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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 항공운송의 전반적인 특정을 밝히고， 둘째， 국내 항공화물의 공항간 유통량 자료를 가 

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공항간의 화물 유통 패턴을 분석하며， 셋째， 검포， 김해， 광주 공향을 사례로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 

의 품목 구성과 공항의 배후지를 파악하고， 공항별 배후지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국내 항공화물의 운송은 급격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퉁 다른 교통수단의 발달은 항공이 

용 숭객의 수를 감소시키며 이는 운항횟수의 축소 및 운항기종의 소형화를 가져온다. 화물 전용기가 없는 국내 항공화물의 

특성상 이런 현상은화물운송수단으로 항공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었다. 

둘째， 1985년에서 2004년까지 공항간 화물 유통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김포 공항과 제주 공항， 검해 공항이 국 

내 항공화물 유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김포， 검해， 광주 공항은 공통적으로 제주 공항으로 가는 화물이 전체 항공 화물의 약 90%7}량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김포 공항에서는 식품， 의복， 의약품 퉁 거의 모든 생활필수품들이 제주로 운송되는 반면에 검해， 광주 공항에서는 화물의 

9()O1。이상이 식품류로 채워져 있어서 항공으로 제주에 공급하는 화물의 경우， 식품을 제외한 생활펼수품은 대부분 김포공항 

을 통해서 운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었다. 

넷째， 항공화물의 발생으로 사례 공항의 배후지를 살펴 본 결과， 김포 공항은 수도권과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 북부지역， 영 

서지역， 경북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배후지를 가지는 반면， 검해 공항과 광주 공항은 각각 부산과 광주 주변에 한정된 매 

우 작은 배후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각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화물의 화주의 특생에서 

찾을 수 었다. 물류센터나 물류 배송망을 갖추고 대량의 화물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기업 화주의 경우 공항과의 거리보다는 

대량의 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선호하는 반면， 소량의 화물을 비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개인 및 영세도소매업 화주의 

경우는 거리가 가까운 공향을 더욱 선호한다. 그러므로 기업 화주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검포 공항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기 

업 화주의 비율이 낮은 검해 공항과 광주 공항에 비해 배후지가 넓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김포 공항을 제외한 다른 

지방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점차 소형화되고 운항횟수가 감소하면 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국내에서 항공화물이 전체 화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리학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 

다. 본 논문은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별 항공화물 배후지의 특성을 분석해 향후 국내 공항의 항공화물 수요 예 

측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항공화물， 배후지， 화물유통， 화주 

Abstract : As p따t of the efforts to activate the business of local airports that have experienced poor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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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in Korea,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mak:ing them a logistic strategic base based on air 

freight. What' s needed before that happens is empirical study on the hinterlands of the local airports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air freight dealings. 

There are a couple of goals of this study; first, to examine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Korea' s air 

transportation; second, to analyze the freight flows pattems among the airports by factor analysis data of the 

flow amounts; and third, to identify the item compositions of the freights and hinterlands of the Gimpo, 

Gimhae, and Gwangju Airport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hinterlands.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t' s highly noticeable that the transportation volume of Korea' s air freight had been dropping 

rapidly. The growth of highways , high-speed trains and other transportation means played a role in 

reducing the passengers of flight service, which led to the reduction to flight numbers and size of the flight 

itself. Since there were no special flights for cargo in Korea, all those factors worked to mak:e it even harder 

to choose air service as a means to deliver freight. 

Second, the freight flows pattems among the airports were analyzed between 1985 and 2004. The results 

indicate that Gimpo, Jeju 때d Gimhae Airport played the most critical role in the air freight flows. 

Third, Gimpo, Gimhae, and Gwangju Airport accounted for about 90% of the entire air freight going to 

Jeju Airport. While Gimpo Airport dealt with everyday items such as foods , clothing and medicine in most 

of the cases, 90% or more of the air freight dealt with at Gimhae and Gwangju Airport was food. That means 

you have to transport your freight to Jeju via Gimpo no matter what kind of item it is except for food. 

Fourth, the hinterlands of the three airport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air freight. As a result, Gimpo 

Airport had a very vast hinterland including northem Chungcheong, Yeongseo , and Gyeongbuk. 

Meanwhile, Gimhae and Gwangju Airport had a very small hinterland restricted to Busan and Gwangju 

respective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derives from the goods holders using them. In case of 

a corporate consignor that has a logistics center or logistics distribution network and sends out a large 

quantity of freight regularly, the capacity of an airport is more important than the distance to it. On the 

contrary, if you are an indi 

Key W ords : air freight, hinterland, freight flow , consig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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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배경과목적 

세계적인 무역의 활성화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 

제 항공화물과는 달리 국내에서 운송되는 항공화 

물의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며， 이 또한 육상 운송 

수단이나， 연안 운송 수단에 밀려 그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항공화물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제 

항공 화물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공항의 활성화 방 

안을 수립하거나， 항공화물 운송 시스댐을 개선하 

는문제를주로다루었으며，국내의 항공화물운송 

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국내의 항공화물이 전체의 운송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비하고 그 중요성이 떨어 

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 

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의 항공화물 유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일이라고판단된다.또한선행 연구에서는단 

순히 행정구역 단위로 공항의 배후지를 설정하여 

항공화물의 잠재수요를 예측하였지만， 이런 예측 

치는 실제 공항의 이용 실적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 

다. 그러므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화물에 관한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공화물의 품목과 

그 배후 범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4년뭄낸합공화물을패싸오로 핫꽁화묵 윷옳다 

의 지리적 특섯음 반히누데 7 모적옥 두ïì^~ 하 

랴 항공화물의 유독음 꽁핫과 꼼한가의 유통 특석 

과 공항과 배후지까의 유못 특섯 두 가지로 구분하 

여밝히려고한다. 

첫째， 선행 연구들에 대한물할킬톡릎줄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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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운송과 관려되 다야하 노의득옥 삼펴보 

농철혈물운송잔업의 문쫓뀔운송 체계-어때 
해서정리함것이다. 

둘째，국내 항공운송의 특섯욕밖혁 저이다 송 

객과 화물을 망라한 국내 학꼭 우송의 기북적 인 특 

성과 추이를 파악하여 국내 핫곳 우속에 대하 이해 

를효늘단 
캘첸ι향곰환불 유동의→천맙전 튿성을 파으합} 

기 위한 첫 번째 분석으로， 공항과 공항간의 유통 

특성어[대해서 살필 것이단. 주 연구 대상 시기인 

2004년의 특성 뿐 아니라， 1985년， 1995년， 2000년 

등 과거 3개년도의 유통 특성의 변화를 통해 공항 

과 공항간의 유동 패턴이 어떤 변화를 겪어왔고， 

현재는 어떤 모습을 띄고 있는지 밝힐 것이다. 

넷째， 항공 화물유동 플설어t표한툰법캘릎석 

으로 공항과 배후지간의 윤동튿절윷뭘휠다. 김 

포， 김해， 광주， 세 개의 공항을 대상으로 하며， 각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화물 품목 구성을 알아보고， 

항공화물의 발생지역을 지도화하여 각 공항의 배 

후지를 설정한 후 사례 공항별 배후지의 특성을 비 

교분석할것이다. 

2) 연구자료와방법 

국내 항공운송의 특성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교통DB와 항공진 

흥협회 및 한국공항공사에서 발간하는 항공통계 

를이용하였다. 

1985년， 1995년， 2000년， 2004년의 정기 · 부정 

기 노선을 포함하는 항공화물 공항별 유동량 OD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 역 구조를 파악한 

다. 이를 위해 지 역 간의 복잡한 교통유동 현상을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R-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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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인분석법을 분석방법으로 채택하고 이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정규화를 위해 항공 화물 유통량 OD자료를 대수 

화(장재구， 1999)하고 초기의 부하량에 대하여 각 

성분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베리막스 

(Varimax) 회전을 실시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얻어진 각 요인득점과 요인 부하량을 활용해 1985, 

1995, 2000, 2004년의 지 역 구조를 파악하고 추이 

를설명한다. 

공항별 항공화물 배후지 파악을 위해서는 항공 

화물 대리점의 송장(Air Wayb퍼)자료를 활용한다. 

대한항공과 계약을 맺고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김 

포공항항공화물대리점 2곳과김해공항대리점 2 

곳， 광주공항 대리점 1곳을 통해서 2004년 2개월 

간의 송장자료를 구득하였다. 송장 자료를 통해서 

화물의 품목과 화물의 출발지(생산 공장의 위치 

혹은 물류 창고)의 위치를 시 · 군별로 파악하여 

공항의 배후지를 설정한다. 공항의 배후지 설정을 

위해서 화물의 중량자료가 아닌 송장 발부 건수 자 

료를이용하였다. 

국내 항공화물 운송량이 가장 많은 공항은 제주 

공항이지만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의 배후지 

가제주도섬 내로한정된다는지리적 한계를가지 

고있기 때문에다음순위의 공항인김포，김해，광 

주공항 세 곳을 대상으로 삼았다. 

2. 문헌 연구 

1) 항 공 교 통 지 리 학 (Air Transport 

Geography)의 발전과 관련 연구 

20세기 초반 상업용 항공기가 운항을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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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진국 주요 도시 간에 정기 항공노선이 개설 

되면서 지리학에서도 항공교통에 대한 관심을 가 

지기시작했다. 

초기의항공교통에대한지리학의 연구는당시 

교통지리학의 주요 연구 방향인 교통지지(交通地 

誌)적 방법론을 취하여(Hassert， 1931), 항공교통 

의 현황， 노선망의 확대과정， 공항의 분포와 입지 

특성 둥을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Sealy , 

1957) 

Taffe에 의해서 종래의 기술(記述)적인 분석에 

서 벗어나 항공 사상(事象)의 일반성을 추구하는 

연구로 교통 지리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은 항공 

교통에 대한 연구는 이후 계량적인 방법을 도입하 

면서 그 대상을 더욱 넓혀간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도시간의 계층구조 분석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 

결성，접근성 및 항공망의 변화양상규명，요인분 

석을 통해 항공 교통권역의 도출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연구들이다. 

이후의 항공 교통에 관한 연구는 행태적인 관점 

에서 항공기 이용 승객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항공 

교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로 이루어진다. 

198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항공 교통 

은 이용 승객 부문에서 자동차나 철도 동의 육상교 

통， 해상교통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이 

런 이유로 지리학 외의 다양한 학문의 방법론들이 

결합된 학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연구 주 

제 또한 다양해진다. 공항의 최적입지를 선정하는 

문제，항공산업의 자유화가가져온공간적인 영향 

분석， 저가 항공사의 동장으로 인한 항공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분석 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항공교통 지리학(air 

없nsport geography)은 초기 항공사상에 관한 지지 



적 성격의 연구에서 계량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항 

공 숭객량과 항공 노선망 분석함으로써 도시간의 

계층이나 지역 구조를 밝히는 연구로， 그 이후에는 

관심을 확대해 항공 승객과 항공 노선망의 분석 뿐 

아니라，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의 특성， 공항의 입 

지， 공항의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파급효과， 항공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 둥에 관한 

연구로그범위가점차확대되면서 발전해 왔다. 

2) 항공 화물운송에 관한 선행연구 

경제 발전과 무역의 확대로 인해 항공 화물이 증 

가하면서， 경영학， 물류학， 지역개발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 

고 있으며， 지리학에서도 1980년대부터 항공 화물 

이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리학에 

서의 항공 화물에 관한 논의는 공항별 항공 화물의 

품목 특성와 운송 체계(今野修平， 1985 , 장재구， 

2뻐)， 공항의 계층 구조 분석과 배후지 설정(積田 

觀一， 1990 ， 장재구， 2000) , 공항간 항공 화물의 유 

동 네트워크 특성 분석(이호상， 2003 , George 

W,L,Huí, 2004)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최근에 급증하는 국제 항공 화물 노선 특성과 국제 

항공화물의 주요 허브 공항간의 경쟁과 발달 과정 

그리고 공항의 입지 특성에 관해서도 연구되고 있 

다， (Bowen, 2004) 

3) 항공화물 운송산업의 하부구조 

항공화물은 항공화물 송장(aítv.따 bill)을 발부 

받아 항공기에 탑재되어 운송되는 화물을 의미하 

며， 승객에 의해서 운반되는 수하물(baggage)이나 

우편물(maíl)을 제외한다. 항공화물 운송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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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체는 화주(송하인， consígnor)와 수하인 

(consigee) , 복합운송 주선 업자(forwarder) , 항공사 

로나누어볼수있다. 

화주는 화물운송업체와 계약하는 당사자로서 

항공화물송장에 명시되는 개인이나 기업을 의미하 

며，수하인은항공화물송장에 명시되는수탁자，즉 

운송되는화물을받는개인이나기업을의미한다. 

항공화물 운송업자(forwarder)는 화주를 대신 

하여 수하인에게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회사를 의미하며， 이는 화물을 화주에게 위탁받아 

육운이나 해운을 통해 공항까지 전달하고， 공항에 

도착한 화물을 접수하여 같은 방식으로 수하인에 

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항공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 

첫째 , 통합운송항공사이다. 이는 익스프레스 항 

공이라고도 한다. 화주의 요구에 따라 도어 투 도 

öl (door to door)서비스를 제공하며， 복합운송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화물 전용기， 

지상운송장비，화물의 집적과분류기지 및 시스렘 

을 구비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용기를 두고 운영하 

여， 일반 여객기에 의한 화물운송과는 구분된다. 

FedEx, UPS, DHL둥이 이 에 해당한다. 

둘째 , 복합운송항공사(combination carriers)이 

다. 여객과화물을모두운송하는형태의 항공사를 

의미한다. 주로 공항과 공항간의 운송을 담당하며， 

하역지점부터의 운반， 화주와의 인수인계， 통관업 

무 등은 모두 운송업자(forwarder)가 담당하는 것 

이 보통이다. 필요에 따라 여객기의 동체를 전용화 

물칸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화물과 여객수요에 따 

라 공급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문에 

익스프레스 항공의 운임보다 비교적 싼 편이다. 많 

은 일반 정기항공사가 운용하는 항공기가 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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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따르고있다. 

셋째 , 화물운송항공사(all-cargo carriers)이다. 다 

양한 형태의 화물을 모두 운송하는 항공사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주로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나 항공 

기의 이용방법에 등에 따라 여러 가지의 영업형태 

로 운영되는데， 운송업자의 요청에 의해 두지점간 

(point to point) 운송서 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 

다. 이런 항공사들은 자사의 항공기 또는 다른 항공 

사와의 일정한 탑재량을 계약하여 이용한다. 

체에 더 민감한 수요자들로 이루어진 시장으로 알 

려져 있다. 또한 운송하는 단위중량에 비해 화물의 

시장가치가높기 때문에 공간적인 이동을통해 기 

대되는시장가격의 차이가크며，화물의 가격이 높 

기 때문에 높은 기회비용의 발생으로 화물의 안정 

성이 높게 유지되는측면이 있다 

또한다른운송수단에 대해 보완적인 기능을수 

행한다. 육상운송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 

거나 안전성과 신뢰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 

체적인 운송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일시적인 

시장상황의 변화， 계절적 인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 

격보다는 시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화물의 경 

일반적으로 항공화물 시장은 육상， 해운 등 다 우에 육상운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른운송수단들에 비해，가격보다는운송서비스자 때문에 가격에 대해 상대적으로탄력성이 낮은특 

4) 항공화물의 특성과 운송체계 

〔
빨
 〔鍵

〈그림-1) 항공화물 운송의 기본 흐름 

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인 통관 절차는 생략되었다. 

국내 항공화물 운송 체계의 일반적인 흐름은 항공 화물은 화주(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 

〈그림-1)과 같다. 본 연구가 국내 항공 화물을 대 은 항공화물 운송업자(forwarder)에 의해 공항까 

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 항공화물 운송체계에서 지 운반된다. 공항의 화물 터미널에 도착한 항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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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운송업자는 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기 위해 화 

물 하차(下車)작업과 보안검사(X-ray)를 차례로 실 

시한다. 보안검사가 통과된 화물은 임시 보관하거 

나 곧바로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ULD(unit load 

devices)작업을 실시한다. ULD작업이란 항공기의 

탑재공간에 표준화된 탑재용기인 ULD에 화물을 

담는 작업을 의미한다. 마D는 일종의 컨테이너로 

화물의 손상이나 파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 

지만 ULD작업이 가능한 항공기는 중형기J)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항공기로서 ULD작업 이 불가능한 

소형기에는 화물의 탑재가 벌크(Bulk)형식으로 이 

루어진다. 항공기가목적지에 도착하면，도착공항 

의 화물 터미널에서 항공화물 운송업자는 다시 화 

물을 인도하여 상차(上車)작업을 한 후 수하인에 

게배송을하게된다. 

이런화물의 운송체계는화주의 물류시스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임의로 

물류 시스댐의 차이에 따른 화주의 유형을 개인 및 

영세 도소매업 화주， 자사 물류 기업 화주， 3자 물 

류기업화주세가지로구분한다. 개인및 영세도 

소매업 화주는 자체적인 물류 시설이나 배송 시스 

댐을 갖추지 못한 화주로서 이 런 화주의 경우 항공 

화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공 화물 운송업체까 

지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접수를 하거나， 항공 화 

물 운송 업체에서 직접 트럭킹 (trucking)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착 공항에서 화물을 찾을 때에는 수하 

인이 직접 항공 화물 운송 업체를 찾아오거나， 항 

地理學論養 저148호 (2006.8) 

공 화물 운송업체에 의해서 직접 수하인에게 배송 

이 이루어진다. 

자사 물류 기업 화주는 기업내에 물류센터나 배 

송망을갖춘기업으로정의하고， 3자물류기업 화 

주는 3자 물류업체2)에 기업의 물류 업무를 아웃소 

싱한 기업으로 정의한다. 이 두 기업 화주의 경우 

는 앞서 살펴 본 항공화물의 운송 과정과 조금 다 

른 형 태를 띤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수입 된 

제품은우선 물류센터에 입고된다. 자사물류 기업 

화주는 자사의 물류센터에 그리고 3자 물류 기업 

화주는 물류업무를 아웃소싱한 해당 3자 물류 기 

업의 물류 센터 에 보관된다. 항공기를 이용해서 화 

물을 운송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각 기업은 물 

류센터에 제품의 출고 지시를 내리고 출고된 제품 

은 기업의 운송 수단에 의해 직접 항공 화물 운송 

업체로 전달이 된다. 항공 화물 운송업체는 이 화 

물을 공항까지 운반하여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 이 경우에는 항공 화물 운송업체는 

거의 트럭킹 (truc에ng)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항공 화물 운송업체가 대부분 공항의 화물 터미널 

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주들은 직접 공항까지 

화물을 운반을 하는 형태가 되며， 항공 화물 운송 

업체에서는 화물을 내려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한 

작업만을 수행하게 된다. 도착 공항에서도 항공 화 

물 운송업체에서 화물을 항공기에서 하기하여 분 

류해 놓으면 화주들이 직접 물류 센터나 도소매업 

체로 화물을 운반하게 된다. 

1) 항공기 구분의 편의를 위해 200인숭 미만의 항공기를 소형기， 200-300인숭의 항공기를 중형기， 300인숭 이상의 항공기를 대형기 
라명명한다. 

2) 3자 물류(3PL)란 원재료의 조달에서 완제품의 소비 에 이르는 공급체인상의 전체 물류 기능 또는 일부분을 물류 업체가 화주기업 
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물류활통을 말한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에서 기업의 물류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3자 물류업 
체는 C사， M사， S사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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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기업 화주의 유형별 항공화물 운송 체계 

이런 화주의 물류시스댐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 

하는 항공화물 운송 체계의 차이는 공간적인 항공 

화물분포의 차이를발생시킨다. 후에 진행될공항 

의 배후지 분석에서 이러한점은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3. 우리나라항공산업의 현황과특정 

1)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기반 시설 현황 

항공 산업은 항공 산업의 주체인 항공사와 항공 

노선， 기반시설인 공항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사는 정기항공운송업체로는 대 

-8-

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가 있으며， 대한항공은 

1969년부터 ,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부터 취항을 

시작하여， 현재， 국내선과 국제선에 정기노선을 운 

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주~제주 간을 운항하는 

한성항공， 2006년 6월부터 국내 노선 운항을 시작 

할 제주에어 둥 소형항공기 중심의 저가항공사가 

둥장하여， 기존 항공운송업체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들 항공사에 의해서 2005년 현재 국내는 23 

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 노선은 33개국 

97개 도시에 1567R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항공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반시설인 

공항이다. 공항은 항공기의 이 · 착륙， 여객의 탑승 

및 하기， 화물의 집적과 상 · 하역이 집중적으로 이 

루어지는 항공운송의 중심지이다. (허희영， 2003) 



오늘날의 공항은공항의 기능과 역할은시대에따 

라 변해왔다. 오늘날의 공항은 국가의 관문으로서 

의 상정적인 의미와，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의 기반 

이 되는 물류 중심지， 상업시설을 갖춘 종합 서비 

스센터로서의 기능을수행한다. (김승만， 2005)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항은 총 16개 

로， 이 중 국제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공항 등이며， 국내 공항은 광주， 양양，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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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목포， 여수， 예천， 포항， 울산， 사천 공항 등이 

다 3) 그리고 현재 무안， 울진， 전주 공항이 계획 및 

건설 중에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Kπ)의 개통으로 국내 항공운송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국내의 상당 수 공항들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건설이 추진된 

이 공항들의 건설 타당성은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 

〈표-1) 우리나라 공항의 위계 

경북권 

호남권 

고있는상황이다. 

2) 국내 항공운송의 특성 

우리나라 항공 여객 운송은 1989년부터 1997년 

까지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 속에서 항 

공 산업 또한 위축되었고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은 

전년도 대비 각각 23.9Vc봐 15%가 감소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이후 국제선 여객의 운송 

은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 큰 성장세를 

대구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건설중) 

보여주는 반면， 국내선 여객은 2애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2002년 국제선이 국내선 여객 

수를 앞선 이래 그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표-2) 

항공화물의 운송 또한 여객의 운송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1997년까지 국내선과 국제선 화물 운 

송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다. 이후 국제선 

화물은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반면 국내선 화물은 

3) 광주공항은 정기국제선이 개설되어 있고， 양양공항은 국제공항으로 개항하여 한때 국제선 전세기가 취항하기도 하였으나， 관세 
법에 의한 개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국제공항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고있다. (안춘근，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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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항공여객 운송실적， 1990"'2004년 (단위 : 명) 

羅繼뿔鐵織織짧難짧혔斷쓸썼때혔繼驚繼驚隊I驚難繼難鐵驚蠻쫓쫓驚難뿔훌聽織寶寶響뿔뿔 
1990 11,063,820 9,626,415 
1991 12,253,071 10.7% 10,270,666 6.7% 
1992 14,554,737 18.8% 11,257,011 9.6% 
1993 15,549,988 6.8% 11,651,345 3.5% 
1994 18,405,866 18.4% 13,075,979 12.2% 
1995 21,008,531 14.1% 14,602,751 11.7% 
1996 23,566,588 12.2% 15,992,455 9.5% 
1997 25,638,653 8.8% 16,598,273 3.8% 
1998 19,504,413 -23.9% 14,104,367 -15.0% 
1999 21,144,542 8.4% 16,750,100 18.8% 
2000 22.514.887 6.5% 19,452,282 16.1% 
2001 21,811,334 -3.1% 20,350,504 4.6% 
2002 21,248,326 -2.6% 22,716,818 11. 6% 
2003 21,379,524 0.6% 21,459,288 -5.5% 

2004 18,892,652 -11. 6% 29,930,936 25.5% 

자료: 항공통계(2005) 

〈표-3) 항공화물 운송실적 (단위: 톤) 

자료: 항공통계(2005)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DB 

* 수하물과 우펀물을 제외한 수치임. 

2어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1997년 %개 노선에 연간 168 ，412회 운항하던 

국내 항공 운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 

는 23개 노선에 연간 124 ，113회 운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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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노선의 구조 또한 변화 

를 겪게 된다.1997년에는 김포 공항과 제주 공항 

을 기종점으로 하고 전국의 공항을 연결하는 남북 

축의 노선망과 김해 공항을 기종점으로 호남 지역 



을 연결하는 동서축의 노선망， 그리고 김해 공항과 

청주， 원주， 강롱 둥 내륙의 주요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망이 발달해 있었다. 하지만 이후 김해 공항과 

호남지역을잇는동서축의 노선이 폐지되고，김해 

~청주， 김포~군산， 김해~원주 둥 일부 내륙 공항간 

의 연결노선이 폐지되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 예천 

공항은 공항이 폐쇄되기도 한다. 반면 인천 국제공 

항， 양양 공항 둥 새로운 공항이 개항하면서 인천 

공항과 김해， 대구， 제주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개 

설되고， 강롱과 속초를 연결하는 노선은 양양 공항 

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의 국내선 노선은 내 

륙의 각 지방공항이 김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단순 

한 구조를 띠게 된다. 그리고 일부 공항은 제주를 

연결하거나 김해를 연결하는 단일노선만 청주， 원 

주， 군산은 제주와의 단일노선만， 양양은 김해와의 

단일노선만이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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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가지는형태를띤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항공 운송 수요의 감소나 

노선의 단순화는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KTX)와 

같은 새로운 교통 수단의 발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4)과 〈표-5)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의 개통 후 항공 운송 실적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1년 춘천~대구 간 중앙고속도로，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차례로 개통되고， 영 

동고속도로의 대관령 구간이 터널화 되면서 인접 

한 군산， 목포， 원주， 양양， 사천 공항의 운송 실적 

은 크게 감소하였다. (표-4) 

2004년 경부선과 호남선에 고속철도가 개통되 

면서，서울에서 대구，부산，광주간통행시간이 크 

게 단축되었다. 이로 인해 김해 -20.7% , 광주 -

22.5%, 대구 -70.4%의 승객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 

대구 공항이 특히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영향을 많 

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표-4) 신규 고속도로 개통 전， 후의 공항벌 내룩노선 승객 및 운항횟수 변화 (2001~2003) 

자료: 김민정， 김연명 (2005) 참고로 재구성 

* 강릉공항과 속초공항은 양양공항의 개항으로 폐쇄되어 기존 김포와 강릉， 속초를 오가는 노선이 김포~양양간의 노선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개 
항이전인 2001년은 강릉과 속초공항의 수요를 개항이후인 2003년은 양O.}공항의 수요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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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고속철도 개통 전후 김해， 광주， 대구 공항의 내륙노선 운항횟수 및 승객운송 실적 (2004) 

자료: 항공통계(2005)를 바탕으로 재구성 

고속도로나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한 신규 교 

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잠재적인 항공수요가 감소 

하면서 항공사측에서도 운항횟수를 줄여나가고 

이에 따라 이용하는 승객이 다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비단 운항횟수를 줄여나가는 것 뿐 만 아니라， 

항공사에서는 노선에 투입하는 항공기의 기종을 

중 · 대형기에서 소형기로 교체함으로서 잠재적인 

항공수요의 감소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표-6)를 

보면 국내선 항공기의 기종별 운항비율을 알 수 있 

다.300석 이상의 대형기는 국내 노선에서는 0.1% 

의 비율을 차지해 거의 운항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100-200석 규모의 항공기의 운항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05년에는 7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표-6) 국내선 항공기종의 운항 비율， 1997"'2005년 (%) 

자료: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www.airport.co.kr 

국제노선과는 달리 국내 노선을 이용해 운송되 

는 항공화물은 화물 전용기에 의해 운송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을 수송하는 여객기에 함께 탑재되어 

운송된다'jJ 

그러므로 항공 승객 수요 감소로 인한 운항횟수 

나 항공기 기종의 변화는 항공화물의 운송에도 큰 

영향을끼칠 수밖에 없다. 실제 300석 이상의 항공 

기의 화물 탑재량이 50톤에서 100톤가량 인데 비 

해， 200-300석 사이의 항공기는 20톤에서 30톤， 

200석 미만의 항공기는 10톤 미만이다. 이 탑재 공 

간 또한 승객의 수하물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실 

제 탑재량은 이보다 훨씬 적게 나타난다. 국내선의 

노선에서 항공기의 기종이 점차 소형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국내 항공화물의 증가는 쉽지 않아 보 

인다. 

5) 화물 전용기는 김포~제주， 김포~검해를 중심으로 부정기적으로 운항되어 왔으나 그 빈도가 점차 감소하여 검포~김해 노선은 
1995년을 끝으로 김포~제주 노선은 2000년을 끝으로 운항을 중단하였다. 그 이후로는 전적으로 국내 항공화물의 운송은 여객기 
의 화물칸(cargo space)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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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화물 운송으로 본 우리나라 
지역구조의 변화 

1) 항공화물유동의 지리적 패턴 

항공화물의 종류는 화물과 수하물， 우편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이 중 항공사나 항공화물 운송업 

체에 접수된 후 항공기의 화물칸에 탑재되어 운송 

되는 화물(freight)을 분석 의 대상으로 한다. 2004 

년 기준으로 전체 국내 항공화물 중 화물은 82.2%, 

수송}물은 17.6%, 우편물은 0.2%를 차지한다. 

〈표-7)는 출발 화물량과 도착 화물량으로 본 국 

내 공항의 순위를 보여준다. 출발 화물량으로 볼 

때 제주 공항이 전체 화물량의 약 44.7%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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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뒤를 이어 김포 공항이 약 26%, 김해 공항 

이 약 200/0를 차지한다. 도착 화물량으로 볼 때는 

김포 공항이 약 47%, 제주 공항이 약 36% , 김해 

공항이 약 90/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공항을 통해서는 주로 화물의 유입이， 제주 

공항과 김해 공항을 통해서는 화물의 유출이 우세 

한 것으로 분석 된다. 뒤를 잇는 공항은 광주， 청주， 

대구 공항으로 출발 화물량으로 볼 때는 전체의 약 

2-3%, 도착 화물량으로 볼 때는 약 1-3%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공항 모두 도착 화 

물량 보다는 출발 화물량이 많아 제주 공항， 김해 

공항과 마찬가지로 화물의 유출이 우세한 곳으로 

보인다. 

〈표-7) 취급 화물량으로 본 공항 순위 (2004년) 

〈표-8)은 노선별 항공화물의 운송량을 보여주 

는 것이다. 전체의 화물 운송량의 1%이상의 상위 

12개 노선을 살펴보면 김포~김해를 제외하고는 제 

-13-

주와 검포， 김해， 광주， 청주， 대구 둥 주요 내륙 공 

항간의 노선으로， 제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항공 

화물의 유동이 발생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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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노선벌 국내화물량 (2004년) 

2) 지역구조의 변화: 항공화물 유동에 대한 히 화물의 유통과같이 출발지와도착지가다양하 

요인분석 게 나타나는 유동특성을 구조화하여 해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박진희， 2002) 

공항간 항공화물 유동량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서 공항간 항공화물 유동량 OD행렬 자료를 이용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을 분석하는 여 

러 가지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주성 

분분석과 요인분석 이다. 이 두 기법은 다중회귀분 

석 이 소수의 변수를 다루고 있는데 비해 상당히 많 

은 변수를동시에 다룰수 있으며，사회의 복잡한 

현상을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는 패턴으로 구조화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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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 에서는 1985년과 1995년， 2000년， 2004 

년의 국내 공항간 항공화물 유동량 자료를 활용한 

다. 이 자료는 1986년 건설교통통계， 1996년， 2001 

년， 2005년 항공통계자료와 더불어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통계자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작성하였 

다. 특히 항공화물량은 수화물과 우편을 제외한 순 

수 항공화물(freight)량만을 이용하였고 유동량 α 

D행렬은 R기법 (mode)으로 작성하였다.R기법 

(mode)은 도착지간의 상관행 렬을 이용하기 때문 

에 도착지 패턴의 유사성이 요인 부하량으로 나타 



나고， 화물의 출발지로써의 비중은 각 요인에 대한 

요인득점으로 나타난다. 즉 요인 득점이 계산에 의 

해 어느 공항이 각 그룹의 도착지에 대하여 주요한 

출발지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한주성， 1996) 요인 

의 추출방식은 주성분 방식을 사용하며 (장재구 

1999, 박진회 2(02) , 각 요인에 속하는 변수들의 집 

단을 보다 명확하게 분리시키기 위해 요인을 회전 

시킨다. 회전방법은 직각회전 방식 중 베리막스 

(varimax)방식을 이용한다. 

요인부하량과요인득점의 해석에 있어서는각 

각절대값 0.4와1.0이상의 상대적으로값이 높은것 

을 채택하며， 앞서 설명하였 듯이 항공 화물의 주요 

출발지와 주요 도착지를 연결해 도식화하여 나타냉 

으로써 공항간 유통에 대하여 해석을 할 것이다. 

l ~t요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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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도 1995년까지의 지역패턴을 이 

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자료로 사용된 항공화물량이 항공화물 운송장 

(airway bill)을 발부받아 운송되는 항공화물 

(freight) 뿐만 아니라 수화물과 우편까지도 포함된 

전체 화물량 자료가 이용되었다. 물론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전체 항공화물 중 수화물과 우편물이 

차지동F는 비율01 20010미만으로 적은 편이지만， 실 

제 일부 지방공항에서는 수화물과 우편물의 양이 

화물(frei:앙lt)을 훨씬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6) 이 양 

을 모두 포함시칸다면 실제 항공화물의 유동으로 

나타나는 지 역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본 분석은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고자 순수하게 

화물(삼eight)양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I l:t 2요댄 i 

〈그림-3) 항공 화물 유동 요인별 지역구조 (1985년) 

6) 일례로 2004년 1년통안 사천공항의 항공화물 총량(우펀， 수화물포함)은 2 ，887 ，393kg이었는데 이중 순수하게 항공화물(frei앙lt)는 
89，351kg이었다. 이럴경우항공화물총량으로그대로분석을실시했을때상당한오류가생길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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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의 화물 유동패턴은 총 2개의 요인이 추 

출되었다. 총 두 요인의 총 누적 분산 설명량은 약 

86%이다. 괄호안의 숫자는 출발지가 되는 각 공 

항의 요인득점을 기입한 것이다. 

제 1요인은 전체 분산 설명량의 57.857%를 차지 

하며， 제주 공항(2.147)과 김포 공항0.222)을 출발 

지로하고 김해， 대구， 광주 공항 및 사천， 여수 공 

항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이다. 제 2요인은 전체 분 

산 설명량의 28.358%를 차지한다. 김포 공항 

(2.307)을 출발지로 하고 제주， 울산， 속초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과， 제주 공항(-1.363)을 출발 

지로 하고 김포 국제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으 

로 나타났다. 제 1요인에서는 김포와 제주 공항이 

주요 출발지로， 제 2요인에서는 김포와 제주 공항 

이 주요 출발지와 도착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서 항공화물 운송에 있어서 김포와 제주가 차지하 

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10년이 지난 1995년의 지역구조의 패턴은다소 

{ 자I t 요앞 l l 쐐 2흉e.! i 쩌13흉c:.! 

〈그림-4) 항공 호f물 유동 요인별 지역구조 (1995년) 

변화를보인다. 총 3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어 지역 

구조가 1985년에 비해 좀 더 다양화되었음을 의미 

한다. 분석 대상 공항수도 1985년의 9개에서 14개 

공항으로 증가하였다. 추출된 3개 요인의 총 누적 

분산 설명량이 93.330%로 이 중 제 1요인은 분산 

설명량 67.401%를 차지한다. 제 1요인은 제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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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2.이이과 김포 공항0.960)을 출발지로 하고， 김 

해， 대구， 광주 국제공항， 울산， 포항， 사천， 여수， 

목포， 군산， 예천 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이다. 

제 2요인은 분산 설명량 14.641%를 가지고 있으 

며， 김해 공항(2.098)을 출발지로 하고 제주 공항 

과 강롱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과 김포 국제공 



항0 ， 682)을 출발지로 하고 제주 공항과 강롱공항 

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으로 구분된다. 제 3요인은 

분산 설명량 11 ， 288%를 가지며， 김포 공항(2， 226) 

을 출발지로 하고 속초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 

과 김해 공항(-1.887)과 제주 공항(-1. 580)을 출발 

지로 하고 김포 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으로 구 

분된다， 1985년에 김포 공항과 제주 공항이 주요 

항공화불의출발지 역할을했던것에비해，새롭게 

김해 공항이 항공화물의 출발지로서의 역할을 하 

게 된점이주목할만하다. 

2에0년에는 1995년에 비해 원주공항과 청주공 

항이 추가되어 총 16개 공항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1995년과 같이 3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추출 

된 3개 요인의 총 누적 분산 설명량은 92， 544%이 

다. 제 1요인은분산설명량 53，635%를가지며，제 

주 공항(3， 106)과 김포 공항0，826)을 출발지로 하 

고 김해， 대구， 광주， 청주 공항과， 울산， 포항， 사 

천， 여수， 목포， 군산， 예천 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地理뿔論훌훌 저148호 (2006, 8) 

패턴이다， 1995년 제 1요인의 패턴과 큰 차이를 보 

이지는 않지만 제주 공항을 출발지로 하고 새로 개 

항한 청주 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이 추가된 것 

이 눈에 띈다. 제 2요인은 분산 설명량 23， 248%를 

가지며， 김해 공항(2， 982)을 출발지로 제주와 광주 

공항， 강롱， 목포， 원주 공향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 

과 김포 공항0，742)을 출발지로 하고， 제주 공항과 

강릉 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1995년의 제 2요인과 비교해 볼 때 김해 공항과 광 

주 공항， 목포 공항을 잇는 동서 노선이 새로운 패 

턴으로 동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제 3요인은 분산 

설명량 15 ，661%를 가지며 , 김포 공항(2， 718)을 출 

발지로 하고 속초 공항과 예천 공항을 도착지로 하 

는 패턴과 김해 공항(-1 ， 871)과 제주 공항(-1 ， 752) 

을 출발지로 하고 김포 공향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 

으로 구분된다. 이는 1995년의 제 3요인과 큰 차이 

를 보이는 패턴은 아니다. 

i :Q t요앉 i X형 2월면 i l ~3흉~ I 

〈그림-5) 항공 화물 유동 요인별 지역구조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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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체 1 .9.묘 f 쩨 2요한 k t 쩨 3월환 

〈그림-6) 항공 호}물 유동 요인별 지역구조 (2004년) 

2004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총 15개의 

공항이 대상이 되었다. 2000년과 2004년 사이에 

동해안의 강릉 공항과 속초 공항이 폐쇄되고 대신 

양양 공항이 개항했으며， 인천 공항이 새롭게 개항 

을 했다. 또한 예천 공항도 이용 수요의 급감으로 

폐쇄를 하게 되었다. 분석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누적분산 설명량은 총 92.412%이 

다. 제 1요인은분산설명량 58.191%를가지며 김 

포 공항(2.758)과 제주 공항(2.058)을 출발지로 하 

고 김해， 대구， 광주 공항과 울산， 포항， 사천， 여 

수， 목포 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이다. 제 2요 

인은 18.601%를 가지며， 제주 공항(2.142)를 출발 

지로 하고 인천 및 청주 공항과 원주， 군산 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과 김해 공항(2.080)을 출발지 

로 하고 인천 및 김포 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 

으로 설명된다. 제 3요인은 분산 설명량 15.621% 

를 가지며， 김해 공항(-2.114)과 김포 공항(-1.811) 

을 출발지로 하고 제주 공항과 양양 공항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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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하는패턴이다. 

지금까지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약 20년간의 

우리나라 항공화물 유동패턴의 변화를 요인분석 

을 통해 살펴보았다. 1985년 추출된 요인이 개수 

가 2개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3개로 늘어난 

사실로 판단해 볼 때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의 발달 

과 공항수의 증가로 인해서 1985년에 비해 그 이후 

에는 화물 유동 패턴의 지역구조가 좀 더 복잡해 

졌음을알수 있다. 요인 별로구체적인유동패턴 

의 변화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5년부터 2ω4년까지 제 1요인은 분산 

설명량이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 유동패턴은 

김포 공항과 제주 공항을 출발지로 영동지 역의 공항 

(속초， 강롱， 양양)을 제외한 나머지 내륙이 공항을 

도착지로하는 김포 · 제주와 전국 공항간의 유통 패 

턴이 공통적으로나타나는모습을보이고 있다. 

둘째， 1995년 제 2요인이었던 김포와 김해 공항 

을 출발지로 하고 제주 공항과 영동 지역의 강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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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패턴은 서 중요한 출발지와 도착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2000년 김해 국제공항과 광주 국제공항 및 목포， 우리나라 항공화물 유동의 가장 큰 축을 형성하고 

원주 공항을 잇는 패턴과 김포 공항과 원주 공항을 있음을 알 수 있다. 

잇는 패턴이 추가되면서 좀 더 분화된 모습을 보인 

다. 하지만김해 공항과호남지역을잇는동서노선 3) 항공승객 유통과 비교분석 

과 원주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이 폐지되면서 다시 

직사각형 모양의 패턴으로 단순화되고 이는 다시 

2004년에는 제 3요인으로 추출이 된다. 

셋째， 1995년과 2000년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 

태를 보이던 유동 패턴은 2004년 제주 공항과 단일 

노선으로 연결된 공항과의 연결 패턴과 인천 공항 

의 개항으로 김해와 제주 동 남부 지역의 주요 공 

항과 인천 공향을 잇는 패턴이 제 2요인으로 추출 

이 되어 이전과는다른형태의 새로운구조가형성 

되었음을알수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특정은 김포 공항과 

제주 공항， 그리고 검해 공항이 거의 모든 요인에 

항공화물 유동 패턴을 항공승객 유동 패턴과 비 

교해 보기 위해 2004년의 항공 승객 유통량 자료를 

사용해 통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화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3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다. 총 누적 분산 설명량이 89.118% 

로 이 중 제 1요인이 55.932% , 제 2요인이 

19.218%, 제 3요인이 13.968%를 가진다. 제 1요인 

은 2004년 항공화물의 제 1요인과 같은 패턴을 보 

였다. 즉 김포 공항(2.796)과 제주 공항(1.965)을 

출발지로 하고 김해， 대구， 광주 공항과 울산， 포 

항， 사천， 여수， 목포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이 

t 저I 1 요씬 i | 재 2요인 t I 쩌I 3.9.인 i 

〈그림-7) 항공 승객 유동 요인별 지역구조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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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화물 유동의 지리적 특성 

다. 제 2요인은 제주 공항(2.503)을 출발지로 하고 

청주 공항과 군산， 원주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 

과 김포 공항(-1.737)과 김해 공항(-1.702)을 출발 

지로 하고 제주 공항과 양양 공항을 도착지로하는 

패턴으로 구분된다. 제 3요인은 제주， 김해， 대구 

공항을 출발지로， 인천 공항김포 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화물의 유동 패턴과 비교해 볼 때 제 2요인의 

패턴과 제 3요인의 패턴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두 

요인의 패턴의 일부가 섞여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전체적인 구조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승객 유동에서 대구 공항이 제 3성분 

의 출발지 역할을 하는 차이가 나타났을 뿐이다. 

즉 200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화물 

의 유통 패턴과 승객의 유통 패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화물 전용기가 운항하지 않고 

항공 화물이 승객을 운송하는 항공기에 동시에 탑 

재되어 운송되는 우리나라의 항공 운송 산업의 특 

정을보여주는것이다. 

5. 주요 공항의 항공호}물 유동 특성 
과배후지 

항공 화물 운송 대리점(forwarder)의 화물 운송 

송장(airn따 b피， 이하 송장이라 칭함)을 이용하여 

김포 공항과 김해 공항， 광주 공항을 사례로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의 특성을 밝히고 그 배후지를 설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장자료는 대한항공과 계약 

을 맺고 항공 회물을 취급하는 항공 화물 운송 대리 

점 5곳8)을 통해서 2어4년의 2개월간의 송장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항공사 및 항공 화물 운송 대리점 

의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해 나갔다. 송장을통해 파악된 각 공항별 화물품목 

구성의 특성 및 운송 체계에 관해서 분석하고 각 화 

물의 생산공장미 출고물류센터의 위치를시，군 

단위로 파악하여 지도화 함으로써 공항의 배후지를 

설정한다. 이 때 화물의 중량 보다는 화물의 공항 이 

용 빈도를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용 빈도는 발부 

되는 송장의 건수로 간주한다. 특정 품목에 대해 송 

장이 자주 발부되었다는 것은 그 품목이 공항을 자 

주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積田特一， 1986). 

1) 사례 공항의 항공화물 품목 구성 

(1 ) 김포 공항의 항공화물 품목 구성 

2004년 김포 공항을 통해서 반출된 화물은 총 

88，088 ，315kg이었으며， 이 중 제주 공항을 도착지 

로 하는 화물이 73 ，148 ，162kg으로 전체의 83.04% 

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김해 공항을 도착지 

로 하는 화물이 2 ，214 ，399kg으로 10.38%를 차지하 

였으며， 광주 공항이 2 ，214 ，399kg으후 2.51%를， 울 

산 공항이 1 ，740 ，979kg으로 1.98%를， 대구 공항이 

1 ，180 ，904kg으로 1. 34%를 차지한다. 나머지 공항 

은 0.5%미만의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9> 

항공화물운송대리점 2곳을통해서 얻은 2004 

년 2개월간의 송장자료 1339건 분석결과， 송장건 

수에서도 차지한 도착 공항별 비율이 화물 중량 

의 자료와 공항의 순위 면이나 그 비율 면에서 차 

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알수 있다. 

서도 차지하는 도착 공항별 비율이 화물 중량의 

8) 항공 화물 운송 대리점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광주공항에서 각각 2곳， 2곳， 1곳을 선정하였으며， 이 운송 대리점들의 항공 화물 
운송취급실적은각공항별로전체의 50%이상을점유하고 있다. (항공사및 항공화물운송대리점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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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공항의 순위 면이나 그 비율 면에서는 차이 

가 거의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10) 

〈표-9)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화물의 도착지 

(2004년) 

〈표-10) 김포출발 항공화물의 송장건수벌 도착지 

자료: 2004년 2개월간의 항공회물 대리점의 운송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작성 

송장 자료에 나타난 화물 품목을 한국표준무 

역 분류표의 중분류 체계에 따라 김포 공항을 이 

地理學論훌훌 제48호 (2006.8) 

용하는 항공화물 품목 구성을 제주공항과 그 외의 

나머지 공항(내륙공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11) ， <표-12) 김포 공향을 이용하는 항공 화 

물 품목은 총 24가지였다. 이 중 22가지의 품목이 

제주로， 107r지의 품목이 내륙공항으로 운송된다. 

제주로 가는 품목의 구성을 살펴보면， 의복 제품 

및 의복부속품(84) ， 의약품(54) ， 식품류(01 ， 03 , 

04, 05 , 09, 11) 둥이 전체의 78.2%를 차지하고 있 

으며， 그 외의 다양한 잡화류가 나머지를 차지하 

고 있어서， 다양한 생활 필수품들로 구성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제주로 가는 화물의 수하인은 

대부분 제주도 내의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한 각종 

도소매점이다 9) 

이런 곳에서는 판매를 위해 일정량의 상품을 규 

칙적으로공급받아야하는데 실제로송장분석결 

과 김포 공항에서 제주 공항간 이동하는 화물은 일 

정량의 동일한 품목이 일정한 주기로 배송되는 특 

정을보이고있다. 

반면， 김포와 내륙공항간의 화물 구성은 전체의 

94.2%가 식품류(01.03.05)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냉동육이나 채소， 손질한 어류 등 운반 중 신선도 

에 대해 유의해야 하는 품목의 비중이 높았다. 수 

하인의 구성은 대부분이 도소매업체로 이루어져 

있어 제주공항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화물 

의 운송패턴은 비정기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 

는내륙운송은항공 이외에 여러 가지 운송수단이 

존재하며， 항공이 긴급한 경우에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송장의 수하인 분석 결과 제주로 가는 1209건의 송장 중 개인이나 개별적인 용도로 운송된 화물은 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203 
건은 제주도에 입지해 있는 대형 할인마트， 각종 상품의 도소매점으로 운송되는 화물이었다. 이는 뒤에 분석하게 될 김해공항과 
광주공항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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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화물 유동의 지리적 특성 

〈표-1 1) 김포~제주공항 이동 화물의 품목 구성 

자료: 2004년 2개월간의 항공회물 대리점의 운송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표-12) 김포~내룩공항 이동 화물의 품목 구성 

(2) 김해 및 광주 공항의 항공화물 품목 구성 
2어4년 김해 공항을 통해서 반출된 국내 항공화 

-22-

물은 총 66 ，842 ，7 1Okg으로， 이중 43 ，608 ，621kg이 

김포로 운송되는 화물이며， 23,205 ，294kg이 제주 



로운송되는화물이다. 김해에서 양양으로가는노 

선에는 28，795kg의 화물이 운송되어 그 비중이 매 

우 작다. 2004년의 김해 공항 출발 항공화물량을 

보았을 때， 내륙 노선인 김포로 가는 화물이 제주 

로 가는 화물의 양보다 거의 두 배가량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김포 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화물이 

83%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기타 내륙노선을 활용 

한 화물의 운송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는 현상과 

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실제 항공화물 

운송업체의 송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항공화물 

의 이용 빈도(송장 발부 건수)와 품목의 다양성은 

제주로 가는 화물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3) 

2개월간의 송장 849건을 분석하여 김해 공항을 

통해 반출되는 화물의 품목구성을 살펴본 것이 

〈표-13) 이다. 도착 공항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품목의 구성만을 살펴보면， 식품류(02 ， 03, 04, 05) 

地理學論훌훌 저148호 (2006.8) 

가 전체의 9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다시 김 

포 공항과 제주 공항으로 도착지를 분리해서 살펴 

보면 우선 제주 공항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전체 

849건 중 732건을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의 약 84% 

에 해당하는수치이다. 김포공항으로운송되는화 

물은 117건으로 약 14%에 해당한다. 품목의 구성 

으로 보면 제주 공항으로 가는 항공화물의 품목은 

총 7개의 품목으로 그 중 4개의 품목이 식품류(02 ， 

03 ， 04 ， 05)이며 이는 전체의 약 80%가량을 차지한 

다. 김포 공항을 가는 항공 화물의 품목은 총 3개 

의 품목이며 90% 이상이 식품류(03 ， 05)로 구성되 

어 있는것을알수있다. 제주공항으로가는화 

물 중 품목 코드 던와 84를 제외한 나머지 화물은 

기업 및 도소매업체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 

적으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김포 공항으 

로 7}는폼목코드 0310) 또한정기적인배송이 이루 

어지고있었다. 

〈표-13) 김해 공항 화물의 목적지벌 품목 구성 

자료: 2004년 2개월간의 항공화물 대리점의 운송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10) 품목 코드 03에 해당하는 품목은 부산지 역에서 생산되는 어묵으로 어묵 생산업체와 항공화물 운송업체간에 계약을 맺고 매일 
일정량을 김포로 지속적으로 배송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 관계자와 어묵 생산업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지 역으로 운송되는 어묵의 총량 중 C)()O/O정도는 육로를 활용하고 있으며， 트럭 1대분을 완전히 채우지 못한 잔량분이 항공으로 운 
송되고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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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화물 유동의 지리적 특성 

광주 공항을 통해서 반출되는 항공 화물은 2004 

년 기준으로 총 12 ，403 ，605kg으로 이 중 제주 공항 

으로 가는 화물이 10 ,200 ,917kg, 김포 공항으로 가 

는 화물이 2 ，202 ，688kg으로 나타났다. 광주 공항의 

경우에는 김해 공항과는 달리 중량 면에서도 제주 

공항으로 가는 화물이 김포 공항으로 가는 화물의 

대략 5배가량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광주 공항의 

송장 288건을 분석해서 항공 화물의 품목 구성을 

살퍼본 결과〈표-14) 전체 송장 건수의 93%인 270 

건이 제주를 목적지로 하고 있었다. 제주로 가는 

화물의 구성은 98%가 식품류(01 ， 02 ， 04 ， 05)가 차 

지하고 있었다. 광주 공항에서는 김포나 김해 공항 

에 비해 식품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광주 공항에서 제주 공항으로 가는 화물 

은 김포， 김해 공항과 마찬가지로 매일 일정량이 

정기적으로 배송되고 있었다. 광주에서 김포로 가 

는 정기적인 화물 중 폼목 코드 77번은 광주 산업 

단지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로 김포 공항에서 곧바 

로 인천 공항으로 운송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것으 

로， 순수한 국내 항공화물로 보기는 다소 모호한 

면이있다. 

〈표-14) 광주공항 출발 화물의 품목 구성 

자료: 2004년 2개월간의 항공화불 대리점의 운송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 사례 공항의 항공화물 배후지와 특성 

(1 ) 사례 공항의 항공호}물 배후지 

김포공항의 항공화물의 시군별 발생 빈도를 정 

리하여 지도화 하였다〈그림용) . 송장 발부 건수 13 

건 이양1) 인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 

권 지역에서는 서울이 401건， 시흥이 199건， 이천 

137건， 용인과 부천이 49건， 의왕 48건， 동두천 46건， 

화성 45건， 성남 39건， 인천 33건， 안양이 24건의 순 

으로화물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동두천을 예외로 둔다면，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남부 지 역에 위한 곳이 김포공항의 주 배 

후지라 볼 수 있다. 수도권을 벗어나 보면， 음성 40 

건， 천안 24건， 횡성 26건 등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 

북부지역과강원도의 일부지역이 김포공항의 영 

향권 아래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이례적으로 김천과， 구미에서 각각 38건， 23건 

의 화물이 발생해 이들 지역에서까지 정기적으로 

11) 두 달간의 송장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송장 발부 건수 13건 이상인 지역은 평균적으로 최소한 5일에 한번씩 은 
검포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이 발생한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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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빈도가 매우 낮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화물 

이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청주， 대전， 논산， 전주 

등 충청도 및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과， 칠곡 풍 경 

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김포 공항을 이용하는 현상 

이파악되었다 

김해 공항을 이용한 항공화물의 출발지 자료를 

통해서 김해 공항의 배후지를 살펴보변〈표건) , 송 

장발부 건수로 봤을 때 양산이 432건， 김해가 184 

건， 부산이 170건， 청도가 37건， 충무가 26건으로 

나타났다. 청도와 충무를 제외하면 부산을 비롯하 

여， 부산과 바로 인접한 양산， 김해 지역에서 전체 

의 95.7%의 화물이 발생하였다. 이는 김포 공항과 

비교했을 때 김해 공항의 배후지의 범위가 상당히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광주 공항은 전체 

288건의 송장에 나타난 화물의 출발지가 모두 광주 

시내여서 이 것만을두고판단했을때광주공항의 

배후지는광주 시내로 한정된다고볼 수 었다. 

김포 공항은 충청， 전북， 경북， 강원 일부 지역 

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화물의 배후지가 형성된 

반면， 국내 항공화물 취급량에 있어서 제주를 제외 

한다면 제 2, 제 3의 공항인 김해 공항과 광주 공항 

의 배후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좁게 형성되고 있음 

을알수 있다. 이와같은결과는김해 공항의 세력 

권을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 광주 공항의 세력 

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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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김포공항 항공호}물의 발생지 분포 

〈표-15) 김해 공항을 이용한 항공화물의 출발지 

자료: 2004년 2개월간의 항공화물 대리점의 운송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작성 

권을 호남 지역으로 설정한 선행 연구들의 논의12) (3) 사례 공항 항공화물 배후지의 특성 비교 

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항공화물의 경우， 김포 

공항을 제외하고는 실제 우리나라 지방 공항들이 화주가 가진 물류 시스댐에 따라 화물 운송 체 

영향을 끼치는 지리적인 범위가 그다지 크지 않다 계는 달라지며， 이는 공간상에서도 상이하게 나타 

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난다‘ 공항별로 항공화물 화주의 특성을 살펴봄으 

12) 실제 승객의 경우는 김해 공항과 광주 공항은 각각 경남 지역과 호남 지역을 배후 범위로 하고 있다.(한국항공진홍협회， 2(04) 
하지만， 이들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화물의 지리적인 범위에 대한 실중적인 조사는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숭객의 배후 
범위와동일시하는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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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화물 유동의 지리적 특성 

로써 공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배후지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파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화 

주가가진물류시스댐의 유형에따라화주를개인 

및 영세도소매업 화주， 자사 물류 기업 화주， 3자 

물류13) 기업 화주， 3가지로구분한다. 개인 및 영세 

도소매업 화주는 자체적으로 물류 센터나 전국적 

인 배송망을 갖추고 있지 못한 화주를 의미한다. 

자사 물류 기업 화주와 3자 물류 기업 화주는 공히 

개인 및 영세도소매업 화주와는달리 물류센터와 

전국적인 배송망을 갖춘 화주를 의미한다. 단지 자 

사 물류 기업 화주는 기업 스스로가 물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3자 물류 기업 화주는 

물류 업무를 물류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 

사례 공항별로 화주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 

면다음과같다 

우선 〈표-16)는 김포 공항을 이용하는 화주의 

물류 형태를 보여준다. 개인 및 영세 도소매업 화 

주는 전체 화물 건수의 16%를 차지하였으며 , 자사 

물류기업 화주와 3자물류기업 화주가각각 45% 

와 390/0를 차지하였다. 화물이 발생한 도시 수로 

보면， 3자 물류 기업이 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개인 및 영세 도소매업이 11곳，자사물 

류 기업이 8곳으로 뒤를 잇는다. 송장 분석 결과 

개인 및 영세 도소매업의 경우화물의 발생이 비정 

기적이며， 건수 및 발생량 또한 기업 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적게나타났다. 반면자사물류기업과 

3자물류를하는기업의 경우 화물의 발생이 매우 

정기적인 패턴을 보였으며， 건수 및 발생량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표-16) 김포 공항 화주의 물류 형태벌 화물 건수 

자료: 2004년 2개월간의 항공화물대리점의 운송장분석 결과를토대로작성 

화주의 유형별로 화물 발생 지역을 지도화한 

〈그림-9)을 살펴보면， 개인 및 영세 도소매업의 경 

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 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 

면자사물류기업과 3자물류기업의 경우는수도 

권을벗어나도내의 일부지역이기는하지만강원， 

충청， 전북， 경북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 

는것을볼수있다. 

13)3자물류(3PL)란 원재료의 조달에서 완제품의 소비에 이르는 공급체인상의 전체 물류 기능 또는 일부분을 물류 업체가 화주기업 
으로부터 위탁받아대행하는물류활동을말한다. 본 연구를위해 수집된자료에서 기업의 물류를위탁받아운영하는 3자물류업 
체는 C사， M사， S사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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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화주의 유형별 김포 공항의 배후지 

김해 공항과 광주 공항의 화주 분석 결과는 김 

포 공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김포 공항은 전체 

화주의 84%가 기업화주인 반면 김해 공항은 전체 

화주의 49%, 광주 공항은 전체 화주의 5%만이 기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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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주가 차지했다. 김해 공항과 광주 공항의 경우 

는 개인 및 도소매업 화주의 공항 이용 빈도가 상 

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두 공항 모두 3자 

물류 기업 화주는 존재하지 않았다. 

화주의유형별로배후지를살펴보면검해공항 

의 경우기업 화주는양산，나머지 개인 및 영세 도 

소매업 화주들이 부산과， 김해，충무， 청도지역에 

입지해 있다. 광주 공항의 경우는 모든 화주가 광 

주에 입지해 있다. 두 공항 모두 화주의 유형이 다 

양하지 않고 배후범위가 좁게 나타나기 때문에， 김 

포 공항과 같이 화주의 유형별 배후지의 차이가 뚜 

렷하게 E 러나지 않는다. 

〈표-17) 김해공항과 광주공항의 화주 구성 

(송장건수/비율) 

자료: 김해공항과 광주공항의 송장분석 결과 



국내 항공화물 유동의 지리적 특성 

개인 및 영세 도소매업 화주의 경우 화물이 일 

정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들이 항공으로 운송해야 할 화물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 항공화물 운송업체에게 화물을 맡기거나 항 

공화물 운송업체의 트럭킹 (trucking)서비스를 받 

아야 한다. 특히 트럭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항공화물 운송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 

위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보통 항공화물 운송 

업체는 공항 인근 지역에 입지해 있다. 그러므로 

이들 화주는 그들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의 공항을 

선호하게 된다. 게다가 이들은 화물의 양이 기업 

화주의 화물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항 

공기의 기종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반면자사물류기업과 3자물류기업의 경우는 

물류센터와배송망을갖추고있다. 특히 이들기업 

의 물류 센터는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입 

지해 있는 경우가 많다 14) 기업은 생산된 제품을 

수도권에 있는물류센터에 입고시키고그후수요 

에 맞춰 물류센터에 제품출고지시를내려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한다.3자 물류 업체에 기업의 물 

류를 대행한 기업도 이와 비슷한 체계를 보인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제품 생산 후 즉시 자사의 물 

류센터가 아닌 3자 물류 업체의 물류센터로 운송 

되어 보관된 후 수요에 맞춰 제품이 출고된다는 것 

이다 15) 

또한 이들 기업의 화물은 발생건수와 양면에서 

개인 및 영세 도소매업 화주에 비해 훨씬 많으며，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화물의 양 

을 수용할 수 있는 항공사의 공급량을 중시한다. 

항공사의 공급량이란， 항공기가 제공하는 탑재용 

량으로， 화물 전용기가 운항하지 않고 전적으로 여 

객기에 의존해야 승운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특성 

상 그 공급량은 승객의 공급량에 의해 좌우될 수밖 

에 없다. 항공사 측에서는 최근 지방 공항의 항공 

수요 감소와 항공사 운영의 편리를 위해 김포 공항 

을제외한지방공항의 노선에는소형 항공기의 투 

입을 점차 늘리고 있다. 소형 항공기로는 이들 기 

업의 화물량을 수용할 수 없으며， 소형 항공기는 

ULD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의 안정성조 

차 보장하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업화주의 경우는오히려그기업이 입지해 있는 

지방의 주변 공항보다도 중형 이상의 항공기가 운 

항하는 김포 공항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항공화물을 이용해야 동}는 기업 화 

주의 경우는 김포 공항을 다른 공항보다 더욱 선호 

하게 된다. 이 때문에 김포 공항의 배후 범위는 앞 

서 본 것과 같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반면 위와 같은 원인은 지방 공항의 배후 범위 

14) 김포 공항 이용 기업 중 횡성의 P기업은 서울에， 김천에 있는 Y기업은 성남과， 인천， 파주에 천안에 있는 L기업은 김포에 자사의 
물류센터를보유하고있다.그리고대형할인업체인 E기업은시화와，용인에물류센터를보유하고있다. 

15) 자사물류 기업과 3자 물류 기업 각각 한 군데를 인터뷰한 결과이다. 
-김천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Y기업은 화장지를 주 생산품으혹 하고 있으며， 매일 두 번 김포공항을 통해서 제주로 화장지를 운 
송하고 있다. 이 기업은 자체의 물류센터를 성남과 인천， 파주에 한 곳씩 운영하고 있으며， 김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은 일단 이 물류센터 중한곳으로입고되게 된다. 이 물류센터에 입고된제품중약 95%가량이 수도권에서 소비되고나머지 
5% 중 일부가 항공기에 실려 제주로운송된다. 
-구미에 있는 의류제조 업체인 j기업은자사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고물류 업무를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3자물류 방 
식을 쓰고 었다. J기업이 물류를 위탁한 물류 전문 업체는 C사로서 α}는 전국적으로 용인， 수원， 대전， 경산， 장림에 광역 물류 
센터 5개와 서울， 인천， 강릉， 원주， 전주， 광주， 함안， 제주에 지역 물류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J기업의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의류는 C사의 운송수단에 의해 경산에 있는 광역 물류센터로 입고된다. 제주도에서 J사의 의류에 대한 수요가 생겼을 경우 C사 
의 물류망을 따라 이통한 제품이 김포공항을 이용해 제주로 배송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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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방 공항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양은 지속적으로 존재 

하지만， 항공사측에서 제공하는 공급량은 점차 줄 

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선 항공기의 소형 

화가 그 원인이다. 이런 환경은 항공 화물로 새로 

운 화주가 진입하는 것을 막고， 기존 화주들이 새 

로운 운송 수단을 찾아 나서게 한다. 실제 김해 공 

항을 이용하는 기업 화주인 양산의 L^}는 그동안 

양산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사의 물류센터가 입지 

해 있는 김해로 운송한 뒤 제주로 보낼 화물을 김 

해 공항을 이용해 운송해 왔다. 하지만， 항공기의 

소형화가 진행되면서 긴급한 화물이나 특별한 관 

리를 요하는 화물이 아닌 경우는 상당량을 선박을 

이용해 운송하고 있다. 이는 광주 공항을 이용했던 

농산물도소매업자의 경우도마찬가지이다 16) 

국내 항공 운송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고， 저가 

항공사의 동장으로 소형기 위주의 운항이 이루어 

질 때， 항공 화물 측면에서 이들 지방 공항의 위기 

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국제 무역의 활성화로 항공화물은 매우 각광받 

는 운송수단으로 둥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 항공 운송 산 

업의 현실은 국제 운송과는 달리 매우 침체되어 있 

는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른 연구또한매우미비 

하다. 다행히 침체되어 있는 국내 지방 공항을 활 

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항공화물을 통 

16) 인터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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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항의 물류거점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공항의 항공화물 이용 

특성과공항의 세력이 미치는배후지에관한실증 

적인연구가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 항공운송의 전반 

적인 특정을 밝히고 둘째 국내 항공화물의 공항 

간 유동량 자료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공 

항간의 화물유통 패턴을분석하며， 셋째， 김포， 김 

해， 광주 공항을 사례로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의 

품목 구성과 공항의 배후지를 파악하고， 공항별 배 

후지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공 교통 통계자료와 공항 

간 항공 화물 OD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함으로써， 1985년부터 2004년까지의 우리나라 

공항간 항공화물 유통의 지역구조와 추이를 밝혔 

으며， 2004년 3월과 8월 2개월간의 운송장 자료를 

활용하여， 김포， 김해， 광주공항의 배후지 설정과 

배후지의 특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또한 부족한 

변을 보충하기 위 해 2005년 7월 ， 2005년 12월 , 

2어6년 3월에 항공화물 운송업자， 항공사 관계자， 

화주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서 밝힌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항공 산업의 전반적인 특정은， 국내 항공 

화물의 운송은 급격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는 점이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퉁 다른 교통수단 

의 발달은 항공이용 승객의 수를 감소시키며 이는 

운항횟수의 축소 및 운항기종의 소형화를 가져온 

다. 화물 전용기가 없는 국내 항공화물의 특성상 

이런 현상은 화물 운송 수단으로 항공의 선택을 더 

욱어렵게하고있다. 



국내 항공화물 유동의 지리적 특성 

요인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우리나라 지역구조 우리나라 항공화물 유동의 가장 큰 축을 형성하고 

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제 1요인은 분산 김포， 김해， 광주 공항의 항공화물 품목 구성과 

설명량이 다소차이가나기는하지만그유동패턴 배후지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은김포공항과제주공항을출발지로영동지역의 김포 김해，광주공항은공통적으로제주공항 

공항(속초， 강롱， 양양)을 제외한 나머지 내륙이 공 으로 7}는 화물이 전체 항공 화물의 약 9Q01o 가량 

항을 도착지로 하는 김포 · 제주와 전국 공항간의 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김포 공항에서는 식품， 의 

유동 패턴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복， 의약품 등 거의 모든 생활필수품들이 제주로 

있다. 운송되는 반면에 김해， 광주 공항에서는 화물의 

9QO/o이상이 식품류로 채워져 있어서 항공으로 제 

둘째， 1995년 제 2요인이었던 김포와 김해 공항 

을 출발지로 하고 제주 공항과 영동 지역의 강롱 

공항을 도착지로 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패턴은 

2000년 김해 공항과 광주 공항 및 목포， 원주 공항 

을 잇는 패턴과 김포 공항과 원주 공항을 잇는 패 

턴이 추가되면서 좀 더 분화된 모습을 보인다. 하 

지만 김해 공항과 호남지 역을 잇는 동서노선과 원 

주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이 폐지되면서 다시 직사 

각형 모양의 패턴으로 단순화되고 이는 다시 2004 

년에는 제 3요인으로 추출이 된다. 

셋째， 1995년과 2000년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 

태를 보이던 유통 패턴은 2004년 제주 공항과 단일 

노선으로 연결된 공항과의 연결 패턴과 인천 공항 

의 개항으로 김해와 제주 둥 남부 지역의 공항과 

인천 공향을 잇는 패턴이 제 2요인으로 추출이 되 

어 이전과는다른형태의 새로운구조가형성되었 

음을알수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특정은 김포 공항과 

제주 공항， 그리고 김해 공항이 거의 모든 요인에 

서 중요한 출발지와 도착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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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공급하는 화물의 경우， 식품을 제외한 생활필 

수품은 대부분 김포공항을 통해서 운송되는 것을 

확인할수있다. 

다음으로 항공화물 송장자료를 이용하여 김포 

공항의 배후지를살피면서 김포공항의 배후지를 

개인 및 영세 도소매 화주， 자사 물류 화주， 3자 물 

류화주둥세 가지로유형화했으며，개인 및 영세 

도소매 화주에 비해 자사 물류의 화주， 그리고 3자 

물류의 화주의 배후지 범위가 훨씬 넓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개인 및 영세 도소매 화주의 특징은 

화물의 발생이 비정기적이고 자체 물류센터나 물 

류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항공화물 운송 

업자의 트럭킹 서비스를 받거나 필요할 때마다 화 

물을 운송업자에게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그러므로 가까이에 있는 공항을 선호하며， 

이런 특정이 공간적으로는 공항 주변으로 배후범 

위가 한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자사 물류 

화주나 3자 물류 화주는 물류센터나 물류망을 보 

유하고 있거나， 또는 이를 물류 전문 업체에 위탁 

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화물이 정기적으로 발생하 

며 중량이나 건수 측면에서도 개인 및 영세 도소매 

화주에 비해 훨씬 큰 특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거리보다는 항공기의 공급량을 중시하여 소형항 

공기가 취항하는 근처의 지방공항보다는 중형 이 

상의 항공기가 취항하는 김포 공항을 선호하게 된 

다. 이런 이유로 이들의 배후 범위는 훨씬 넓게 나 

타나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반면 김해 공항과 광 

주공항의 경우항공기의 소형화가진행되면서，다 

른 화물 운송수단으로 기존의 화주들이 이탈하여 

공간적으로도 공항의 배후 범위가 상당히 좁게 나 

타나는특정을가진다. 

국내에서 항공화물이 전체 화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적었기 때문에 이와관련한지리학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본 논문은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별 항공화물 배후지의 

특성을 분석해 향후 국내 공항의 항공화물 수요 예 

측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를찾을수 있다. 반면 시계열적인 연구를통해 

공항 배후지의 변화양상을 밝힘으로써 위와 같은 

결론을 더욱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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