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01
국제기구(Global Organization)

IATA, 국제공항 네트워크의 붕괴 경고

국제선 네트워크 재구축 필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최근 코로나19가 국제 네트워크 순위1)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9년 9월 기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노선을 가지고 있던 런던은 최근 노선의 수가 67% 

감소했으며, 2020년 9월 기준, 세계 8위로 추락하였다. 

상하이는 현재 가장 항공노선이 많은 도시이며 베이징, 광저우, 청두가 뒤를 이었다. 뉴욕(-66%), 

도쿄(-65%), 방콕(-81%), 홍콩(-81%), 서울(-69%) 모두 국제 네트워크 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는 공항에서 국내선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국제선 노선이 얼마나 중단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순위 2020년 9월 2019년 9월

1 상하이 런던

2 베이징 상하이

3 광저우 뉴욕

4 청두 베이징

5 시카고 도쿄

6 심천 로스앤젤레스

7 로스앤젤레스 방콕

8 런던 홍콩

9 댈러스 서울

10 애틀란타 시카고

1) 공항 간 노선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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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네트워크 순위의 극적인 변화는 지난 몇 달 동안 세계의 항공노선이 얼마나 많이 조정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항공노선의 수는 모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순위가 바뀐 것은 일부 도시의 노선 수 

감소폭이 다른 도시보다 컸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승자가 없으며, 피해를 비교적 적게 입은 공항만 있을 뿐이다. 항공산업은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루었다. IATA의 대외협력 수석 부사장인 세바스찬 미코즈(Sebastian Mkiosz)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메시지는 세계항공운송 네트워크를 빨리 재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IATA는 제76차 총회에서 각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체계를 통하여 국경을 재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세바스찬 부사장은 체계적인 코로나19 검사체계 도입이 항공 네트워크를 즉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코로나19 검사체계 도입에 필요한 기술과 시행 지침이 이미 

개발되어있으므로 정부는 세계항공 네트워크가 붕괴하기 전에 해당방안을 적극 채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운송산업은 세계 경제의 주요 엔진이며, 통상적으로 8,800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GDP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세바스찬 부사장은 여행 수요의 붕괴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와 

세계 경제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공항의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없이는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지역별 연결지수 감소현황

IATA의 공항 간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연결지수(connectivity index)는 한 나라의 도시가 다른 도시들과 

얼마나 잘 연계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며 이것은 무역, 관광, 투자, 그 밖의 다른 경제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결지수는 76% 감소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국내선 항공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태국은 상대적으로 큰 국내항공 시장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광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유럽 지역의 연결지수는 93% 감소했다. 비록 러시아의 연결지수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더 잘 

유지되고 있지만,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저한 감소세를 보였다.

북미지역의 연결지수는 73% 감소했다. 캐나다(-85%)는 미국(-72%)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상당한 

승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내항공 시장의 연결성을  지속 지원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IATA의 4가지 결론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공항 네트워크의 성장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였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노선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항공여행 비용은 절반으로 줄었다. 연결지수가 높은 상위 10개 국가는 

2014년∼2019년 동안 큰 폭으로 성장했다. 미국은 이 기간 26%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며, 중국의 노선 수는 62% 증가했으며 인도는 89% 

태국은 62%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IATA는 이번 연결지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연결지수와 생산성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연결지수가 10%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0.07% 향상되었다.

2. 이러한 영향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크다. 현재 연결지수가 낮은 

국가에서의 항공운송에 대한 투자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큰 효율이 

있다.

3. 관광수익은 자본자산(Capital Asset)을 형성하기 위해 재투자될 수 

있다. 항공운송은 특히 작은 섬나라들의 관광을 촉진하였고, 이로 

인해 고용 기회가 창출되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4. 경제 활동 촉진은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 공항 간의 네트워크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이는 정부의 세수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출처 https://www.ia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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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국경 간 위험관리조치 매뉴얼’ 발행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가가 코로나19에 대한 항공운송 공중보건 대응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포함하도록 돕기 위해‘국경 간 위험관리조치 매뉴얼(Doc 10152)’을 발간하였다. 해당 매뉴얼은‘격리요건 

완화’가 세계항공 산업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국제공항협회(ACI)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ICAO의 매뉴얼 발간을 환영했다. 

ACI는 일관된 매뉴얼을 도입하면 항공여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엄격한 

격리 조치는 승객들이 여행하는 데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항공여행 회복에 있어 큰 걸림돌로 여겨진다. 

ACI가 최근 진행한 여행 설문조사에서 설문자 80%가 격리가 필요한 경우 여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ICAO가 발간한 매뉴얼은 전반적인 코로나19 위험관리전략을 포함하며 각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고 

항공산업이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루이스 펠리페(Louis Felipe) ACI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항공업계의 상당한 노력이 격리와 같은 제한조치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는 국가가 격리조치의 대안으로 일관된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면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비행 수요를 높이는 이중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루이스 사무총장은“우리는 ICAO의 매뉴얼 제작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제 우리는 항공사 

및 공항과 함께 국제 네트워크를 재구축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접근법을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매뉴얼은 항공복구태스크포스(CART),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질병  

방통제센터(ECDC) 등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매뉴얼과 함께 ICAO의 글로벌 협력 공중보건위기 대응 

협력 프로그램(CAPSCA)은 코로나19 확산 등 항공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 사태에 대한 사전계획 

및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수한 항공방역 사례를 공유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14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제 비상대책위원장인 디디어 하우스신(Didier Houssin) 박사는 더 많은 곳에서 

격리조치 대신 코로나19 테스트를 활용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은 방역 업무를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https://www.internationalairportreview.com/



PART 02
주요국 정책동향(State Policy)

미국 FAA, 코로나19 백신 대량 수송 지원 

FAA, 백신 수송관련 규제완화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11월 28일 성명에서“워프 스피드(Operation 

Warp Speed, OWS)2)”를 통해 백신을 빨리 개발하고, 물류계획 수립을 통해 백신을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항공청은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수송을 위해 10월 코로나19 항공 수송 전담팀을 

설립했다. 백신 운송을 위해 드라이아이스와 같은 위험물질이 필요할 수 있고, 이 전담팀은 제조사, 

항공운송업체, 그리고 공항과 협력하여 백신과 위험물질 등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규정 및 지침을 

제공한다. 

연방항공청은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수송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고, 24시간 

항공교통 서비스를 보장하여 백신이 지체 없이 이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백신이나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인력 운송에 우선순위를 두고 항공편을 처리하고 있다. 

2) COVID-19 백신, 치료제 및 진단의 개발, 제조 및 배포를 촉진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시작한 민관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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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자문위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백신이 허가되면 가장 먼저 어떤 백신을 유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CDC의 자문위원회 의장인 호세 로메로(Jose Romero)는 미국 식약청(FDA)의 긴급 백신 승인 

결정에 앞서 국민들에게 조언을 얻고기 위해 투표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화이자(Pfizer)는‘바이오앤텍(BioNTech)’과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이 95%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했으며, 

FDA에 비상사용허가(EUA)를 신청했다. 이와 흡사한 효율성을 보이는 모더나(Moderna)의 백신 역시 

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반면 존슨앤존슨(John & Johnson)과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백신은 내년 초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출처 https://edition.cnn.com/



중국, 백신 개발 및 보급 준비

중국의 백신 외교

중국 남부 선전(Shenzhen) 국제공항의 창고 안에는 온도조절이 가능하며, 내부온도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장착된 백신보관실이 마련되어 있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보안요원은 마스크와 장갑 그리고 방호복을 입고 경계를 서며, 창고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사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거나 방호복을 입어야 한다.

<선전 국제공항의 온도 조절이 가능한 백신보관실>

해당 창고는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으로 채워질 예정이고, 해당 백신은 온도 조절이 가능한 항공편을 통해 

전 세계에 보급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백신을 요청한 국가들에 수억 개의 코로나19 백신을 보낼 방침이다. 중국은 

또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수송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코로나19 발병초기, 잘못된 대처로 인해 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자로 지목된 중국은 이번 백신 보급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한다. 중국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선임연구원인 

옌중 황(Yanzhong Huang)은 이번 백신은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향상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외교정책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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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에, 중국은 경제적 타격을 입은 나라에 마스크와 보급 물자를 기부하였지만, 해당 물자의 

품질 불량으로 중국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바 있다. 황 연구원은 이번 중국 백신이 외교 관계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중국의 백신 생산 전략

중국은 현재 5개의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제약회사는 백신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장소를 해외에서 찾았으며, 현재 16개국에서 3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대가로 16개국은 백신을 보급 받고 현지에서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백신은 승인되기 전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초기 연구 개발 단계는 임상시험의 연속이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를 완료하는 데 2년 이상이 걸린다. 

임상 전 단계: 안전성을 평가하고 백신이 면역반응을 유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물에게 백신을 투여

1단계: 10∼50명에게 백신을 투여

2단계: 부작용, 면역반응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투여

3단계: 백신의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투여

실행단계: 규제 당국은 백신의 사용, 허가 및 제조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결과를 검토

베이징에 본사를 둔 나스닥 상장 제약회사인 시노백 바이텍(Sinovac Biotech)은 브라질에 4,600만 개의 

백신을, 터키에는 5천만 개의 백신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는 4,000만 개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칸시노 바이로직스(CanSino Biologics)는 시험 대상국 중 하나인 멕시코에 3,500만 개의 백신을 전달할 

방침이며, 중국 국영 제약회사 시노팜(Sinopharm)은 중동과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3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아랍에미리트 제약회사 에미라티(Emirati)는 시노팜과 제휴하여 내년에 7,500만∼1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다.

류징젠(Liu Jingzhen) 시노팜 회장은 지난달 수십 개국이 백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시노팜이 

2021년에 10억 개 이상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황 연구원은 중국이 백신 외교에 대한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도 갖추었다고 

보았다. 중국은 현재 효율적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해오고 있어 14억 중국 인구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긴급히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헬스 실크로드(Health Silk Road)

중국의 글로벌 백신 정책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금까지 미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황 연구원은 중국이 효율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보았다.

지난 10월 중국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도상국에 신속하고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가 

후원하는 코벡스(COVAX)에 참여하였다. 각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사재기하는 것을 막고 대신 고위험군의 

국가를 중점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지난 5월 시진핑 주석은 세계보건기구 연례총회에서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을 ‘글로벌 공공재’로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지난 6월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지난 8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보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과 말레이시아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국제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중국의 백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해당 백신의 임상실험이 완전히 

성공하기 전에 보급되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백신 효능이 

90%가 넘는다고 발표했으며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제작한 백신 또한 효능이 70%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중국 백신 효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냉동보관

화이자와 모더나에 비해 중국 백신은 냉동보관을 요구하지 않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유통이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생산 방식은 모두 mRNA라는 유전물질을 사용해 인체에 코로나바이러스 

합성조각을 만들고 면역반응을 유도하는데 이는 기존 백신에서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다.

하지만 mRNA는 상온에 취약하다. 모더나의 백신은 영하 20˚C에서 보관하거나 냉장상태로는 최대 

30일까지 보관 가능하며,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C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며 냉장 보관을 할 경우 

5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시노팜과 시노백은 소아마비나 독감 주사와 같은 오랫동안 효과가 입증된 예전 방식을 이용한다. 

이들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인체의 면역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를 사용하며 

2~8˚C의 온도에서 보관 가능하다. 칸시노의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5라는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를 

이용해 백신을 만들며 해당 백신은 2~8˚C의 온도로 보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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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의 물류회사인 가이니오(Cainiao)는 중국의 백신유통 과정을 총괄할 예정이다. 가이니오는 선전 

바오안(Baoan) 국제공항과 제휴를 맺었으며 해당 공항은 냉동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콜드체인3)을 2019년에 

구축한 바 있다. 이 콜드체인은 올해 초 코로나바이러스 검사키트를 보관할 수 있도록 변환되었고, 지금은 

백신을 저장할 수 있게 바뀌었다. 바오안 공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공항을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배송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이니오 최고경영자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더 많은 노선을 추가로 준비 중이며 수요에 발맞춰 백신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https://edition.cnn.com/

3) 농산물 등의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수확한 다음 최종 소비지까지 저장 및 운송되는 과정에서 저온 상태를 유지

하는 시스템



PART 03

전 세계 항공사, 백신수송 준비에 박차

백신 140억 개 수송 전략

세계 최대 화물 항공사 중 하나인 루프트한자는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사이 올 4월부터 백신 수송을 준비해 왔다. 2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현재 여객기의 

화물칸, 보잉 777기와 MD-11 화물기에 더 많이 탑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항공교통량이 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사들은 생존을 위해 

일자리, 노선 등을 감축하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항공사들은 백신 수송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수십억 개의 백신을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운반할 예정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사무총장은 이번 과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물류운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세계 각국이 항공사에 의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ATA는 B747화물기를 통해 

140억개의 백신을 보급하는 데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는 엄청난 양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면역백신국장인 캐서린 오브라이언(Katherine O’Brien)은 백신을 보급하는 임무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으로 비유했으며 정상에 오르는 것은 백신을 운송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전했다. 백신운송에 있어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항공사&공항(Airlines & Airports)

11
10



1. 화물 공급량(Cargo Capacity)

항공사들은 약 2,500대의 여객기를 화물운송 전용으로 개조했지만, 여객기가 예전처럼 운항된다면, 백신을 

보급하기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온라인 쇼핑 열풍으로 크리스마스 무렵 

화물 운송업체들의 피크타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자는 내년 말까지 13억 회분의 백신을 출하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에 승인허가를 요청한 모더나는 

내년 약 5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방침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억 개에 달하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상태이다. 

에미레이트항공 화물 담당 부사장 데니스 리스터(Dennis Lister)는“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시 비행을 재개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IATA의 글로벌 화물 책임자인 글린 휴즈(Glyn Hughes)는“더 많은 여객기가 다시 운행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2. 냉동보관(Deep Freeze)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상태에서 운송해야 하며 운송업체들은 열센서와 GPS를 이용해 백신의 위치와 

온도를 추적할 계획이다.

백신은 도착 즉시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5일 간 섭씨 2~8도의 병원의 냉장시설 또는 화이자의 

특수시설에서 보관할 수 있다. 드라이아이스를 재충전해 최대 15일 동안 임시로 보관할 수 있으며 한 번 

해동하면 다시 냉동시킬 수 없다.

아메리칸항공과 델타항공은 화이자 백신 출하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온도 조절 가능한 

컨테이너 등을 갖추었다. 델타항공은 최근‘위험 물품’으로 여겨지는 드라이아이스의 탑재 허용 수준을 

높여 실내 온도 조절이 가능한 컨테이너 사용을 승인하였다. 아메리칸항공은 11월 중순부터 보잉 777기를 

이용해 백신 운반 및 유통 과정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3. 저장(Storage)

마이애미, 댈런스, 런던, 두바이, 뭄바이, 싱가포르, 서울 등은 냉동보관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백신 수송에는 차질이 없을 것을 보인다. 미국 국제 운송업체인 유피에스(UPS)는 켄터키주 루이빌과 

네덜란드에 각각 영하 80도의 낮은 온도에서 4만 8,000개의 백신을 담을 수 있는 600개의 냉동 시설을 

구축했다. 페덱스(FedEx)는 이미 광범위한 콜드체인(cold-chain) 네트워크에 냉동고와 냉장 트럭을 추가한 

상태이다. 



운송업체들은 저온에서 독감 백신과 의료용 샘플을 운반한 경험이 있으며, UPS와 FedEx 모두 올해 초 

다수의 의약품을 수송한 바 있다. 이들은 이후 백신 제조업체 및 정부와 함께 백신 유통에 대비해왔다. 

4. 저개발국 백신보급(Reaching the Poor)

유엔(UN)의 인도주의 구호기구인 유니세프(Unicef)는 지난 11월에 세계 최빈국 92개국의 백신 구매·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저개발국의 경우 백신 제조지점에서 해당 국가의 주요 병원이나 진료소로 백신을 운반하는 것도 문제지만, 

멀리 떨어진 마을과 마을로 가는 인프라가 허술하고 신뢰할 수 없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억7천3백만 명의 인구가 세계 최대의 군도(archipelago)에 펴져있어 백신 유통이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일 것이다.

5. 라스트 마일4)(Last Mile)

운송은 단지 항공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자동차, 버스, 트럭, 심지어 오토바이, 자전거, 당나귀까지 

백신을 시골로 가져가기 위해 필요할지 모른다. 

세계 최대의 백신 제조사인 인도 세럼 인스티튜트(Serum Institute)의 최고경영자인 아다르 푸노왈라(Adar 

Poonawalla)는“모든 곳에 냉동보관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다. 매우 불안정한 이 냉동백신들은 

개발자들이 안정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IATA는 백신의 운송 과정에서 변조, 위조, 유통방해 가능성이 우려된다. 제약사들은 항공사에 백신 

제조에서부터 도착지점까지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출처 https://www.bloomberg.com/

4) 제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마지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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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트한자, 최초로 탄소 중립 화물기 도입

탄소상쇄로 지속가능성 향상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은 사상 처음으로 100% 탄소중립5) 화물기 운항을 앞두고 있다. 보잉 777F 항공기는 

프랑크푸르트와 상하이 사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항공산업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업계의 최우선 과제였다. 코로나19로 

우선순위를 공중보건에 밀리긴 했지만,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항공사들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루프트한자항공은 12월에 처음으로 탄소중립 화물기를 운항할 방침이다. LH8406 항공편은 프랑크푸르트에서 

8시 10분에 이륙하여 상하이를 향하며 1시 55분에 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2시간 30분 후에 해당 비행기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기 전에 서울로 이동한다. 

LH8406 항공편은 최초의 100% 탄소중립 화물 항공편으로, 다른 항공편과는 차별화된다. 비행기의 연료는 

오로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만 채워지며 이번 비행은 단순 일회성 홍보수단이 아니다. 루프트한자항공은 

2021년 여름부터 탄소중립 항공편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5)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란?

루프트한자는 미래에 충분한 양의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s, Sustainable 

Aviation Fuels)의 연구와 사용을 늘리는데 전념하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기업의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항공연료가 어떻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연료 또한 연소될 

때 여전히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는 화석 연료와 비교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85% 감소하며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와 유황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공기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루프트한자는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탄소발생 때문에 

삼림벌채 지역에 나무를 심고 있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는 생산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가 부족하여 소량생산 된다. 결국 일반 연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출처 https://simplefly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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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스트처치공항, 탄소인증제 레벨4 취득

친환경 공항 구현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공항이 세계 최초로‘공항 탄소 인증 프로그램의 레벨 4 변환(Level 

4 Transformation)’을 달성하였다. ACI의 공항 탄소인증제(Airport Carbon Accreditation, ACA)는 공항의 

탄소관리와 절감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공항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행됐다.

ACI는 글로벌 공항 탄소인증 프로그램에‘레벨 4 변환(Level 4 Transformation)’와‘레벨 4+ 전환(Level 

4+ Transition)’을 최근 도입했다. 크라이스트처치공항은 이전에 레벨 2로 승인받은 적이 있었다.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은 파리협정6)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운영 부분을 적극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공항을 구현하기 위해 항공기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였으며 항공기, 승객이동 차량, 철도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종합 관리하였다. 

6)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으로 2016년 

11월 발효됐다. 파리협약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음



크라이스트처치공항의 최고경영자 말콤 존스(Malcolm Johns)는“공항탄소인증제‘레벨4 변환’취득은 

항공산업 내에서 커다란 혁신과 도약이며, 세계 최초임에 매우 자랑스럽다. 뉴질랜드 지역 공항으로서 

우리는 공항 산업 전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공항을 구축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CI 스테파노 바론치(Stefano Baronci) 아·태평양 지점장은“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이 세계 최초로‘공항 

탄소 인증 레벨4 변환’을 받는 것을 보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 성과는 공항이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그는“공항은 보다 민첩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크라이스트처치공항이 탈탄소화를 위한 작업에 분명히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이 지역의 다른 공항들이 

크라이스트처치공항의 리더십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고> 공항 탄소 인증 프로그램

출처 https://www.airport-technology.com/
https://www.airportcarbonaccredit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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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이스탄불 공항, 스마트 공항으로 발돋움

최적화한 비대면 서비스

터키 이스탄불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로부터 제16회 ACI 유럽 어워드(ACI Europe Awards)에서‘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 Award)’상을 받았다. 이스탄불 공항은 디지털변환 및 기술혁신을 인정받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공항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일반적인 공항 서비스와 함께 이스탄불 공항은 승객들에게 전자여권 전용 게이트, 스마트 번역 서비스, 

맞춤형 모바일 앱, 스마트 주차, 스마트 보안, 심지어 로봇 도우미 등 다양한 디지털 시설을 제공한다. 

비대면 서비스의 확장 또한 시기적절하게 시행되었다. 

이스탄불공항의 운영 최고책임자 카드리 삼순루(Kadri Samsunlu)는 수상 소감으로“승객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디지털 여행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화를 이스탄불 공항의 핵심 요소로 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모든 사업 프로세스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방침이다. 우리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도움으로 혁신을 이루었으며‘디지털 변환’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라고 밝혔다.



이스탄불 공항이 스마트 시설을 구축하는 이유

이스탄불 공항은 승객들의 여정을 개선하고 항공여행을 더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스마트 기술에 

투자했다. 예를 들면, 공항은 지리적 위치 확인 기술과 GPS 비콘7)을 이용하여 승객들에게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이 기술은 또한 탑승이 시작될 때 알림을 제공하기도 한다. 수화물도 셀프백드랍(self-bag 

drop) 시스템으로 체크인을 간소화하고, 개인 간 접촉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스탄불항공은 공항 소매업자들을 위해 3D 홀로그램, 개인용 기기의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쇼핑 카트 

등을 구축했다. 이용객들은‘매직 미러(magic mirror)’앱을 사용하여 메이크업, 옷, 시계와 같은 것들을 

착용할 필요 없이 어떻게 보이는지 가상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 혁신은 여객터미널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활주로에는 4만 개의 LED 조명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공항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항공기 경로가 고도로 최적화되고 항공기의 이동이 더욱 

안전해졌다. 또한 LED 조명을 통해 악천후에도 활주로 가시거리 50미터만으로도 공항 운영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https://simpleflying.com/

7) 블루투스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

19
18



IAT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라이언 피어스(Brian Pearce)의 

‘Most air travel markets remain weak’ 자료를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출처 : https://www.iata.org/

항공여행시장, 

약화된 상태 유지



□ 10월의 항공여행 회복속도가 느려졌다. 8월 이후 국제선은 거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국내선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그림 1] 국제선과 국내선 RPK* 성장률

* RPK(Revenue Passenger Kilometers, 유상여객킬로미터) : 1여객킬로미터란 여객 1명을 1킬로미터 운송한 것을 

의미

□ 국내선 시장은 국제선 보다 탑승률(load factor)이 높다. 국내선의 경우 최대 70%의 탑승률을 보이지만, 

국제선은 다시 악화되고 있다.

[그림 2] 국제선과 국내선 탑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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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국내선 시장 간 회복의 차이는 계속 유지되는 중이며, 중국의 내수시장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국가들은 부진하다.

[그림 3] 국가별 국내선 RPK 성장률

□ 코로나19는 통제하기 어려우며, 유럽의 경우 국경폐쇄(lock-down)이후 코로나19 발생이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4]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 국제 여행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높으며, 승객 심사(screening), 코로나19 테스트를 도입 중이지만 대다수의 

여행객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그림 5] 국제여행에 대한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

0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1 –승객심사(screening), 2 - 고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 시 격리시행, 

3 - 일부지역 폐쇄, 4 - 전체 국경폐쇄

□ 대다수의 국제항공여행 시장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는 국제선 RPK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사이의 RPK는 상승하고 있다. 

[그림 6] 시장부문별 국제선 RPK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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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격리요건이 완화된 이후(지난 11월) 예약 건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 간 예약률은 

11월 23일 이후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였다.

[그림 7] 코로나19 테스트 도입 이후 영국-미국 간 예약률

□ 백신의 출시 뉴스는 아직 여행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11월 29일 기준, 항공편 검색 사이트의 

검색 빈도는 높아졌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

[그림 8] 항공편 검색 사이트



□ 예약률은 예외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항공여행 성수기의 예약률이 전년대비 80% 감소하고 

있다.

[그림 9] EU 내에서 항공여행 누적예약(2019년, 2020년의 12월 15일∼1월 10일)

* 여행 4주 전에, 보통 항공사들은 ∼63%까지의 항공권을 이미 팔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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