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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의 주목적은 저렴한 가격정책을 앞세운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선

시장 진입이 전체 여객수요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주노선과 내륙노선

으로 분리하여 계량적 검증을 진행함으로서 항공수요 성장에 대한 인과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최근 20년(1997년-2016년) 동안 국내선 전체노선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진행하였으며 저비용항공사 진입여부와 여객증가율의 관

계, 저비용항공사가 진입한 시장에서 항공사 유형별 여객증가율과 탑승

률의 관계, 저비용항공사가 진입한 시장에서 노선구분에 따른 저비용항

공사의 여객증가율과 탑승률과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GDP’, ‘고속철 개통’, ‘고속도로 개통’, ‘혁신도시’의 영향

을 통제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저비용항공사가 진입한 노선은 저비용

항공사가 진입하지 않은 노선에 비하여 여객증가율이 높았다. 둘째, 저비

용항공사가 진입한 시장에서 저비용항공사와 대형항공사 간 여객증가율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저비용항공사가 진입한 시장에서 저비

용항공사와 대형항공사간 탑승률의 차이는 제주노선에서만 저비용항공사

의 탑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저비용항공사가 진입한 시장에서 저비

용항공사의 여객증가율과 탑승률은 제주노선이 내륙노선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비록 분석방법, 데이터의 구성에 대한 한계점은 존재하나 저비용항공사

의 진입이 항공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설명변수라는 것

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항공수요는 대외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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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변수로 정확한 수요를 예

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항정책에 있어서 항공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

요한 일이다. 항공수요 예측을 통하여 신공항 건설, 기존공항 시설확충

등 우리나라 주요 공항정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항정

책은 5년마다 항공수요를 예측해서 공항시설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만약 수요예측 초기단계에서 항공수요 예측이 어긋나게 되

면 5년이 지나서야 수요 재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예측에 대한 변화의 폭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예기치 못한 대외적 이슈로 큰 폭의 수요 변화가

발생할 경우 5년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수요를 재 예측하여 공항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저비용항공사, 항공수요, 국내선, 공항정책, 제주노선,

내륙노선

학 번 : 2016-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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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우리나라 항공수요의 성장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증가로 인하

여 국내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항공교통량은 서울아시안게

임(1986.9.), 서울올림픽대회(1988.9.), 국민해외여행 자유화(1989.1.) 등으

로 1980년대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는데 김포공항 국제선 제1터미널 개

관(1980.8.), 제주공항 신 활주로(3,000m) 준공 및 여객청사 신축

(1983.12.), 김포공항 국제선 제2터미널신축(1988.4)이 되면서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뒷받침 하였다.

국내공항 이용객은 1970년을 기준으로 국내선 91만 명, 국제선 39만

명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항공여객이 수직으로

성장하여 1997년에는 1970년 대비 국내선 2,795%(2,564만 명), 국제선

4,169%(1,660만 명)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국제선 여객운송실적의 경우 2001년 9월11일 뉴욕에서 오사마 빈 라덴

의 테러조직이 일으킨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등에 대한 항공기 동

시 다발 자살테러, 2002년 11월에서 2003년 7월까지 유행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2003년 3월에서 4

월까지 발발한 이라크전쟁,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에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2010년 4월 그리스의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유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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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기, 2011년 3월 규모9.0의 일본대지진, 2015년 중동 지역에서 집중

적으로 발생한 메르스 바이러스 여파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하였

으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1-1] 대한민국 항공여객 수송실적(1970-2015)

(단위: 명)

연도 국내선여객(명) 지수 국제선여객(명) 지수

1970년 917,249 100 398,162 100

1975년 905,909 99 1,566,116 393

1980년 1,480,986 161 2,921,574 734

1985년 3,467,382 378 4,381,866 1,101

1990년 11,063,820 1,206 9,626,415 2,418

1995년 21,008,531 2,290 14,602,751 3,668

1997년 25,638,653 2,795 16,598,273 4,169

1998년 19,504,413 2,126 14,104,367 3,542

2000년 22,514,887 2,455 19,452,282 4,886

2005년 17,157,595 1,871 29,683,846 7,455

2010년 20,216,355 2,204 40,060,948 10,061

2015년 27,980,135 3,050 61,434,404 15,429

자료 : 1970 ~ 2015년 항공수송실적 (Airportal)



- 3 -

이에 반해, 국내선 여객운송실적은 1998년 IMF 외환위기를 맞으며 급

감하였고 2000년 초 서해안선, 중부선, 중앙선, 영동선 등 신규 고속도

로 개통 및 도로확장과 고속철도망 확충(경부고속선, 전라고속선, 호남

선)의 영향으로 2005년까지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저렴한 가격정책을

내세운 저비용 항공사(Low Cost Carrier, 이하 ‘LCC’)가 등장한 이후

제주노선 위주로 국내선 항공 여객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표

1-1]에서는 1970년 항공수송실적을 기준으로 항공여객 수송실적을 지수

화 하였다.

내륙노선과 제주노선의 점유율은 1990년에 약50% 수준으로 비슷하였

으나 내륙노선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1998년에는 제주노선대비

내륙노선의 비중이 63.7%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내륙노선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14.1%까지 급감하

게 되었다.

내륙노선은 1998년 IMF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1년 고속도로망의 대폭 확충으로 여객수가 하락 반전

하였고 2004년 경부선 고속철도 1단계 개통으로 하락이 가속화 되었다.

내륙노선의 여객규모는 2011년부터 6년간 400만 명 수준에 머물러있다.

반면에 제주노선은 지리적 특성상 육상교통수단과의 경쟁이 없고 저렴

한 운임요금을 내세운 LCC의 등장과 주 5일 근무제 확산, 힐링을 중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제주도를 방

문하는 여객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1]에서는 1990년

이후 내륙노선과 제주노선의 여객운송실적과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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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주노선 및 내륙노선 국내선 여객운송실적 및 비중(1990-2016)

자료 : 항공통계

2. 연구의 필요성

Ito와 Lee(2003)는 미국 국내 항공자료를 이용하여 허브공항들에서

LCC가 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 항공사의 항공편수, 여객수, 평균운

임의 변동을 약 10년간(1991-2002)의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여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 기존 항공사들이 운임은 낮추고 공급을 늘린다는 결과

를 얻었다.

Windle과 Dresner(1999)도 사우스웨스트항공과 같은 LCC의 진입이 해

당노선에서 기존 대형 항공사(Full Service Carrier, 이하 ‘FSC’)의 요금

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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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에도 LCC의 파격적 특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FSC의

운임체계는 기존 고정 형에서 여객의 이용이 많지 않을 때 요금을 대폭

인하 하는 가변 형으로 변하였다. 제주-김포노선을 위주로 2009년 아시

아나항공, 2012년 대한항공에서 기존운임대비 45%할인된 항공권을 판

매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특가항공

권 가격이 기준운임대비 40%수준에 불과하였다. 2005년부터 등장한

LCC로 인하여 항공기 공급좌석 확대가 이루어졌고 기존 FSC도 운임요

금을 할인하는 등 국내선 항공여객은 2009년부터 큰 폭의 성장세를 이

어가고 있다. 하지만 LCC가 취항하고 있는 공항을 중심으로 국내노선

이 집중되어 공항은 매우 혼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항시설법 제3조(2016. 12. 2. 법률 제14342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항공

수요의 전망 등이 포함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5년마다 20년 항공수요를 예측해

서 10년 후 시설소요 판단을 바탕으로 시설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4차 종합계획(2011년~2015년, 국토교통부 2010)에서 국내선 수요예측

은 내륙노선과 제주노선으로 구분하여 수요를 전망하였다. 내륙노선은

4단계 수요추정 모형으로 추정하였고 제주노선은 GDP를 설명변수로

한 회귀 식으로 수요를 추정 하였다.

제4차 종합계획 수요예측에 대한 5년 후 실적은 국제선보다 국내선에

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국내선은 수요가 예측된 3,941만 명보다 1,740만

명이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2015년에는 5,681만 명이 국내공항을 이용하

였고, 국제선은 예측된 5,567만 명보다 616만 명이 더 이용하여 6,183만

명이 국제선을 이용하였다. 특히, 국내공항 중 LCC 운영비중이 높은 제

주노선(김포, 김해, 청주, 대구, 광주, 무안)의 여객실적 성장세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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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내선은 2005년 LCC가 운영된 이후 운영비중 및 이용객수가 지

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FSC대비 LCC 비중은 2005년 0.2%에서 2016

년 60.7%까지 상승하였고 LCC 이용객수는 2005년 2만 명에서 2016년

1,605만 명까지 급상승하였다. 반면 FSC는 2008년 하순 자회사 설립으

로 2009년에 항공수요 일부가 LCC로 이전되었으나 약 1,000만 명 수준

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림 1-2]에서는 2005년 LCC 등장이후 제주노선

의 여객운송실적과 LCC와 FSC의 수송분담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1-2] 제주노선 여객운송실적 및 LCC, FSC 수송분담비율(2005-2016)

자료 : 항공통계

본 연구는 LCC의 성장으로 인하여 수요가 급성장한 국내선 노선에 대

한 계량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이전까지 국내 LCC

운항기간이 충분치 않아 실증연구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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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LCC가 국내에 등장한지 10년이 지나 성숙도가 높아진 시점에서

LCC의 취항이 여객 수요 창출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내선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LCC의 신규수요 창출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LCC가 국내선 시장에 진입한 노선과 진입하지 않은 노선을 구별

하여 진입한 노선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를 살펴

본다.

둘째, LCC와 FSC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LCC가

국내선 시장에 진입한 노선에서 LCC와 FSC간 여객증가율 및 탑승률의

변화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셋째, KTX 및 고속도로 등 대체 교통망이 풍부한 내륙노선과 대부분

이 항공교통인 제주노선에서의 LCC 여객증가율 및 탑승률에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공항계획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

기에 본 연구를 통해 항공수요 예측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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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논문의 구성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LCC의 취항이 항공수요에 유의미한 변화를 미쳤는지에 대하

여 국내선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이다. 또한 LCC가 국내선 시장

에 진입한 이후 LCC와 FSC간의 여객증가율 및 탑승률의 차이를 확인하

여 항공사의 유형별로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고속철도 및 고속

도로 등 육상교통망이 발달한 내륙노선과 제주노선에서의 LCC 여객증가

율과 탑승률의 차이를 확인하여 노선의 차이에 따른 특성의 차이가 있는

지 계량적으로 검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본 연구의 기본이 되는 대상은 운항 노선당 항공사유형(LCC/FSC)별

‘연간 여객수’ 와 ‘연간 탑승률 평균’이다. 항공수요 특성상 성수기가 존재

함으로 ‘1일’, ‘1월’을 기본단위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1년을 기본 분석

단위로 하여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데이터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

로 정하였다. 해당 노선의 전체 수요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기 및 부정기

여부를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왜곡 방지를 위해 연간 운항횟수가

100편 이하인 노선은 제외 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국

내공항에 취항하는 국내노선으로 항공사를 LCC와 FSC로 분류하여 연간

여객수의 총합을 산출하였고 연간 탑승률의 평균을 구하였다. 전체 574개

노선 중 종속변수의 데이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노선의 1년간

여객증가율과 탑승률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152개 노선을 제외한

422개 노선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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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수요

의 성장과 LCC가 항공수요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2장에서는 LCC의 개념 및 운영전략 등 기본적 이론과 선

행연구, 국내 LCC의 등장과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은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방법을 통해 변수

를 설정 할 것이며, 제4장은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가설별로 회귀분석

을 진행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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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저비용 항공사 개념 및 운영전략

1. 저비용 항공사 개념

Abda, Belobaba와 Swelbra(2012)에 의하면 최초 LCC 모델은 지역항

공사인 Pacific Southwest Airlines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70년

Southwest Airlines가 성공하자 Southwest Airlines의 모델이 미국의

대표적인 LCC 모델로 발전하였다. Alamdari와 Fagan(2005)에 의하면

최초의 LCC는 1971년에 운항을 시작한 Southwest Airlines로 저비용

모델을 발명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고 평가를 하였다.

LCC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을 살펴보면, 국내 항공법

에는 FSC와 LCC를 구분하는 법적정의나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고,

ICAO1)에서 사업모델에 따라 Full Service Carrier, No-Frills Carrier,

Low Cost Carrier로 분류하고 있다. Full Service Carrier가 대한항공과

같은 전형적인 국적 항공사라면 No-Frills Carrier, Low Cost Carrier는

간단하고 제한적인 기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비용 구조의 항공사라고

할 수 있다.

Doganis(2009)는 미국 Southwest Airlines에 의해 채택된 저비용 모델

이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항공사들에 의해 복제되었으

며, Alamdari와 Fagan(2005)은 미국과 유럽의 LCC 10개사의 실적 및

1)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

괄하는 기구로서 UN 산하 전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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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을 Southwest Airlines에서 도입한 원래의 LCC 모델과 비

교 분석해본 결과, LCC가 현지 수요와 실정에 맞게 서비스를 조정한

것보다 원래 모델을 준수하면 비용이 낮아지고 더 높은 영업이익을 창

출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Southwest Airlines가 저비

용 모델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으며, Southwest Airlines의 저비용 모

델 준수가 항공사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2. 저비용 항공사 운영전략

Southwest Airlines의 운영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항공기 활용도 극대

화를 위해 기종을 보잉 737 단일유형으로 선택하였고 1기당 평균 하루

11~12시간 정도 운항 하였다. 취항 공항 선택에 있어서도 복잡한 제1공

항 대신 제2공항이나 혼잡하지 않은 공항을 선정하여 항공기가 공항에

머무르는 시간(20~30분)을 최소화 하였고, 항공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리가 짧은 노선(평균 400nautical miles)에만 중점적으로 취항을 하였

다. 또한, 높은 생산성 유발을 위해 직원들의 임금은 높게 책정하고 이

익을 공유하였다.

항공권 판매에 있어서 Southwest Airlines는 공항과 공항 간을 자주

연결하는 단순한 운항구조의 특징을 잘 살려 요금체계를 매우 단순화

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지만,

Southwest Airlines는 초기에 여행사와 콜센터에서만 항공권을 판매하

였고 실물 항공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또한, 좌석 등급을 차별화 하지

않은 단일좌석체계를 채택하여 타 항공사에 비하여 동일 항공기내에 더

많은 좌석수를 유치할 수 있었으며, 기내식은 제공하지 않고 여객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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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우 간단한 식음료 구입만 유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Lawton(2002)은 LCC 모델의 특징으로 저렴한 요금, 운항 및 객실승무

원의 높은 활용률, 단일 항공기 유형, 낮은 급여, 단일 좌석체계 및 높

은 좌석밀도로 항공기내 공급좌석 증대, 무료 기내 식음료 서비스 미

제공, 항공권의 인터넷 직접 판매, 지점과 지점 간 항공기 노선배정, 중

단거리 노선구조, 제2공항의 이용으로 제시하였다.

한도길 과 윤문길(2013)은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LCC의 운영전략을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특징은 Soutwest Airlines 초기 운영전략과 같이

단일 항공기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모델의 장점은 항공기 예비품의 상

호 대체가 가능하여 예비품의 보유규모를 줄일 수 있고, 정비사들의 교

육훈련도 단순화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특징은 지점과 지점(point to point)간의 운항서비스만 제공

하는 것이다. FSC의 허브엔 스포크2)(hub and spoke) 방식에 비하여 지

점과 지점간의 운항서비스는 공항에서 항공기가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

화 하여 항공기 회전율(turn around time)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고, 이

는 항공기와 승무원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과 연계된다.

세 번째 특징은 동일 항공기내 좌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항공사와는 다르게 모든 좌석을 동일한 등급의 좌석체계로 유지하고,

좌석배정 제도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단일 좌석체계와 좌석배정 제

도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좌석 당 공급비용을 줄일 수 가 있다.

네 번째 특징은, 인터넷을 이용한 항공권 직접 판매 및 고객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LCC의 비용절감 정책은 항

2) 항공 노선을 구성하는 형태 중 하나로 각 나라 혹은 지역의 대표 도시(공항)만 거점

으로 운항 하고 그 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다시 운항노선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자전거 바퀴살처럼 펼쳐진 모양이라고 해서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형태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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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료 운임을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Doganis(2001)는 LCC가 Southwest Airlines의 운영 사례처럼 단순한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하면서 가격 정책에 큰 유연성을 부여하였

고 이를 통해 기존 FSC보다 30~50% 할인한 요금을 책정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Lawton(2002) 역시 LCC가 비용절감을 통해 평균운임을

FSC에 비하여 40~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하였다. Siciliano,

Vismara(2007)은 LCC의 시장진입이 높은 운영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낮은 운임제공으로, 결국 낮은 운임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였고 항공

수송량까지 증대시켰다고 하였다.

3. 저비용 항공사 등장에 따른 항공시장 파급효과

LCC의 성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LCC의 운항 비중이 점

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LCC의 항공시장 진입은 기존 항공시장

에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운임인하와 그에 따른 항

공수요의 증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분석된 내용들이다.

LCC의 가장 큰 특징인 낮은 항공운임에 따른 항공수요 창출에 관한

연구는 Southwest Airlines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Whinston 과

Collins (1992)는 1980년대 초 신생 LCC인 People Express가 진입 한

이후 15 개 노선의 평균 운임이 34 %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Bennett

과 Craun (1993)은 Southwest Airlines가 Oakland-Burbank 노선에 진

입함에 따라 평균 항공운임이 55 % 하락한 반면 여객은 6배나 증가하

였다고 밝혔다. 또한, Windle and Dresner (1995)는 Southwest Airlines

진입이 평균 운임이 48 % 감소를 이끌었고, 여객은 200%가 증가한다

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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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 L., Francis, G., Humphreys, I., & Ison, S. (2014)는 LCC가 저

렴한 항공요금, 운항편수의 확대, 다양한 이벤트, 짧은 항공기 회전율을

제공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여행객들을 끌어 모았고, Clavé, Saladié,

Cortés-Jiménez, Young & Young(2015)도 전 세계 LCC의 급속한 성장

이 신흥관광지와 기존관광지로의 수요창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

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부터 기존 항공시장에 LCC가 진입 하였을 때

기존 항공사는 LCC의 저렴한 항공운임정책으로 인하여 운임 인하에 강

한 압박을 느낀다는 점과, 항공운임이 감소됨에 따라 기존에 없었던 새

로운 항공수요가 창출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LCC는 도심지의 제1공항보다는 도심지 외곽의 제2공항을 선호한다.

특히, 미국 및 유럽의 LCC들은 도심지에서 벗어난 도심 외곽의 공항을

선호함으로써 제2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Murakami(2011)는 Air Do 등 LCC 4개사의 진입이 일본 Sapporo 등 9

개 시장에서 소비자 복지와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LCC의 시장 진입은 소비자 복지보다는 대상노선의 산업 부분 이익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범수, 조강철, 진성진과 황영웅

(2015)은 LCC가 제주공항에 첫 취항 이후 제주노선의 운항편수 및 여

객이 크게 증가하여 제주 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다. 다만 숙박일수나 관광지내에서 쓰는 경비 등에서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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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 및 특징

1. 국내 저비용 항공사 등장

우리나라 최초의 LCC인 한성항공이 2005년 8월 청주~제주 노선에 취

항한 이후 국내 LCC는 국내외 항공수요 성장에 힘입어 2016년 기준으

로 6개사로 확대되었다.

국내 최초 LCC업체인 한성항공은 터보프롭3) 타입의 ATR-72기종 4대

를 도입하여 김포-제주, 청주-제주노선에 운영하였다.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경영난 및 안전사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운항이 중단(2008년

10월)되었지만 한성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2010년 8월 ㈜티웨이항

공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외 24개 노선(국

내:4, 국제:20)에서 취항하고 있다.

제주항공도 2006년 6월 터보프롭 타입의 Q-400기종을 도입하여 김포-

제주노선에 정기편을 LCC 최초로 취항하였다.4) 제주항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주노선을 기반으로 LCC 최초로 탑승객 2,000만 명을

돌파(2014년 7월)하였고, KOSPI에 상장(2015년 11월)함으로서 우리나

라 최고의 LCC업체로 성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LCC의 시장진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델타(Delta Airlines) · 유나이티드

(United Airlines), 캐나다의 에어캐나다(Air canada) 등 해외 FSC의

LCC 자회사를 설립을 참조하여 진에어와 에어부산을 각각 자회사로 설

립하고 LCC와 경쟁구도에 돌입하였다.

3) 터보제트에 프로펠러를 장착한 항공기용 제트엔진

4) 2005년 8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및 정기노선면허를 취득한 후 정기편으로는 LCC

최초로 취항하였음.(한성항공은 부정기 노선에서 LCC최초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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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김포-제주노선에 2008년 7월 첫 취항하였으며 타 LCC의 운

영전략과 동일하게 기단을 단일기종(737-800)으로 운영하였다. 하지만,

2014년 12월부터 국내 LCC 중 처음으로 대형기종인 B777-200을 도입

하여 국제선 장거리 노선에 취항하는 등 기종 이원화 운영을 시도 하여

다른 LCC와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부산이 기반인 지역항공사로 부산광역시와 아시아나항공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2008년 10월 부산-김포노선에

첫 취항한 이후 우리나라 LCC 중에서는 유일하게 에어버스사의

A321-200, A320-200 기종을 도입하여 국내외 19개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전북 군산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로 2007년 10월 설립

이후 B737-700을 도입하여 2009년 1월 김포-제주노선, 2009년 2월 군

산-제주노선에 첫 취항을 하였으며 2015년 12월 기준 국내외 22개 노

선에서 운항 중에 있다.

국내 LCC업체 중 가장 최근에 설립된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이 출

자한 두 번째 LCC로 서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산을 허브로 하고

있는 에어부산의 서울지역 수요공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립한 항

공사이다. 2016년 7월 김포-제주노선에 첫 취항하였으나, 2016년 8월부

터 인천을 허브로한 국제선 노선에만 집중하고 있다.

영남에어는 부산과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항공사로 2006년 12월

설립하여 네덜란드 포커사의 F-100항공기 1대 만을 도입해서 운항을

시작했다. 영남에어는 정기항공사 등록기준인 항공기 5대 이상을 보유

하지 못해 부정기항공사로만 운영되었고, 고유가와 고환율, 40~50% 수

준의 낮은 탑승률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2008년 12월 최종부도 처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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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LCC는 2005년 8월 한성항공이 최초취항 한 이후 10년

가까이 5개 LCC에서 점진적으로 항공기와 취항노선을 확대해 왔다.

2016년 에어서울을 시작으로 2017년 강원도 양양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

이양양이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K에어항공(충북 청주), 남부에어(경

남 밀양), 에어대구(대구)도 본격적으로 출범논의 중에 있어 LCC 시장

은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표 2-1] 국내 LCC 현황

구분 최초취항 보유항공기 취항노선

티웨이항공

<구 한성항공>
2005년 8월 B737-900: 14기

국내: 4개노선

국제: 20개노선

제주항공 2006년 6월 B737-800: 24기
국내: 4개노선

국제: 25개노선

진에어 2008년 7월
B737-800: 14기

B777-200: 3기

국내: 3개노선

국제: 24개노선

에어부산 2008년 10월
A321-200: 4기

A320-200: 10기

국내: 3개노선

국제: 16개노선

이스타항공 2009년 1월
B737-700: 3기

B737-800: 12기

국내: 4개노선

국제: 18개노선

에어서울 2016년 7월 A321-200: 3기 국제: 10개노선

자료 : 2016항공연감 (보유항공기: 2016.3.31.기준, 취항노선: 2015.12.31. 기준)

기본적으로 모든 LCC는 단일통로기(Narrow Body)로 노선을 운항하

고 있으며 아시아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제외한 모든 LCC

의 단일통로기는 보잉사의 B737기종이다. 다만 진에어의 경우 이중통로

기(Wide Body)인 B777기종을 추가 도입하여 여객수가 많은 국제선 노

선에서 다른 LCC와 차별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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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취항노선에 있어 LCC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선 항공수요가 가

장 많은 김포-제주노선에 모든 LCC(5개사)가 취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제주노선도 티웨이항공을 제외한 4개사가 취항 중에 있다. 이를

통해 항공수요가 가장 많은 김포-제주, 부산-제주노선에 공급이 집중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륙노선과 제주노선을 구별하여 살펴보면 LCC

중 유일하게 에어부산만이 내륙노선인 김포-부산노선을 취항하고 있으

며, 다른 모든 국내선 LCC는 제주노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항공종사자 고용특징

Alamdari와 Fagan(2005)은 Southwest Airlines가 항공사 운영에 있어

저비용 모델을 발명하였고, Southwest Airlines는 비용 최소화를 통한

낮은 운영비를 토대로 저 운임 정책을 전략으로 채택한다고 주장 하였

다. Mason과 Williams(2008)는 LCC의 주요운영전략 중 하나를 고용인

원의 최소화라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LCC의 항공종사자 고용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항공사별로 1기당 항공종사자5) 및 객실승무원의

고용인원을 [표 2-2]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항공사 유형별로 FSC와 LCC의 평균 항공종사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대당 고용인원이 평균 79.9명

으로 LCC 평균인 47명에 비해 1대당 고용인원은 1.7배 높은 비율로 나

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LCC가 FSC에 비해 항공종사자 고용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5) 항공안전법 제34조에 따르면 항공 업무에 종사하려는 조종사, 정비사 등은 자격증명

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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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적사 항공기 1기당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고용인원

(고용인원/기)

구분 항공사 조종사
항공
정비사

운항
관리사

객실
승무원

합계

FSC

대한항공 17.5 17.3 1.0 43.1 78.9

아시아나항공 17.6 17.2 1.4 44.6 80.9

평균 17.6 17.2 1.2 43.9 79.9

L

C

C

LCC

티웨이항공 12.4 9.9 1.4 22.4 46.0

제주항공 13.4 9.3 1.3 22.8 46.6

이스타항공 11.3 9.5 1.5 20.4 42.8

평균 12.4 9.5 1.4 21.8 45.1

FSC의

자회사

LCC

진에어 19.5 3.1 1.4 30.4 54.4

에어부산 14.1 3.7 1.6 23.6 43.0

에어서울 18.0 3.7 3.3 24.3 49.3

평균 17.2 3.5 2.1 26.1 48.9

LCC평균 14.8 6.5 1.7 24.0 47.0

자료 : 2016항공연감(항공종사자현황: 2016.3월 기준)

세부적으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종사와 항공정비사의 비

율을 확인해보면 조종사는 FSC가 1대당 17.6명으로 LCC 평균인 14.8명

에 비하여 1.2배 높지만, LCC를 FSC의 자회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FSC와 FSC의 자회사 LCC는 조종사를 1대당 평균 17.4명 고용하여

LCC 평균인 12.4명보다 1.4배 더 많이 고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항공정비사는 FSC가 1대당 평균 17.2명을 고용 하는 것에

반해 LCC는 평균 6.5명을 고용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FSC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항공정비사 고용인원은 평균 3.5명으로

LCC의 평균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데, 이들 항공사는 모회사인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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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정비를 위탁하기 때문에 항공정비사 인력을 최소

화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LCC는 전통적으로 기내서비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내 식음료 서비

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비용경쟁력을 위한 최소한의 승무원

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내 LCC도 FSC에 비해 55%수준으로

객실승무원을 낮게 고용하고 있어 전통적인 LCC의 운영비 절감 전략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항공기 안전 및 지연율 비교

LCC 진입초기(2005년~2008년)에는 2016년 기준 모든 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제트엔진 형식의 항공기와는 다르게 터보프롭 타입의 항공기(한성

항공: ATR-72, 제주항공: Q-400)가 LCC 주력 항공기로 운항되었다.

LCC 취항초기에는 중고 터보프롭 항공기의 도입으로 이들 항공사에 사

고가 집중되어 LCC의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표 2-3] 국적사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현황(2005-2016)

(건)

구분 사고 준사고 합계

대한항공 2 17 19

아시아나 4 13 17

제주항공 2 3 5

한성항공 1 1

에어부산 2 2

이스타항공 2 2

합  계 9 37 46

자료 : 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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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취항한지 3개월도 안된 시점인 2006년 8월 31일 김해공항

에서 착륙시도 중 제주항공 Q-400기종의 꼬리부분이 활주로 노면에 접

촉하는 항공기 사고6)가 발생 하였다.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6

년 11월28일 제주공항에서 한성항공 ATR-72기종이 착륙 중 앞바퀴가

함몰되어 활주로에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연이어 2007년 2월 1

일 제주항공이 김포공항에 착륙 후 활주로에서 타이어가 탈락되는 항공

기 준사고7)가 발생하였으며, 2007년 8월 12일에는 김해공항에서 착륙도

중 활주로를 좌측으로 이탈하여 항공기가 주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까

지 발생하였다.

LCC가 국내에 등장한 2005년 이후 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완료된 FSC의 사고 및 준사고 건수는 총 36건으로 LCC(10건) 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FSC가 LCC에 비하여 운항횟수가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로만 사고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는 불가하다. 따

라서 LCC와 FSC의 실질적인 사고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운항 1만 회당

사고건수(2005년-2015년 실적)를 [그림 2-1]과 같이 비교해 보았더니

운항 1만 회당 사고건수는 LCC가 0.066건으로 FSC의 0.084건에 비하여

수치상으로는 다소 낮았지만 LCC 진입초기 터보프롭 타입 항공기를 주

력으로 운항한 시기(2005년~2008년)에는 LCC의 운항 1만 회당 사고건

수가 0.4건으로 사고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 항공기 사고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한 경우, 당해

항공기가 손상이나 구조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의 행방불명 또는 완전히 접근

이 곤란한 경우이다.

7) 항공기 준 사고란 항공기의 운용에 연관된 운항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었던

사고이외에 발생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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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운항 1만 회당 사고건수(2005-2015)

자료 : 운항자료(Airportal)

호주의 AirlineRatings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국연방항공청

(FA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준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매년 1회 항공사의 안정성을 평가(최고등급 별7개)하고 있다. 최근

2016년 평가에서 FSC인 대한항공은 별7개, 아시아나항공은 별6개의 평

가를 받았고, LCC인 제주항공·진에어는 별7개, 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

웨이항공은 별5개를 받았다. 최근 10년간 사고율은 LCC가 FSC보다 낮

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정성평가에서는 FSC가 LCC보다 안정성이

약간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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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zuki (2000)는 개인적으로 지연을 경험한 여객들이 다음 여행 시 항

공사를 전환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관측하였다. Prince와

Simon(2015)은 고객이 지연을 제품 품질의 형태로 고려하기에 정시 운

항률이 떨어지면 항공요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 LCC의 지연율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LCC

가 취항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의 국적 항공사 전체 운항데이터를 비

교하여 [그림 2-2]와 같이 FSC와 LCC의 지연율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그림 2-2] 국적사 FSC 및 LCC 지연율 현황(2009-2016)

자료 : 지연율 자료(항공통계), 국내+국제

전반적으로 LCC의 지연율이 전체년도에 걸쳐 FSC의 지연율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지연율 격차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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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os와 Robin(2010)은 비행 지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주요 유럽

공항의 5개년간(2000-2004)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슬롯(SLOT)8)을 추가

적으로 더 늘릴 수 없는 매우 혼잡한 공항일수록 지연율이 더 증가한다

는 사실을 분석하였다.

제주공항은 2013년부터 슬롯이 없어 항공기의 운항이 제한되는 슬롯

포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림 2-3]과 같이 매년 시간이 경

과할수록 전시간대로 슬롯 포화현상이 확대되어 갔다. 슬롯은 항공사에

서 선호하는 시간대에 먼저 포화된 후 점차 주변시간대로 분산되어 갔

으며, 2016년 제주공항 현황을 보면 전시간대 포화현상이 심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3] 제주공항 슬롯 현황(2013-2016)

자료 : 주당 이착륙횟수 (항공통계)

8) 슬롯(SLOT) 이란 시간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간당 운항횟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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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은 슬롯이 포화상태에 이른 공항이다. Santos와 Robin(2010)

의 분석처럼 제주공항의 원인에 의해 지연율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비

교를 확인해 보기 위해 [그림 2-4]와 같이 제주공항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공항으로 분리하여 지연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림 2-4] 내륙노선 및 제주노선 지연율 현황(2005-2016)

자료 : 지연율 자료(Airportal, 항공통계), 국내+국제

제주공항은 2012년까지 지연율 5% 수준에서 소규모 변동만 있었으나

슬롯이 포화가 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제주노선의 지연율이 급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내륙공항의 지연율도 2013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는 제주공항의 포화가 심해지

면서 제주공항의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공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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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과 같이 슬롯이 포화된 공항일수록 항공기가 한 번 지연이 발

생되기 시작하면 상대 공항의 후속 항공기 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출발지 및 목적지공항 모두 지연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LCC의 경우에는 FSC와 달리 가동할 수 있는 대체항공기 투입이 어렵

기 때문에 LCC가 FSC보다 지연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4. 기본운임 변화

Doganis(2001)와 Lawton(2002)은 LCC가 비용절감을 통해 평균운임을

FSC에 비하여 40~7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LCC도 초기 항공요금 책정에 있어서 한성항공과 제주항공이 첫 취항한

2005년부터 약 2년간 FSC 대비 주말 및 주중요금을 70% 수준9)으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2007년 8월부터 LCC는 단순한 항공기 운임정책(FSC 운임의

70% 책정)에서 벗어나 여객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FSC대비 80%수

준까지 요금을 올리고 한가한 시간대에는 42% 수준까지 낮추는 탄력적

인 요금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3개월 전 사전 항공권 구입 시 운임

을 대폭 할인해주는 얼리버드 요금제 및 다양한 초특가 요금제 도입으

로 여객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정가대비 매우 높은 할인율로(75% ~

90%) 항공권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여객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여객들이 한가한 시간

대에는 가격을 낮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LCC의 의도된 운임

정책이었다.

9) LCC는 김포-제주 노선에서 FSC 운임 (주말 : 84,400원, 주중 : 73,400원) 대비 70%

수준(주말 : 59,100원, 주중 : 51,400원)으로 요금을 낮춰 책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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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전까지 FSC의 항공운임 정책은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는

단편일률적인 요금체계로 시행해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여객의 선호도

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는 가변적인 운임제로 정책을 바꾸었다. 즉 여

객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중에는 약10%가량 할인해주고 주말에는 정

가를 받으며 성수기에는 약10% 가량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제주-서울노선에 대한 FSC와 LCC의 기본운임 변화추이를 나타내는

[그림 2-5]의 그래프는 기존 FSC의 항공운임이 1990년 이후 지속적으

로 상승한 것을 보여 주었으나 2004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FSC의

항공운임은 약 8년 동안 기본운임을 84,400원으로 고정하였다. 이는 소

비자 물가를 반영한 실질평균운임의 하락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림 2-5] 김포-제주노선 FSC 및 LCC 기본운임 변화추이(1997-2016)

자료 : 고성보(2004), 항공사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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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을 조사한 결과 LCC는 기본적으로 FSC의 80% 수준으로 항

공운임을 책정하고 있지만, 여객이 비 선호하는 시간대에는 정가대비

최저 약10% 수준으로 운임을 대폭 낮추는 등 매우 탄력적인 운임제로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LCC의 등장이전 항공운임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였으나, LCC 등장 이

후 항공운임은 판매시기와 구입경로 등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구매하는

구입가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복잡한 구조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모든 항공권 가격을 일일이 조사하여 정확한 요금을 지수화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기본운임을 이용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

영한 실질평균 운임을 조사하면 LCC가 등장한 이후 실질평균 운임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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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항공수요 예측방법 및 선행연구

1. 항공수요 예측방법

ICAO(2006)는 항공수요의 예측은 국가, 공항, 항공사, 제조업체, 공급

업체, 항공 운항 서비스 제공 업체, 기타 관련 기관의 기획 프로세스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항공수요 예측을 통하여 정부는 관제

및 항공교통, 터미널,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공항시설과 접근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기획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항공수요는 소득수준, 환율, 항공운임, 경제규모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인구, 지리적 특성, 항공 운송환경, 정치적 영향, 질병, 계절, 대체교통망

등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인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반영

하여야 한다. 하지만, 항공수요는 경제 상황, 국가 정책, 기술의 발전 등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장래 항공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변수들을 모두 반영하여 장래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ICAO(2006)는 항공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크게 [그림 2-6]과 같

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정량적 분석(Quantitative)으로 과거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과

거의 변화 추세를 이용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시계열 분석

(Time-series analysis)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과 인과적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인과모형(Causal methods)으로 나눌 수 있다. 인과

모형 중에서는 회귀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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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범주는 정성적 분석(Qualitative)으로 과거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데이터가 희박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문가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데 반복적인 피드백 설문을 통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조직

적인 의견 취합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과 미래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

는 기술예측(Technological forecasting)으로 나눈다.

세 번째 범주인 결합기법(Decision analysis)은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는 분석방법이지만 모형이 복잡하고 직관적 해석

과 검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시장조사기법(Market research

and industry surveys), 확률적 분석기법(Probabilistic analysis), 베이시

안 분석기법(Bayesian analysis), 시스템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로 분류된다.

[그림 2-6] 항공수요 예측방법

자료 : ICAO Doc 899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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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수요 예측 선행연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 사업을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항공 수요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시설소요를 판단하여 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정부(교통부)에서 제1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1993년에 수립하

여 국내 및 국제선의 2010년까지 항공수요를 전망하였다. 하지만, 1990

년대의 항공수요는 IMF가 발생한 1997년 이전까지 6년간 매년 11.9%

폭증하였고, 또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고속철도계획의 변경 등으로

수차례 조정10)되었다.

제2차 종합계획(1999)은 IMF 직후 경기가 비관적인 상황일 때 수립되

어 주요 독립변수인 경제·사회 성장지표 전망치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

다. 국내선 여객수요는 GDP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식으로 예측

하였으며 고속철도 영향도 고려하였다.11) 국제선의 경우 1인당 GNP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식과 별도로 예측된 성장곡선식을 산술평균하

여 예측하였다.

제3차 종합계획(2005)에서는 수요예측의 대상이 되는 공항들을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적용하기 위해 내륙노선과 제주노선으로 구분하여 내륙노

선인 김해·대구·광주·울산·포항·여수·사천공항은 GDP, 항공요금, 고속철

도 더미, 고속도로 더미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 식으로 추정하였고, 양양

10) 항공수요 예측은 교통부에서 수행한 신국제공항개발 타당성조사(1990), 제1차 공항개

발 중장기 기본계획(1993), 영동권 신공항개발 기본조사설계(1995) 등을 통해 수차례 조

정되었다.

11) 여객수요=a(GDP)+b 모형식 사용, 고속철도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율을 탄력도

(elasticity)분석으로 산출하여 보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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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은 추세 선을 적용하였다. 제주노선은 김포·김해·대구·광주·청주공

항은 GDP와 항공요금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 식으로 추정하였고, 울진·

포항·여수·사천·군산·원주공항은 전체 제주수요 대비 비중을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국제선의 경우 중추공항인 인천공항과 대형 거점공항인 김

해, 제주공항은 GDP를 독립변수로한 회귀 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김포공항 및 소형 거점공항은 전체 국제선 수요 대비 비중과 항공기 취

항계획을 감안하여 추정하였다.

제4차 종합계획(2010)에서도 국내선 수요예측은 내륙노선과 제주노선

으로 분리하였는데 제주노선의 경우 GDP와 경제더미변수(2008년 세계

금융위기반영)를 적용한 회귀 식으로 추정하였고 내륙노선은 KTX 영

향을 반영하기 위해 4단계 수요추정 모형을 적용하였다. 국제선 수요예

측은 중추 및 거점공항과 일반 공항으로 분리하여 중추 및 거점공항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였고, 일반 공항은 전체 국제선 수요를

우선 추정하고 권역별 여객 수 비중을 이용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Top-down 방식을 적용하였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의 진입으로 2009년부터 LCC의 여객운송실적은 제

주노선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반영하지 않은

독립변수인 LCC의 진입이 여객수요 성장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는지에 대해 다음 장에서 국내선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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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LCC의 취항이

기존 FSC 시장에 시너지 효과를 작용하여 전체 여객 수송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단, 국내항

공노선 중 유독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노선과 KTX 및 도로교통망

의 발달 등의 영향으로 타 교통수단과 경쟁관계에 있는 내륙노선을 분

리하여 노선구분(제주노선/내륙노선)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LCC의 취항이 여객 수요 창출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관한 계량적인 검증이며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표 3-1]과 같다.

[표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저비용 항공사(LCC)의 국내선 시장 진입이 전체 여객

수요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저비용 항공사(LCC)와 대형 항공사(FSC)의 특성(여객

증가율, 탑승률)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저비용 항공사(LCC)의 특성은 노선구분(제주노선/내륙

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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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 모형의 분석틀은 [그림3-1]

로 나타내었다.

[그림3-1] 연구의 분석틀

3. 연구가설

상기 연구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LCC가 진입한 시장은 미 진입

시장에 비해 여객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LCC가 진

입한 시장의 경우 LCC가 FSC보다 여객증가율과 탑승률이 높을 것이라

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육상교통망의 발달로 인하여 노선구분(제주노선/

내륙노선)에 따라 LCC의 특성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였다. 구체적인 가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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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LCC가 진입한 시장은 미진입 시장에 비해 여객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1.1. 전체노선에서 LCC가 진입한 시장은 미진입 시장에 비해 여객증

가율이 높을 것이다.

1.2. 제주노선에서 LCC가 진입한 시장은 미진입 시장에 비해 여객증

가율이 높을 것이다.

1.3. 내륙노선에서 LCC가 진입한 시장은 미진입 시장에 비해 여객증

가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2.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의 항공사(LCC/FSC)별 여객증가율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2.1. LCC가 진입한 전체노선에서의 항공사(LCC/FSC)별 여객증가율

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2.2. LCC가 진입한 제주노선에서의 항공사(LCC/FSC)별 여객증가율

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2.3. LCC가 진입한 내륙노선에서의 항공사(LCC/FSC)별 여객증가율

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3.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의 항공사(LCC/FSC)별 탑승률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3.1. LCC가 진입한 전체노선에서의 항공사(LCC/FSC)별 탑승률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3.2. LCC가 진입한 제주노선에서의 항공사(LCC/FSC)별 탑승률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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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LCC가 진입한 내륙노선에서의 항공사(LCC/FSC)별 탑승률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4.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의 LCC의 특성(여객증가율, 탑승률)은

노선구분(제주노선/내륙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4.1.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 LCC의 여객증가율은 제주노선이 내륙

노선보다 높을 것이다.

4.1.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 LCC의 탑승률은 제주노선이 내륙노선

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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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해당노선의 여객증가율과 해당노선의 탑승률이

다. 가설1에서는 LCC 진입유무에 따른 해당노선의 여객증가율의 차이

를 확인하고 가설2,3,4에서는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의 여객증가율과

탑승률의 차이를 항공사 유형(FSC/LCC) 및 노선구분(제주노선/내륙노

선)에 따라 확인한다.

분석에 사용할 종속변수의 데이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노선의

1년간 여객증가율과 탑승률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다음 4가지의 경

우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

1) 1년 중 임시적으로 투입되는 부정기편과 회항 등으로 노선당 운항

편수가 연간 100편 이하인 경우

2) 공항신설 및 폐쇄 등으로 노선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당해 연도

3) 노선이 신설된 다음해의 여객증가율

4) 외국인 수요에 영향을 받는 제주-인천노선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가설 1에서는 LCC 진입 유무이며, 가설 2, 3에

서는 항공사 유형(LCC/FSC), 가설4에서는 노선구분(제주노선/내륙노

선)이다. 따라서 항공사 유형 분류가 중요한 요소임으로 [표 3-2]와 같

이 국내 항공사의 유형을 FSC와 LCC로 분류하였다. 단 본 연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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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에 대한 분석임으로 국내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한정하였고, 또한

경영난으로 운항이 중단된 한성항공과 영남에어의 실적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3-2] 항공사 유형

구분 해당항공사

LCC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FSC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료: 한국항공진흥협회의 항공정보포털시스템(www.airportal.go.kr)

3. 통제변수

항공수요는 사회, 경제, 정치, 기술, 환경 등 여러 가지 대외적 사건에

영향을 받으며, 수요예측의 정확도는 이들 영향의 변화를 얼마나 정확

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국내항공여객 수요예측을 위한 항공

수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설명변수로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인구, 고속철

도 개통, 고속도로망 확충, 항공운임, 혁신도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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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GDP, GNI, 인구

통제변수의 적용을 위하여 대한민국 GDP 및 GNI는 물가상승률을 반

영한 실질 GDP 및 GNI 실적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에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연도의 실질 GDP와 GNI의 성장률을 사용하였고, 인구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조사하였다.

제4차 종합계획(2010)에서 GDP, GNI 및 인구는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

공선성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선 수요예측에서는 GDP 만을 독

립변수로 고려하였다.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면 회귀계수의 분산이 커지

므로 오차가 커지고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Gunst 와 Mason(1980)

은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8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GDP, GNI, 인구자료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확

인하기 위하여 로그변환한 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3]과 같이

GDP와 GNI의 상관계수는 0.995, GDP와 인구의 상관계수는 0.990, GNI

와 인구의 상관계수는 0.990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r값이 0.8이상으

로 변수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

선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GNI와 인구는 통제변수에서 제외하고 우리나

라 전체의 경제규모 및 성장률을 대표하는 GDP만을 통제변수로 선정

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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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GDP, GNI, 인구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ln_GDP ln_GNI ln_POP

ln_GDP 1

ln_GNI .995** 1

ln_POP .990** .990** 1

*상관계수는 .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3.2. 고속철도 개통

고속철도의 개통은 국내선 내륙노선 항공수요에 특히 많은 영향을 주

었다. 경부고속철도가 1단계(서울-동대구) 개통(2004년 4월)을 하면서

기존 호남선에도 KTX가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통행시간의 단축은 김포에서 대구, 광주, 김해로 향하는 내륙노선의 실

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후 2010년 11월 2단계(동대구-부산)

개통과 2015년 2월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이 개통되어 서울에서 지

방으로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시 한 번 크게 단축되었다.

[표3-4]는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열차 통행시간의 변화이다. 전년대비

증감률 비교에 있어서 경부선 1단계 및 호남선은 상반기에 개통하였기

때문에 직전년도인 2003년과 2014년 실적을 비교하였고, 경부선 2단계

는 하반기에 개통하였기에 2011년 실적을 비교하였다.

경부선 1단계가 개통된 이후 내륙노선인 서울-대구(-59.5%), 서울-부

산(-26.9%), 서울-광주(-21.3%)노선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서울-

대구노선은 2단계가 개통된 이후 운항이 완전 중단되었다. 경부선 2단

계의 영향으로 서울-울산(-40.2%)노선 및 서울-포항(-21.9%) 노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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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감소가 두드러졌지만 서울-부산(-5.3%) 노선의 영향은 크지 않았

다. 2015년 2월 호남선 개통이후 서울-광주(-27.7%)노선이 직접적인 영

향을 받았고, KTX 동해선은 2015년 3월에 개통 되었으나 포항공항이

활주로 재포장공사로 공항의 운항이 정지되어 동해선 개통이후 KTX의

영향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 없었다.

[표3-4] 고속철도 개통이후 통행시간 및 여객 증감률의 변화

구 분
경부선 1단계
(2004년 4월)

경부선 2단계
(2010년 11월)

호남선, 동해선
(2015년 2/3월)

서울-대구
통행시간 1시간 40분 1시간 40분 1시간 40분

전년비 증감률 -59.5% 운항중단 -

서울-울산
통행시간 3시간 40분 2시간 2시간

전년비 증감률 - -40.2% -

서울-부산
통행시간 2시간 50분 2시간 10분 2시간 10분

전년비 증감률 -26.9% -5.3% -

서울-광주
통행시간 2시간 40분 2시간 40분 1시간 40분

전년비 증감률 -21.3% -0.6% -27.7%

서울-여수
통행시간 4시간 30분 3시간 20분 2시간 50분

전년비 증감률 - - -8.1%

서울-사천
통행시간 5시간 30분 3시간 20분 3시간 20분

전년비 증감률 - -19.6%

서울-포항
통행시간 5시간 10분 2시간 30분 2시간 10분

전년비 증감률 2.7% -21.9% 포항공항폐쇄

* 자료 : korai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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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분석에 사용할 통

제변수로 ‘고속철도 개통’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해당노선별

로 상반기에 개통한 경부선 1단계, 호남선, 동해선은 당해 연도부터 ‘고

속철도 개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더미변수를 적용하고 하반기에 개

통한 경부선은 그 다음해부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적용한다.

3.3. 고속도로망 확충

전국의 고속도로망은 1969년 경부선이 완전 개통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왔다. 내륙노선의 항공교통망은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연

결되어 있어 김해, 대구, 울산, 포항공항 등 상대적으로 기존 고속도로

망이 존재하는 공항에서의 항공수요 변화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서울

로의 고속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군산, 목포공항은 서해

안고속도로, 사천은 중부고속도로, 예천은 중앙고속도로, 원주와 양양공

항은 제2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확장에 영향을 받았다. 고속도

로 개통이후 여객증감률에 영향을 받은 내륙노선에서 운항하는 공항들

을 [표3-5]에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망 확충에 따른 항공수요 영향을 통제하기 위

하여 ‘고속도로망 확충’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해당노선별

로 상반기에 개통한 영동선은 당해 연도인 2001년부터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더미변수를 적용하고, 서해안선, 중부선, 중앙선은 그 다음해인

2002년부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더미변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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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5] 주요 고속도로 개통이후 여객증감률의 변화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서해안선
(2001년 12월)

서울-군산 -36.2% -86.6% -100%

서울-목포 -9.5% -40.3% -36.8% -62.9% -43.2%

중부선(대전-진주)
(2001년 11월)

서울-사천 -7.6% -36.9% -13.6% -18.4% -23.5%

중앙선

(2001년 12월)

서울-예천 -35.1% -81.3% -100%

원주-김해 -12.8% -72.0% -100%

영동선

(2001년5월)

서울-속초 -43.1% -87.5% -100%

서울-강릉 -27.0% -82.9% -100%

서울-양양 -53.9% -47.2% -100%

* 자료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3.4.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이며, 이중 약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하였다. 그 중 154개

기관이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12개 광역시·도에 차등 배치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였는데 서울에서 연결되는 항공노선이 있는 지역은 나주

(광주공항), 진주(사천공항), 부산(김해공항), 울산(울산공항), 제주(제주

공항) 혁신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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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은 혁신도시로의 이전대상기관 154개 기관

중 121개 기관이 2015년까지 혁신도시로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하

였다. 김포-광주, 김포-사천, 김포-김해, 김포-울산, 김포-제주노선이 혁

신도시의 영향을 받으며 2015년 이전이 대략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년도인 2016년에 대해 통제변수로 ‘공

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을 더미변수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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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의 정리

본 연구에 적용할 변수를 가설별로 다음 [표 3-6]에서 정리하였고 여

객증가율과 GDP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자연로그로 변환하였다.

[표 3-6] 변수의 정리

활용

형태
변수명 변수표기 변수설명 비고

종속

변수

전체 여객증가율 ln_PAXTOTAL
전체 노선의

연간여객 증가율
가설1

LCC 여객증가율 ln_PAX
전체 노선 중 LCC

연간여객증가율
가설2,4

FSC 여객증가율 ln_PAX
전체 노선 중 FSC

연간여객증가율
가설2

LCC 탑승률 LF
노선별 연간 LCC

탑승률
가설3,4

FSC 탑승률 LF
노선별 연간 FSC

탑승률
가설3

독립

변수

LCC 진입 여부 D_LCCENTRY 미진입= 0, 진입= 1 가설1

LCC 여부 D_LCCorNOT FSC=0, LCC= 1 가설2,3

제주노선 여부 D_ROUTE 내륙노선=0, 제주노선=1 가설4

통제

변수

한국GDP 증가율 ln_GDP
한국 실질 GDP

연간 증가율
가설1,2,3,4

고속철 개통 D_KTX 미영향=0, 영향=1 가설1,2,3,4

고속도로 개통 D_HIGHWAY 미영향=0, 영향=1 가설1,2,3,4

혁신도시 D_INNOCITY 미영향=0, 영향=1 가설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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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운송 실적 데이터는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공통계 자료인 KAC Traffic Static Reports와 국토교

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Airportal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였

다. 본 연구는 가설1과 가설2,3,4의 분석 대상기간이 다르다. 가설1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가설2,3,4는 저비

용항공사가 진입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단위는 항공 산업의 특성 상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노선별 1년으로 선정하였고, LCC와 FSC를 구분하여 각 노

선별로 모든 항공편의 여객실적과 탑승률을 분류하였다.

6.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LCC가 진입한 시장이 그렇지 않은 시장에 비하여 여객 성

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또한, LCC가 진입

한 시장에서 LCC와 FSC의 여객증가율과 탑승률에는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육상교통망의 발달로 인한 LCC와 FSC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각 노선의 연도별

여객증가율과 탑승률을 종속변수로 지정하였고, 가설1에서는 LCC 진입

여부, 가설2,3에서는 LCC 여부, 가설4에서는 제주노선 여부를 독립변수

로 지정 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여객증가율에 영향을 미치

는 대한민국 GDP와 고속철도 개통, 고속도로 개통, 혁신도시를 통제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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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표

3-7]은 가설별로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모형이다. 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해 SPSS 22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표 3-7] 가설별 분석모형

가설별 분석모형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
           

           

 = 노선단위 여객증가율

 = LCC 진입노선의 항공사별 노선단위 여객증가율

 = LCC 진입노선의 항공사별 노선단위 탑승률

 = LCC 진입노선의 제주·내륙노선별 노선단위 여객증가율

 = LCC 진입노선의 제주·내륙노선별 노선단위 탑승률

 = LCC 진입,  = LCC 여부,  = 제주노선 여부

 = 고속철 개통 여부,  = 고속도로 개통 여부

 = 혁신도시 여부,  = 대한민국 GDP(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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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선 공항을 운항했던 전체 64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노선은 내륙노선 47개와 제주노선 17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노선을 분석 기본단위인 1년으로 분리하면 전체노

선은 574개 노선이 된다. 이 중 내륙노선은 322개, 제주노선은 252개 노

선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가설1과 가설2,3,4의 데이터 셋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가설1은 전체 20년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고 가설2,3,4는 LCC

가 진입한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만을 활용한다.

가설1의 경우 전체 574개 노선 중 데이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노선의 1년간 여객증가율과 탑승률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152개

노선을 제외한 422개 노선이 대상이 된다. 가설2,3,4도 같은 이유로

LCC가 진입한 이후 특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105개 노선이 대상이

된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해당노선의 여객증가율과 탑승률이다. 여객증가

율은 분석편의를 위해서 해당노선의 연간여객실적에 자연로그로 변환하

였다. 가설1과 가설2,3,4의 데이터 셋이 다르기 때문에 가설별로 분리하

여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하였고 가설별 노선당 여객 및 탑

승률 기술통계는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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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가설별 노선당 여객 및 탑승률 기술통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설1
노선당 여객(ln) 422 9.71 16.63 12.63 1.58

노선당 여객 422 16,411 16,614,529 1,001,133 2,008,826

가설2

가설3

가설4

노선당 LCC 여객(ln) 44 11.29 16.10 13.64 1.41

노선당 LCC 여객 44 79,832 9,834,078 1,926,047 2,516,690

노선당 LCC 탑승률 44 66.7 92.8 83.6 7.9

노선당 FSC 여객(ln) 61 9.06 15.72 13.64 1.44

노선당 FSC 여객 61 8,597 6,683,707 1,711,806 1,921,834

노선당 FSC 탑승률 61 41 91.7 74.3 8.2

가설1의 관측데이터는 422개이며 분석의 기본이 되는 노선당 1년 단위

의 최소 여객실적은 16,411명이고 최대실적은 16,614,529명이다. 이를 자

연로그로 변환하면 최소값은 9.71, 최대값은 16.63이 된다. 분석의 대상

이 되는 전체 20년 기간 동안의 노선 중에서 2016년 김포-제주 노선이

가장 많은 여객을 운송하였고, 2006년 목포-김포노선이 가장 적은 여객

을 운송하였다.

가설2,3,4는 2005년 LCC가 등장한 이후 LCC가 진입한 노선이 대상이

된다. 그에 따른 관측데이터의 수는 LCC 44개, FSC 61개이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노선 중에서 LCC의 최소 연간 여객실적은 79,832명이고

최대 여객실적은 9,834,078명이며, FSC 노선의 최소 여객실적은 8,597명

이고 최대실적은 6,683,707명이다. 또한 LCC 탑승률의 최소값은 66.7%

최대값은 92.8%이고 FSC 탑승률의 최소값은 41%이고 최대값은 91.7%

이다. LCC 중 연간 가장 많은 여객을 운송한 노선은 2016년 김포-제주

노선이고 2014년 군산-제주노선이 가장 적은 여객을 운송하였다. 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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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연간 가장 많은 여객을 운송한 노선은 2016년 김포-제주 노선이고

2015년 무안-제주노선이 가장 적은 여객을 운송하였다. 탑승률이 가장

높은 LCC 노선은 2016년 김포-제주노선이었고 가장 낮은 노선은 2012

년 김해-김포노선이었다. FSC의 경우 가장 높은 노선은 2016년 광주-

제주노선이었고 가장 낮은 노선은 무안-제주 노선이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LCC 진입여부, 항공사 유형(LCC, FSC), 노선구

분(제주노선/내륙노선)으로 모두 더미변수이다. [표 4-2]에서는 가설1에

대한 노선구분에 따른 LCC 진입 여부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표 4-2] 가설1 노선구분에 따른 LCC 진입 여부 기술통계

구분 LCC 진입 LCC 미진입

전체노선 (422개) 62개 360개

- 제주노선 (216개) 51개 165개

- 내륙노선 (206개) 11개 195개

전체 422개 노선 중 LCC가 미진입한 노선은 360개로 전체 85.3%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LCC 미진입 노선의 비율이 LCC 진입노선

보다 매우 높은 이유는 총 분석기간 20년 중 LCC가 존재하지 않았던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노선의 수가 모두 LCC 미진입 노선으로 반영

되어서이다. 본 연구 가설1은 LCC가 진입한 시장과 미진입 시장과의

여객증가율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임으로 LCC가 진입한 시기 이전 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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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존재하였던 과거시장에서의 여객특성도 의미가 있다. 가설1의 세부

가설에서는 제주와 내륙노선으로 노선을 구분하여 해당노선의 여객증가

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노선과 내륙노선의 수는 각각 216개

노선 206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노선간의 비중은 50%수준으로 비슷하

다. 하지만 LCC가 진입한 노선 중에서 제주노선은 51개, 내륙노선은 11

개로 제주노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제주노선보다 내륙노

선이 적은 이유는 내륙노선은 김포-김해 노선만 유일하게 LCC가 진입

해 있지만 제주노선은 다양한 노선(김포, 김해, 청주, 광주, 대구, 군산,

무안)에 LCC가 진입해 있어서이다.

가설 2,3,4에서는 가설1과는 달리 LCC가 진입한 시장으로 특정하고 있

다. [표 4-3]에서는 가설2,3,4에 대한 노선구분에 따른 항공사 유형별

(LCC, FSC) 기술통계이다.

[표 4-3] 가설2,3,4 노선구분에 따른 항공사 유형별 기술통계

구분 LCC FSC

전체노선 (105개) 44개 61개

-제주노선 (87개) 37개 50개

-내륙노선 (18개) 7개 11개

LCC가 진입한 전체 105개 노선 중 LCC가 운항한 노선은 44개이며,

FSC가 운항한 노선은 6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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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대한민국 GDP 증가율, 고속철 개통, 고속도로

개통, 혁신도시 더미변수로 이루어진다. 앞서 대한민국 GNI와 인구는

GDP와 상관관계가 높아 제외되었다. 통제변수는 모든 가설에 적용되며

대한민국 GDP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4-4]와 같다. 연간 대한민국 GDP

실적은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표 4-4] 대한민국 GDP 기술통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GDP(ln) 422 13.43 14.23 13.85 0.25

GDP 422 677,028 1,508,265 1,069,021 257,963

통제변수 중 고속철 개통, 고속도로 개통, 혁신도시 더미변수의 빈도분

석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4-5]와 같다.

[표 4-5] 더미변수 기술통계

구분 미영향 영향 합계

D_KTX 376 46 422

D_HIGHWAY 370 52 422

D_INNOCITY 417 5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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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회귀분석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선 항공시장에서 LCC의 시장진입과 여객증가율

과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국내선 항공시장에서 신규수요 창출효과가

나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LCC와 FSC간 특성의 차이가 있는

지 내륙노선과 제주노선에서는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199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선 공항을

운항했던 422개 노선의 여객증가율을 토대로 가설1을 분석했고, 가설

2,3,4는 LCC가 진입한 105개 노선을 대상으로 여객증가율과 탑승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1. LCC 진입여부와 여객증가율의 관계

LCC의 국내선 시장 진입 여부가 여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최근 20년 기간 동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노선에

대한 회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독립변수의 수와 표본

의 크기를 고려하여 수정된  값은 0.247이고 F값의 유의확률이  <

.05 보다 작기 때문에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

수가 있는 모형이다.  < .05 보다 작은 유의한 변수는

‘D_LCCENTRY’, ‘ln_GDP’, ‘D_KTX’ 이고 비표준화계수 B 값이 양수인

것은 ‘D_LCCENTRY’, ‘D_KTX’ 2개 변수이다. 따라서 LCC의 국내선

시장진입은 여객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기에 LCC가 진입한 노선의 경우 미진입 노선보다 여객증

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인 국내 GDP(ln_GDP)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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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계수의 값이 –1.82로 부(-)의 영향, 고속철도 영향유무 더미변수

(D_KTX)의 회귀계수는 0.721로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었다.

[표 4-6] LCC 진입여부와 여객증가율 관계 회귀분석(전체노선)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7.373 4.343 8.605

D_LCCENTRY 2.364** 0.215 0.53 11.015

ln_GDP -1.82** 0.315 -0.286 -5.774

D_KTX 0.721** 0.244 0.142 2.954

D_HIGHWAY 0.285 0.227 0.059 1.258

D_INNOCITY 0.578 0.643 0.04 0.899

F 27.344

  0.247

adj   0.238

*<0.05 **<0.01

전체노선 중 제주노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4-7]과 같다. 수정

된  값은 0.335이고 F값의 유의확률은  < .05 보다 작다.  < .05 보

다 작은 유의한 변수는 ‘D_LCCENTRY’, ‘ln_GDP’ 이고 비표준화계수 B

값이 양수인 것은 ‘D_LCCENTRY’ 이다. 따라서 제주노선에서의 LCC 시

장진입은 여객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내었고 LCC가 진입한 노선의 경우 미진입 노선보다 여객증가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국내 GDP(ln_GDP)는 회귀계수

의 값이 –2.083로 부(-)의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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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LCC 진입여부와 여객증가율 관계 회귀분석(제주노선)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0.726 6.587 6.182

D_LCCENTRY 2.730** .275 .640 9.942

ln_GDP -2.083** .477 -.281 -4.371

D_INNOCITY 2.809 1.507 .105 1.864

F 35.638

  0.335

adj   0.326

*<0.05 **<0.01

전체노선 중 내륙노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4-8]과 같다. 수정

된  값은 0.156이고 F값의 유의확률은  < .05 보다 작다.  < .05 보

다 작은 변수는 ‘D_LCCENTRY’, ‘ln_GDP’ 이고 내륙노선에서의 LCC 시

장진입은 여객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내었고 내륙노선에서 LCC가 진입한 노선의 경우 미진입 노선

보다 여객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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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LCC 진입여부와 여객증가율 관계 회귀분석(내륙노선)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6.634 5.658 4.707

D_LCCENTRY 1.807** .428 .321 4.222

ln_GDP -1.013* .412 -.198 -2.456

D_KTX .487 .262 .160 1.859

D_HIGHWAY -.131 .213 -.045 -.614

D_INNOCITY -.139 .622 -.015 -.224

F 7.381

  0.156

adj   0.135

*p<0.05 **p<0.01

2.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 항공사 유형별 여객증가율의 관계

2005년 LCC가 등장한 이후 LCC가 진입한 국내선 시장에서 항공사 유

형(LCC/FSC)에 따라 여객증가율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

해 전체노선에 대해 회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9]와 같다. 수정된

 값은 0.467이고 F값의 유의확률은  < .05 보다 작다. 종속변수인

‘D_LCCorNOT’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 .05)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사

유형(LCC/FSC)은 여객증가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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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항공사 유형과 여객증가율 관계 회귀분석(전체노선)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2.849 14.869 　 1.537

D_LCCorNOT -.016 .208 -.006 -.076

ln_GDP -.699 1.055 -.048 -.663

D_KTX -1.400** .337 -.374 -4.151

D_INNOCITY 2.499** .265 .850 9.415

F 23.765

  0.487

adj   0.467

*p<0.05 **p<0.01

전체노선 중 제주노선에 대해 다음 [표 4-10]과 같이 회귀 분석한 결과 종

속변수인 ‘D_LCCorNOT’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 .05)하지 않기 때문

에 제주노선에서도 항공사 유형(LCC/FSC)은 여객증가율에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0] 항공사 유형과 여객증가율 관계 회귀분석(제주노선)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8.249 17.593 　 1.037

D_LCCorNOT .025 .247 .008 .101

ln_GDP -.375 1.248 -.024 -.300

D_INNOCITY 2.505** .290 .689 8.651

F 25.468

  0.479

adj   0.46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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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노선 중 내륙노선에 대해 다음 [표 4-11]과 같이 회귀 분석한 결과 종

속변수인 ‘D_LCCorNOT’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 .05)하지 않기 때문

에 내륙노선에서도 항공사 유형(LCC/FSC)은 여객증가율에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1] 항공사 유형과 여객증가율 관계 회귀분석(제주노선)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6.507 8.273 　 5.622

D_LCCorNOT -.150 .113 -.228 -1.324

ln_GDP -2.296** .588 -.672 -3.905

F 11.745

  0.610

adj   0.558

*p<0.05 **p<0.01

3.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 항공사 유형별 탑승률의 관계

2005년 LCC가 등장한 이후 LCC가 진입한 국내선 시장에서 항공사 유

형(LCC/FSC)에 따라 탑승률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체노선에 대해 회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12]와 같다. 수정된

 값은 0.467이고 F값의 유의확률은  < .05 보다 작다.  < .05 보다

작은 유의한 변수는 ‘D_LCCorNOT’, ‘ln_GDP’, ‘D_KTX’ 이기 때문에

LCC가 진입한 국내선 시장에서 LCC는 FSC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탑승

률이 높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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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항공사 유형과 탑승률 관계 회귀분석(전체노선)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83.944 99.523 　 -2.853

D_LCCorNOT 8.251** 1.391 .441 5.933

ln_GDP 25.491** 7.059 .270 3.611

D_KTX -11.102** 2.257 -.453 -4.918

D_INNOCITY 2.795 1.777 .146 1.573

F 21.476

  0.462

adj   0.441

*p<0.05 **p<0.01

전체노선 중 제주노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3]과 같다. 수

정된  값은 0.392이고 F값의 유의확률은  < .05 보다 작다.  < .05

보다 작은 유의한 변수는 ‘D_LCCorNOT’, ‘ln_GDP’, ‘D_LCCENTRY’ 이

기 때문에 LCC가 진입한 국내선 시장에서 제주노선의 LCC는 FSC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탑승률이 높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4-13] 항공사 유형과 탑승률 관계 회귀분석(제주노선)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06.187 111.001 　 -2.758

D_LCCorNOT 9.708** 1.558 .528 6.231

ln_GDP 27.024** 7.871 .292 3.433

D_INNOCITY 2.785 1.827 .129 1.524

F 19.495

  0.413

adj   0.392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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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노선 중 내륙노선에 대해 다음 [표 4-14]와 같이 회귀 분석한 결과 종

속변수인 ‘D_LCCorNOT’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 .05)하지 않기 때문

에 내륙노선에서는 항공사 유형(LCC/FSC)이 탑승률에 통계적으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4] 항공사 유형과 탑승률 관계 회귀분석(내륙노선)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00.818 171.423 　 -1.755

D_LCCorNOT .773 2.343 .077 .330

ln_GDP 26.305* 12.181 .503 2.160

F 3.002

  0.286

adj   0.19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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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CC가진입한시장에서노선구분에따른 LCC의여객증가율과탑승률과의관계

2005년 LCC가 등장한 이후 LCC가 진입한 국내선 시장에서 노선구분

(제주노선/내륙노선)에 따라 LCC의 여객증가율에는 차이가 있는지 회

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15]와 같다. 수정된  값은 0.491이고 F

값의 유의확률은  < .05 보다 작다. 종속변수인 ‘D_ROUTE’가  <

.05 보다 작은 유의한 변수이기 때문에 제주노선의 LCC 여객증가율이

내륙노선의 LCC여객증가율보다 통계적으로 높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표 4-15] 노선구분과 LCC 여객증가율 관계 회귀분석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9.112 26.233 　 -1.491

D_ROUTE 1.670** .511 .439 3.270

ln_GDP 3.571 1.852 .212 1.928

D_INNOCITY 2.506** .387 .866 6.481

F 14.802

  0.526

adj   0.49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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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LCC가 등장한 이후 LCC가 진입한 국내선 시장에서 노선구분

(제주노선/내륙노선)에 따라 LCC의 탑승률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회

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6]과 같다. 수정된  값은 0.833이고 F값의

유의확률은  < .05 보다 작다. 종속변수인 ‘D_ROUTE’가  < .05 보

다 작은 유의한 변수이기 때문에 제주노선의 LCC 탑승률이 내륙노선의

LCC탑승률보다 통계적으로 높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4-16] 노선구분과 LCC 탑승률 관계 회귀분석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796.326 83.847 　 -9.497

D_ROUTE 15.157** 1.633 .713 9.284

ln_GDP 61.400** 5.921 .651 10.370

D_INNOCITY .032 1.236 .002 .026

F 72.530

  0.845

adj   0.833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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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가설검정

앞서 언급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설1과 가설2,3,4의 분석 대상기간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가설1은 총 20년(1997년 ~ 2016년)동안을 대상기

간으로 하며, LCC진입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여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대한민국 GDP’, ‘고속철 개통’, ‘고속도로 영향’, ‘혁신도시 영향’

을 통제한 상황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LCC 진입은 노선구분(제주노

선/내륙노선)에 상관없이 여객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

계적으로 확인되었다.

가설2,3,4는 LCC가 진입한 2005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를 대상기간으

로 하고 있다. 가설2에서는 LCC 유형(LCC/FSC)을 독립변수로 하여

‘여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1과 같은 조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LCC 유형(LCC/FSC)은 여객증가율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가설3의 경우 LCC 유형

(LCC/FSC)을 독립변수로 하여 ‘탑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1과 같은

조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제주노선에서는

LCC가 FSC보다 탑승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내륙노선에서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가설4는 노선구분(제주

노선/내륙노선)을 독립변수 하여 노선구분에 따라 LCC의 ‘여객증가율’

과 ‘탑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1과 같은 조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륙노선보다 제주노선에서 LCC의 ‘여객증가율’과

‘탑승률’이 더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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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립한 4가지 가설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4-17]과 같다.

[표 5-1] 가설검정 결과

가설 검정결과

1.
LCC가 진입한 시장은 미진입 시장에 비해 여객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채택

1.1.
전체노선에서 LCC가 진입한 시장은 미진입 시장에 비해

여객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채택

1.2.
제주노선에서 LCC가 진입한 시장은 미진입 시장에 비해

여객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채택

1.3.
내륙노선에서 LCC가 진입한 시장은 미진입 시장에 비해

여객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채택

2.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의 항공사(LCC/FSC)별 여객증가

율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기각

2.1.
LCC가 진입한 전체노선에서의 항공사(LCC/FSC)별 여객

증가율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기각

2.2.
LCC가 진입한 제주노선에서의 항공사(LCC/FSC)별 여객

증가율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기각

2.3.
LCC가 진입한 내륙노선에서의 항공사(LCC/FSC)별 여객

증가율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기각

3.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의 항공사(LCC/FSC)별 탑승률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부분채택

3.1.
LCC가 진입한 전체노선에서의 항공사(LCC/FSC)별 탑승

률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채택

3.2.
LCC가 진입한 제주노선에서의 항공사(LCC/FSC)별 탑승

률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채택

3.3.
LCC가 진입한 내륙노선에서의 항공사(LCC/FSC)별 탑승

률은 LCC가 FSC보다 높을 것이다.
기각

4.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의 LCC의 특성(여객증가율, 탑승률)

은 노선구분(제주노선/내륙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4.1.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 LCC의 여객증가율은 제주노선

이 내륙노선보다 높을 것이다.
채택

4.2.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 LCC의 탑승률은 제주노선이 내

륙노선보다 높을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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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요약

그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항공교

통량은 1997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왔지만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IMF 경제위기와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개통과 같은 내륙 교통망 발달

로 약 10년간 정체되어 있었다.

최근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LCC가 등장한 2005년 이후 제주노선 위주

로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본 연구는 LCC가 등장한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LCC의 국내선 시장 진입이 항공수요의 성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계량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

되었다.

그 동안 국내선 항공여객 수요예측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설명변수로는 ‘GDP’, ‘GNI’, ‘인구’, ‘고속철도 개통’, ‘고속도로망 확충’,

‘항공운임’이 주로 사용되었었다. 하지만 항공수요는 사회, 경제, 정치,

기술, 환경 등 여러 가지 대외적 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

로 인하여 항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

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작된 본 연구는 저렴한 가격정책을 앞세운 LCC의 국

내선 시장 진입이 국내선 여객 수요 창출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

왔는지에 관해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근 20년(1997년-2016년)간 국내선 전체노선을 대상으

로 전수 조사하여 진행하였다. 파생하여 진행되는 연구로 LCC가 진입

한 시장에서 항공사 유형(LCC/FSC)에 따라 특성(여객증가율, 탑승률)

의 차이가 있는지 노선구분(제주노선/내륙노선)에 따라 LCC의 특성(여

객증가율, 탑승률)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다중회귀분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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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먼저 ‘대한민국 GDP’, ‘대한민국 GNI’, ‘인구’는 상관성이 매우 높아 우

리나라 전체의 경제규모 및 성장률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GDP’를 통제

변수로 선정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속철 개통’, ‘고속도로 영향’,

‘혁신도시 영향’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통제하였다.

첫 번째 가설을 분석한 결과 LCC가 진입한 노선은 LCC가 진입하지

않은 노선에 비하여 제주노선 뿐만 아니라 내륙노선에서도 여객증가율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Bennett와

Craun(1993), Windle 과 Dresner(1995)가 LCC의 대표적 항공사인

Southwest Airlines가 진입한 노선에서 여객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던 사실과 일치한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가설을 분석한 결과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 LCC

와 FSC 간 여객증가율은 제주노선 및 내륙노선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탑승률은 제주노선에서 LCC가 FSC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 FSC와 LCC간의 경쟁으로 기

존 항공사도 운임을 할인해 경쟁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

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요금경쟁이 치열했던

제주노선에 2007년부터 30%인하된 특가요금제를 도입하였고, KTX와

경쟁노선에서도 할인된 특가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탑승률의 경

우 LCC 모델의 특징상 높은 좌석 판매율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용객이

많은 제주노선의 경우 FSC보다 탑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가설을 분석한 결과 LCC가 진입한 시장에서 LCC의 여객증가

율과 탑승률은 내륙노선보다 제주노선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륙노선의 경우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와 같은 대체교통수단이 존재하

는 육상교통망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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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LCC가 우리나라에 첫 취항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LCC의 등장은 우

리나라 항공시장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항공수요의 상승

에도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한성항공과 제주항공이 첫 취항한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여객들은 LCC가 도입한 프로펠러 항공기의 안전사고

에 대한 우려와 비좁은 객실공간, 항공기 내부소음, 잦은 기체결함 으로

인한 지연과 결항 등 서비스의 불만으로 단지 가격만 싼 ‘저가 항공사’로

만 인식 되어 기존 항공사에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이후 모든 LCC가 대형항공사와 동일한 기종인

B737 등의 제트엔진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여객들의 인식은 기존 대형

항공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

FSC에서 자회사 LCC를 출범 시키고 LCC의 국제선 진출이 활발해 졌

으며 탄력적인 특가 요금제가 추가적으로 도입 되면서 LCC의 가장 큰

특징인 낮은 항공운임에 대한 매력이 더욱 부각 되었다. 이때부터 항공

수요는 전체적으로 치솟기 시작하였다.

LCC가 기존 노선에 진입한다는 것은 해당노선의 항공요금이 낮아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여객들에게 안전,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덜어 준다면

낮은 항공요금으로 인하여 잠재적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

라 항공수요는 증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년

간 전체 국내선 노선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계량적 검증을 진행하

였고 LCC의 국내선 시장진입이 신규 여객수요 창출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LCC의 진입이

항공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설명변수로 밝혀졌다는 것

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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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요의 예측은 사회, 경제, 정치, 기술, 환경 등 여러 가지 대외적

사건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요의 정확한 예측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하지만 항공수요 예측에 따라 신공항의 결정, 기존공항의 확

장 등 공항정책의 중요사안이 결정되기 때문에 항공수요를 보다 정확하

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공항정책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마다 항공수요의 전망 등

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20년간 항공수요를 예측해서 10년

후 시설소요 판단을 기준으로 공항시설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을 수립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예측 초기에 예상치 못한 대외적 이슈로 인하

여 항공수요 예측이 어긋나면 5년이나 지나서야 수요를 재 추정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4차 종합계획(2011-2015)의 국내선 수요 전망이 예

측 초기부터 어긋났다. 이로 인하여 제주공항 및 청주공항 등 시설확장

에 대한 계획이 늦어지면서 충분한 공항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항공사, 관광업계 등의 불편이 장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항공수요의 예측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하며,

수요예측에 대한 변화의 폭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기

치 못한 대외적 이슈가 발생되어 수요예측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5년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수요를 재 예측 하여 공항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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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크게 분석방법, 데이터의 구성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다중 회귀분석방법으로 계량적 검증을 진행하여 시계열적 측면에서 여

객 수요변화를 상세히 표현해 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변수의 선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저비용항공사

진입’을 단순히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여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하지만 LCC의 진입은 곧 항공운임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LCC의 진입이 여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항공운임 하락이

여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같이 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을 것

이다. 하지만 LCC의 등장이후 항공운임은 판매시기와 구입경로 등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구입가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항공사

마다 항공운임에 대한 가격정책이 다르고 이를 회사 영업기밀로 다루기

때문에 자료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저비용항공사 진입’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통제변수는 ‘한국 GDP ‘고속철 개통’, ‘고

속도로 개통’, ‘혁신도시’이다. ‘한국 GDP’를 제외한 나머지 통제변수들

을 단순 더미변수로만 적용하여 내륙 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한 통행

시간의 단축과 통행요금의 변화를 항공수송 수단과 직접 비교 하지 못

한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구성에 대한 한계로는 내륙의 LCC 노선은 김포-

김해노선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김포-김해노선이 내륙노선 전체

를 대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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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the

entrance of low cost carriers

and the effects of air demand

cre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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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arry out quantitative

verification by separating the influence of low cost carriers entering

the domestic market on the change of total passenger demand by

Jeju route and inland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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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urvey on all domestic routes during

the last 20 years (1997-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y of

low cost carriers and the growth rate of passeng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rate of passengers by airline typ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rate of passengers and the load

factor of low cost carriers according to the route classification in the

market where low cost carriers entered, was verifi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the accuracy of the analysis was

improved by controlling the impact of 'Korea GDP', 'high-speed

railway opening', 'highway opening', and 'innovative c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irst, the route on which low cost

carriers enter has a higher rate of passenger growth than routes on

which low cost carriers have not entered. Second, in the markets

where low cost carriers entere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growth rate of passengers between low cost carriers and full service

carriers. Third, in the market where low cost carriers entered the

market, the difference in the load factor between low cost carriers

and full service carriers was high on the low cost carriers only on

Jeju route. Fourth, in the market where low cost carriers entered, the

passenger growth rate and load factor of low cost carriers in jeju

route were higher than inland route.

Although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analysis method and data

structure of this study, it is reveal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at

the entry of low cost carriers is a major explanatory variable that

positively affects aviation demand. However, since aviation deman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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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ily influenced by external events,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predict the exact demand as a basic explanatory variable.

Especially, it is very important to forecast the air transport demand

more precisely because Korea's major airports policies,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new airports and the expansion of existing airport

facilities, will be decided based on forecasts of aviation demand.

Korea 's airport policy will establish a facility investment plan for

an airport facility in anticipation of demand every five years, so it

will be possible to re – estimate the demand after five years if the

demand forecast is deviated from the initial stage of demand forecast.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monitor the

extent of changes in demand forecasts. If a large demand change

occurs due to an unexpected external issue, do not wait for a

five-year cycle, something to do.

keywords : Low-cost carriers, aviation demand, domestic

flights, airport policies, Jeju routes, Inland Route

Student Number : 2016-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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