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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국제기구(Global Organization)
 

IATA, ’21년 항공사 안전평가 결과 발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1년 항공사 안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데이터를 2020년 및 최근 

5년(2017-2021년)의 수치와 비교·분석한 결과, 안전도가 크게 향상된 지역이 있었다.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총 사고발생 건수, 사고발생률(all-accident rate) 및 사망자수(fatalities) 모두 감소했다.

‧ IOSA(IATA Operational Safety Audit)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사는 2021년 사망사고 발생 제로(0)를 

기록했다.

‧ 15년 만에 처음으로 활주로 및 유도로 침범사고 발생 제로(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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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1/2020/2017~2021 항공기 안전평가 결과(IATA 집계 발표)

 
IATA 사무총장 윌리 월시(Willie Walsh)는, 

 
“우리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 2021년의 운항편수가 최근 5년의 평균치 대비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사고발생에 따른 영향이 이전에 비해 크게 작용했다. 2021년 항공사들은 운영상 난항을 

겪었지만, 안전관련 지표는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세계 모든 지역 운항편의 안전성 수준이 글로벌 

표준에 도달하려면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사망사고율

2021년 전체 사망사고율은 0.23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터보프롭(turboprop)기종의 사망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트기종의 사망사고는 1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율은 1백만 운항편당 0.04를 

기록하여 최근 5년의 평균치 0.06 대비 개선되었다. 전체 사망사고율 0.23은 탑승객 1명이 10,078년 동안 

매일 항공기를 탑승했을 시 사망사고 1건이 발생하는 수치이다. 



IOSA

IOSA(IATA Operational Safety Audit)는 항공사 운영관련 안전평가 제도로, IATA 회원사는 모두 등록이 

요구된다. 현재 다수의 기관에서 항공운송과 관련된 안전도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총 403개 항공사(115개의 IATA 비회원 항공사 포함)가 IOSA에 등록되어 있다.

‧ IOSA 등록 항공사와 미등록 항공사의 사고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등록 항공사의 사고율(0.45)은 

미등록 항공사(2.86)의 1/6 수준이었다.

‧ IOSA 등록 항공사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사고발생률(0.81)은 미등록 항공사(2.37)의 1/3 

수준이며, IATA 회원사는 모두 IOSA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IATA·사무총장·윌리 월시(Willie Walsh)는 “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노선의 운항지역에 관계없이 IOSA 

등록 항공사와 미등록 항공사 간의 사고발생률 차이로 입증되었다. 앞으로도 IOSA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항공운송부문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제트(Jet)기종 전손(hull loss) 사고율

2021년 제트기종 전손 사고율은 최근 5년(2017-2021년)의 평균수치 대비 감소했다. 8개 지역 중 5개 

지역의 수치는 최근 5년(2017-2021년)의 평균수치 대비 감소했다.

 

표 2. 지역별 제트기종 전손 사고율(1백만 운항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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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터보프롭(Turboprop)기종 전손(hull loss) 사고율

2021년 5개 지역의 터보프롭 항공기의 전손 사고율은 최근 5년(2017-2021년)의 평균수치 대비 

감소했다. 독립국가연합(CIS)과 아프리카 지역은 전손 사고율이 증가했다. 

터보프롭기종의 운항비율은 전체의 10.99% 수준이지만, 전체 사고발생의 50%, 사망사고의 86%, 사망자의 

49%를 각각 기록했다.

IATA·사무총장·윌리 월시(Willie Walsh)는 “터보프롭기종의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항공기 

전체 사고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표 3. 지역별 터보프롭기종 전손 사고율(1백만 운항편 기준)

CIS 지역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항공사 제트기종 운항에서 2020∼2021년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터보프롭기종 운항의 경우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건의 사고에서 2021년 전체 사망자의 

1/3이상인 4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항공사들은 모두 IOSA에 등록되지 않은 항공사이다.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지역 항공사 터보프롭기종 운항에서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건에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항공사는 모두 IOSA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항공사이다. 2020-2021년 제트기종 

운항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지역의 우선순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관련 표준 및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의 이행이다. 2021년 전체 사망사고의 61%가 아프리카 지역 항공사에서 

발생했는데, 2021년 말 기준 아프리카 국가 중 28개국이 60% 이상의 SARPS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방식은 반복적인 사고발생을 다루는데 중요할 것이다.

 

출처 https://www.ia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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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부속서 개정안 도입”

ICAO 이사회(ICAO Council)는 전자 조종사면허증, 항공기 

운항, 항공기 감항성 유지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ICAO 부속서(Annex) 개정안 (Amendment)의 도입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개정안은 2022년 1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1부속서 – 항공종사자 면허

제1부속서1)(Annex 1) 개정안 178(Amendment 178)은 ICAO 

회원국에서 도입 및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 조종사 

면허증(electronic pilot licenses)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형태의 조종사면허증 활용을 통해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 및 

범용성이 향상될 것이다.

 
전자면허증(E-license)의 도입과 활용을 통해 실물형태 면허의 

신규, 재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효율성 

및 친환경성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ICAO이사회 의장 살바토레 시아치타노(Salvatore Sciacchitano)는 

“전자면허증 체계를 도입, 시행하는 회원국은 제반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간소화된 오프라인 인증체계 (simplified offline 

verification)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 ICAO ANNEX(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본 보고서에 언급된 Annex 1, 6, 7, 8은 각각 항공종사자 면허, 항공기 운항, 항공기 국적 
및 등록 기호, 항공기 감항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제6부속서 – 항공기 운항

제6부속서(Annex 6) 개정안에는 소형기의 지상접근 경보장치 

(GPWS,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ROPS, Runway Overrun Prevention System)2)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종사가 공항의 소방 

구조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사 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제6부속서의 다른 개정안은 ICAO 위험물 운송 기술지침 (ICAO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Doc 9284))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헬리콥터를 활용한 위험물 운송 시에도 다른 

항공기와 동일한 관리·감독체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해상 등 수면지역(off-shore)에서의 헬리콥터 운용 

시의 안전착륙대 구비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7부속서 및 제8부속서 –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항공기 감항성

제7부속서(Annex 7) 개정안은 회원국 간 항공기 양도, 이전 

등의 절차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항공기등록·취소 표준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제8부속서(Annex 8) 개정안에는 항공기 개조, 수리와 관련 

하여 항공기 감항성의 유지 및 해당정보의 공유체계와, 화물 

운송 안전을 위한 기내 화물구역 화재진압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https://www.icao.int/

2) 활주로 거리가 짧아(Runway too short) 경로이탈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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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주요국 정책동향(State Policy)

미국, 마스크 의무착용 규정 연장발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이 실시하고 있는 항공기 기내, 공항, 철도 및 버스에서의 마스크 의무착용 규정을 

4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본 규정은 당초 3월 19일부로 해제될 예정이었다.

해당 규정의 연장발표는 COVID-19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와 주정부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포함한 다른 보건관리 지침을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마스크 의무착용 규정의 연장기간이 이전에 비해 단축되었다는 것은 신규확진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올봄 이내에 팬데믹 관련 보건조치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앞으로도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력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의 마스크 의무착용 

규정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규정은 COVID-19 확진자 추이, 변이 

바이러스 및 최신 과학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조치 완화요구

항공사 및 여행업계는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의 출입국관련 완화조치를 예로 들며, 미국시민을 포함한 

항공여객의 입국 시 COVID-19 검사요건을 완화, 시행할 것을 백악관에 촉구했다.

대형호텔체인,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의 회원으로 구성된 미국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는 바이든 

행정부에 마스크 의무착용 규정과 국제선 항공여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COVID-19 검사규정을 

완화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여행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내 공중보건 관리상황과 의료체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출장목적 및 국제선 항공수요의 회복세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고 말하며, “4월 18일 이후 마스크 

의무착용 규정과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COVID-19 검사요건을 완화한다면 여행, 관광산업이 회복세로 

반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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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착용과 기내 난동 승객(unruly passenger)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1년 1월, 항공기, 버스, 기차 탑승객과 공항, 기차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착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후 해당 규정을 연장했고, 마지막 연장조치는 

2021년 12월이었다.

항공사들은 팬데믹 선언 이후 자체적인 보건규정을 시행했지만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노조기관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착용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 연방항공청(FAA)통계에 따르면 기내 난동 승객 발생 건수 중 71%인 5,981건이 기내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거부한 탑승객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2위 규모의 항공사 노조인 Transport Workers Union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규정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도, “마스크 의무착용 규정으로 인해 기내 난동 승객 발생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기내에서의 욕설, 폭언 및 폭행 등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관계자는 “팬데믹 이전에도 기내 난동 승객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기내난동 사례가 눈에 띌 정도로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4월 이후의 교통안전청(TSA) 관련 규정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기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승무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최대 규모의 객실승무원 협회인 AFA(Association of Flight Attendants-CWA)의 대변인은 

AFA가 바이든 정부에 마스크 의무착용 규정의 연장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객실승무원 사이에서도 기내 마스크 의무착용 규정에 대한 찬반입장은 엇갈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AFA는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 스피릿항공(Spirit), 하와이항공(Hawaiian Airlines)등 객실 

승무원 5만 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FA는 “기내 안전규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객실승무원의 관리역할을 탑승객에게 올바로 인식시키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cnbc.com/



영국, 하계시즌 70/30 슬롯규정 재도입 

항공사가 공항에서의 이·착륙 및 운항을 위해서는 사전허가 또는 특정시간대의 ‘슬롯(slot)’을 할당 받아야 

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수요가 급감했고, 이에 슬롯을 유지하기 위한 항공사의 의무사용률은 50%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하계시즌을 대상으로 70%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슬롯 70/30 의무사용 규정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은 자국공항의 슬롯사용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정부는 3월 27일부터 슬롯의 의무사용 비율을 70/30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항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슬롯을 최소 70%이상 사용해야만 여름 성수기 시즌까지 해당 슬롯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항공(British Airways)과 이지젯(Easyjet)은 해당 규정의 변경으로 운항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항공은 런던 히드로공항(London Heathrow Airport) 슬롯의 절반 이상을, 이지젯은 런던 

개트윅공항(London Gatwick Airport) 슬롯의 절반 이상 사용 중이다.

 
정부가 70/30의 조정안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3월 27일 이후부터 예전의 80/20 사용규정이 재시행 될 

예정이었다. 교통부장관 그랜트 솁스(Grant Shapps)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환영하며,

 
“최근 항공수요의 회복으로 기존의 슬롯사용 규정을 재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며, “일부 조정안을 

통해 항공산업의 미래와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의 상반된 입장

하지만 이러한 조정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사무총장 윌리 월시(Willie Walsh)는, 

 
“영국정부가 발표한 70/30 슬롯규정 조정안은 전 세계 공항 중 슬롯의 의무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항공수요의 회복을 지원한다는 목표에 상반되는 조치이다. 하계시즌의 항공수요가 슬롯의 7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항공사들이 슬롯유지를 

위해 소수의 탑승객만 태운 채 수천 편 이상의 항공편을 운항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이는 

친환경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항공업계의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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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루프트한자그룹(Lufthansa Group)은 규정의 조정으로 인해 동계시즌에는 18,000편에 이르는 

항공편이 승객을 태우지 못한 채 운항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정부는 70/30 슬롯규정의 도입으로 항공사들이 보다 많은 항공편을 운항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서섹스 공항(Sussex Airport)의 CEO 스튜어트 윈게이트(Stewart Wingate)는 “우리는 항공여행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하계시즌 및 이후의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하계시즌의 항공수요 회복에 맞추어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변이바이러스의 출현 및 일부 지역에서의 전쟁 등 국제정세 긴장감 지속 등은 향후의 시장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항공산업에 부정적인 요소가 증가한다면, 항공사들은 새로운 슬롯규정을 유지하기 

위해 운항편당 좌석공급량을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simpleflying.com/



PART 03

ANA, 중거리 노선 ‘Air Japan’ 출범

아나홀딩스(ANA Holdings)는 오는 2023년 말 중거리 국제선 노선(medium-haul international routes)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항공사 에어재팬(Air Japan)을 런칭할 예정이다.

 
에어재팬에 대한 운영계획은 2020년 발표되었으나, 항공업계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공개가 다소 지연되었다.

 
공식 슬로건은 ‘Fly Thoughtful’이며, 보잉 787-8 기종을 운용할 예정이다.

항공사&공항(Airlines & Air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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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운임 및 브랜드 운영정책

에어재팬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의 중간형태인, 저비용항공사 수준의 항공권 운임으로 

운항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이다. 

 
그룹관계자는 “ANA 그룹은 에어재팬(Air Japan)이라는 명칭의 전세기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구조는 기존의 에어재팬과 동일한 방식이나, 독자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고는 인디고와 태양 색상이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친절하고 사려 깊은 손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국제선 정기운항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ANA 그룹은 국제선 항공수요의 회복추이와 시장상

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에어재팬(Air Japan)의 CEO 미네구치 히데키(Hideki Mineguchi)는 “탑승객에게 다양한 서비스, 안락한 좌석과 

기내공간을 제공하는 에어재팬(Air Japan) 런칭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NA그룹의 중거리 노선운영 전략에 따라 합리적인 운임으로 새로운 해외여행 트렌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히며, “그룹 전반에 갖춰진 우수한 안전체계와 

양질의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탑승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ANA 그룹의 일부가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businesstraveller.com/



샌프란시스코 공항, GBAS 시스템 도입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SFO)은 지상기반보강시스템(GBAS, 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3)을 활용한 새로운 착륙접근기술에 대한 미 연방항공청(FAA)의 승인을 

받았다. 해당 기술은 GPS의 오차를 수정하여 항공기에 보다 정 한 착륙접근을 지원한다.

 
캘리포니아 중심부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친환경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공항 항공로 

주변에 위치하여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의 건물 등 15,000곳 이상을 대상으로 방음창, 방음문 및 

방음환기시스템의 무료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SFO의 GBAS 도입과 이전의 사례

GBAS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지만, 해당 기술이 도입되는 것이 첫 사례는 아니다.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Newark Liberty International)은 2012년,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Houston George 

Bush International)은 2013년에 GBAS를 도입했다. FAA는 해당 시스템이 기존의 착륙접근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도록 승인했지만, SFO는 보다 발전한 기술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소음감소 및 안전성 향상 효과를 

계획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까지 5년간의 항공사, 조종사 및 기술인력의 개발과 테스트 단계를 거쳤으며, 미 연방항공청 

(FAA)의 최종 테스트절차도 진행되었다. SFO의 공보총괄(Public Information Officer) 더그 야켈(Doug 

Yakel)은 정식도입 및 운영시기에 대해,

 
“FAA가 미국 내 모든 항공운항절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는 안전한 운항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GBAS가 기존의 착륙절차 시스템을 대체힐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절차가 도입되는 데는 수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SFO의 소음감소 노력은 운항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1976년 기준 항공편 운항으로 인해 65데시벨(dB)이상의 소음이 발생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5,000명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운항편 및 인구가 모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지역의 인구는 감소한 

상태이다.

 

3) 공항 인근과 같은 협역에서 세계위성항법체계(GNSS)의 위치 오차를 보정한 정보를 지상국에서 직접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위치 보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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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AS는 순항항로부터 정 접근 및 착륙단계까지 1미터 미만 오차범위의 정 한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FAA는 GBAS가 저시정(CAT-II/III)4)에서의 정 접근이 가능한 위성기반보강시스템 

(SBAS, Satelite-Based Augmentation System) 수준의 정 함을 갖춘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교통관제 유연성 제공 및 소음·배기가스 감소효과

GBAS 시스템은 최대 48개까지의 접근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항공교통관제(ATC)시스템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항공기의 특성과 성능에 부합하는 정 접근 정보를 

통해 각 상황에 맞는 하강경로(glide path)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선형태의 착륙접근로 

제공비율을 증가시켜, 항공기 연료소모량과 탄소배출량 감소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GBAS를 사용하면 먼 거리의 해상지역 또는 높은 고도의 항공기에 대한 착륙접근절차가 가능하여 

인구 집 지역에서의 항공기 운항비율과 소음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SFO의 공보총괄(Public Information Officer) 더그 야켈(Doug Yakel)은 “우리 공항은 새로운 체계와 

시스템을 개발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공항인근 지역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악기상에 

따른 연착으로 인해 야간시간대의 항공기 운항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항체계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항공기소음관리소(Aircraft Noise Office)는 이동식 장비를 설치하여 공항주변지역의 소음도를 

확인하고 있다. 시민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된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장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지만, SFO는 항공기 

운항의 최적화, 소음감소 및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다른 공항들도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출처 https://simpleflying.com/

4)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 <국토교통부(항공관제과)> 1.3.1 저시정운영절차(Low Visibility Operations Procedure)(참조) - 활주로 
접지대(Touch-down), 중간(Mid-point), 말단(Roll-out)의 활주로가시범위(RVR) 중 어느 한 지점의 값이 550미터 미만 또는 
운고(ceiling)가 60미터 미만일 때. 



산호세 국제공항, 자율주행 휠체어 도입 

미네타 산호세 국제공항(Mineta San Jose International Airport, SJC)은 최근 시범사업을 통해 탑승게이트까지 

이동이 가능한 첨단 자율주행 휠체어를 선보였다.

 
미네타 산호세 국제공항(SJC)은 신기술로 구현된 자율주행 휠체어를 공항현장에 도입,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휠체어의 사용료는 무료이며, 간편한 조작과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휠체어에 설치된 화면에 출발게이트를 

입력하면 휠체어가 스스로 이동하는 방식이며, 사용 후에는 공항 내 보안검색대 구역 등 지정된 보관장소로 

자동으로 되돌아오는 방식이다. 또한, 안전성을 위해 자동충돌방지시스템(automatic collision avoidance 

system)이 탑재되어 있다.

 
공항이용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4일 간의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자율주행 휠체어 서비스가 각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휠체어 이동지원 서비스를 대체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담당인력이 에스코트를 제공하는 기존의 휠체어 이동서비스를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먼 

거리의 게이트로 이동이 필요하나 항공사 휠체어 서비스를 예약하지 못한 탑승객 등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공항운영총괄 존 아이트켄(John Aitken)은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공항으로써 공항이용객을 위해 신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항이용객들의 요구와 기대를 앞서나가는 

시범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휠체어서비스는 이미 일본 도쿄의 하네다 국제공항(Haneda International Airport, HNA)에서도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미국 내에서는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Dallas Fort Worth 

International Airport), 휴스턴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탈 공항(Houston George Bush Intercontinental Airport),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공항(Hartsfield-Jackson Atlanta Airport), 존 F. 케네디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과 제럴드 R. 포드 국제공항(Gerald R. Ford International Airport)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범운영을 마쳤다.

 
미국 서부지역에서 자율주행 휠체어서비스의 시범운영을 마친 곳은 산호세 국제공항이 최초이다.

 
 
출처 https://www.internationalairportreview.com/

17
16



중국동방항공, 뉴욕-상하이 노선 임시변경 요청 

중국 상하이 지역의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한 통제조치로 인해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중국동방항공(China Eastern Airlines)은 미 교통부(U.S. Transportation Department)에 뉴욕(New York)- 

상하이(Shanghai)노선의 임시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동방항공은 “상하이지역의 COVID-19 확산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상하이 운항편의 도착공항을 

중국 내 다른 공항으로 변경·운항하라는 중국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동방항공(China Eastern Airlines)은 현재 주2회 운항하고 있는 뉴욕-상하이 운항편의 도착지를 3월 

31일부터 4월말까지 푸저우 창러 국제공항(Fuzhou Changle International Airport)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이다.

 

중국은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하이 도착 국제선 106편의 도착공항을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중국내 다른 공항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민용항공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은 해당 조치로 에어차이나(Air China), 중국동방항공(China Eastern Airlines), 상하이항공(Shanghai 

Airlines), 준야오항공(Juneyao Air), 스프링항공(Spring Airlines) 등의 노선이 임시변경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하이시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찾았으며,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 

전수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Tesla Inc)는 사내 및 협력사에 대한 공지를 통해 이틀간에 걸쳐 상하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폭스바겐 그룹 차이나(Volkswagen Group China)도 공장가동을 48시간 동안 중지한 이후 

재가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 https://www.reute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