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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항공화물시장은 팬데믹 기간에도 전자상거래 확대, 여객기 운항 

감소 등이 동력이 되어 유의미한 실적을 거두었다. 앞으로도 당분간 

화물운송 수요가 유지될 것이나, 팬데믹 절정기만큼 호조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는 화물기 개조 등 단기적 전환 형태로 시장에 대응하였으나 

이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있으며, 향후 장기적 

운영을 위해서는 노선개발 및 확충 등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항공수요 변화에 따라 항공사와 리스社는 항공기 기단의 합리적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객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기단 결정의 핵심은 다목적성이기 때문에 운용비용이 

낮고, 다양한 노선에 투입이 가능한 기재의 활용이 확대될 것이다. 

 항공사는 IATA 결의에 따라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약속했으며, 업계 

전반은 신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항공기 도입･친환경 인프라 

구축･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사용･탄소상쇄제도 활용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관련 이행조치 실현 요구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평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머지않아 항공사 또한 ESG 관련 사항이 자금 확보 요건에 반영



되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조달이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항공을 위한 지속가능성 연계대출 및 채권의 잠재적 시장은 

제한적이나마 존재하고 있으며, 금융업계는 탄소배출 산업을 위한 

전환채권이나 대출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 및 리스社는 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전기 동력 수직이착륙기) 항공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소형화물의 

근접 배송, 육상이동을 대체하는 에어택시, 지역 내 근거리 이동 

수단 등의 목적으로 개발과 주문을 확대하고 있다. 

   eVTOL 도입은 상당한 지지를 얻는 동시에, 일부에서는 소규모 

여객만 수용이 가능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써 궁극에 항공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현재 친환경 eVTOL 항공기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업계는 

협력을 다각화하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

제로 항공기 개발에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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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공화물의 기회

팬데믹 상황에서도 항공화물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성장

(봉쇄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 필요성 증가), 공급망 붕괴, 여객기 운항 감소로 인해 항공

화물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다. 여객기 내 적재 공간(Belly) 용량 부족으로 화물 운임이 

급등했고, 항공사는 개인보호장비(PPE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와 백신을 

포함한 필수화물 운송 수익 창출을 위해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Preighter)하기도 

했다. 더불어 화물항공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일부 항공기는 퇴역을 연기하고 운항을 

지속했다.  

  *출처 : https://news.koreanair.com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 및 적재 모습]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항공화물시장 분석데이터에 따르면, 화물운송실적은 2017년 

호조를 보였으나, 2018년 초 성장이 둔화되다가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CTK

(화물톤킬로미터)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항공화물 수익은 항공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

이며 IATA 경제 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는 2020년 35%에서 2021년 37%로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IATA 월간 운송실적의 경우, CRK 기준 2021년 11월 전 세계 수요는 2019년 대비 

3.7% 증가했다(국제선의 경우 4.2%). 이는 전월 실적인 8.2%(국제선 운항의 경우 9.2%)

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수치이이다. 공급량은 2019년 11월보다 7.6% 감소(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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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의 경우 –7.9%)했으며, 전월대비 비교적 큰 변동은 없었다. IATA는 주요 허브공항의 

병목 현상으로 항공화물 공급에 제약이 발생했지만, 경제 상황은 항공화물운송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항공화물시장은 전 세계 경기침체에 쉽게 영향을 받는 매우 불안정한 

영역이다. 항공업계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한 화물시장의 성장이 향후 여객수요가 

회복되어도 계속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일부 리스社는 에어리스 

코퍼레이션(ALC : Air Lease Corporation)이 화물기를 신규 주문한 사례를 근거로 향후

에도 견고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LC의 John Plueger는 “일반적으로 화물부문이 여객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세는 항공화물시장에 새로운 진입과 지속적 유지를 위한 성장 

동력이 되었다. 특히 국제선의 경우 수요가 적어 운항을 중단했던 광폭동체 항공기는 

향후 2년~4년 이내에 다시 투입되어 화물 운송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신형 화물기에 대한 투자를 보장할 만큼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화물기 운영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며 긍정적 전망에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ALC는 에어버스의 A350F가 현재 생산 중인 유일한 신규 화물기종이기 때문에 

주문을 결정했다. A350F는 2027년부터 적용되는 소음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신규 기종이다. A350F는 탑재용량이 크며, 날개 뒤쪽에 화물 적재 출입구가 

배치되는 등 몇 가지 화물기 운항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A350F는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타 경쟁사 기체보다 가벼우며, 109톤의 탑재조건에서 

최대 항속거리는 8,700km로 설계되었다. 보잉 777이나 777X 기종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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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수요, 2020년 1월∼2021년 11월(% CHANGE V 2019 LEVELS)]

[화물 탑재율, 2020년 1월∼2021년 11월(% CHANGE V 2019 LEVELS)]

[화물 공급량, 2020년 1월∼2021년 11월(% CHANGE V 2019 LEVELS)]

Plueger는 이 항공기 모델의 주요 고객은 화물 사업부를 신설한 대형 항공사이며, 

향후 10년 동안 화물운송시장에서 가장 큰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A350F는 2026년에 인도될 예정으로 ACL이 항공기를 마케팅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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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의 Darren Hulst는 항공화물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 수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추세를 통해 

고객이 항공화물의 신뢰와 속도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소매업에서 전자 상거래로 전환하는 과정이 3∼4년은 더 빠르게 발전했다. 성장은 

가속화 되었고 수요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표명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여객

영업에 화물운송사업을 추가한 항공사는 비즈니스 전략에 화물을 포함시키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각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없다. 올해는 보잉의 화물기 및 화물기 개조의 생산과 

판매 측면에서 기록적인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화물기의 리드타임*은 길고, 

그 과정 또한 꽤 복잡하다. 경영진은 항공기의 공급 원자재 대한 적절한 비용, 

가용성, 총 경제성을 필요로 한다. 화물운송으로의 단기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추세였지만, 장기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네트워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737 BCF** 및 767의 화물 

전환 기종으로 화물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제트기 규모에 적합하게 확장할 

수 있는 단거리와 중거리 노선에서 가능성이 입증되었지만, 이를 실제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리드타임(Lead time) : 물품의 발주로부터 그 물품이 납입되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보잉은 기존 상용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비행기 경제 수명을 연장하는 ‘화물기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37-800 BCF는 최초의 화물기 전환 모델

아틀라스 에어 월드와이드(Atlas Air Group Worldwide)는 세계 최대의 화물전용 

항공사로 3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화물전문 리스社인 타이탄항공(Titan 

Aviation Leasing)을 소유하고 있다. 타이탄항공의 CEO인 Michael Steen은 팬데믹 

이후 회사의 성장 궤도가 단계적으로 변화했다고 언급했다.   

    

Steen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 전 세계 항공화물운송은 약 50%는 여객기로 

나머지는 화물기로 운송되었으며, 이 비율은 수십 년 동안 몇 퍼센트 포인트씩 증감

하는 수준이었다. 2020년 초 팬데믹으로 그간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여객기 적재 공간(Belly Space)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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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수요가 크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물류대란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기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팬데믹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운송 능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가 자체적으로 투자

하여 화물기를 직접 운영하는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항공화물 

수요의 관점에서 보면, 향후 몇 년 동안은 호황이 지속될 것이나, 팬데믹의 절정기 

수준 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한다. 항공기 단순임대(Dry 

Leas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이탄항공은 지난 몇 년 동안 신규 고객 중 일부는 

항공사가 아닌 기업의 화물기 운영 수요였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기, 여객기 모두 리스 과정은 동일하지만 화물기 관점에서 볼 때 노선에 

따라 적합한 항공기를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타이탄항공은 이미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항공화물시장에 대한 새로운 전망은 자금조달 과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금융기관에서는 기존의 화물기 시장을 상대적으로 좁은 

시각으로 바라봤을 것이나, 현재는 화물분야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더 많은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많은 리스 회사가 화물기 전환 프로

그램에 투자하면서 경쟁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CDB Aviation의 CEO Patrick Hannigan은 “기록적으로 높은 화물 수요, 빠르게 

확대되는 전자상거래 시장, 높은 화물 수율을 활용하고자 중형 화물기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330 여객기의 리스社로서 고객사에 A330-300 P2F를 

제공하게 된 것은 당사 포트폴리오 상 발전 단계의 일부이며, 해당 기종은 향후에도 

항공사 운영에 적합한 중형 광폭동체기라고 보고 있다.”라고 표명했다. 

EFW CEO인 Dr. Andreas Sperl은 “A330 P2F는 유사한 기종 대비 더 많은 화물 

적재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톤당 낮은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한 광폭동체이기 

때문에 특송 화물운송에 인기 높은 기종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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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에비에이션캐피털(Arena Aviation Capital, 항공기 리스 전문회사)의 Den Elzen은 

항공화물시장의 경쟁심화는 화물기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많은 회사가 화물기 전환 프로그램에 편승하였다. 투자 및 장부가액(Book Value)에 

대한 매우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항공기가 개조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공급 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에 화물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끝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기체 임대료가 이미 약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그 하락 추세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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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단 적정규모화

전 세계가 순 탄소배출 제로를 약속함에 따라 항공사 또한 가능한 한 가장 친환경

적인 항공기 운영이 권고되고 있는바 신기술이 적용되고, 높은 연료효율성을 가진 

협폭동체 기체가 지속적으로 수요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20년 항공사와 리스社는 항공기 기단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노력했다. 항공수요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됨에 따라 항공사는 공급 확대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신규 항공기를 주문(2021년)하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항공기 인도 및 수주 잔량]

[2021년 퇴역 항공기 대수]



2022 항공수요 회복과 항공사 비즈니스 재개 Ⅱ 

9

보잉은 MAX 기재의 시장투입이 재개되면서 2021년 주문량이 크게 회복되었다. 

2021년 순 주문은 취소와 변경 건을 제외하면 535건(총 주문량 909건)에 달했다. 

또한 2021년에 340대 이상의 항공기를 인도하여 2020년(157대) 실적의 두 배 

이상을 달성했지만, 806대를 인도했던 2018년 수치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작년에 보잉이 판매한 항공기의 약 2/3가 737MAX 계열이었다. 737 제품군 263대, 

광폭동체 77대 등의 수주를 완료했다(767 32대, 777 24대, 787 14대, 747 4대 등). 

보잉 MAX 기종은 2022년 1월 엘리전트항공(Allegiant Air)에서 50대의 추가 주문 

옵션을 포함하여 737 MAX 제트기(737-7 및 737-8-200) 50대를 주문하면서 더욱 

호조를 나타냈다. 이 계약은 그동안 에어버스 A319과 A320을 운용했던 엘리전트

항공이 보잉과의 거래를 개시하는 의미로써 특히 중요했다.

엘리전트항공 회장 Maurice J. Gallagher, Jr.는 “보잉을 선택한 전략의 핵심은 

공급석 확대 최대화 및 항공기 퇴역 시기에 대한 유연성, 환경적(탄소배출 등) 장점, 

현대적인 기체 외형 및 객실 구성의 특장점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이었다.”라고 밝혔다. 

에어버스는 2021년 고객사에 611대의 상용 항공기(A320 계열 483대, A350 계열 55대, 

A220 계열 50대, A330 계열 항공기 18대, A380 5대)를 인도했으며, 한 해 동안 신규 

항공기 총 주문량은 771대에 달하여(취소나 변경 주문을 제외한 순 주문량 507대) 전년

대비 두 배의 실적을 기록했다. 

에어버스 CEO Guillaume Faury는 “2021년 항공기 주문량과 인도 대수에서 달성한 

성과는 전 세계 Airbus팀, 고객,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전 세계적인 항공기 신규 주문 확대를 통해 코로나 이후 항공여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에어버스는 특히 A321 계열의 판매 성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그 수요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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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공급 증가(ASK, 2020년 1월∼2021년 10월)]

[항공여행 성장(RPK, 2020년 1월∼2021년 10월)]

[여객 탑승률 추이, % CHANGE V 2019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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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화물수요는 높아지고 화물전환 슬롯이 부족해지면서 화물기 리스社와 

항공사는 신규 항공기를 주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보잉은 2021년부터 

화물기 80대를 판매했다(767-300F 19대, 767-300F 19대, 777F 38대, 747 4대 등). 에어

버스는 2021년 A350F 기종 마케팅을 시작했으며 ALC이 최초로 7대를 주문하였다. 

피치레이팅스(Fitch Ratings)의 Johann Juan은 “국제 비즈니스 여객수요가 크게 회복

되지 않는 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협폭동체 기종이 여전히 운용에 유리할 것이다. 

향후 항공시장이 다시 정상화 되면 기후 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항공사가 연료 효율

적인 광폭동체기를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에어버스의 Meijers는 차세대 신규 항공기 생산량 부족으로 중고 항공기(Mid-Life 

Aircraft)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의 항공수요 회복에 

따라 광폭동체 항공기 도입 역시 중고 기체 매입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제선 운항재개에 따라 광폭동체기를 비롯한 중고 기체 수요가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항공기는 리스계약 체결 시 매우 유리한 요금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는 리스社와 함께 운영상 좋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보잉의 Darren Hulst는 이러한 환경에서 항공기 기단 결정의 핵심은 다양성이라고 

한다. “항공사는 일부 노선에만 투입할 수 있는 대형 기종이나, 좌석 당 비용이 

제한적이고 기타 네트워크 측면에서 규모를 확장할 수 없는 소형 기종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최소한의 

운영비용으로 기재 투입의 폭이 넓은 B787과 같은 다목적 광폭동체기 활용이 확대

될 것이다.”라고 첨언하였다.

항공기 제작사는 항공시장이 침체기에서 회복되면서 발생되는 기체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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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에어버스 CEO Guillaume Faury는 “수요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고객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라고 하였다. 

Meijers는 에어버스가 모든 기종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단일통로 기종(Single 

aisle types)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2023년 여름까지 단일통로 

항공기를 매월 65대 생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폭동체기 제작 속도를 약간 조정했다. 

시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A330은 한 달에 2대에서 3대로, 

A350도 소폭으로 생산대수가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두 제작사 모두 제3자 공급업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생산 속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Meijers는 “단일 통로 항공기(single aisle aircraft) 

생산 현장의 회전율 향상을 위해 인력을 재고용하고 공급업체를 다시 정비하는 것은 

물류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2022년의 주요 목표는 이러한 항공기 수요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계약내용을 적기에 이행함으로써 고객의 기대에 부응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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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공과 환경

에어버스(Airbus)와 보잉(Boeing)은 기존 항공기 제품군의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미래 항공산업에 대비하고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한 로드맵을 구현하고 있다.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 항공의 역할은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변화되었다. COVID-19 

대유행으로 항공여행이 중단되면서 지난 10년 간 업계가 누렸던 급격한 성장세가 

역전되었다. 위기 초기에는 환경문제보다 사업의 연속성과 생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우선되었지만, 항공편 운항 중단사태가 오랜 기간 이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 항공업계는 새로운 지속가능성 목표와 함께 더 나은 재건 프로그램에 

착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항공사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IATA 연례총회(AGM : Annual General Meeting) 결의를 지속적으로 

채택해 왔으며, 평균기온 상승폭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2015년 파리협약의 

지구온난화 목표를 업계 내에도 반영했다. 

[파리 기후협약 핵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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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탄소배출산업 주체에게 ‘순 배출량 제로’는 엄청난 도전과제이지만, 항공산업은 

전 세계 비행수요의 수용과 함께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다수의 항공사는 IATA 결의에 따라 배출 제로 달성을 약속했으며, 기업은 신기술 

항공기와 친환경 인프라에 자원을 투자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도입 및 탄소 상쇄제도 활용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항공업계는 2050년 순 배출 제로를 목표로 에너지 효율 향상,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사용, 대체기술 개발 및 탄소 상쇄 활용이라는 4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사 직접 탄소배출량(scope 1,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발생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은 제트 연료 연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가장 

연료 효율적인 차세대 기종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지속가능한 연료의 전면 사용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FPG Amentum의 회장 Jan Melgaard는 업계에서 설정한 도전적 목표를 강력

하게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췄다. “2050년까지 우리가 목표한 순 배출량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업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면허라고 인식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항공이 전체 탄소 배출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비록 적은 편이지만, 산업 규모가 

크고 성장세에 놓여 있으며 가시성이 매우 높아 그 효과가 두드러져 보이는 특징이 

있다.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항공산업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앞장서지 

않으면 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항공업계가 이 문제에 대해 주도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설 것이고, 업계는 배출량 

감축을 위해 추진되는 내용과 이행 요구사항 등에 불만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구조에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기대만큼의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

이다.”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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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항공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항상 관심을 두고 노력해 

왔다. 보다 효율성이 높아진 최신 기종은 연료 소모가 적으면서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노력이 덜 들어간다. 항공사는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지만, 

운영효율성은 자체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기도 한다. 

항공기 리스업계도 이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 1월 아일랜드의 항공기 리스업을 

대표하는 Ibec 그룹 Aircraft Leasing Ireland(ALI)는 “항공 지속가능성 : 우리의 

미래”라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전략을 발표하여 항공산업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해야 할 단계별 지원 조치를 

언급하면서 탈탄소화를 위한 전체 경로를 대략적으로 설명했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제5호

[ESG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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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gaard는 “우리는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다 직선화된 항로에 익숙해 질 것

이다. 지금까지는 필요 이상으로 더 긴 항로를 비행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어 

왔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곧 사라질 현상이지만 완전한 직선항로 전환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주도 하는데 있어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도입은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표명했다.

Becker는 “우리가 언급하는 모든 항공사는 SAF에 투자하고 있다. 배출량을 빠르게 

낮출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는 보다 직접적인 경로를 이용한 항공교통관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사용이다.”라고 전했다.

2021년 9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2050년까지 모든 제트연료를 SAF로 교체’

라는 목표는 업계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도전과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매우 야심찬 포부라는 점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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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항공연료]

SAF는 수명주기 기준 제트연료보다 CO2 배출을 약 80% 낮출 수 있지만, 정확한 

배출감소 정도는 연료의 생산경로와 공급 원료에 따라 달라진다. SAF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량 감소는 연소가 아닌 공급원료 생산과 연료전환에서 비롯된다. 

SAF는 화석연료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연소

되고 유사한 양의 CO2를 방출한다(항공유 1kg당 CO2 3.16kg).

에어버스가 생산한 모든 항공기는 현재 등유와 혼합된 50% SAF를 사용하여 비행

하도록 인증되었으며, 롤스로이스(Rolls-Royce)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100% SAF 

사용 배출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보잉은 2030년까지 상용 항공기가 100%의 

SAF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CO2 배출 외에도 질소 산화물(NOX), 황산화물(SOX), 그을음 입자 및 수증기와 

같은 기타 오염 물질은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SAF는 화석 연료보다 더 깨끗하게 

연소되어 Non-CO2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Air bp Limited

[지속가능 항공연료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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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는 바이오연료와 전자연료라는 두 가지 주요한 유형이 있다. 두 가지 연료 모두 

항공기 설계나 공급 인프라를 변경할 필요 없이 제트 A-1과 혼합하여 드롭인

(Drop-in)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S&P Global Platts社 분석에 따르면, 유럽의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는 수소화 식물성 

오일(HVO : Hydrotreated Vegetable Oil)*이나 재생 가능한 디젤과 함께 2022년 바이오 

연료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소화 식물성 오일(HVO) : 동식물성유지, 폐식용유, 팜부산물 등의 원료를 수소와 반응시켜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유럽연합 ReFuelEU 이니셔티브는 2021년 발표되었으며, 항공사･연료 공급社･

공항을 대상으로 친환경 항공산업을 위한 이행 지침(안)이다. SAF 사용에 관하여 

EU 전체에 통일된 규칙을 적용하고 모든 회원국에 완전한 구속력을 부여한다. 

SAF 혼합사용을 EU 발 모든 항공편에 적용할 방침으로, 연료 공급社에는 항공

연료의 SAF 혼합 의무가 부과되며 항공사는 EU 공항에서 출발할 때 반드시 SAF 

혼합 연료를 보충해야 한다. 공항은 연료 공급社와 항공사가 정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연료의 저장 및 혼합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 S&P Global Platts 

[SAF 가격 동향(COMPARED TO JET FUEL CIF NORTHWEST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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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의 주안점은 연료 공급社가 2030년부터 전자등유(항공부문의 전기연료)에 

대한 최소 분리와 함께 제트 연료에 SAF 혼합비율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친환경 전기로부터 발생되는 첨단 바이오연료 및 합성 연료의 생산을 

보다 활성화시킨다. 

ReFuelEU 항공패키지는 2050년까지 항공부문의 순 제로 배출량을 목표로 EU 연료 

공급社에 대해 2025년까지 2%, 2030년까지 5%, 2050년까지 63% 비중으로 

지속가능연료의 혼합 의무를 제안한다. S&P Global Platts Analytics社는 이러한 

목표가 스칸디나비아와 프랑스에 이어 추가로 올해 안에 국가 차원의 의무적 조치

사항으로 규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그 수요를 충족시킬 충분한 공급이 

있을지에 우려를 표한다. 현재로써는 유럽에서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SAF 1%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22년에 1% 혼합의무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George Duke(Associate Editor, EMEA Biodiesel Pricing, S&P Global Platts)는 “업계 

관계자는 유럽 내 새로운 시설이 추가되면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SAF 가격 수준이 화석연료의 4배에 이상에 달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와 

기존의 제트 A-1 가격을 일원화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항공산업에서 SAF를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한 주된 과제는 현재의 낮은 생산 수준, 

바이오유의 생산과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와 삼림벌채 우려, 비용 등이다. 각국 정부는 

생산량과 생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항공사도 SAF 생산자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공업계 경영진은 SAF를 항공사에서 보다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미래 수요 충족에 필요한 상업적 공급량 확대를 촉진하기까지는 아직 충분

하지 않다고 여긴다. AerCap의 Kelly는 “제트 A-1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SAF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 한 SAF는 계속해서 한계생산물이 될 것이다.”라고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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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AF 사용을 의무화하고 특정 항공사에 공정하지 못한 경쟁의 장을 형성하는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국한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

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다른 항공사에게 일괄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항공사에게만 SAF 50% 비중으로 운항해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의무사항을 적용하게 되면, 유럽 항공사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해당 항공사마다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 해결이 필요하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새로운 기술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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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속가능한 금융

투자자 주도 이니셔티브인 Climate Action 100+는 탄소배출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위험을 더 널리 알리도록 돕기 위해 2015년 파리 협약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항공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담고 있다. 

2021년 11월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린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COP26)는 실제 기후관련 이행조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 투자자 및 규제기관의 

노력을 가속화했다. 

투자자와 은행은 이미 발행사의 ESG 점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특정 투자자가 

녹색 인증(Green Credentials)의 불충분을 사유로 항공사 자금조달에 참여하기를 거부

하는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은행과 헬리콥터 리스社가 석유 굴착기를 

제공하는 헬리콥터를 포함한 석유와 가스 산업관련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향후 항공사 자금조달 요건 또한 

엄격해 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제5호

[ESG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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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웬(Cowen, 미국의 다국적 독립 투자은행 및 금융서비스社)의 Helane Becker는 “고객으로

부터 ESG에 관한 문의가 매우 많아졌다. 현재, 우리는 발행하는 모든 보고서에 

ESG 점수를 표기하고 있다. 실제 투자자는 그 점수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느껴

지지만, 탄소배출 문제로 항공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다. 항공사는 ESG 우려로 인해 자본조달 측면

에서 아직 방해받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이 투자 고려 시 ESG 정책을 반영하면서 금융시스템의 녹색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항공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자금 조달방법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녹색 금융’이라는 용어는 상품 측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오늘날 

부채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은 두 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나뉜다. 녹색 채권

(Green Bond) 및 대출과 같은 수익 상품, 그리고 채권이나 대출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연계 상품이다.  

녹색 채권은 수익금이 재생에너지 및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프로젝트와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것으로 증명된 상품이다. 지속가능성이 연계된 

대출 또는 채권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대출 또는 

채권의 가격 책정은 특정 ESG 성과지표에 대한 회사 전체의 실적과 연결된다.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또는 채권은 차용인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기반으로 하며, 

사전 정의된 핵심 성과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s)로 측정되는 지속가능성 

성과목표(SPT : 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s)를 활용하여 산출된다. KPI는 

중요하고 검증가능하며 수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측면에서는 목표한 

특정 일자까지 CO2 배출량 감소 등과 같이 간단한 지표로 산정될 수 있다. SPT는 

설득력 있고 정량적이며 매년 측정 가능해야 하고, 발행자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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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자는 자산에 대하여 독립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각 KPI 및 SPT에 대한 

성과 수준으로, 이는 글로벌 신디케이트론 시장에서 활용하는 주요 금융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개발한 SLLP(Sustainability linked Loan Principles) 

준수를 위해 필수적이다. 잘 알려진 ESG 등급 분석 회사는 다음과 같다. 최근 

Moody’s에 인수된 파리 기반 지속 가능성 연구 그룹인 Vigeo Eiris, 독립적인 

ESG 및 기업 지배 구조 연구･평가･분석 회사인 Sustainanalytics, Standard & 

Poor’s, ISS ESG, MSCI, Ecovadis 등이다.

회사가 목표를 달성하면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제로 더 많은 배출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품은 고도의 맞춤형이므로 지속가능성 연계대출은 약정의 다양화를 특징

으로 한다. 목표 달성 또는 초과 시 가격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만 통합하는 것부터 

목표치 달성 실패에 대한 패널티만 통합하거나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모두 통합

하는 등 다각화된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출처 : 대한상의

[한국형 지속가능 연계대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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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의 성과목표는 매년 재검토되고 있지만, 지속가능 연계 채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왔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채권은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수명주기 동안 쿠폰 단계를 상향시키거나 만기 시 더 큰 일회성 프리

미엄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항공을 위한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및 채권의 잠재적 시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한적이다. 업계는 현재 항공과 같은 탄소배출 산업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전환

채권이나 대출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항공부문의 지속가능한 금융거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했다. 2021년 7월, 영국항공(British Airways)은 항공사의 지속

가능성 목표와 연결된 최초의 EETC(Enhanced Equipment Trust Certificate) 거래로 

7억8,500만 달러의 자금조성을 기록했다. 두 가지 트랜치(Tranche : 조달방식 종류) 

수익은 영국항공이 A320neo 3대, 787-10 3대, A350-1000 1대 등 2021년 잔존 

기단의 인도에 따라 확보되었다. 영국항공의 여객 킬로미터 당 평균 탄소 배출량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회계연도의 지정된 수준보다 낮지 않은 경우 인증서에 

대한 이자율이 25bps 인상된다. 목표는 2019년 수준 대비 이 지표에서 8.1% 감소를 

고려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연계 금융은 은행에서만 다루어지는 사안은 아니다. 크리안자 에이비

에이션(Crianza Aviation, 한국 사모펀드 기업 IMM 인베스트먼트가 2016년에 설립한 항공기 

임대회사, 한국시장을 위한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은 2021년 말 보잉 B787 및 에어버스 

A350 항공기와 관련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성 연계 운용리스를 글로벌 항공사와 

성공적으로 체결했다고 발표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속가능성 연계 항공 금융

거래는 업계 지속가능에 대한 노력이 개선됨에 따라 더욱 인기를 끌고 있지만, 현재

까지 항공사의 ESG 성과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운용리스는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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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친환경 전기 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일부 항공사와 리스社는 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전기 동력 수직

이착륙) 항공기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항공기는 일반적

으로 4∼6명 정도만 탑승이 가능한 소형 기종이다. 결과적으로 다수는 상업용 항공사를 

위한 솔루션으로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는 분야이기는 하나, 일부에서는 항공기

로는 접근이 어려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한 소형 항공화물의 

근접 배송, 소위 에어택시와 같은 육상이동의 대체, 지역 피더 항공기(Feeder Aircraft, 

근거리 이동 항공기) 등으로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이 항공기를 주문했다. 

2021년 6월 10일,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Vertical Aerospace)의 VA-X4 프로젝트는 

1,000대의 항공기를 조건부로 예약한 주요 항공사와 리스社로부터 총 40억 달러에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VA-X4는 여객과 조종사가 탑승할 수 있는 탄소제로 항공기로 100마일 이상의 

거리에서 최대 200mph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 비행 중에는 거의 소음이 없고 

배기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여객마일 당 비용이 낮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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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X4, Vertical Aerospace Ltd.]

아메리칸항공(American Airlines)은 추가 100대 옵션과 함께 최대 250대의 항공기를 

사전 주문하기로 합의했다. 항공기 리스 회사인 아발론(Avolon)은 최대 310대의 

항공기를 사전 주문했으며, 추가 190대의 옵션을 포함했다. 버진 아틀란틱(Virgin 

Atlantic)은 50∼150대의 항공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미국에서 아메리칸 항공은 여객 운영 및 인프라 개발에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 버진 아틀란틱 또한 운영 및 인프라 개발을 포함하여 

버진 아틀란틱 브랜드 단거리 eVTOL 네트워크의 합작 투자 출시를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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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발론은 골 항공(GOL) 및 일본항공(Japan Airlines)과 함께 VX4 eVTOL 

주문량의 70%(350대)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아발론 CEO Domhnal Slattery는 

“2021년 아발론이 탄소 배출 제로 항공기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게 되었다. 12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된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우리의 투자와 

주문 모두 전반적 판도를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할 것이다. eVTOL은 항공여행의 

혁명을 향한 첫 번째 단계이며 세계 유수의 항공사로부터 VX4 주문에 대한 강력한 

수요는 당사의 파트너 항공사 또한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항공

여행의 탈탄소화를 달성하고 순 배출량 제로 경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 

고객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벤처스(UAV : United Airlines Ventures, 항공사가 지속가능성 

개념에 투자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설립된 기업 벤처 펀드)는 2021년 7월,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BEV : Breakthrough Energy Ventures) 및 메사항공(Mesa Airlines)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도 ES-19 항공기100대를 

조건부 주문했고, 메사항공도 100대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항공기 리스社 아조라(Azorra)는 2020년 12월에 이브(Eve)의 eVTOL 항공기를 최대 

200대까지 주문하기 위한 LOI(letter of Intent)에 서명했고, 스카이웨스트(SkyWest)도 

100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발표했다. 

[Eve, Eve Urban Air Mobility]



28

Aviation Insight _ Vol. 44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이 향후 10년 동안 확장을 준비함에 따라 스카이웨스트는 

이브社의 차세대 항공교통관리 및 항공기 운영 솔루션의 활용도를 공동으로 평가

하기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도 합의했다. 

eVTOL 항공기는 수백 건의 주문으로 업계의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비친다. 코웬의 Helane Becker는 eVTOL이 

대체할 수단은 항공이 아닌 지상운송으로 보고 있다. “eVTOL은 기본적으로 1명의 

조종사가 4인승 여객기로 도심에서 공항, 집에서 사무실 간 등을 운항하는 형태로 

먼 거리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은 아니다. 이것이 런던-파리, 뉴욕-시카고 간을 

비행하는 A320을 대체하지 않는다.” 더불어, eVTOL이 궁극적으로 일부 항공운항, 

특히 19명 정도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까지는 대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

지만, 이는 가까운 시일 내 항공이 아닌 지상운송을 대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무적인 사실은 다양한 신기술의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프로

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확고한 실현 의지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향후 여러 가지 기술의 개발과 테스트가 완료되면 탄소 제로 대안 항공기 개발에 

더 크고 강력한 추진력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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