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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19 (COVID-19) pandemic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aviation industry. In order to overcome this crisis, airlines have
made their efforts in various fields. Therefore, we tried to summarize these efforts of
airlines. It is also essential to keep aircraft that have been in landing for a long time in
optimal condition. In this paper, we tried to find out about efforts to maintain landing
aircraft and maintenance of personnel. Through such constant care, airlines will be
able to quickly respond to increasing aviation demand when the infectious disease
situation is stabilized in the future. Finally, airlines and passengers must make several
efforts to ensure that passengers are free from COVID-19 while traveling by air. These
include general precautions to prevent infection, separation of airline personnel and
passengers, changes in seat assignments and in-flight services, periodic aircraft
disinfection, and prevention of in-flight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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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력의 7%에서 많게는 13%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0년 4월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 항공 운

2020년 초 발병하여 2020년 12월 현재까지도 전세계적 전염병

송 협회)는 COVID-19로 인해 항공사들이 약 3,140억 달러의 승

(pandemic,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객 수익을 잃을 것이며, 해당 부문 사업의 50% 손실을 겪을 것

증(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19, COVID-19)로 인하여,

이라고 예상하였다[2]. 또한 2020년 4월 중순까지 전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은 최대 80%까지의 수요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17,000대의 항공기(전세계 모든 항공기의 약 64%)가 최소 일주

업계 전체의 전망이 불확실한 실정이다[1].

일 이상 비활성 상태로 임시 보관 장소에 주기(On Ground, 지상)

COVID-19로 인한 휴직, 사직 등 고용 손실은 전체 항공사 인

되었다[3]. 전문가들은 항공업계가 이러한 수요 감소로 인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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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 최소 4~6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1].

2) 지상 엔진 작동 및 APU (Auxiliary power unit, 항공기 보
조동력장치) 사용을 위해, 항공기 연료는 각 탱크 최대 용량 대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항공
사의 자구노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기
되어 있는 항공기의 정비, 승객과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객
운영지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소 10%가 되도록 공급하고, 연료의 무게로 항공기의 균형 유지
역할을 하며 연료 펌프에 적절한 윤활 상태를 유지함.
3) 주기되어 있는 동안에는 전원 off 상태 유지 및 먼지, 모래,
곤충 또는 새와 같은 이물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엔진과 모든
외부 각도, 온도 센서, 통풍구, 고정 포트 및 각종 프로브(probes)

II. 본

론

를 막아 덮어야 함. 또한 유압 및 브레이크(Brake) 시스템은 주기
적으로 유체 순환을 해주고 장기간 주기되는 동안 파킹(parking)

1. 국내 항공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전세계 항공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 위기, 그리고 국가간 화물 운

브레이크가 고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파킹 브레이크가 아닌 초
크(chock, 굄목)로 고정함[6].

반 수요의 증가 등 당면한 위기 극복 및 새로운 당면 과제의 해결

4) 항공기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 및 항공사별 유지 관리 절차에

을 위하여, 각 항공사들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able

따라 앞 유리, 브레이크 및 랜딩기어(landing gear, 착륙장치)를

1은 국내 모 항공사의 자구 노력을 해당 항공사의 공지 내용을 근

덮고 보호.

거로 정리한 것이며, Fig. 1은 COVID-19 백신 수송을 위해 발 빠
른 준비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4].
이러한 자구노력들을 통하여, 휴직에 의한 인건비 감소, 정부의

객실 정비 인력 또한 50% 이하로 운영하고 향후 회복되는 항공
수요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인력 유지 관리가 필요
하다.

고용보험 지원에 따른 효과, 그리고 화물 수요 증가로 2020년 2
사분기/3사분기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4].

2. 장기 주기된 항공기 정비
승객 감소로 인해 항공기의 운항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
라, 많은 수의 항공기가 지상에 단기간 혹은 장기간 주기(On
ground) 상태로 있게 된다.
주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는 여전히 기본적인 수준의 관
리 및 유지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5].
1) 타이어를 회전시키기 위한 항공기 견인, 주기적인 지상 엔진
작동 및 에어컨 장치, 조향 및 전기 시스템 검사.

Fig. 1. Cargo conversion for transport of COVID-19 vaccines.

Table 1. Airlines’ self-reliance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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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ntents

1

[2020.01.30] Establish an in-house response team to block in-flight infections and establish a tight response system in each sector. Measures
are prepared in all areas, from aircraft disinfection to in-flight meal hygiene. Suspension and reduction of service on some routes in China.

2

[2020.03.15] As passenger planes are not utilized due to route suspension and reduction of flights and the state of being tied to the airport
continues, only cargo is loaded on the suspended routes to reduce costs and support domestic import and export companies.

3

[2020.03.25] All executives return salaries due to business deterioration due to COVID-19.
[2020.04.07] Employees closed for 6 months for all employees.
[2020.05.13] To overcome the liquidity crisis, secured funds worth 2.2 trillion won.

4

[2020.07.27] Special maintains the highest quality of cabin air with 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igh-efficiency particulate absorber)
filters and air circulation systems.
[2020.08.04] ‘CARE FIRST’, an integrated quarantine program, was implemented to secure customer trust in air travel safety and to further
raise employee safety awareness.

5

[2020.09.09] PAX aircraft to Cargo retrofit.
[2020.10.07] Gets ready to deliver COVID-19 vaccine to the world (Fig.1).

In-kyu Lim. Airline Operators Response Plan due to COVID-19 Pandemic

3. 항공 종사자 보호와 여객 운영지침

객실 소독.

COVID-19 확산방지 및 건강한 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적

•적절한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보호복 및

조치 및, 여객 운영 지침 및 기내 감염 방지를 위한 지침은 다음과

고글 등 개인보호장비) 및 청소 용품을 갖춘 직원이 갤리(gal-

같다.

ley, 항공기 주방), 팔걸이, 트레이 테이블, 스크린, 안전 벨트

1) COVID-19 확산방지와 건강한 여행 촉진 조치[7]

버클 등 기내에서 자주 만지는 표면 청소.

•승객 및 직원 교육/소통

•각 비행 사이에 화장실 청소. 승무원 교체시 기내 바닥 청소.

•적절한 안면 커버(마스크)

•전체 항공기는 적어도 하루에 한번 정밀 청소.

•가능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세척 및 소독 절차 강화
•승객과 직원에 대한 건강 상태 평가

3) 기내 감염 방지[8,9]
승객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앉으며, 얼굴을 마주보고 앉지 않

•공중보건대응을 위해 승객 연락처 정보 수집

는다. 또한 화장실 방문을 제외하고 탑승 후 좌석에 앉아 있는 것

•직원을 보호하고 승객과 승무원을 분리

을 원칙으로 한다.

•대면 상호 작용 접점과 공유된 개체, 문서 및 표면을 최소화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중 보건 위험 완화 노력의 일일 현
황 보고
•공항 보안 검색대 운영 강화

좌석 등받이는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며, 측면 흐름이 거의 없는
빠른 속도의 천장에서 바닥까지의 실내 공기 순환, 헤파(HEPA)
필터 등은 공기의 오염을 확실하게 방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때는 승객이 이동할 때, 특

•정부 기술 프로그램 활용

히 탑승, 하기 및 화장실을 사용할 때이다.

2) 항공사 여객 운영 지침

객과 마주 보는 구조이므로 승객 좌석을 비워 두는 방안도 고려할

조종사, 승무원, 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

수 있다.

승무원이 착석하는 좌석(항공기 출입문 근처의 점프 좌석)은 승

tration, 미국교통안전청) 및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 직원, 티켓 에이전트, 승

III. 결

론

무원과 항공 직원은 매일 수백 또는 수천 명의 승객과 상호 작용
해야 하는 필수 인력이므로, 안전을 위해 직무 외 승객에 대한 노

본 종설에서는 COVID-19로 인하여 당면한 항공업계의 위기에

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 아래 항목은 권고된 운영 지침

대응하기 위한 항공사의 자구노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이다[7].

자구노력은 소독 및 위생에서부터, 인력과 항공기의 효율적인 재
편성, 그리고 경영 합리화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

(1) 일반적인 위험 완화

고 있다.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또한 장기간 주기되어 있는 상태의 항공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마

지 관리하여, COVID-19 상황이 향후 개선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

스크 또는 천 안면 덮개 착용, 손씻기, 건강 모니터링 및 표면 청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소독 등으로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지원.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2) 승무원/항공 직원과 승객의 분리

또한 본 종설에서 제시한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한 일반적

마스크 또는 천 안면 덮개를 사용.

조치, 직원과 승객의 분리, 좌석 배정 프로세스 및 기내 고객 서비

(3) 좌석 배정 프로세스

스의 제한, 주기적 항공기 소독 및 기내 감염 방지 조치 등을 수행

항공사는 승객이 비행 중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좌석

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도 안전한 항공 여행을 보장할 수 있도

가용성을 제한 고려.

록 항공사와 승객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기내 고객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
•단거리 항공편의 식음료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단하거나 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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