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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배경 및 목적

2010년 한국방문 외래 객이 880만명을 돌 하여 2년 연속 년 비 13% 

증가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 는데 국제 항공시장도 2008년, 2009년 미국발 

융 기 향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2년 동안 약 10% 넘게 성장하고 있다. 이같

은 항공시장 확 는 2005년 국내 항공법 개정으로 가항공사(low cost carrier 

: LCC)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기존 두 개의 형 항공사(full service carrier : 

FSC)들이 독 지 를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항공시장이 새로운 경쟁체제로 

어들고 그 성장세가 지속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시장에서 

가항공사들의 시장진입은 항공시장 확  효과와 련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 

시장 잠식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국내 가항공사들의 성장세

는 수요확 의 의미로 이에 응하는 시설과 서비스 공 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뜻한다고 할 때 향후 가항공사들의 거 이 될 김포공항의 시설 공  여건과 

미래 수요를 비교하여 정 서비스 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반  항공시장, 국제선 취항 노선, 가항공시장, 

그리고 수도권 공항의 가항공 노선수  망추이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외 항공시장 동향 분석

◦국제선 노선 분석

�수도권 공항별로 체 국제선 취항노선 추이

�LCC들이 주로 취항하는 운항시간 6시간 이내 근거리 국제노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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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LCC 항공시장 진입 효과 분석 

◦항공시장 망

�세계 항공수요, 국내 항공 수요  수도권 공항별 항공 여객수요 측 

�수도권 공항별 항공수요 망에 따른 시설 공  여건 

□ 연구결과

◦LCC 진입 효과 

�항공운송 시장에서 LCC 진입은 기에 기존 FSC 시장 체 효과가 크

며,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단거리 심으로 시장확  효과가 발생함. 

�한국 항공시장의 경우 가항공사 진입은 렴한 패키지 투어시장 심

으로 성장하다가 안정성, 신뢰성이 생기면서 개별 객과 비즈니스 여

행객에까지 확 되는 추세를 가지며, 외국여행객들로 이 과정을 통해 국

내 LCC 고객이 되어 궁극 으로 외래 객 유치 효과가 기 됨. 

◦수도권 공항 항공수요 망

�인천공항의 국제 여객수요는 2020년 4,800~6,080만명, 2030년 6,330~ 

11,150만명으로 상됨.

�김포공항의 국제 여객수요는 2020년 680~950만명, 2030년 1,070~1,880

만명으로 상됨. 특히 김포공항의 여객수요 증가는 부분 가항공사 

노선을 심으로 발생할 것임.

�수도권 공항 체 국제 여객수요는 2020년 5,480~7,030만명, 2030년 7,400~

13,000만명으로 상됨.

 

◦수도권 공항 시설공  망

�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2008년 2단계 확장사업이 완료되었고, 3단계 

확장사업(2013~2015년)을 끝내면 여객처리능력이 재 42백만명에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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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명으로 확 될 정임. 향후 인천공항 여객수요 측치와 이를 처리

할 시설능력을 비교해보면 2020년~2025년 사이에 인천공항의 여객 처리

능력은 한계에 이를 것으로 상됨.

� 재 김포공항 국제청사는 연간 400만명 정도의 여객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인천공항 개항 이 의 처리능력보다 축소되어 있음. 향후 김포공

항 여객수요를 측한 결과  2015년 이 에 여객처리 능력의 한계가 

상됨. 이는 가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수요의 빠른 성장세에 기인할 것으

로 보임. 국제선의 인천공항 이  후 기존 여객터미  시설의 많은 부분

이 상가 등 타 용도로 임 되고 있는바, 향후 수요에 처하는 국제선 여

객처리 시설계획이 시 함.

 

◦향후 김포공항 항공수요 수  망에 한 책 

�향후 수도권 항공시장 성장은 국제선 노선과 가항공수요에서 발생할 

것으로 상됨.

�아울러 2015년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 완료 후 수용력 6천만명과 김

포공항  수용력 397만명을 합칠 경우 앞으로 15년 이후인 2025년 즈음

에 수도권 공항시설의 수용력은 한계에 이를 것으로 상됨.

�특히 향후 가항공 수요를 심으로 김포공항 근거리 항공노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상되므로 향후 김포공항의 수요 증 를 비하여 이러

한 여객터미  공간을 재활용하기 한 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임.

� 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만의 확장으로는 미래 수요에 효과 으로 

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상되는바, 재 군 용인 성남시 서울공항

을 민간항공기도 같이 이용하는 방안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