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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국제기구(Global Organization)

IATA, 2021년 항공산업 518억 달러 손실 전망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올 한해 항공산업 손실규모(Net industry losses)는 518억 달러로 작년 1,377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22년에는 손실규모가 116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항공산업에 대한 수요는 올해는 2019년의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6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 여객 수는 2021년 23억 명, 2022년에는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인 34억 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는 올해 2019년 대비 7.9%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2019년 수준보다 최대 

1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ATA의 윌리 월시(Willie Walsh) 사무총장은 “항공사의 2020년∼2022년의 총 적자규모는 2,0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손실규모는 약 520억 달러로, 2020년 1,377억 달러보다 약 

857억 달러 만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는 약 120억 달러수준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 

이는 우리가 위기의 고비를 넘겼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글로벌 항공사에 회복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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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항공사의 화물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고, 국내선 여행은 2022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할 것이다. 문제는 각 국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면서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국제선 시장이다. 

각 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돌파구로 보고 있다. 정부는 백신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항공사 수요 전망

전 세계 여객수요(유상여객킬로미터, RPK)는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

• 2021년에는 전체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은 수요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에 위기 이전 수준의 5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탑승률은 

67.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의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6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은 위기 이전의 

6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탑승률은 75.1%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선 수요가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GDP는 2021년에 5.8%, 2022년에는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의 국내선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의 국내선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9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 수요는 여행제한조치, 격리조치, 여행자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회복속도가 가장 느리다.

• 2021년에는 국제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2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의 국제선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4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수요(화물톤킬로미터, CTK)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글로벌 무역량이 2021년 

9.5%, 2022년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21년에는 화물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의 화물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의 항공산업 전체 수익은 2020년에 비해 26.7% 증가한 4,720억 달러(2009년 수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 39.3%의 추가 성장으로 산업수익은 6,580억 달러(2011년 수준)로 증가할 것이다.

백신접종은 정부의 국경통제조치의 완화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백신이 빠르게 

배포되어 정부가 국경을 다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신의 유통 속도가 느린 일부지역(개발 

도상국 등)은 산업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역별 실적

지역
2019년 대비 수요

(RPK)
2019년 대비 
공급량 (ASK)

순 수익
(10억달러)

수익대비 운영마진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글로벌 -59.7% -39.2% -50.4% -33.1% -$51.8 -$11.6 -11.4% -2.7%

북미 -40.0% -18.8% -31.2% -15.0% -$5.5 $9.9 -5.2% 4.8%

유럽 -64.3% -40.8% -54.6% -33.6% -$20.9 -$9.2 -17.4% -5.9%

아시아 태평양 -65.8% -47.3% -56.9% -40.1% -$11.2 -$2.4 -14.1% -9.1%

중동 -74.5% -54.7% -58.7% -44.4% -$6.8 -$4.6 -18.2% -9.6%

라틴 아메리카 -51.8% -29.3% -46.9% -27.9% -$5.6 -$3.7 -18.2% -9.7%

 아프리카 -66.6% -57.7% -57.2% -54.6% -$1.9 -$1.5 -12.7% -9.9%

북미

북미지역 항공사들은 미국 국내선 시장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비교적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11월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에게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국제선 시장의 회복도 기대된다.

아시아 태평양

아태지역의 경우, 손실액이 올해 112억 달러, 내년은 24억 달러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지역은 아직 엄격한 

출입국 통제 조치가 시행 중인 곳으로, 조치를 다소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국제선 수요 회복은 내년 

후반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보다는 국내선 수요 회복에 의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특히 

중국의 회복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www.ia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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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G, 코로나19로 약 4,600만개 일자리 감소예상

항공운송활동그룹(Air Transport Action Group, ATAG)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심각한 침체와 느린 

회복으로 인해 올해 전 세계에 최대 4천 6백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통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약 8,7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항공사와 공항, 항공기 

제조업체, 항공교통관리 부문의 일자리 1,100만개도 여기에 포함된다. 

ATAG의 마이클 길(Michael Gill) 전무는 “올해는 여객 수가 2019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산업 내 대다수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항공산업과 관련된 분야 또한 침체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직원 해고 등의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항공산업 일자리가 2022년 초까지 최대 480만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43% 감소하는 것이다. 항공 산업과 접하게 관련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면 전체 4,600만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숙련된 항공산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공급망(supply chain), 케이터링(catering) 및 세계 

교통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른 모든 산업의 종사자가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는 단순 

고용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여행자들이 여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행금지국가 

목록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일관성 없게 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사 

과정이 개선되고, 백신접종에 대한 전망이 분명해지고 있으므로 여행 수요의 안정적인 회복세를 통해 

항공산업이 폭 넓은 경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ATAG에서 밝힌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항공산업은 8,77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세계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가치는 약 3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

• 항공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근로자는 약 1,100만명이며, 항공산업 근로자의 생산성은 다른 

산업들보다 4.3배 더 높다.

• 항공산업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역 교역액을 기준으로 35%(2019년 6조 5천억 

달러)에 달하지만 운송량(2019년 6천 1백만톤) 기준으로는 1% 미만이다.

• 항공요금은 1950년 대비 약 90% 저렴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항공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1,478개 항공사는 전 세계 3,780개 공항 간 48,000개 노선에 32,299대의 항공기를 투입하였다.

• 세계 관광객의 58%는 항공편으로 여행한다.

코로나19 영향

• 항공산업이 지원하는 일자리는 총 8,770만개 중 올해 4,600만개 감소하여 4,170만개(-52.5%)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항공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자리(항공사, 공항, 항공기 제조업체, 항공교통관리)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480만개(–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3월에 국경이 폐쇄된 이후 약 39,200편의 특별 송환 항공편이 약 540만명의 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 특별화물 항공편 46,400대편으로 15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였으며, 운송품은 주로 의료장비로, 방역 

대비가 절실한 지역들로의 운송이 주를 이루었다.

ATAG의 해당 보고서는 ATAG와 기타 글로벌 항공국제기구 간 협력으로 공동 발간되었으며,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광범위한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출처 https://www.ata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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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주요국 정책동향(State Policy)

중국, 디지털화를 통한 항공산업 발전 도모

중국은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해 민간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민용항공총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AAC)에 따르면 중국은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에서 ‘스마트(smart)’ 기술을 산업성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스마트 항공산업’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를 핵심으로 하여 산업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고효율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여객 교통량 세계 2위

2010년 이후 중국의 항공부문은 여객 교통량 측면에서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항공산업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화에 적응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안전,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중국 민용항공총국(CAAC)의 ‘스마트 항공 전략’에 따르면, CAAC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항공여행, 

항공물류, 통관, 산업운영 및 감독에 이르는 전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산업 전체를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FID 및 차세대 광대역 통신기술 적용

중국 민용항공총국(CAAC)은 수하물 추적, 수하물 자동 체크인, 안면인식 등에 RFID기술을 활용 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공항들은 수하물 처리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올해 안에 연간 

여객이 1,000만 명을 넘는 모든 주요 공항이 RFID를 도입할 것이다.

중국 민용항공총국(CAAC)은 또한 최근 발행된 기술 로드맵에서 5G 기술로 대표되는 차세대 광대역 

통신기술의 개발과정을 보여주었다. 로드맵에 따르면, 승객들은 기내에서 기존보다 더욱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CAAC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21개 항공사의 769대 

항공기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는 2020년에 비해 18%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산업성장 추구

스마트 민간항공산업 구축에 대한 중국 민용항공총국(CAAC)의 전략은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항공산업의 

회복을 도모하고 산업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니웰 차이나(Honeywell China)의 스티븐 리엔(Steven Lien) 사장은 “디지털 기술로 연비를 향상하고 

유지비를 절감하며, 승객의 안전과 경험을 향상시킴으로써 항공사의 수익성과 수요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 항공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더 많은 사업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디지털화는 또한 다양한 ‘절감’과 ‘개선’을 통해 탄소 배출량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다. 싱가포르 저비용 

항공사인 스쿠트 차이나(Scoot China)의 버나드 심(Bernard Sim) 차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연료와 종이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화는 항공사에 있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화는 

항공사가 승객의 비행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news.cn/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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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1월부터 여행금지조치 완화예정

미국이 올해 11월부터 여행금지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자들은 입국을 위해 백신 2차 접종을 

마쳐야 하고,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코로나19 검사요건을 따라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여행금지 완화조치에 항공 및 여행업계는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시행했던 여행금지조치가 마침내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 

18개월 동안 영국, EU,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나라에서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 

직계 가족, 그리고 소수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뿐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부터 이를 폐지할 예정으로, 이는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고난의 시기가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미국의 이러한 발표에 ‘기업활동과 무역에 엄청난 부양책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엔총회에 앞서 완화조치 발표

그간 항공사와 무역기구, 정부당국 등은 국가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해 각종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초 

영국과 유럽연합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규제완화로 백악관에서도 상호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진사례가 급증하면서 무산되었다.

그러나 유럽 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증가하면서 여행 금지는 점점 

무의미해졌다. 또한, 뉴욕에서 유엔 총회(UN General Assembly)가 개최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행규제완화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뉴욕을 방문하여 

여행금지조치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던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새로운 미국 입국규정

백악관은 11월부터 영국과 브라질, 중국을 포함한 다른 여행금지 지역으로부터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2차 접종 요건은 유지될 것이다.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여행자의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엄격한 코로나19 검사요건을 

적용받는다. 아직 이와 관련해 구체적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백신접종을 받은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한 아직 불분명 하지만, 접촉자 추적조사(contact tracing)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의 항공사와 공항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버진 애틀랜틱항공의 CEO인 샤이 위스(Shai 

Weiss)는 “오는 11월부터 영국시민들도 백신 접종을 마치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어 기업 및 개인 

고객들이 안심하고 미국행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제여행의 본격적인 재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1984년에 처음 뉴욕 행 노선을 운영한 이후, 미국은 약 37년간 우리의 중요한 목적지였다. 

과거 18개월간 여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져온 이후, 마침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으로의 

여행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영국항공의 CEO인 션 도일(Sean Doyle)은 “18개월 넘게 단절되어 있던 두 나라가 다시 연결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이는 영국의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고객들은 안심하고 항공권을 예매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s://simplefly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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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홍콩 그레이터베이 항공, 운항증명(AOC) 취득

홍콩의 신생 항공사인 그레이터베이 항공(Greater Bay Airlines, GBA)이 운항증명(Air Operators Certificate, 

AOC)을 발급받아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민간항공국은 10월 8일 그레이터베이(GBA) 항공에 

운항증명(AOC)을 수여하였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의 공식적 운영이 가능하게하기 때문에 어느 

항공사에게나 중요한 단계이다. 그레이터베이(GBA) 항공은 2020년 7월에 최초 신청 이후 15개월 만에 

AOC를 발급받았다.

항공사&공항(Airlines & Airports)



운항증명(AOC) 과정의 일환으로 그레이터베이(GBA) 항공은 지난달 홍콩에서 방콕으로 가는 보잉 

737-800기를 활용하여 검증 비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홍콩 민간항공국은 

그레이터베이(GBA) 항공의 운영과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레이터베이(GBA) 항공은 이제 전세 서비스(charter services)나 비정기 운항(non-scheduled flights)으로 

승객들을 운송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 운항을 시작하려면 항공운송면허(Air Transport License)를 받아야 한다.

운항증명(AOC) 과정의 일환으로 그레이터베이(GBA) 항공은 지난 달 홍콩에서 방콕으로 가는 보잉 

737-800기를 활용하여 검증 비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홍콩 민간항공국은 

그레이터베이(GBA) 항공의 운영과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레이터베이(GBA) 항공은 이제 전세 서비스(charter services)나 비정기 운항(non-scheduled flights)으로 

승객들을 운송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 운항을 시작하려면 항공운송면허(Air Transport License)를 받아야 한다.

그레이터베이(GBA) 항공은 원래 2021년 4분기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이는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사의 첫 번째 공청회는 12월이 되어서야 개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일정이 

2022년 1분기로 연기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연으로 항공사는 매달 수십만 달러의 임대비용을 부담하는 

등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레이터베이(GBA) 항공의 CEO인 알제논 야우 잉와(Algernon Yau Yingwah)는 “항공기 리스 비용은 매우 

높고 매 달 수백만 달러가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더 많은 항공기가 인도됨에 따라 그 부담은 가중된다. 

또한 간접비와 직원의 급여 또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공사는 현금 흐름상황이 

좋은 편이다. 운영을 더 빨리 시작할수록 수익을 올려 비용을 상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레이터베이(GBA) 항공은 캐세이 드래곤(Cathay Dragon)이 과거 운영하던 노선에 집중하여 총 104개의 

목적지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목적지 중 수십 개는 중국 본토에 있으며, 베이징에서 선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레이터베이(GBA) 항공은 초기에 방콕, 푸켓, 싱가포르로 비행할 것이고, 일본과 한국으로도 추후 노선을 

확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s://simplefly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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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다싱 신공항, 여객 수 2천만명 돌파 

약 2년전 개항한 베이징 다싱(Daxing) 신공항은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여객 수가 2천만명을 돌파하였다. 

중국 수도인 베이징의 항공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아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첫 번째 국가였지만, 중국의 항공산업은 이러한 영향에서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였다. 다싱 공항도 산업의 회복세를 주도한 주요 공항 중 하나였다.

다싱 공항은 2년 전 개항한 후 현재까지 31만 5천편의 항공편을 통해 약 4천만명의 승객을 처리하였다. 

가장 바쁜 날에는 907편의 항공편이 14만명의 승객을 운송하기도 하였다.

레이더박스(RadarBox.com)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9월 말 처음 개항한 이후, 한 달 후인 10월 말에는 

하루 평균 248편의 항공편이 운영되었다. 그 후 2020년 1월에는 하루 평균 항공편 운항횟수가 

262편까지 늘어나기도 하였다.

2020년 3월 초에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때 하루 평균 35편의 항공편만이 

운항하였다. 그러다가 6월 초에 381편으로 급증하였고, 6월 말에 다시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해 

61편으로 급감하기도 하였다.

< 베이징 다싱공항의 회복추세>



레이더박스(RadarBox.com)에 따르면 영국항공과 LOT 폴란드 항공을 포함한 많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국제선 노선을 다싱공항으로 옮겼으나, 지난해 공항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교통량은 국내선에서 

발생하였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노선은 다싱 공항 - 광저우 공항으로, 주당 평균 141.5회 이동하였으며 이는 전체 

교통량의 4.4%를 차지한다.

출처 https://simplefly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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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공항, 여객 터미널에 공기청정 기술도입

국제여행이 재개되면서 싱가포르 창이공항(SIN)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공항은 여객 터미널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방역관리에 필수적이다. 창이공항 터미널의 에어컨 및 기계식 환기 

시스템은 공기가 흐르는 통로에서 다양한 크기의 병원체(pathogens)를 걸러내기 위해 여러층의 

필터(MERV-141) 및 UV-C 소독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승객과 공항직원의 집도가 높은 장소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등급의 헤파필터(HEPA)2)가 장착된 공기청정기가 사용된다.

<창이공항의 공기흐름 시스템>

창이공항은 천장이 높고 개방공간을 넓게 설계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하였다. 여객 터미널의 환기시스템은 

6∼10분마다 실내 공기를 완전히 환기한다. 화장실의 경우 환기 주기가 더욱 짧으며, 약 3분마다 환기가 

이루어진다. 이는 최근 개정된 싱가포르의 환기 및 실내 공기질 개선 가이드라인보다도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1) MERV(Minimum Efficiency Reportion Value)는 1987년 미국 냉난방 공조 학회(ASHRAE)에서 정의한 필터 등급으로, MERV-14는 

초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90% 수준에 달하는 고효율 필터로 정의됨. 

2)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클린 룸 등에 고도의 청정환경을 구축해야 할 때 미세입자를 

고효율로 여과시키는 필터. 



MERV-14 필터 및 자외선 소독 활용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객 터미널 전체의 필터는 MERV-7 등급 모델에서 MERV-14 등급 모델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이러한 고효율 필터는 코로나19 입자 크기보다 작은 0.3∼1.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MERV-14 필터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 조건에 따라 

1∼2개월마다 교체된다.

창이공항은 추가적으로 터미널 내 모든 공조시스템의 AHS(Air-Handling Stations)와 AHU(Air-Handling 

Units)에 자외선(UV-C3)) 소독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자외선(UV-C) 소독장비는 냉각 코일을 통과하는 

공기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모두 제거한다. 

환승 구역이나 구내식당 및 푸드코트, 터미널 전역의 격리구역, 직원 휴게소 등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등급의 헤파필터(HEPA)가 장착된 휴대용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중 전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MERV-14 필터로 터미널 내 공기를 한 번 정화한 후 헤파필터(HEPA)가 장착된 휴대용 공기청정기가 

건물 내부의 공기를 더욱 깨끗하게 한다. 공기청정기의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방 두 개를 가진 일반적인 

주택 면적의 공기를 정화하는데 3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관리 수행

창이공항그룹(Changi Airport Group, CAG)은 보건당국과 긴 히 협력하여 공항의 공기흐름 설계를 

확인하였다. 공기 흐름이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구역에서 그렇지 않은 구역으로 확산되는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또한 창이공항그룹은 품질보장을 위해 이산화탄소, 습도, 

온도, 오염물질 및 공기흐름 등을 포함한 실내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창이공항은 이러한 다각적인 장치를 통해 이산화탄소 수준을 500ppm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실내 

공기질 관리규약(Code of Practice for Indoor Air Quality)에 명시된 허용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30% 가까이 

강화된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창이공항 방문객은 공항 이용 시 실내 공기의 안전함에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s://www.internationalairportreview.com/

3)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으로 파장이 긴 순서대로 UV-A, UV-B, UV-C 세 가지로 구분되며 살균작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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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에어, 구형항공기의 재활용 99.2% 성공

핀란드 항공사인 핀에어(Finnair)가 구형 에어버스 A319의 99.2%를 재활용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기는 21년간 핀에어에서 운영되었지만 이제 또 다른 용도로 활용될 것이다.

항공기를 새롭게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구형 항공기들이 사막에 

주기되어 있지만,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재활용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이번에 해체된 A319는 약 20년 전인 1999년에 처음 운항하였으며, 지난 2020년 11월에 마지막 비행을 

마쳤다. 해당 항공기는 약 32,966번의 비행을 하였고, 비행시간은 54,710시간에 이른다.

핀에어는 항공기의 90∼95%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으며, 해당 목표 

이상인 99.2%의 재활용에 성공하였다.

항공사는 먼저 다른 항공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수거하였다. 여기에는 기내좌석 등이 해당된다. 

항공기 방향타(rudder)4) 또한 재사용 가능한 부품이며, 항공기의 약 38.5%가 이러한 방식으로 

재활용되었다.

해체된 부속품 중 15톤 이상의 알루미늄은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 자동차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 알루미늄은 특히 자동차 생산에 많이 사용된다.

항공사의 파트너인 쿠사코스키 리사이클링(Kuusakoski Recycling)은 재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을 

이용해 고형 폐기물 연료(Solid Recovered Fuel, SRF)를 제조할 예정이다.

핀에어는 지난 2020년에 또 다른 퇴역 항공기 A319를 코츠월즈 공항(Cotswolds Airport)에서 

협력업체들과 함께 해체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정점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핀에어가 보유한 

항공기의 대다수는 운항이 중단되었고, 수천 명의 직원들은 임시 휴직하거나 일자리를 잃었다.

핀에어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항공기를 재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구형 항공기 재활용 사업’의 

잠재력을 면 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www.businesstraveller.com/
https://simpleflying.com/

4) 꼬리 날개에 수직으로 달려서 비행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IATA의 『COVID-19 Airline industry outlook』자료를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출처 : https://www.iata.org/

IATA 항공산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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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항공사에 가장 크고 오랜 충격을 주고 있다. 항공수요(RPK)*는 과거 1991년 글로벌 침체(Global 

recession), 2001년 9·11테러, 2003년 사스(SARS), 2009년 대침체(Great Recession) 등에 따른 일시적 

수요감소가 약 5∼20% 있었으나, 6개월에서 18개월 후에 회복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항공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1> 글로벌 유상여객킬로미터(RPKs)

* 유상여객킬로미터(RPK) : 1여객킬로미터란 여객 1명을 1킬로미터 운송한 것을 말하며, 유상여객킬로미터는 각 

비행구간의 유상여객 수에 구간거리를 곱한 합계를 말함

□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들은 2,430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그 중 급여보조금 

(Wage Subsidies)이 810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대출(Loans)로 73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그림2> 항공사 재정지원 금액 (단위 : USD 10억달러)



□ 항공화물 및 국내선 여객 실적은 점차 코로나 팬더믹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3> 유상여객킬로미터(RPKs)와 화물톤킬로미터(CTKs), 2020년 1월 = 100

□ 국제선 여행의 회복은 각 국의 여행제한 정책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여행제한 정책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 8월 국제 유상여객킬로미터(RPK)는 2019년 동월 대비 68.8% 감소, 국내 

32.2% 감소하였으나 반면 화물톤킬로미터(CTK)는 7.7% 증가하였다.

<그림4> 글로벌 여행 엄격성 지수

* 0 – 제한 없음, 1 - 선별검사(screening), 2 - 고위험 지역에서 도착 시 격리, 3 - 일부지역에 한하여 폐쇄조치, 

4 -전체 국경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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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진행되면서 각 국의 여행제한이 완화될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광범위한 백신접종(성인의 75% 이상 접종완료)이 완료 되었다.

<그림5> 런던의 의료조사 및 데이터분석 회사인 에어피니티(Airfinity)의 국가별 백신접종 예측

□ 코로나19로 인해 그건 억눌려있던 여행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이 11월에 여행금지를 철회 

하겠다고 밝힌 이후 유럽에서의 예약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6> 2019년 대비 미국 - 유럽 간 예약률(%)



□ 2022년의 해외여행 회복 속도는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아마도 유럽 내 여행이나 유럽과 북미사이의 

여행이 아시아 지역의 여행회복 속도를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7> 주요 국제선 노선 (2019년 대비 RPKs(%))

□ 국내선 여행수요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국내선 유상여객킬로미터(RPKs)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93%, 국제선은 44%정도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8> 글로벌 유상여객킬로미터 (2019년 대비 분기 RP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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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화물은 수요증가로 전반적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공급량(capacity)과 공급망 (supply 

chain) 부족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림9> 주요 교역로의 화물톤킬로미터(CTKs), 2020년 1월 = 100 

□ 항공화물은 무역량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항공화물 수요는 2019년 

수준보다 약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0> 글로벌 무역 및 화물톤킬로미터(CTKs)



□ 여객 탑승률 및 화물 탑재율(load factor)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손익분기점(break-even)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2022년 여객 탑승률은 75%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1> 여객·화물의 탑승률·탑재율 현황과 손익분기점

□ 2022년에도 수익 개선은 지속될 것이고, 2019년 수준의 79%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높은 

화물수익에도 불구하고 여객수익의 손실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2> 전 세계 항공사 매출 (단위 : USD 1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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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의 연료비(Fuel cost)는 교통량 증가 및 항공유 가격 인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항공유 가격은 

2021년 배럴당 74.5달러, 2022년에는 배럴당 77.8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3> 항공유 소비량과 가격

□ 비연료 단위당 비용(Unit costs)은 여객수입(passenger yields*)보다 클 것으로 보이나 여객수입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passenger yield : 운송부문의 Revenue를 유상여객킬로미터(RPK)로 나누어 1RPK 당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

<그림14> 항공사 비연료 단위비용 및 승객매출



□ 항공산업의 수익성 회복은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량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2022년에도 여전히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5> 항공산업 세후 순이익(단위 : USD 10억달러)

□ 북미지역 항공사의 영업이익률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대부분 

지역의 영업이익은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16> 지역별 항공사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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