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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Executive Summary)

þ COVID-19의 확산은 세계 경제를 급속도로 악화시켰으며, 특히나 

항공여행 수요의 급락으로 항공부문은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þ 항공사의 위기 극복 수단으로 퇴역 항공기 대수 증가가 예상되고, 항공기 

운용대수 감소와 동시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가동률 문제도 발생했다. 

 신규 항공기에 대한 수요는 생산량보다 적어 다량의 재고 기체 발생이 

예상(2020년 항공기 인도는 전년대비 46% 감소)되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낮은 생산율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þ 위기상태의 항공사 유동성은 항공기 주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 세계 항공기 운용대수는 2023년까지 회복되지 않을 전망). 새로운 항공기 

공급의 영향은 MRO산업에도 타격을 주며, 특히나 소규모 업체인 경우 

COVID와 관련된 수요 감소와 경기침체는 실존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

þ COVID-19로 인해 2020년 항공기 MRO 산업의 전 세계 수요는 전염병 

발발 이전의 예상치 대비 45% 낮아질 것(911억→530억USD)으로 전망

한다. 퇴역 항공기 증가로 부품 재고 또한 증가하여 중고부품 시장의 

혼란도 발생할 것이다. 2020년 전 세계 엔진 MRO 실적은 전년대비 

38% 감소(370억→230억USD)가 예상된다.  

 향후 아시아지역 항공기 운용대수는 협폭동체에 집중될 것이며, 2030년까지 

연간 4.3% 수준의 항공기 대수 확대가 예측된다. 아시아지역 엔진 MRO는 

2030년까지 연평균 6.2% 성장을 기록할 것이며, 나머지 지역은 2.4%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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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격동

COVID-19 대유행이 상업용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신종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한 지 몇 달 만에 정부의 봉쇄조치와 전염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항공여행이 거의 중단되었다. 여객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 항공사는 이미 

공급 좌석 수를 축소하고, 일부는 이미 파산을 신청하는 등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전염병 확산은 실업률이 10%를 상회할 정도로 세계 경제를 급강하시켰다. 

경기 침체는 업계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항공업계에서는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만한 실질적인 전례는 없다. 이전의 위기(9/11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등)는 

세계적인 국내 총생산(GDP)이나 항공여행 수요의 급락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국제

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2009년 약 0.1% 감소했던 반면 2020년에는 거의 5%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모든 회복의 과정은 전염병의 극복에서 시작된다. COVID-19 이후의 미래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경제나 항공 산업의 재건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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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예측

향후 발생 상황을 보다 앞서 살펴보기 위해 Oliver Wyman은 Pandemic Navigator를 

개발했다. 이 모델은 공중 보건 억제 및 조치 효과를 통합하여 거의 40개국에 걸친 

바이러스 감염 누적 사례 수를 예측한다. 예측결과는 GDP 성장 전망과 과거 및 미래 

항공여행 예약 데이터와 결합하여 항공여행 회복을 위한 향후 몇 년간의 시나리오를 

생성했다.

예측 이면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 Oliver Wyman은 가속 및 장기화

라는 두 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현재, 대규모 경제 체계에서 바이러스를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속화 시나리오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또한 

발병이 확산되었으며 바이러스 감염이 억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 국가에서 

현재 새로운 발생을 보고하고 있다고 가정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러 차례 

감염의 확산과 백신개발의 지연으로 장기화되는 전염병 대응 계획을 예상한다.

그림 1. 장기적 항공 수요 시나리오

2020년은 2019년 수준의 20~25%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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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ed

(early 2022) 

Baseline

(mid-2022)

Prolonged

(mid-2023)

시나리오 가정

지속적인 회복과

GDP반등을 동반한

일회적 발생

반복적인 발생과

점진적인 회복

큰 규모의 

반복적 발생은 

회복과 GDP를 저해 

시사점
짧은 계획 기간, 

빠르고 예측 가능한 회복

다년간에 걸친 수평선,

보다 가변적인 상황  

더 긴 수평선과 변동성; 

최대한의 유연성이 요구

항공기 운용기단 영향

전 세계 상용 항공기 운용규모 축소는 9/11 및 2008년 금융위기를 포함하여 

이전의 어떤 위기상황보다 이미 더 뚜렷해졌다. 7월 초, COVID-19 사태 이전 

27,884대로 운용되던 항공기의 거의 70%가 지상에 주기되어 있었으며, 다시 

운항을 재개하지 못했다. 항공부문의 과거 위기상황에서도 항공기의 조기 퇴역

으로 이어졌지만, COVID와 관련된 퇴역 항공기 대수는 이를 능가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연간 퇴역 항공기는 550대에서 750대에 이르렀지만 향후 12개월 

동안 약 2,000대의 항공기가 추가될 것이다. 이 수치는 올해 봄의 예측보다는 

다소 개선된 전망이다.

전 세계 항공기 대수는 3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COVID-19로 인해 처음으로 

경제가 폐쇄된 중국의 항공사가 3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주기했으며,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 항공기 운용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4월에 

12,724대를 기록하며 최저치에 도달했다. 이는 COVID-19 발생 이전 규모의 

46% 수준이다. 6월에는 다수 국가에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2,0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을 재개했다. 그러나 기존에 운항 중인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저조한 기체 가동률 문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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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운항 중인 항공기 수(천 단위) 2018-2023

COVID-19 발병 전 거의 10년 동안 항공기 수요는 제작사의 생산능력을 초과

하여 Boeing 및 Airbus 주문내역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COVID-19는 당시의 상황을 무서운 속도로 전환시켰다. 4월 Boeing과 Airbus는 

항공기 기종에 따라 30∼50%의 생산둔화를 발표했다. 현금이 부족한 항공사가 

비용절감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현재는 수백 건의 주문 취소와 인수 연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신규 납품에 대한 수요가 생산량보다 적고, 인수할 고객이 없는 상당수의 재고 

기체 발생이 예상된다. 현재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아마도 더 낮은 수준의 

생산율이 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향후 4년 

동안, 항공기 제작시장이 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탄력성이 낮고 가격이 비싼 광폭동체 항공기보다 선호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협폭동체 항공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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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 수요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전망을 감안하여 기준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2020년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약 530억 달러로, COVID-19 발발 

이전 예상치인 911억 달러보다 45%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MRO 지출이 40% 이상 감소할 것이다. 동시에 퇴역 항공기로 인한 

부품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서 중고 부품(USM : Used Serviceable Materials) 시장

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잠식은 항공 산업의 공급망 전체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며, MRO업체는 필요한 부품의 신뢰성 있는 공급원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다.

Oliver Wyman은 2020년 모든 부품 및 소재(신규 및 중고)에 대한 지출이 260억 

달러로 COVID-19 이전 추정치인 600억 달러보다 줄어들 것이며, 그 중 

USM은 약 11% 즉, 28억 달러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9년 부품 및 소재 

시장은 520억 달러 규모였으며, 약 9%인 47억 달러가 USM 부문이었다.

그림 3. MRO 지출 예상 US$ b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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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20년~2030년 부문별 MRO 수요 예측 (US$ billions) 

항공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항공사가 운영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 신규 생산 부품

보다 중고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원에 대한 접근이 MRO업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MRO 전략은 긴 회복 기간을 준비할 때 공급망의 탄력성과 

고정 비용 모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현재 USM에 대한 수요와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항공우주부문 제작사 등 시장 참여 업체가 신규 부품에 대한 

매출 손실분을 제한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항공사 유동성

전례 없는 위기로 항공사는 생존 확보를 위해 현금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많은 항공사에게 현금 유동성 유지를 위한 투쟁은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부채의 대부분은 항공기와 기타 자산에 의해 확보

된다. 항공기 인수가 항공사에 큰 지불을 의미하는 경우, 위기상태의 유동성은 

항공기 주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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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영진은 매주 수요에 관한 움직임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예약과 항공권 판매에 맞춰 운영규모를 조정하려는 예측과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보다 유연하고 가변적인 비용 구조 구축을 위해 노동협약의 조정과 

제로비용 예산전략도 시행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도 항공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 전망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대수와 운항환경을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시켜야 하며, 국제선과 비즈니스 

여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사가 요구하는 중요한 조정사항도 함께 반영되

어야 한다. 새로운 항공기 납품 감소는 향후 MRO부문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항공사는 소규모 항공기를 운영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이 낮아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모델의 

인도 대신 보유하고 있는 구형 항공기의 유지보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분적

으로 그 비용이 상쇄될 것이다.

산업의 발전

MRO 산업은 항공우주분야 제작업체 내에서 매우 다양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제작업체들은 수년간 성장과 통합을 통해 발전해 왔다. 

COVID-19는 업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진전에 있어 또 다른 도전과제를 제시

할 것이다. 특히, 훨씬 더 많은 수의 소규모 MRO 업체의 경우 COVID-19와 

관련된 수요의 감소와 경기침체는 운영에 있어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불과 7개월 만에 COVID-19는 재정적 측면에서 산업 가치의 상당부분을 상실

하게 했다. 재건에는 몇 년이 소요되겠지만 현금을 보존하고 근본적인 비용구조를 

관리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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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 상황

COVID-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규모는 대공황 이후 최악

전 세계 GDP 성장률

연간 실질 GDP 성장률

글로벌 경제 

• 세계 GDP는 2020년에 4.9% 감소가 예상1되며 이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기록

• 2021년 5.4% 성장으로 인한 세계적인 반등은 2020년 하반기에 유행병의 

종식을 가정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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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부문에 대한 영향, 전년대비 공급량 변화2

ASM, 전년 동월 공급량에 물가 연동 방식

항공부문

• COVID-19는 민간항공에 있어 가장 심각한 전 세계적인 타격

• 세계적으로 ASM(Available Seat Miles, 공급석)에 대한 영향은 9/11, SARS, 

GFC의 영향을 강하게 입은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예상(미국의 9/11, 홍콩의 

SARS, 미국의 GFC)

 1. Per IMF.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Goldman Sachs, IATA Economics, Oxford Economics, 

Oliver Wyman PlaneStats, OW analysis 

 2. Month 0 for Covid-19 assumed to be Jan '20, Wuhan shu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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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항공기 인도대수는 최대 50% 감소 가능 : 역사상 가장 큰 감소폭

최근의 위기가 단기적으로 상업용 항공기 인도에 미치는 영향1

 1. Boeing, Airbus only. 

 2. Based on YoY capacity change. Source: Chicago Tribune, Aviation Market Intelligence, Oliver Wyman analysis

• 과거 위기 동안 제작업체는 점진적인 항공기 생산증가를 통해 항공기 수요 

감소에 적응

• 전 세계적인 큰 규모의 타격으로 항공기 인도의 전년대비 감소세는 9/11 및 

GFC(당시 산업 전반의 항공기 인도가 전년대비 4∼5% 감소에 불과)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COVID-19 위기에 대응하여 Boeing과 Airbus는 생산 중단(예, Airbus는 30% 

생산 감소) 

• 단기 항공기 수요의 기록적인 감소와 함께 인도지연이 증가되면서 2020년 

항공기 인도는 전년대비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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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기와 MRO 지출 영향

현재 전 세계 항공교통량은 2019년 대비 61% 감소

현재 상황 : 지역별 항공사 공급석
2020년 8월 전년대비 ASM

Source: OAG schedules as of August 2020 

수요 회복을 이끄는 4가지 주요 요인 분석

역학적 시간의 흐름 여객의 정서 정부의 제한조치 거시 경제적 영향

OW 역학적 모델링(SIR 모델)은 

국가별 감염 사례수와 발생의 

피크 시기 및 하향곡선을 예측

첫 번째 여행은 휴가 또는 친구·

친척 방문을 위한 국내 또는 

지역 내 이동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정부지침 준수

정책변화 및 불확실성

단계적 회복 가능성이 전망되는 

국제선 운항

경기침체의 영향과 피해의

정도는 여행 회복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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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위기로 전 세계 상업용 항공기는 2022년까지 정체될 전망

예상되는 항공기 운영 규모* 

운영 중인 항공기 대수, 2018∼2022F

*As of beginning of year

Source: Oliver Wyman Global Fleet and MRO Market Forecast, 2020–2030, Revised;

• 광범위한 지상 주기로 인해 2020∼2021년 운영 중인 항공기가 20% 감소

• 전체 상업용 항공기는 항공사의 회복에 따라 2022년까지 제로 성장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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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용대수의 예측

2021년 18% 감소에 직면한 전 세계 항공기 운용 대수는 2023년 이전까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2030년까지 COVID 발발 이전의 예측치보다 4.7K 축소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2018–2030F 전 세계 항공기 규모 : 화물기 및 여객기 

단위 1,000대 / 매년 1월 1일 기준

COVID 이전의 예측과 비교하여, 

2030년에는 항공기 규모의 12% 감소

Source : Oliver Wyma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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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생산과 인도의 전례 없는 불균형으로 항공우주산업 공급망에 문제 발생 가능

상업용 항공기 생산

항공기 대수, 2018∼2022F

상업용 항공기 인도

항공기 대수, 2018∼2022F

Source : Oliver Wyman Global Fleet and MRO Market Forecast, 2020–2030, Revised;

• 2020년 항공기 생산(-42%) 및 인도(-46%)의 급격한 감소

• 3년 간 생산수준(2020∼2022)은 특히 광폭동체 항공기에서 2019년 규모로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향후 항공기 인도의 18%까지는 이전에 생산된 737MAX A/C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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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항공기의 조기 퇴역은 예상되는 애프터마켓 지속 감소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

조기 vs 예정된 항공기 퇴역, 2020

By class

조기 항공기 퇴역, 2020

By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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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 전망

2020년 45%까지 감소가 예상되는 MRO 부문의 지출은 2022년까지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며, 향후 10년 동안 MRO 부문 지출 중 $184BN은 COVID-19로 

인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018–2030F MRO 부문 지출

US$ BN, by year

Source : Oliver Wyman analysis

2020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MRO 수요가 크게 감소할 전망

2020년 수요 : COVID-19 이전 vs. COVID-19 이후 전망 

US$ 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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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진 애프터마켓

전 세계 엔진 대수는 향후 5년 간 1.1%의 성장이 예상되며, 

이후 2025년에서 2030년까지는 매년 2.8%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애프터마켓(After Market) : 기계 등 내구 소비재 구입 후의 유지·보수 수요

2019∼2030 Global Engine In-Service Fleet

By Class

Note : Annual fleet counts are as of the beginning of each year

• 운용 엔진 수는 2021년에 거의 11,000개 감소 예상

• 7,500대 이상의 엔진은 항공기에 탑재된 상태로 재고로 보관될 예정

• 2019∼2030년까지 항공기 엔진은 연평균 1.9% 성장을 보여 12,000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



20

Aviation Insight _ Vol. 28

전 세계 엔진 MRO는 2019년 370억 달러에서 

2020년 230억 달러로 38% 감소 예상

시장은 2022년까지 2019년 MRO 부문실적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

2019∼2030 전 세계 항공기 엔진 MRO 

by class

Note : Annual fleet counts are as of the beginning of each year

• MRO 시장이 위기 이후 안정화된 후 엔진 MRO는 2025∼2030년까지 매년 

3.2% 성장 예상

• 같은 기간 협폭동체 항공기 엔진 MRO는 연간 5.6%로 성장이 가속화되고, 

광폭동체 경우 연간 1.5% 수준의 성장세 예상

• 2030년까지 엔진 MRO 시장은 2019년 대비 48% 증가한 55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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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SHOP VISIT은 2020년 5,000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예측치보다 45% 감소한 수준

 * SV(Shop Visit) : 항공기에서 탈착된 엔진을 공장으로 입고하여 모듈(Module)의 주요 플랜지

(Major Flange)를 분리하여 정비작업을 실시하는 엔진 정비기법

2019∼2030 전 세계 Shop visit 예측

by class

2020∼2030 전 세계 Shop Visit 예측 

Total Shop Visit

Shop visit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4% 증가 예상; 예측치보다 16,000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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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타임 엔진(Greentime Engine)’의 가용성과 활용으로 

2024년까지 SHOP VISIT 건수가 5% 더 감소

 * Greentime Engine : 퇴역 항공기로부터 분리되어 부품시장에 나오게 된 사용기한이 제한된 

노후 엔진 

Greentime Engine으로 대체된 Shop Visit 

Number of Shop Visits, 2020∼2024

Greentime Engine으로 대체된 MRO 지출 

MRO Engine Spend, 2020∼2024

Greentime engine 사용은 향후 2년 간 총 150억 달러의 엔진지출 비용을 

감소시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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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 항공기 운용대수는 상당부분 협폭동체에 집중될 것이며, 

2030년까지 연간 4.3% 수준의 성장 예측

2019∼2030 APAC, 인도·중국 항공기 엔진 운용대수

By Class

Note : Annual fleet counts are as of the beginning of each year

• 중국과 인도는 각각 연간 5.9%와 11.2% 성장을 예상

• 2021년 항공기에 탑재된 엔진은 2,200개 이상 재고로 보관

• 아시아지역 전체는 2020년∼2030년까지 거의 1,000대의 항공기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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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엔진 MRO는 2030년까지 연평균 6.2% 성장이 예상되며, 

나머지 지역은 2.4% 수준의 성장을 예측

2019∼2030 전 세계 엔진 MRO

By Region

Note : Annual fleet counts are as of the beginning of each year

• 엔진 MRO는 2022년 말까지 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며, 아시아 

지역 엔진 MRO는 연간 4.2% 성장을 예상

• 아시아태평양·중국·인도를 합친 규모는 2019년 3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2030년에는 전 세계 엔진 MRO 시장의 39%를 차지하는 정도로 확대 전망

• 아시아의 엔진 MRO 시장규모는 2019년 110억 달러에서 2030년 21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어, 2030년까지 거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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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37 및 A320의 동력으로 사용되는 엔진은

향후 10년 동안 아시아 내 모든 Shop Visit의 57%를 차지할 전망

2020∼2030 아시아 Shop Visit 예측

By Engine Platform

2020∼2030 아시아 Shop Visit 예측

By Engin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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