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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국제기구(Global Organization)

IATA, 항공산업 회복을 위해 협력 강조

정부와 항공업계간 협력 강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각 국 정부에 코로나19 위기에서 조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항공업계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협력의 핵심은 백신접종 및 코로나 검사 요건의 국제적 표준화다. 

IATA 사무총장인 알렉산드레 주니악(Alexandre de Juniac)은“백신보급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항공산업의 재도약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정부-산업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신중하게 산업 복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겠으나, 위기가 

깊어지더라도 상황이 개선될 때를 대비하여 항공기 운항 재개를 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 표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항공사들은 정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원칙

각 국 정부가 글로벌 항공 연결성 재수립에 관심을 가질 때, IATA는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식을 위해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다음과 같이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테스트나 백신 접종에 관한 원칙을 세웠다.

∙ 백신접종 :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 종사자 및 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취약한 이들에게 우선 접종을 

시행 중이다.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IATA는 국경의 재개방을 고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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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자 : 지난 1월에 그리스 정부는 백신접종이 완료된 여행객들에 대해 자가격리 등의 여행제한 

조치를 면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IATA는 폴란드, 라트비아, 레바논 그리고 세이셸(Seychelles) 등의 

국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 코로나19 검사 : 원활한 국가 간 이동을 위하여 다수 국가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중인데, 

IATA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가령 독일과 미국은 PCR이나 항원검사를 통해 여행 중 건강상 

위험발생 가능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 여객승무원 관리 : ICAO CART 지침은 승객을 대상으로 도입된 코로나19 검사 및 여행제한 조치에서 

승무원에 대해서는 면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ATA의 지침은 승무원의 코로나19 검사 및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지원하고, 승무원이 레이오버(layover) 중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 다양한 생물학적 안전조치(bio-safety) 시행 :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학적 안전조치에 

대한 ICAO의 권고사항들은 전 세계에서 시행 중으로, IATA 역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러한 

조치들은 각국의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니악은 이에 대해“백신 접종자수와 코로나19 검사 가능 여부 등 핵심적인 변수들이 존재 한다. 또한, 

항공사들은 화물운송과 일부 여객운송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노선운영을 조절하고, 각종 규제를 준수해 

왔다. 항공사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과 기업 및 경제를 위해 안전하게 글로벌 연결을 

재구축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표준 구현 필요

항공운송을 통한 재도약 준비는 국제적인 표준을 확립하여 특정 국가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타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백신접종 확인서 : 국제보건기구(WHO)는 해외여행 재개에 필수적인 백신접종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는데 필요한 표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열병 백신접종 기록을 관리하는데 

쓰였던 옐로우북(yellow book)에 이어 스마트 백신접종 확인서(Smart Vaccination Certificate)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한 글로벌 표준 정립 : 세계경제협력기구(OECD)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정부가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국제적 표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신뢰할 수 있는 

국제표준의 확립으로 여행객들이 각국 정책 간 부조화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 할 

것이다. 코로나19 검사 인증서의 표준화도 필수적이다. 



∙ 디지털 여행 자격증명 : ICAO는 전자여권(ePassports)에서 디지털 여행자격 증명(Digital Travel 

Credential)을 생성하기 위한 표준을 발표했다. 이는 여행자의 백신접종 및 코로나19 검사 내용을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ICAO CART 지침에서 권고하는 비대면 

여행이 가능해 질 것이다.

주니악 IATA 사무총장은“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글로벌 연결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크다. 여행의 자유를 

다시 확립하는 것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은 코로나19 백신이나 검사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WHO, OECD, ICAO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노력과 

결과물에 주목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IATA 트래블 패스(Travel Pass)

IATA는 트래블 패스를 시행하여 안전하게 여행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트래블 패스는 정부, 항공사, 여행객들이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와 신원확인, 검증된 데이터로 백신이나 

코로나19 검사요건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글로벌 표준을 

준수할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싱가포르 정부와 공동으로 트래블 패스 모바일 앱을 테스트해 보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IAG, 에미레이트, 에티하드 항공, 카타르항공 등 해당 앱의 활용 의사를 밝히는 

항공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니악 사무총장은“전 세계 항공운송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IATA 트래블 

패스는 각 국 정부에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검사 부분에서 최고의 지원을 제공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개발 중인 솔루션의 성공여부는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데 달려 있다. 우리는 또한 

트래블패스를 통해 정부 및 항공업계와 협력하여 세계를 다시 연결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https://www.ia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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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백신보급으로 아·태평양의 빠른 회복 기대 

국제공항협회(ACI)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아·태지역과 중동지역의 회복 경로는 느리고 불확실하며 다양한 

수요 회복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 항공교통 전망(World Air Traffic Forecasts 

2020-2040)1)에서 향후 20년간 두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전체 여객교통량이 

중동에서 5.2%, 아·태지역에서 4.7%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가 기대된다.

아·태지역의 공항들은 2020년 말까지 58%의 여객 교통량이 감소되었고, 2023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약 34억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은 여객교통량이 2020년 말까지 72%까지 감소되었고 

2024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화물 운송부문의 회복에 대해서는 더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9년에 아·태지역과 중동지역의 공항들은 각각 4,700만 톤, 9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했다.

백신보급이 회복의 핵심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2021년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고, 2022년 초까지 광범위한 접종이 이루어 진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다. ACI 아태지역 국장인 스테파노 바론치(Stefano Baronci)는“제한된 백신의 공급과 

느린 유통속도가 장기화된 경기침체 리스크와 겹친다면 전 세계의 회복은 2024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태지역과 중동에서 2019년부터 2040년까지 가장 빠른 여객운송 성장세를 보이는 10개 국가들에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아·태평양의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이 있다.

바론치는“항공업계가 핵심적인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신운송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항공종사자와 공항직원을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aci-asiapac.aero/

1) ACI에서 발간하는 전 세계 항공운송 수요 예측 보고서 



PART 02
주요국 정책동향(State Policy)

영국, 2021년 하계시즌까지 슬롯 면제 연장

영국의 공항 슬롯조정을 담당하는 ACL(Airport Coordination Limited)은 슬롯 의무사용 면제조치를 2021년 

하계시즌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ACL은 유럽연합과 영국의 11개 공항을 포함하여 전 세계 46개 

공항의 슬롯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하계시즌까지 이어질 영국 공항의 슬롯 의무사용 면제조치는 지난 2020년 10월 25일부터 오는 3월 

27일까지 EU와 영국 공항들을 대상으로 시행이 결정된 바 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항공사들은 재차 

80/20조항의 면제를 받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80/20조항에 따라 각 항공사는 해당 시즌에 할당받은 슬롯의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80%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슬롯은 다른 항공사에게 재할당 된다. 

지난 3월에 코로나19로 여객수요가 급감한 이후로 이러한 의무 규정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 

항공사들이 슬롯 유지를 위해‘텅 빈 항공기(ghost flight)’를 운항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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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면제조치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유럽에서 80/20조항의 면제를 적용하게 된 것은 자국 항공사들을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나, 모든 

항공사들이 이를 반기는 건 아니었다. 특히 위즈에어(Wizz Air)의 CEO인 조제프 바라디(Jozsef Varadi)는 

해당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2020년 8월에 15억 파운드의 가치를 지니는 런던 개트윅공항(Gatwick Airport)의 슬롯페어(slot 

pairs)2)를 중단하는 결정에 반발했다. 심지어 이것이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라는 비난성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9월에 유럽연합위원회(EC)가 80/20조항의 면제적용기간을 동계시즌까지 연장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는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또다시 반대의사를 밝혔다. 

위즈에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소수의 항공사 중 하나로, 현재 상황이 

수익성이 높은 런던공항에서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슬롯

공항들은 이륙과 착륙을 규제하기 위해 슬롯의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공항은 기존 시설기반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런던 히드로 공항과 같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시의 공항에서의 슬롯 

가치는 매우 높다.

이번 슬롯규제 면제 연장이 동계시즌까지 이어질 지는 더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해당 

조치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도 슬롯의 의무 사용률을 완화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운항노선과 수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임이 확실하다.

출처 https://simpleflying.com/

2) 특정 시간에 특정 공항에서 항공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는 항공사에 대한 상업적 권리



2020년 미국 주요 항공사들의 수익성 지표

미국의 주요항공사들의 2020년 재무 결과를 보면, 모든 항공사가 여객수요 급감으로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손실(The core losses)
주요 항공사들이 모두 2020년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 폭이 큰 순서로 나열하였다.

1. 델타항공 (Delta Airlines) - 124억 달러

2.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 – 89억 달러

3.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 – 71억 달러

4. 사우스웨스트 항공(Southwest Airlines) – 31억 달러

5. 알래스카 항공(Alaska Airlines) – 13억 달러

6. 제트블루(JetBlue) - 13억 달러

7. 하와이안 항공(Hawaiian Airlines) – 5억 1,100만 달러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항공 모두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국제선 수요감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내선은 3월 중순∼말까지는 중단되지 않았는데, 그쯤부터 미국의 주들이 봉쇄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 알래스카항공, 제트블루 등 국내 노선이 많은 

항공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좌석 공급량(Seat capacity)
2020년에는 항공사들이 좌석 공급량을 줄이면서도 치열하게 경쟁했다. 그 결과를 공급좌석마일(ASM)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 – 1,432억 ASMs

2. 델타항공 (Delta Airlines) - 1,343억 ASMs

3.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 – 1,228억 A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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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우스웨스트 항공(Southwest Airlines) – 1,035억 ASMs

5. 알래스카 항공(Alaska Airlines) – 371억 ASMs

6. 제트블루(JetBlue) – 327억 ASMs

7. 하와이안 항공(Hawaiian Airlines) – 750만 ASMs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항공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따르고 있다. 

해당 4개 항공사는 미국 전역을 가로지르는 국내선 운항편을 다수 운영 중이다. 

2020년의 공급량을 2019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하와이안 항공(Hawaiian Airlines) - 63.4% 감소

2.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 – 56.9% 감소

3. 델타항공 (Delta Airlines) - 51% 감소

4.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 – 49.8% 감소

5. 젯블루(JetBlue) – 48.8% 감소

6. 알래스카 항공(Alaska Airlines) – 44.3% 감소

7. 사우스웨스트 항공(Southwest Airlines) – 34.2% 감소

하와이안 항공이 공급량을 가장 많이 줄였다. 하와이가 14일간의 격리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국제선과 

국내선 네트워크가 급감했다.

좌석 마일당 수익(PRASM)

프라즘(PRASM)은 좌석마일(ASM)당 여객수익을 나타내며, 항공사 수익 산정 지표 중 하나다. 수익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는 항공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프라즘이 높은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가격을 

더 많이 통제한다. 항공사들은 제공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각 항공사의 

2020년 프라즘(PRASM)은 다음과 같다.

1.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 – 10.14센트

2.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 – 9.6센트

3. 델타항공 (Delta Airlines) - 9.59센트



4. 하와이안 항공(Hawaiian Airlines) – 8.83센트

5. 젯블루(JetBlue) – 8.36센트

6. 알래스카 항공(Alaska Airlines) – 8.1센트

7. 사우스웨스트 항공(Southwest Airlines) – 7.41센트

보통 프라즘 값을 10센트 이상으로 책정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작년 한 해는 고수익 항공권 판매량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항공사들은 더 많은 승객들을 싣기 위해 요금을 인하하는 균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탑승률(Load factor)

항공사의 탑승률 역시 중요한 지표이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의 2020년 탑승률은 다음과 같다.

1.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 – 64.1%

2. 하와이안 항공(Hawaiian Airlines) – 60.6%

3.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 – 60.2%

4. 젯블루(JetBlue) – 56.9%

5. 알래스카 항공(Alaska Airlines) – 55.2%

6. 델타항공 (Delta Airlines) - 55%

7. 사우스웨스트 항공(Southwest Airlines) – 52.4%

탑승률 순위 6위를 차지한 델타 항공은 바이러스 전염을 우려해 일정 구간의 좌석을 비워 왔다. 

제트블루와 하와이안 항공도 이를 시행하다가 최근에 중단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좌석 비우기를 

시행하지 않았고, 아메리칸 항공은 하계시즌에 탑승객수 제한(load cap)조치를 해제했다. 탑승객수 제한은 

항공사 수익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는 고객들에게 수익보다 고객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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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마일당 비용(CASM) 

좌석마일당 비용은 항공사의 지출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당 수치가 낮을수록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한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의 2020년 좌석마일당 비용(CASM)은 다음과 같다.

1. 하와이안 항공(Hawaiian Airlines) – 18.35센트

2.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 – 17.69센트

3.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 – 17.13센트

4. 델타항공 (Delta Airlines) - 15.61센트

5. 젯블루(JetBlue) –13.12센트

6. 알래스카 항공(Alaska Airlines) – 12.25센트

7. 사우스웨스트 항공(Southwest Airlines) – 11.77센트

좌석마일당 비용(CASM)은 2019년보다 2020년에 더 높았는데, 항공사의 운영비용이 높았기 때문이다. 

IATA에 따르면 비용이 2019년보다 2020년에 더 높았던 이유는 2019년에는 항공사가 더 많은 공급량을 

기반으로 비용을 분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험난한 2020년

2020년은 항공사에 매우 힘든 한 해였다. 항공사의 직원 감소와 비용절감이 충분한 조치가 되지 못하였고, 

여객수익은 사상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여객 수요가 꾸준한 회복세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항공사들이 힘든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simpleflying.com/



PART 03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 군부 쿠데타로 폐쇄

미얀마는 2월 1일 군부가 정권을 잡은 후 양곤 국제공항(Yangon International Airport)을 폐쇄했다. 이날 

발표된 노탐(NOTAM)에 따르면 국내선과 국제선 구호 항공편을 포함한 모든 비행이 4월 30일 23시 

59분까지 중단된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1월에 치러진 총선의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긴장감을 높여오다 

2021년 2월 1일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 결과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과 윈 민(Win 

Myint)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내 상임 지도자들이 구금되었다. 군부는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총사령관에게 통치권을 이양했다. 

2월 1일, 전국 은행들의 영업이 중단되었고 수도인 네피도(Naypyitaw)와 상업 중심지인 양곤(Yangon)의 

전화와 인터넷 연결은 중단되었다.

항공사&공항(Airlines & Air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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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양곤 공항>

양곤 국제공항의 교통량 현황

항공여행업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인 시리움(Cirium)의 데이터에 의하면, 1월 25에서 31일까지 평균 항공 

교통량은 전주대비 2~3% 감소하였다. 

2019년 미얀마의 최대 시장은 태국과 중국이 차지하였으며, 일일 평균 20∼25명이 각 국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 3월 30일 이후 양곤행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었다. 공항은 1월 30일에 국제선의 운항 중단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https://www.flightglobal.com/



카타르 항공 등 IATA 트래블 패스 도입

3월부터 트래블패스 도입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은 중동지역에서 IATA 트래블 패스를 최초로 도입하는 항공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공사들은 여행을 다시 시작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디지털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카타르의 국적 항공사인 카타르 항공은 오는 3월에 해당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카타르 항공은 트래블 패스의 사용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여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도하-이스탄불 노선에서 적용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앱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스스로가 여행적격자인지 확인 해 볼 수 있다.

트래블패스 앱을 통해 여행자들은 목적지 공항 도착 전이라도 항공사 및 기타 관련기관에 여행 가능자(Ok 

to Travel)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아울러 목적지 국가의 보건관련 규정과 여행 제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카타르 항공 그룹(Qatar Airways Group)의 대표인 아크바르 알 베이커(Akbar Al Baker)는“IATA 트래블 

패스는 글로벌 보건위기 속에서 항공 커뮤니티를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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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스카이트랙스(Skytrax)의 코로나19 항공사 안전등급에서 유일하게 5성급을 달성한 항공사로서 

승객의 안전, 건강, 복지를 보호하고 여행의 전 여정에서 통합적이고 원활한 고객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백신여권 도입 확대

중동지역 항공사인 에티하드(Etihad)와 에미레이트(Emirates)는 최근에 IATA 트래블 패스의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카타르항공의 파트너인 아메리칸항공 또한 건강여권(health passport)을 도입했다. 한편, 

유럽지역 내 안전한 여행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여행자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백신여권(vaccine passport)의 도입을 고려중에 있다. 이러한 디지털 여권은 올해 연말쯤이면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승객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엄격한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IATA 트래블 패스는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어 줄 것이다. 

출처 https://simpleflying.com/



영국, ‘에어 원(Air-One) 프로젝트’ 추진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 허브 구축

영국 정부는 차세대 전기 자율항공 시스템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퓨처 플라이트 챌린지(Future 

Flight Challenge)’를 공모하였다. 여기에 어반 에어포트(Urban Air-Port)의 에어원(Air-One)프로젝트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에어원(Air-One)은 화물 드론, 에어 택시 등 미래형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항공기를 위한 세계 최초의 허브로, 2021년 말 영국 

코번트리(Coventry)에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어반 에어포트는 미래형 항공 모빌리티를 위해 완전 자율형‘탄소제로’인프라를 개발 중이다. 에어원 

프로젝트는 항공산업과 정부가 지속가능한 도심용 항공 모빌리티 발전에 대해 협력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탄소배출량 감축 등이 포함된다.

어반 에어포트, 현대자동차와 파트너십 체결

미 항공우주국(NASA)은 미국에서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Urban-Air Mobility) 도입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최대 5,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당 시장이 성장하는데 주요한 장애물이었던 

인프라의 부재 역시 어반 에어포트의 프로젝트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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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를 개발하고, 더 확장된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 상용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에어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도심형 공항의 필요성 및 장점

어반 에어포트의 CEO인 리키 산두(Ricky Sandhu)는“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의 상업화를 위해 

도심형 공항이 필요하다. 도심형 공항은 도시 전체의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영국이 

친환경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에어원(Air-One) 프로젝트는 청정한 도심형 공항의 상용화 

및 탄소제로 모빌리티의 도입을 현실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심형 공항의 또 다른 장점은 필요한 공간의 규모가 기존 헬기장보다 60% 더 작다는 것이다. 첨단 

건축설계 기법으로 단시간 내 시설을 건설하고 탄소 배출량‘제로’실현이 가능하다. 또 이러한 형태의 

공항은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다.

도심형 공항은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버스 또는 스쿠터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형 공항은 항공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 따라 쉽게 이전할 수 있다. 이는 

재해 비상관리에도 이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도심형 공항은 필요한 경우 드론이나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를 신속하게 배치하여 비상물품, 장비, 인력을 수송할 수 있다.

영국 연구혁신기구(UKRI)3)의 퓨처 플라이트 챌린지(Future Flight Challenge) 총괄담당자인 게리 커츠(Gary 

Cutts)는 도심형 공항은 전 세계의 도시를 혁신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으며, 도시들을 더 많이 

연결시키고, 친환경 경제회복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원 프로젝트는 미래형 항공기 

개발 기금의 사업목적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영국을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의 선구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반 에어포트는 글로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00개가 넘는 도시에 전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출처 https://www.internationalairportreview.com/

3) UK Research and Innovation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공공기관



미국 플로리다, eVTOL 전용공항 확대 

릴리움, 플로리다에 eVTOL 전용공항 건설
독일의 항공 전문기업인 릴리움(Lilium)이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 전용 공항을 확장 하고 있다. 

릴리움은 작년 말에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란도(Orlando)에 공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올해 1월에 

플로리다 주에 최소 10곳 이상의 공항을 추가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릴리움은 올란도 내 신규 거주지 개발부지 인근에 교통허브를 구축하여 전기 수직 이착륙 (eVTOL) 

항공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허브구축에 약 2,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65,000명에 달하는 인구에 대해 높은 수준의 교통망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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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움은 공항건설 경험이 있는 스페인의 페로비알(Ferrovial)과 협력한다고 발표하였는데, 페로비알은 

런던 히드로 공항, 시드니공항, 벨파스트(Belfast) 공항, 부다페스트 공항, 글래스고 공항과도 이해관계가 

있다.

10개의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 전용 공항은 플로리다 전역을 연결하는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 교통망을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몇 달 안에 첫 번째 

장소가 공개될 것이다. 플로리다 인구 약 2천만 명은 30분 이내에 전기수직 이착륙 항공기 전용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플로리다를 방문하는 1억 4천만 명의 연간 방문객은 목적지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eVTOL 도입 예정

릴리움은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 도입을 더 빠르게 앞당길 것을 약속했다. 이번 플로리다에 

건설하게 될 비행장은 수년 내 완공될 계획인데, 릴리움은 이전에도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를 

2025년까지 선보이겠다고 말한 적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일 뿐, 프로젝트 합작 결정의 발표만을 마친 릴리움은 플로리다 전역에 10곳 이상의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 전용공항을 세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릴리움은 작년 2월에 시험용 모델에 화재사고가 나는 등 차질을 겪은 적이 있다. 사측은 시험 비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사고 이후로 비행을 한 기록은 없다. 재정적으로도 문제를 겪어 지난 

12월에 추가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수직 이착륙 공항의 건설로 플로리다 지역 전체를 연결하겠다는 이들의 계획이 아직까지는 희망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가 실제로 해당 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s://simpleflyi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