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01
국제기구(Global Organization)

ICAO-LACAC, 항공화물 자유화 협정 체결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고 백신운송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 ICAO의 미주 지역 사무소는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LACAC)에서 추진하는 지역 내 화물운송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다자간 협정 체결에 

힘쓰고 있다. 

본 협정은 해당국들이 서명을 마친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제 7의 자유(seventh freedom)1)라고 

불리는 확장된 항공교통권한을 확립하여,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 회원국의 항공사들이 협정을 맺은 다른 

두 개의 국가 사이에서 노선과 공급량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화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협정이 적용되는 10개 지역으로는 브라질,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있다.

ICAO의 사무총장인 팡 리우(Fang Liu) 박사는“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 항공산업이 상당한 제약을 

받았으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재평가 하고 있다.”라 말했다. 또한“ICAO는 

국가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방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염병 대응과 

글로벌 복구 노력을 지원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협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그 효력이 발휘되며, 기한 만료 후에도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 

당사국들의 협의 하에 1년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1) 항공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에서 제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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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는 해당 협정이 전염병 대응과 회복 측면에서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이를 국제 항공운송자유화를 위한 ICAO의 

장기 비전으로 볼 것을 권장했다.

류 박사는“우리는 해당 지역이 보다 자유화 되고 지속가능한 21세기 

항공서비스를 구현하여, 해당 협정이 영구적이고 세계적인 협정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단기적으로는 국가 간 백신유통이 원활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항공 화물운송과 전자상거래가 지역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국가들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https://www.icao.int/



IATA, 코로나19 대응에 ‘국경폐쇄’ 반대

IATA 사무총장인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Alexandre de Juniac)은 IATA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IATA 사무총장의 메시지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17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친구들과의 모임, 가족 모임, 스포츠나 문화생활 등 모든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여행’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팬데믹 사태의 초기 수개월 동안 정부와 국민들은 경험해본 적 없는 변화 앞에 놓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도입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선뜻 예측할 수가 없었다. 정부는 도시봉쇄, 국경폐쇄 등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국경폐쇄 조치만으로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적과 격리(trace-and-isolate)’시스템을 수반한 코로나19 검사가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고되었다. 이는 국경을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었다. 

ICAO의‘테이크 오프(Take-off)’지침은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접근법을 다루고 있고, 국경폐쇄와 격리조치의 

대안으로 코로나19 신속검사와 추적조치(track and trace)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테이크 오프 

(Take-off)’지침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한 각 국 정부의 대처를 보면 명문화된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국 정부는 국경을 개방하는 것과 자국민들의 건강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만한 적절하고 유연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여 전 세계의 수백만 여행객들은 자신이 원할 때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다.

경제 전반의 모든 산업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항공산업과 여행산업의 타격이 

가장 크다. 항공업에 종사하는 8,800만 명 중 절반 이상은 실직하거나 곧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 

항공산업은 사람들과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 각 국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1,730억달러(약 189조원)를 

항공산업에 지원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해 더욱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책 없이 재정적 지원만으로 

항공산업을 원상복구 시키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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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장기전략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 간 교류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위험하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에 많은 기대가 있다. 백신 운송에 항공사들이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국경을 초월한‘연결’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낀다. 다만, 전 세계에 백신이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리스크 관리의 해결책은‘체계적인 코로나19 검사’다. 각국 정부가 해당 방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한다면 세계를 다시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시범운영 중에 있는 IATA의 트래블 패스(Travel Pass)는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안전하게 검증하고 당국에 

전송할 수 있으며, 백신 정보 관리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2020년에 여행이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 불행하였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류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코로나19 사태에 좀 더 합리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정부와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iata.org/



PART 02
주요국 정책동향(State Policy)

미국, 국제선 승객에 코로나19 검사 확대예정

미 정부가 영국 이외의 국가의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코로나19 검사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보건담당 기관들은 미국 항공사들에게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통과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당국은 앞서 미국 시민을 

포함한 영국발 항공기 탑승객 전원에 대해 출발 전 72시간 내의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요구한 바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 및 기타 예방조치의 위험감소 효과를 평가하고, 

항공여행을 위한 실현가능한 검사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결정하며, 국제 항공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표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이러한 결정으로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들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 또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절차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미국항공협회(A4A)는 정부가 일관된 코로나19 검사기준을 마련해, 현재의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철폐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검사가 안전하게 국경을 다시 여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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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검사시행 능력이 

충분한지, 국제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검사 대상국 추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상국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시행 일자에 대해서는 당장 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브렛 지뢰르(Brett Giroir) 차관보는 영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검사를 다른 국가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실시가 채택되었다. 지뢰르는 해당 

조치로 인해 실제로 영국발 입국자수의 90~95%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reuters.com/article/idUSKBN29420X



브렉시트와 항공업계의 대응

항공사들에 대한 브렉시트의 영향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2) 최종 타결에 따른 새로운 국제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항공업계는 큰 변동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2020년 12월 24일, EU와 영국이 마침내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였다. 해당 협정 하에 EU와 영국은 

두 지역 간 하늘 길을 통한 교류도 보장받게 되었다. 

아직 세부 사항들에 대한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유럽 내 항공사들은 브렉시트 결정이 나기 직전까지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었다. 예를 들어, 저비용 항공사인 라이언에어는 영국에서의 

운항허가(operating license)를 받고, 라이언에어UK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영국의 운항증명(AOC)을 받았다.

헝가리 국적의 저비용 항공사 위즈에어(Wizz Air)는 라이언에어와 같은 이유로 영국 내에서 운항허가를 

받았다. 한편 영국 국적의 항공사인 이지젯(easyJet)은 오스트리아에서 운항허가를 받았으며, EU지역 내 

원활한 운항을 위해 보유 중인 전체 항공기 322대 중 3분의 1이 넘는 119대를 오스트리아로 옮기기도 했다. 

또, 2020년 12월 29일에는 라이언에어와 위즈에어가 EU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고자 영국 주주들이 

가진 의결권을 제한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라이언에어는 성명서를 통해,“영국 국적자를 포함하여 EU국적이 아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주와 

예탁주식들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즈에어는 자사 주주 중 60%가‘의결권 제한주식’을 받는다는 별도의 통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젯 역시 일부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할 것이며, 회사 총 주식의 50%를 EU국적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항공협회(Airlines UK)의 대변인은“EU와 영국을 연결하는 모든 항공편은 2021년 1월 1일부터 보호조치 

되며, 이는 휴가를 계획하는 여행객들은 물론, 여행업, 그리고 영국 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영국과 EU 사이의 새로운 관계협정의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과 EU 공동의 미래비전이 반영되어 있고 

항공교통관리, 항공 보안시스템,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 할 것이라고 한다. 

2) 영국을 뜻하는 단어 ‘브리튼(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exit)’가 합성된 단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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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럽항공안전청 탈퇴

2020년 3월, 영국민간항공청(CAA)은 유럽항공안전청(EASA)에서 탈퇴하고 항공기 인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국민간항공청의 팀 존슨(Tim Johnson) 전략정책팀장은“영국과 EU의 

협상 진행 중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영국항공사는 더 이상 유럽항공안전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년 1월에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롤스 로이스(Rolls-Royce)는 자사의 기술국을 영국에서 독일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유럽항공안전청의 소속으로 유럽시장에서 제품승인을 보장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s://www.aerotime.aero/



PART 03

20년간 성장세를 유지한 항공업계, 코로나19로 악화

코로나19로 항공산업 악화

지난 20년간 증가한 항공사 이용객 수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첫 감소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의 국제선 이용객 증가라는 성과가 무너졌고, 1999년 수준으로 여객교통량이 떨어졌다고 관광 

데이터 및 분석 전문 업체인 시리움(Cirium)은 설명하였다.

시리움은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의 여객 수송이 67%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항공업계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았다.

시리움이 제공한 데이터에 의하면, 항공사들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680만회를, 2019에는 두 

배가량 되는 3,320만회를 운항했다.

40개 이상의 항공사는 아예 운항을 중단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2021년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항공사&공항(Airlines & Air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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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향한 노력

시리움의‘에어라인 인사이트 리뷰(Airline Insights Review 2020)’보고서에 따르면 아·태평양 지역과 북미 

지역이 회복 단계에 가장 먼저 진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는‘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리스트에도 반영된 

것으로, 미국과 중국의 공항들이 대거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시리움의 전략담당 부사장인 데이비드 화이트(David White)는 미국의 뉴욕이나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과 

같은 거점 도시들의 공항이 리스트에서 빠진 것은 해당 공항의 평소 국제선 교통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미네폴리스(Minneapolis)나 시카고의 오헤어(O’Hare)공항, 댈러스 포스워스공항 등의 국내선 

교통량 덕분에 현재 뉴욕의 JFK공항보다 훨씬 붐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중국 공항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움은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된 항공여행 수요는 2024년이나 2025년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https://www.cnbc.com/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콴타스 항공’ 선정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기 운항횟수가 많지 않았지만, 미래에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에어라인 

레이팅스(AirlineRatings.com)에서 발표한‘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순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에어라인 레이팅스는 전 세계에 있는 385개 항공사의 항공기 사고 및 기타 심각한 사건 기록들과 

항공기의 수명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평가하는 일을 수행한다.

에어라인 레이팅스의 편집장 제프리 토마스(Geoffrey Thomas)는“올해는 수많은 항공사가 비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사에서 선정한 가장 안전한 항공사 20개는 코로나19 대유행 중에도 운항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운항을 중단한 정도에 그쳤다”라고 말했다. 

에어라인 레이팅스는 2021년도‘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호주 콴타스항공(Qantas)을 선정했다. 

콴타스항공을 선정한 이유 중 하나로, 코로나19 상황종료 후 업무복귀예정 조종사의 재훈련 시스템을 

꼽았다. 실제로 B737기 담당 조종사들은 6일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업무복귀가 가능하다.

콴타스항공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4년 연속‘가장 안전한 항공사’에 선정되었다. 2018년에는 어느 

한 곳을 1위로 선정하지 못해 상위 20위권 내의 항공사 모두를 동등한 순위로 선정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호주 콴타스항공이 다시 1위에 올랐다.

에어라인 레이팅스는 예전에는 1위 항공사를 선정 후, 다음 순위의 항공사들은 사명의 알파벳순으로 

순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도의 경우 상위 20개 항공사의 순위를 정했다. 카타르항공이 2위를 차지하였고 에어뉴질랜드 

항공과 싱가포르항공, 그리고 에미레이트항공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토마스 편집장은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기존의 평가 시스템을 다소 조정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에어라인 레이팅스의 평가기준

토마스 편집장은“우리는 연2회 실시되는 안전 감사를 통과한 몇몇의 항공사가 매일 운항규정을 

준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평가를 강화하였다. 또한 항공사를 평가할 때 조종사 자격증 위조 

등의 사기나 뇌물 등의 비위행위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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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에어라인 레이팅스는 5년간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상위 20개 항공사를 선정한다. 즉, 평가 

기준이 되는 7점 만점 중에서 사건사고 발생 여부가 5점을, 나머지 

2점은 감사 전문 위원들의 평가와 코로나19 대처 역량평가로 

이루어진다.

토마스는“항공사들이‘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선정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6개월간 우리는 항공사에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문제에 대해 요구한 사항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에어라인 레이팅스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상위 10개 

항공사를 알파벳순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에어 아라비아(Air 

Arabia), 얼리전트 항공(Allegiant), 이지젯(EasyJet), 프론티어 

(Frontier), 제트스타 그룹(Jetstar Group), 제트블루(Jetblue), 

라이언에어(Ryanair), 비엣젯(Vietjet), 웨스트젯(Westjet), 그리고 

위즈에어(Wizz Air)가 최종 선정되었다.

코로나19 대처 우수 항공사

에어라인 레이팅스는 또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항공사들의 

역량을 평가하여 상위 20개 항공사를 알파벳 순으로 별도 선정 

하였다.

발트항공(Air Baltic), 에어 뉴질랜드, 알래스카항공, ANA항공, 

에어아시아(AirAsia), 영국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델타항공, 

에미레이트, 에티하드항공, 에바항공(Eva Air), 일본항공(JAL), 

제트블루, KLM, 대한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사우스 

웨스트, 카타르항공, 웨스트젯이 선정되었다.

에어라인 레이팅스는 해당 항공사의 선정 이유로 코로나19로 

부터 자사 승객을 보호하는 데에 그 어떤 항공사보다도 앞장서 

노력한 곳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에어라인 레이팅스 AirlineRatings.com 선정

‘2021년에 가장 안전한 항공사’

1. 콴타스항공(Qantas)

2. 카타르항공(Qatar Airways) 

3. 에어 뉴질랜드(Air New Zealand)

4. 싱가포르항공(Singapore Airlines)

5. 에미레이트항공(Emirates)

6. 에바 항공(EVA Air)

7. 에티하드 항공(Etihad Airways)

8. 알래스카항공(Alaska Airlines)

9. 캐세이퍼시픽항공(Cathay Pacific Airways)

10. 영국항공(British Airways)

11. 버진블루항공/버진애틀랜틱항공

(Virgin Australia/Virgin Atlantic)

12. 하와이안항공(Hawaiian Airlines)

13. 사우스웨스트항공,(Southwest Airlines)

14. 델타항공(Delta Air Lines)

15. 아메리칸항공(American Airlines)

16. 스칸디나비아항공(SAS)

17. 핀에어(Finnair)

18. 루프트한자(Lufthansa)

19. 네덜란드항공(KLM)

20.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

출처 https://edition.c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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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혁신

창이공항의 다변화 노력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코로나19와 종식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를 혁신하고 있다.

시민들의 일상이 정상화될 때까지 창이공항은 그들과의 접점을 유지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 일환으로, 

공항 내 자연환경을 메인 컨셉으로 하는 복합 여가시설인‘쥬얼(Jewel)’을 개장해 가족 단위의 글램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정원 산책 등의 레저 활동이 포함된 공원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시즌 

한정 메뉴로 구성한 식사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항 근처에는 84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공간과 별도의 회의실을 갖춘 대형 비즈니스 전용 호텔을 

건설 중이다. 이는 해외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시설인‘커넥트 엣 창이(Connect@Changi)’의 

일부이다.

창이공항에는 구름을 모티브로 하여 하얀 텐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집과 같은 안락함을 

선사하고 있다. 푸르른 정원 속에서 하루 머물 수 있는 시설 이용료는 320 싱가포르 달러(약 26만원)에서 

부터 시작된다. 수 주간 예약이 꽉 찼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와 같이 공항 내에서 캠핑과 특별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시적 조치일 수도 있지만, 창이공항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공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리셴륭(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9월 국회에서 1981년 개항한 창이공항을 국가적 자부심으로 

내세우며, 창이공항이 다시 번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창이공항의 침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붐비는 국제교통 허브인 창이공항은 이번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공항 여객교통량이 2020년 5월 24,5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0.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에는 111,000명으로 소폭 회복했으나, 2019년에 비해 98%나 감소했다.

창이공항의 4개의 터미널 중 현재는 2개만 운영 중에 있으며, 5번째 터미널 신설 공사는 약 2년 동안 

중단되었다. 공항 내 소매점들 역시 공항의 유동인구가 적어 문을 닫은 상태다.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올해 4∼6%의 경제 성장률을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5.8%의 결과를 

얻었다.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인 라비 메논(Ravi Menon)은 항공산업과 같은 최악의 산업군은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1년간 1,000억 싱가포르 달러(약 82조640억원)를 투입하여 소비자 및 기업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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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회복 기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슬럼프가 2021년에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에 싱가포르는 

단기체류자들을 위해 격리조치 없는 새로운 여행정책을 발표하였다. 단기체류자들은 2021년 중순에 

완공될 Connect@Changi의 숙박시설에 머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3) 수석이사인 앨런 톰슨(Alan Thompson)은“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원하는 것을 하며, 원하는 곳에서 소비하는 것을 바란다. 이와 같은 정책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계속 확산 추세지만 다른 국가들와 국경을 개방하고자 

하는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대만, 중국 등지에서 이미 격리조치가 필요 없는 

레저여행이 시작되었고, 일본, 한국, 독일과의 상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인 옹예쿵(Ong Ye Kung)은 이러한 싱가포르의 노력을‘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 

회복 프로젝트’라고 페이스북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그는“싱가포르는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일어나 다시 번영의 시기를 누릴 것이다. 이미 준비는 다 

되어있다.”고 전했다.

출처 https://www.bloomberg.com/

3) 싱가포르 정부가 1974년 6월 보유한 공공지분의 보유·관리 및 투자를 위해 설립한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



2020년 새로 출범하거나 합병된 항공사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항공기 이용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각국 항공사들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의 실패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계속되는 규제와 

격리조치로 인해 여행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항공산업에서의 스타트업 기업의 등장이 둔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제로 도산하거나 재정 파탄에 이른 항공사가 많지 않은 것은 보다 합리적으로 

위기에 대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이들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항공사 운영중단

코로나19 위기 전에도 이탈리아 항공의 경우, 공동 소유주들이 회사에 추가 자금 투입을 중단하면서 

영업이 중단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가장 두드러진 실패사례는 영국 국적 항공사인‘플라이비(Flybe)’에서 나타났다. 

플라이비는 지난 3월 초에 업계 내 생존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였다.

코로나19가 항공수요에 미친 영향으로 플라이비는 큰 타격을 받았고, 수년간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2019년에 커넥트 에어웨이즈(Connect Airways) 컨소시엄에 의해 인수되었고 이는 플라이비의 

마지막 시도가 되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회사를 철수시키거나 핵심 운항에만 집중하려는 모기업들의 전략적 결정으로 

운항을 중단한 항공사들도 생겨났다.

그 예로 에어아시아 일본(AirAsia Japan), 캐세이드래곤(Cathay Dragon), 녹스쿠트(NokScoot), 라탐항공 

아르헨티나(LATAM Airlines Argentina), 레벨유럽(Level Europe), 선익스프레스(SunExpress Germany), 

그리고 타이거에어(Tigerair Australia)가 있다.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감행한 곳들도 있다. 남미지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항공사인 

라탐항공그룹(LATAM), 아비앙카(Avianca), 에어로맥시코(Aeromaxico)는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Virgin Australia)는 지난 11월에 새로운 소유주인 바인 캐피탈(Bain Capital)에 의해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마쳤다. 버진 아틀란틱(Virgin Atlantic)은 영국 법원의 허가 하에 민간자금 투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의 항공사인 컴에어(ComAir)도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밟은 뒤 지난 

12월에 운항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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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들의 움직임

대다수의 산업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항공교통량은 심각할 정도로 감소했다. 또, 경제 회복에 

관해서는 암울한 전망이 주를 이룬다. 그렇지만, 항공시장에 진입하려는 신생 기업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12월에 캐나다의 OWG 항공은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쿠바의 아벨 산타마리아 공항으로 향하는 첫 

항공기를 띄웠다. OWG항공은 캐나다 여객 및 화물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놀리노르 에비에이션(Nolinor 

Aviation)이 설립했다.

중국 동방항공은 지난 12월 28일 자회사 OTT항공의 첫 비행을 시작했는데, 중국의 코맥(Comac) ARJ21기를 

주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의 신생 기업인 리프트항공(Lift Airlines) 역시 지난 12월에 비행을 시작했는데, 남아프리카의 

웨트리스(wet-lease)4) 전문업체인 글로벌 에비에이션(Global Aviation)과 투자자들의 합작으로 세워졌다.

에어아라비아(Air Arabia)와 에티하드항공의 합작 벤처사인 아부다비 조인트 벤처(Abudabi Joint 

Venture)또한 팬데믹 발생 후 2020년에 첫 운항을 시작한 항공사 중 한 곳이다. 코로나 사태로 운항 

시기가 늦어졌으나, 올 7월에 이집트행 노선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에어로케이(Aero K)'는 항공시장 진입을 위해 수년간 노력하였는데, 지난 12월 말 

운항허가를 받으면서 사업시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홍콩의 그레이트베이항공(Greater Bay Airlines)은 지난 12월 말 캐세이 드래곤에서 퇴임하는 알제르논 

야우(Algernon Yau) 사장을 항공사의 대표로 영입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레이트베이 항공은 빠르면 올 

여름에 첫 운항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주지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브리즈항공(Breeze Airways)은 제트블루(JetBlue)와 아쥴(Azul)의 

창립자인 다비드 닐만(David Neeleman)이 이끌고 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본사를 둔 브리즈항공은 

2020년에 항공운송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코로나19 대유행전에 유나이티드항공과 앨리지언트항공의 전 임원이었던 앤드류 레비(Andrew Levy)는 

미국 내 항공 스타트업 회사를 세우고자 했다. 물론, 코로나19의 여파가 커지고 나서부터는 해당 사업의 

진행 사항에 관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4) 항공사의 운항에 필요한 조종사, 객실 승무원과 항공기 등을 임대하는 일



항공업계의 인수합병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의 가장 큰 규모의 항공사 합병이 이루어졌다. 지난 11월, 대한항공은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합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항공사를 하나로 묶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한항공은“대한민국은 인구 1억 미만의 다른 국가와 다르게 2개의 풀서비스(full service)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대형항공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경쟁에서 불리하다. 

아시아나와의 합병으로 ‘글로벌 메가(mega) 항공사’와 경쟁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스카이팀(SkyTeam Alliance)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 대한항공은 스타 얼라이언스(Star Alliance) 소속 

아시아나의 인수 계약 마무리를 위해 올 3월까지 통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안에는 각 사의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그리고 에어서울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LOT폴란드항공을 보유한 PGL사 역시 독일의 컨더항공(Condor)을 인수하려다 위기에 봉착해 계약 무산에 

직면했다. 지난 1월 말,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으나, 팬데믹 쇼크로 합의가 이루어진 지 3개월 만에 

계약 파기에 이르렀다.

출처 https://www.flight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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