를 비교한다. 공간적 범위만을 확장한 결과 말레이시아의 공항들과 브루나이의  

브루나이 공항(BWN),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SIN), 인도의 티루치라팔리 공항

(TRZ)이 AS_SN에서 TS_ID로 이동하고, 이란의 테헤란 호메이니 공항(IKA)

이 AS_WI에서 AS_CT로 편입되었다.32) [그림 4-6]은 아시아를 지나는 항공 

32) 아시아 내부 연계가 없는 세 개의 공항이 추가되어 아시아 내부의 공항은 총 8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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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대하여 세그먼트 단위로 커뮤니티를 추출한 것이다. 이를 아시아 

내부의 항공 네트워크에 대하여 추출한 커뮤니티 구조([그림 4-4])와 비교할 

때 주목할 점은 각 공항의 Z점수 변화와 커뮤니티 별로 상이한 타 대륙과의 연

결성이다. 먼저 공간적 범위를 늘렸을 때 아시아 공항에 대하여 Z점수 순위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각 공항의 Z점수는 속한 커뮤니티에 대한 상대적 기여

도를 나타내므로, 해당 순위가 변화할 경우 아시아 내부와 외부에 대한 역할이 

상이한 공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극소수의 공항이 다수의 승객을 처리하는 항

공 교통의 특성상 대체로 순위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나, 대표적으로 서아시

아-인도 커뮤니티(WI)에서 공항의 순위가 변화했다([표 4-4]). 이에 따르면 사

우디아라비아의 킹 압둘아지즈 공항(JED)과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공항

(AUH)의 순위가 상승했다. 이들은 아시아 내부에 비해 아시아 외부와의 연계

가 더 중요한 공항들로 평가된다.

공항코드
(IATA) 국가이름 공항이름

AS_WI TS_WI

순위 Z점수 순위 Z점수

DXB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1 8.26 1 11.45

DOH 카타르 도하 2 4.61 2 6.21

DEL 인도 인디라 간디 3 4.55 3 4.32

BOM 인도 차트라파티 시바지 4 4.20 5 3.99

JED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아지즈 5 3.47 4 4.07

RUH 사우디아라비아 킹 할리드 6 3.13 7 3.17

AUH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7 2.55 6 3.55

MCT 오만 무스카트 8 1.94 8 1.96

BAH 바레인 바레인 9 1.75 10 1.75

BLR 인도 벵갈루루 10 1.73 10 1.58

[표 4-4] WI 내 허브 공항의 Z점수 순위 변화 (세그먼트 단위, 2015.12.)

* 공간 범위를 확장했을 때 순위가 상승한 공항을 음영 처리했다.

로 집계된다. 서로 다른 공간적 범위의 커뮤니티 구조가 거의 유사하게 분리되는 것
은 분석 데이터가 전 세계에 대한 항공 루트가 아닌 아시아를 경유하는 항공 루트만
을 포괄하므로 아시아 공항을 중심으로 한 연결이 아시아 외부 공항에 비해 강하게 
집계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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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위치

세그먼트 O-D

코드
공항 

수

허브 수

(Z>2.5)

내부

연계*
코드

공항 

수

허브 수

(Z>2.5)

내부 

연계

인도네시아 WS_ID 128 4 112 WO_ID 91 3 36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WS_SN 142 9 100 WO_SN 179 13 42

서아시아(중동), 

남아시아(인도)
WS_WI 196 7 141 WO_WI 198 15 46

서아시아(터키), 

중앙아시아
WS_CT 98 3 74 WO_CT 96 7 12

일본, 한국, 대만 WS_JKT 83 1 19 WO_JKT 83 1 8

중국 WS_CN 187 8 114 WO_CN 187 9 20

이란 WS_IR 24 1 13 WO_IR 24 1 4

스리랑카 WS_LK 5 0 1 WO_LK 5 0 1

[표 4-5] 아시아 경유 항공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구조 특성 (2015.12.)**

* 커뮤니티 내부의 공항과만 연계하는 공항의 수를 의미한다(본문 참조).
** 각 분석에서 내부 공항에 변화가 없는 커뮤니티를 음영 처리했다.

3. 전 세계 수준: 세그먼트 단위와 O-D 단위

마지막으로 아시아를 경유하는 전 세계 수준의 항공 네트워크에 대해 세그먼

트 단위와 O-D 단위로 커뮤니티를 추출한 결과를 비교한다([표 4-5]). 그 결

과 전 세계 세그먼트 단위에서 이동했던 말레이시아의 공항들과 브루나이의  

브루나이 공항(BWN),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SIN), 인도의 티루치라팔리 공항

(TRZ)이 ID로 다시 편입되고, 세그먼트 단위에서 CT에 속하는 이라크의 아르

빌 공항(EBL), 이란의 이맘 호메이니 공항(IKA) 등이 O-D 단위에서는 WI에 

편입된다.

[그림 4-7]은 아시아를 지나는 항공 네트워크에 대하여 O-D 단위로 커뮤니

티를 추출한 것이다. 아시아 수준에서 세그먼트 단위와 O-D 단위를 비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Z점수와 참여 계수를 이용하여 각 공항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O-D 단위의 분석에서 Z점수가 크게 증가하는 공항으로는 WI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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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항공 커뮤니티 구조 (전 세계 수준, O-D 단위, 2015.12.)

인도의 인디라 간디 공항(DEL), 차트라파티 시바지 공항(BOM), SN 내 싱가포

르 창이 공항, 필리핀의 니노이 아키노 공항(MNL)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반대

로 크기가 감소하는 공항으로는 WI 내 카타르의 도하 공항(DOH), 아랍에미리

트의 두바이 공항(DXB), CT 내 터키의 아타튀르크 공항(IST) 등을 들 수 있

다. 참여계수가 높아지는 공항 또한 확인되는데, CT 내 터키의 에센보라 공항

(ESB), IR 내 이란의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THR) 등이 있다. 반대로 낮아지

는 공항은 도하 공항(DOH), SN 내 태국의 돈므앙 공항(DMK)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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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하여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국지적 이

질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분석 범위(아시아 수준, 전 세계 수준)와 분석 

단위(세그먼트 단위, O-D 단위)에 따라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하고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NMI 지표를 활용해 구조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1

년부터 2015년 사이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구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신 자료인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추출한 커뮤니티 구조를 분석했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앞서 밝힌 네 가지 경우에 대해 커뮤니티 구

조를 추출한 결과, 모든 경우에 대하여 아시아의 공항이 여덟 개의 커뮤니티로 

분리되었다. 대체로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공항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로 결합되

었으나,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들 중 중국과 일본의 하네다 공항(HND)을 제

외한 나머지 다섯 개 허브 공항(HKG, ICN, TPE, NRT, KIX)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동남아시아의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란의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륙 단위의 커뮤니티와 분리된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전자는 섬 또는 섬과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의 국가에서 각 허브 공

항이 담당하는 역할을, 후자는 이란에 대한 국제적인 항공 제재를 암시한다. 

이는 Guimera et al.(2005)의 제언처럼 커뮤니티 구조가 단지 지리적 제약뿐

만 아니라 지정학적 고려를 기반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음을 방증한다.

둘째, 분석 범위와 분석 단위에 따라 추출한 커뮤니티 구조는 그 세부 구성

이 대체로 유사하지만 경우에 따라 국가 단위로 소속 커뮤니티의 변경이 나타

났다. 먼저 아시아 수준에서 세그먼트 단위와 O-D 단위로 추출한 커뮤니티를 

비교하면, 이란과 스리랑카 커뮤니티가 O-D 단위에서 서아시아-인도 커뮤니

티로 편입되며, 반대로 한국과 필리핀은 각각 일본-한국-대만, 동남아시아-동

북아시아(허브) 커뮤니티에서 분리된다. 반면 공간적 범위를 확장했을 때에는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SIN)과 말레이시아의 공항들이 동남아시아-동북아시아 

커뮤니티에서 인도네시아 커뮤니티로 편입되었다. 이는 네트워크의 개념화에 

따라 각 지역의 연결 수준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주며, 앞서 밝혔듯 각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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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공사의 전략과 여객의 실제 이동을 반영한다.

셋째, Guimera et al.(2005)이 제시한 Z점수와 참여계수를 활용해 각 공항

의 역할을 커뮤니티 내부와 외부와의 연결에 따라 새롭게 정의했다. Z점수는 

속한 커뮤니티에 대한 공항의 상대적 기여도를, 참여계수는 커뮤니티 내외부에 

대한 기능의 분화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아시아 스케일에서는 허브로 분류되

지 않았던 공항들이 각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허브로 등장하며, 동일한 도시에 

위치한 공항들이 스케일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지표를 기반으로 각 커뮤니티 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저 특정 공간적 범위에서 세그먼트 단위와 O-D 단위로 추출한 커뮤니티 구조

를 비교할 경우, Z점수의 변화는 국지적인 네트워크상에서 각 허브의 역할 특

성(매개성, 중심성)을, 참여계수의 변화는 커뮤니티 외부와의 연계에 있어 공항

의 역할을 나타낸다. 특기할 점은 세그먼트 단위에서는 각 커뮤니티 내 대다수

의 공항이 해당 커뮤니티 내부의 공항과 연계하나, O-D 단위에서는 외부와 연

계하는 공항의 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허브앤스포크 구조가 국지

적인 수준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눈에 드러낸다. 더하여 공간적 범

위를 각각 아시아 수준과 전 세계 수준으로 달리하여 추출한 커뮤니티의 구조

를 비교한 결과, 아시아 내부에 비하여 외부와의 연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허브가 추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터키, 서아시아-인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커뮤니티가 아시아 외부와의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아시아 내부에 ‘닫힌’ 커뮤니티를 형성함이 확인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그간 비교적 적은 수준으로 논의되어온 항공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함으로써 복잡한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다 관계 중심적인 

차원에서 요약하고자 했다. 기존에 수행되어온 항공 네트워크 구조 연구들은 

주로 임의의 경계 내부의 평균적인 위상학적 특성에 주목했으며, 관련해 세부 

구조와 공간적 배열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의 개념화에 따른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하고 이들을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Louvain 방법론을 활용했으며, 그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사한 형태의 커뮤니티 구조가 추출되었다. 각 커뮤니티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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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공항들로 구성되었으나, 특수한 형태로 묶이는 공항

들이 발견된다. 이는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더하여 Z점수와 참여계수를 도입해 추출된 커뮤니티를 기준으로 

각 공항의 역할을 재정의했다. 이에 따라 전자는 전역적 분석에서 드러나지 않

았던 ‘로컬 허브’의 존재를 드러냈으며, 후자는 커뮤니티 내외부에 대한 공항들

의 기능 분화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르면 커뮤니티 구조의 분석은 위상학적인 

연결정도에 따른 줄 세우기를 넘어 구체적인 연결 특성에 따라 각 공항의 역할

을 세분화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허브앤스포크 구조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이후, 항공 네트워크 구조의 이

질적 특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져 왔다. 그러나 해당 네트워크는 내부에 

‘응집된’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 지표의 측정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운 특성이다. 또한 항공 네트워크가 점차 방대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

를 독해 가능한 수준으로 요약하고 주목할 만한 ‘특이점’을 포착해내는 것이 

분석에 있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구조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으며, 이는 분석 단위에 따른 비교분석을 

시행한 첫 번째 시도로 보인다. 특히 해당 구조는 공간 배열과 겹쳐보았을 때 

네트워크 속의 특수한 기능적 관계를 즉각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유용성을 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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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복잡 네트워크 접근법을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

시아 항공 네트워크의 공간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항공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공간적 문제(spatial matter)를 보다 깊게 고려하

기 위해서는 항공 네트워크를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할 필요와 네트워크의 평균

적인 특성을 넘어 공항 간의 세부적인 관계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항공 네트워크를 크게 분석 단위와 공간 범위에 따라 개념화하고 복잡 

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해 이들의 전역적 특성과 국지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각 연구주제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아시아를 지나는 항공 루트의 여객 수는 약 

1.5배 증가했으며, 대륙 내 이동이 77%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해당 

기간 동안 그 비중이 동일하게 유지됨을 확인했다. 이 중 환승루트의 비율은 

전체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이는 네트워크의 개념화에 따른 구조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시아의 항공 네트워크를 크게 세그먼트 단

위와 O-D 단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아시아의 항공 네트워크는 

그 분포에 있어 멱함수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에 따라 기존 

공항 간의 새로운 연결이 늘어나는 ‘성장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시아

를 지나는 항공 세그먼트가 경유지를 포함할 확률은 평균 33% 수준인 것에 비

해 주요 경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공항은 극소수였으며, 항공 허브의 중심성(발

착여객 수)과 매개성(환승여객 수)은 지수함수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그 차이만이 적시되어 왔던 중심성과 매개성이 경험적으

로 일정한 관계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아시아의 환승루트가 강

력한 허브앤스포크 구조로 조직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아시아에서 해당 구조는 

서아시아의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하며, 이들이 처리하는 환승여객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관련해 공항 간의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에 대해 분석 범위(아시아 수준, 전 세계 수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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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단위(세그먼트 단위, O-D 단위)를 나누어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한 결과 

각각 여덟 개의 커뮤니티가 추출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2011년부터 2015년까

지 시계열에 따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자

료인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커뮤니티 구조를 추출했다. 대체로 지리적 근

접성이 높은 공항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으나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들

과 이란 등의 예외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위상학적 패턴과 지리적 배열의 차이

는 해당 구조의 설명에 있어 지정학적 고려가 필요함을 방증한다(Guimera et 

al., 2005). 더하여 Z점수와 참여계수를 도입해 각 커뮤니티의 로컬 허브와 공

항 간의 역할 분화를 확인했으며, 네트워크의 개념화에 따른 커뮤니티 구조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들 특성을 보다 세분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한 가지 방식으

로 개념화되어온 항공 네트워크를 세그먼트 단위와 O-D 단위로 세분화하고 

복잡 네트워크의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했다. 허브앤스포크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환승루트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개념이 모호해졌으며, 연구 질문에 따라 네트워크의 개념화를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항공 네트워크가 주로 물리학자들에 의해 

실세계 네트워크의 위상학적 특성을 탐구하는 목적으로서 다루어지고 이를 구

체화할 적절한 데이터 또한 부족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더

하여 네트워크의 개념을 명확히 세분화한 연구들도 개념화에 따른 차이의 존재

를 적시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의 개념화에 따른 허브의 특

성과 그 구조의 변화를 비교적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보다 명료히 하여 기존의 

논의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항공 네트워크를 분석함에 

있어 비교적 적은 수준으로 다루어져왔던 커뮤니티 구조 추출 방법론을 도입하

고, 해당 구조를 ‘읽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항공 네트워크 분석에 있

어 대다수의 연구들은 임의의 경계 내부의 평균적인 특성에 주목해왔으며, 네

트워크 속에 숨겨진 기능적 관계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커뮤니티 구조 추출 알고리즘을 도입

했으며, 아시아의 항공 네트워크가 최근에 비교적 안정적인 커뮤니티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해당 구조는 그 자체가 가진 특성에 더하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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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화에 따른 구조의 변화와 지리적 공간과의 비교를 통해 특수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셋째, 아시아 항공 운송 시장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되

었음에도 관련 연구는 기존의 주요 항공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 비해 적은 수준

이다. 최근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늘어났으나 대체로 중국만을 대상으

로 한다. 본 연구에서 밝혔듯 중국의 항공 시장은 비교적 ‘닫힌’ 시장으로서 한

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항공 운송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큰 영역적 수준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시아 대륙 단

위의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은 OAG에서 구축한 데이터이며, 이는 여객의 루트 정보를 국가와 

상관없이 수집한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여행사가 처리한 

예약 정보만을 포함하므로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의 직접 판

매 내역은 포괄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보다 국지적인 차원에서 구조를 파악

할 때에는 저비용항공사를 기반으로 한 단거리 여행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커뮤니티 추출에 있어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Louvain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란 존재하지 않

으며 연구 목적에 맞게 적절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Louvain 알고리즘의 경우 네트워크의 방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각 공

항이 단 하나의 커뮤니티에만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모호한(fuzzy) 특성

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알고리즘의 

적용과 함께 그 목적을 명료히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서 

밝혔듯 커뮤니티 구조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요약해내어 우리가 주

목할 만한 지점들을 알려준다. 이는 특히 공간적 배열과 결합되었을 때 지리적 

직관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방법론은 그 구체적인 맥락을 설명해주

지 않는다. 이는 커뮤니티 구조 방법론의 강력한 유용성이자 한계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이러한 직관을 토대로 보다 작은 지리적 스케일에서 각 구조 형성

의 맥락과 제약사항, 또는 지역의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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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세계 항공 여객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33)

연구자들은 항공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유동

량 자료를 얻는다. 항공 교통은 그 공간적 범위가 광대하고 여러 기관들의 이

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모든 유동량을 포함하는 단일한 데이터베이스는 존재

하지 않는다. 결국 각 자료는 수집기관에 따라 다른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따라 적절한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항공 교통 데이터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는 각기 어떤 특성을 갖는가? 본 

글에서는 항공 여객 유동량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데이터의 구축 과정과 이로 

인해 도출되는 각 자료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1) 항공권 유통 사슬

항공 여객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권 유통 사슬을 살

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여객 데이터의 수집은 항공권 유통 과정 중에 이루어지

며, 데이터 수집기관의 유통사슬 내 위치에 따라 데이터의 특성과 수집의 범위

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항공권의 유통은 크게 직접유통(direct distribution)

과 간접유통(intermediated distribution)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공급자인 항

공사와 수요자인 고객이 직접 항공권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투어오퍼레이터, 여행사 등의 제삼자를 경유한 거래를 뜻한다. 또한 항공권의 

유통은 미래에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권리를 거래한다는 점에서 유형

(有形)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유통과 차별화된다(Merlino et al., 2010). 이에 

따라 항공권의 유통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해왔다.

상업 항공권의 거래는 1920년대 우편비행기(airmail plane)에 한 자리의 

빈 좌석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Copeland et al., 1995). 전통적인 거래

방식은 여행사(travel agency)를 경유하는 간접유통으로, 고객들은 전적으로 

여행사에 의존해 항공권 예약을 진행했다(Ravich, 2004). 구체적으로 고객이 

33) <부록>의 참고문헌은 본 논문의 <참고문헌>에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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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 인덱스카드가 꽂힌 회전판(Lazy Susan)

출처: SABRE

여행사에 찾아가 항공권 예약을 문의하면, 여행사 직원이 항공사에 전화를 걸

어 잔여 좌석을 확인하고 최종 예약을 조정하는 식이었다. 이때 항공사에서 예

약 가능 좌석을 확인하는 것 또한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여행사 직원이 예약

을 원하는 날짜를 알려주면, 항공사 직원은 '회전판'에서 해당 날짜의 인덱스카

드를 찾아 남은 자리를 확인했다([그림 부록-1]). 이러한 물리적인 방식은 제2

차 세계 대전 이후 항공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게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다. 

하나는 다량의 인덱스카드에서 팔린 좌석을 확인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여행사들과 남은 좌석 수에 대해 소통하는 일이었

다(Smith et al., 2001).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는 예약 시스템 자동화에 대한 

연구를 촉발하여 Computer Reservation Systems (CRS)를 탄생시켰다.

최초의 현대적인 CRS는 1964년에 도입된 Semi-Automated Business 

Research Environment (SABRE) 시스템으로, 아메리칸 항공사와 IBM의 합

작 투자로 개발되었다. 초기의 CRS는 항공사 내부의 단순한 예약 시스템이었

으나 점차 기능이 확장되었다. 이후 항공사들은 발전된 CRS를 통해 항공권의 

속성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Ravich, 2004), 특히 

SABRE는 1976년 항공권 판매 유통 시스템으로 변모하여 여행 중개업체에까

지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다(Copeland et al., 1995). 이는 전자문서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의 출현에 따른 것이다(Merlin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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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 전통적인 항공권 간접유통 사슬

출처: Greg(2002); Ravich(2004)

2010). 초기의 CRS가 항공사 내부에서만 사용되며 항공사와 여행사의 통신은 

여전히 전화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유통 시스템이 된 CRS는 여행사에 전

용 단말기를 제공해 예약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에 더해 1978년 미국이 항공규제완화법(Air Deregulation Act)을 제정하면

서 CRS는 지배적인 유통채널로 재탄생했다. 유통채널로서의 CRS는 오늘날 

Global Distribution Systems (GDS)로 불린다.

GDS는 미국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이후 살아남은 항공사들의 '생존 특성

(survival characteristic)'으로 간주되면서(Ravich, 2004) 시장을 빠르게 장

악해 나갔다. 그 결과 1990년대에는 네 개의 기업(Amadeus, Galileo, 

Sabre, Worldspan)이 전 세계에 걸쳐 다섯 개의 주요 GDS를 운영하게 되었

다. 또한 GDS는 하나의 항공사를 벗어나 다수의 항공사를 고객으로 삼게 되었

으며, 호텔, 렌트카, 투어 패키지 등의 다양한 여행상품에까지 취급 범위를 넓

혀나갔다(Merlino et al., 2010). 이와 같은 종류의 간접유통 사슬은 [그림 부

록-2]와 같다. 항공사와 고객이 교통서비스와 요금을 거래하는 큰 틀 안에 관

련 정보와 수수료를 거래하는 작은 순환이 포함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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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항공권의 유통은 무형의 정보를 거래하는 과정으로,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보급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업계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양한 거래

방식을 만들어냈다. 대표적인 형태는 항공사 홈페이지나 온라인 여행사34)를 

통하는 것이다([그림 부록-3], [그림 부록-4]). 이들 경로를 통해 항공사는 유통 

단계를 줄여 항공권의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고객은 스스로 과거 여행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더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통사슬 내의 다양한 기관들은 각자의 위치에 따른 항공 여객 

자료를 수집하며, 일부는 가공되어 항공 산업 관계자 또는 일반에게 제공되거

나 판매된다. 다음 장에서는 위의 유통 사슬을 기반으로 한 항공권 정보의 흐

름을 살펴보고, 여기서 수집되는 원 자료(raw data)의 특징을 알아본다.

2) 항공권 정보의 흐름과 데이터 수집

본 글에서는 다양한 유통사슬 중 GDS와 여행사를 경유하는 간접유통사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데이터는 직접유통사슬에 

비해 광범위한 항공사와 지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일반적인 유

통사슬 내 정보의 흐름은 시간 순서에 따라 크게 예약, 발권, 정산/환불, 비행 

등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관련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항공권의 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림 부록-5]는 이를 나타낸 다이어그램

으로, 각 단계에 따른 정보의 흐름과 수집되는 주요 데이터를 보여준다. 단계

별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장연상, 2009; Mead&Hunt, 2016).

① 예약 데이터: Marketing Information Data Transfer (MIDT)

고객이 항공권 예약을 위해 여행사에 연락을 취하면, 여행사는 GDS를 통해 

개별 항공사의 스케줄과 잔여좌석을 조회하고 조건에 맞는 예약을 진행한다. 

이때 GDS와 항공사 시스템에 예약기록이 생성되며, 이후 변경사항에 대해서

는 시스템 연동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주요 GDS의 예약 거래 

내역을 수집한 것이 MIDT이다(Devriendt et al., 2006). 

34) 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ies, OTA):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을 온라
인에서 처리하는 여행사이다. Bookings.com, 인터파크 투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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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3]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항공권 직접유통 사슬

출처: Greg(2002); Ravich(2004)

[그림 부록-4]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간접유통 사슬

출처: Greg(2002); Ravich(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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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5]  항공권 유통 과정과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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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데이터는 1987년부터 판매되었으며(Al-Eisawi, 2007), 루트(출/도착 

공항, 경유 공항), 예약한 달과 여행이 예정된 달 참여사와 운항사35), 승객 수, 

예약 좌석 클래스, 여행사 코드 등을 포함한다. 이는 다수의 인터넷 예약 엔진

(Orbitz, Travelocity 등)에서 수집된 자료를 포함하지만, GDS와 제휴하는 업

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예약한 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유통의 비

율이 높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승객수가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 

GDS의 사용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Quinby, 2009) 이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약 단계의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 경로의 변경이나 취소를 반

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MIDT 데이터는 실제 루트에 대한 정보와 함께 국내

선과 국제선을 모두 포괄하며, 항공사 입장에서는 미래의 예약 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항공 데이터에 있

어 가장 종합적이고 가치 있는 것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Al-Eisawi, 2007).

② 발권 데이터: Ticket Coupon Number (TCN)

발권 절차는 일반적으로 항공 요금 결제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고객이 여행

사에 발권 요청을 하면 항공사로 요금이 결제되고, 여행사는 GDS를 통해 발권

을 진행한다.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고객에게 요금 기반의 코드가 찍힌 티켓이 

발행되는데 이때의 코드가 TCN이다. 이는 티켓에 포함된 많은 정보와 연동되

어 있지만, 일반의 경우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 항공사

의 경우 Airline Tariff Publishing Company (ATPCO)라는 회사를 통해 운

임 정보를 공유한다.

③ 정산 데이터: Billing and Settlement Plan (BSP) / Area Settlement 

Plan (ASP)

여기서의 정산이란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정산을 의미하는데, BSP와 ASP는 

이들을 중개하며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일컫는 용어이다. BSP는 국

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에서 운영

하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ASP는 미국만을 대상으로 한

35) 참여사(marketing airline), 운항사(operating airline): 공동운항(codeshare) 시 
실제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를 운항사라 하며, 주로 판매를 담당하는 항공사를 참
여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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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T BSP ASP

분류 예약 데이터 정산 데이터 정산 데이터

공간적 범위 전 세계 USA 제외 전 세계 USA only

GDS의 포괄 범위 판매회사*마다 다름 35 GDSs U.S. GDSs

데이터 직접 판매 여부 - - -

데이터 제공까지

걸리는 시간
3주 5주 1주

추정된 실제 시장 크기 판매회사마다 다름 판매회사마다 다름 판매회사마다 다름

루트상세정보 포함 여부 포함 포함 포함

요금정보 포함 여부
요금 카테고리로 

추정
포함, 자체 규칙 포함, 자체 규칙

[표 부록-1] 주요 항공 원 자료 요약

* 판매회사는 원 자료(raw data)를 가공해 판매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출처: Mead&Hunt(2016)

다. 여기서 수집된 정산 데이터는 팔린 티켓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항공 요금 

정보와 티켓이 팔린 도시의 정보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MIDT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해당 단체와 제휴한 항공사의 정보만 포함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④ 비행 데이터: 정부기관 등

항공사는 여행 당일 체크인을 통해 실제 비행하는 고객의 티켓을 수집하며, 

공항과 정부기관은 항공사에게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해

당 자료는 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에 수집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통계를 각 기

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36)

위와 같이 항공권의 유통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항

공 산업 관계자들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

다. 위 데이터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표 부록-1]과 같다. 이들은 항공 데이

36) 한국에서 항공통계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에어포탈(국토
교통부, 한국항공진흥협회(위탁 운영), http://www.airportal.go.kr), 한국공항공사
(http://www.airport.co.kr), 인천국제공항공사(http://www.air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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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원 자료(raw data)로써,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공이 필요하

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과 보고, 판매를 진행하는 서드 파티(third 

party)가 발달해 왔다. 마지막 장에서는 위의 자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대

표적인 기관들과 이들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본다.

3) 항공 여객 데이터 제공 기관과 데이터 특성

항공 여객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은 크게 국제기관, 정부기관, 기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참고문헌에서 사용한 항공 여객 데이터의 출처 

기관을 정리하면 [표 부록-2]와 같다.

항공 산업에 관여하는 다양한 국제기관이 있지만,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여객 데이터를 제공 및 판매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관으로는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비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공항협회(ACI) 등이 있다. ICAO는 1944년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민간항

공회의를 통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서 2016년 10월 7일을 

기준으로 191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ICAO의 항공 여객 데이터는 가입국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데, 각 국가의 정부기관마다 자료 수집의 범위가 

달라 실제 교통량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The World Bank). 그러나 비

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자료는 자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반면 IATA는 항공사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1945년에 

설립되었다. 2016년을 기준으로 268개의 항공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앞서 언

급했듯 BSP라는 정산 업무 시스템을 운영한다. 여기서 획득한 데이터는 항공 

관계자들을 위한 보고서 작성에 사용되거나 Innovata 등의 서드 파티를 통해 

가공되어 판매된다. 마지막으로 국제공항협회(ACI)는 1991년 설립된 공항운

영주체들의 조직이다. ACI의 데이터는 공항을 기반으로 수집되므로 공항 간의 

이동보다는 각 공항의 물동량을 파악하는데 유리한 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주

로 보고서 형태로 가공되어 판매된다.

항공 여객 데이터는 각 국가의 정부기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앞서 밝

힌 국제기관의 자료는 가격이 높은 편으로 개인 연구자가 사용하기에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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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부기관의 경우 국민 또는 공공에게 일부 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국가와 기관에 따라 자료의 수집 범위가 달라 여러 국가를 비교하는 용도로서

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대륙 스케일의 영토를 가진 국가(미

국,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 또는 유럽 연합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 여객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은 크게 GDS 운영 회사와 데이터 가공 

서드 파티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유통 과정에서 원 자료를 직접 수집하거나 

수집기관과 제휴를 맺은 기업으로서 원 자료를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가공해 

판매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OAG의 데이터는 MIDT를 가공한 것이다.

분류 주요 기관 상세 참고문헌

국제 

기관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주로 데이터를 보고서 

형태로 가공해 판매함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자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판매함 (DATA+)
-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ACI)

주로 데이터를 보고서 

형태로 가공해 판매함
Zook and Brunn(2006)

정부

기관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US DOT)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무료로 제공/직접 판매/

기관을 통해 판매함 

(O&D 자료: 국내선)

Xu and Harriss(2008); 

Neal(2010); Gegov et 

al.(2013); Neal(2014)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AAC)

연차 보고서를 통해 제

공함(국내선)
Wang et al.(2011)

기업

Innovata (Schedules 

Reference Service, SRS)

IATA의 자료를 가공해 

판매함
Grubesic et al.(2008)

Official Airline Guide 

(OAG)

MIDT 자료를 가공해 

판매함

Guimera et al.(2005); 

Azzam et al.(2013)

Sabre (Airport Data 

Intelligence, ADI)

GDS 중 하나인 Sabre 

자료를 가공해 판매함

Wandelt and 

Sun(2015)

[표 부록-2] 항공 여객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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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ir Transport 

Network in Asia: Complex Network Approach

Kang, Suyoung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an spatial structure of the 

air transport network in Asia from 2011 to 2015 through a complex 

network approach.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local heterogeneity of the air transport 

network. Studies on the structure of the air network have been 

focused on finding the average characteristics inside arbitrary 

boundaries on a segment basis, and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is lack of consideration of spatial matter. Based on this 

consciousness,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ian 

air network structure according to the conceptualization and scale 

of the network, and derived implications through differences in the 

results. Our dataset is Official Airline Guide (OAG) booking data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actual routes flown by passeng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2011 to 2015, the Asian air transport network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pact, and the transfer route is 

organized in a hub-and-spoke structure centered on a few air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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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est Asia. As the number of transfer routes increases, the 

proportion of transfer passengers using a giant hub airport is 

increasing, which has an absolute impact on the difference in 

structure due to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network. Specifically, 

the Asian air network has shown to follow the truncated power law, 

and is growing in a way that new connections between existing 

airports increase over time. In addition, very few airports that serve 

as intermediate points compared to the extent to which the 

segment of air route across Asia includes that points, and the 

centrality (number of terminating passengers) and intermediacy 

(number of transfer passengers) in Asia have an exponential 

relationship.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entrality and intermediacy 

have an empirical relationship, and suggest that the Asian transfer 

route is organized into a strong hub-and-spoke structure.

Second, by extracting the community structure in the Asian air 

network, we confirmed that the structure is stable during the 

period. This reveals functional relationships between airports that 

were not seen in the global network structure. Generally, 

communities are formed between airports with high geographical 

proximity. However, there are exceptions such as hub airports in 

Northeast Asia and Iran.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opological 

patterns and geographical arrangements demonstrates the need for 

geopolitical considerations in addition to spatial constraints in 

explaining the structure. In addition, Z-score and participation 

coefficients were introduced to redefine the role of each airport 

based on the extracted community. As a result, the former revealed 

the existence of a 'local hub' that was not revealed in the global 

analysis, and the latter showed the role of each airport inside and 

outside of the community. Finall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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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structure according to network conceptualization shows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between airports and the role 

(centrality, intermediacy) on a network at different scales (the whole 

world, Asia).

In this study, we subdivided the air transport network, which was 

conceptualized in one way and laid the basis for systematic analysis 

of these by using the complex network methodology. We introduced 

a methodology of community structure detection which is dealt with 

in a relatively low level and a proposed way to "read" the structure. 

This provides an approach to effectively summarize a complex air 

network from a geographical point of view, which can be used to 

analyze urban interactions and to evaluate the global air network. 

In future research, the analysis of an air transport network should 

not be limited to grasping topological relationships within arbitrary 

boundaries, but expanding its meaning by summarizing information 

of complex flows among regions.

keywords : Air transport network, Complex network, Airline data, 

Hub-and-spoke, Community structure, Asia

Student Number : 2015-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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