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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항공수요를총항공수요,국제선수요,국내선수요로분류하 으며,이용수요의비음정수특성을반 하여가산자료모형을 용하 다.총항공수요

는연령이 40 이상으로높을수록, 목 으로항공을이용할수록,항공사마일리지를보유할수록,에어텔이나자유여행을주로할수록, 비용항공사를주로

이용할수록,직 매를통해항공권을구매할수록,선택속성 감성 속성이높을수록항공이용수요에 정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국내선수요는

남성이용객일수록,연령이높을수록, 목 으로국내선을이용할수록,항공사마일리지를보유할수록, 비용항공사를주로이용할수록,감성 속성이높을수

록국내선이용수요에 정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국제선수요는남성이용객일수록, 목 으로국내선을이용할수록,항공사마일리지를보유할수

록,기혼이용객일수록,선택속성이기능 속성이높을수록국제선이용수요에 정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본연구는고객수요에있어지속 인경쟁

우 를 하기 해보다더집 으로 리가필요한수요결정요인이무엇인지규명하고 요도, 향력등을 악하여향후수요증 를 한 략을수립하는

데기 자료로이용될수있을것이다.

|주제어| 항공산업,가산자료모형,항공수요,수요결정요인, 응일치분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aviation industry demand. For this study, the truncated Poissonmodel and the Correspondence

Analysis are applied.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determinants of total aviation demand are young group, purpose of boarding (tourism),

mileage, airtel, personal preference (Low cost carriers), airline ticket (direct purchase), and hedonic attribute. Domestic Airline demand has positive relation factors

with men group, young group, purpose of boarding (tourism), mileage, personal preference (Low cost carriers), and hedonic attributes/ International Airline

demand has positive relation factors with men group, purpose of boarding (tourism), mileage,, married group, and functional attribute. Managerial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 of the study results are also discussed.

Keywords: aviation industry, airline service, count datamodel, determinants of service demand, corresponde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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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14년 1월, 최 의 상업용 민간항공기 ‘베노이스트 에어보트(Benoist

Airboat)’가운항을시작한이후,그로부터 100년후인오늘날까지세계의항

공산업은계속해서발 을거듭해왔다.최 의상업용민항기는미국 로

리다주의탬 (Tampa)와세인트피터스버그(St. Petersburgh)를매일 2회씩

정기 으로운항하 으며,이것이제 1차세계 이끝나면서유럽의 쟁

에사용하다남은군용기를상업용여객운송에이용하는계기가되었다.이

게발달하기시작한상업용민간항공수송은 차항공수요의증가와함

께발 해왔다.최 의항공기인베노이스트는승무원 1명,승객 1명이탑승

가능하 지만, 차객실과난방시설,넓은창문을갖춘민간수송용 용여

객기가등장하 다(항공정보포탈시스템, http://www.airportal.co.kr/). 항

공기의발 과함께세계각국은민간항공수송기제조,항공운송사업의정

책수립,정기항공운송노선개설등을통해항공산업에많은 심을보이기

시작했다. 한제 2차세계 이후,장거리국제항로개설,항속성능의향

상으로인한장거리비행,기상 측,항공기안 시설등이발달하면서 서

양이나태평양횡단이가능한장거리운항이가능하게되었다.이와같이근

조건을갖춘항공기의등장은오늘날세계를1일생활권으로만든주역

이라할수있다.항공기의등장으로인해세계각국과각산업들은경제성,

안 성,편리성등을확보하게되었으며항공산업의발 은 세계의무역,

,문화교류활성화에큰 향을미쳤다. 사회의항공산업은세계화,

자유화, 민 화의 큰 축을 심으로 변화하고 있다(양정미, 한상일 2013).

1980년 부터항공자유화(open sky)정책 항공규제완화,신규항공사

비용항공사의시장진출은항공산업을크게변화시켜왔다.

우리나라는 2005년이후국내항공법개정으로 비용항공사설립이허용

되면서낮은비용으로항공여행이가능하여,지난수년간항공수요는지속

으로증가하고있다(김정숙 2013). 한 2015년 3월,항공기추가도입으로인

한공 좌석증가,유류할증료인하,마 활성화로인한운임부담감소,내

국인의제주 수요증가등으로 년동월 비 17.4%강한상승세를보이

는등항공수요가지속 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국토교통부2015).

의항공산업은크게여객과화물운송으로구분된다.그 여객운

송의경우서비스산업의 표산업 하나로써,각항공사는서비스를개

선하여고객수요를지속 으로확보하기 한노력을하고있다. 기의

항공사 마 략은 항공운임과 같은 가격이 주요 경쟁요인이었지만,

장기 인 에서 항공운임은유일한 안이아니며, 기존의 고객을유

지하고새로운 안을찾기 한항공사의노력으로경쟁은더욱치열해

지고있다(강혜숙,조수 2012).따라서어떤고객이항공을어떻게선택

하고재이용하는지에 해 악하는것은항공사의성과와직결된다고볼

수있다.즉, 변하는경 환경과치열한항공사경쟁구도에서우 를

하기 해서는고객의수요를결정짓는요인을먼 악할필요가있을

것이다.특히항공산업은사회 ,경제 환경변화 고객층의다양화로

무한경쟁체제로들어서고있으며(정지아 2014),지속 고객수요를창출

할수 있는요인이 무엇인지규명하기 한노력이필요하다. 즉, 치열한

경쟁환경속에서 항공사는생존을 해고객의니즈를 빠르게 악하고,

이를충족시킬수있는높은수 의서비스를제공하기 한다양한마

활동을 펼칠필요가 있다(양정미, 한상일 2013). 를 들면 고객수요에

있어지속 인경쟁우 를 하기 해보다더집 으로 리가필요

한수요결정요인이 무엇인지규명하고 요도, 향력등을 악하여향

후수요증 를 한 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항공산업내경쟁이심화된배경에는 비용항공사의등장이

있었다.지난몇년간우리나라항공산업의큰화두 던 비용항공사의성

장은지난 20여년간 2개의 형항공사인 한항공, 아시아나가 유하던

항공시장을공 자 심에서소비자 심으로변화시키는계기를마련하

다(김정숙 2013). 비용항공사의시장진입이 에는 형항공사의독과

체제로운 되었기때문에소비자의항공기선택권리는의미를찾기어려

웠다. 그러나항공상품이다양해지고, 소비자의선택할수있는 안 한

증가하면서이와 련된항공분야의선행연구 한활발히진행되었다.

그동안의선행연구동향을살펴보면,구체 으로항공사선택속성(박진

,정성엽,윤세환 2012;박정민,하동 2015),서비스품질 서비스속성

(안희정, 김 2014; 최호규 2013; 박승식 2015; 이소진, 서민정, 정경일

2013;정지아 2014;정은유 2015),활성화방안 경쟁우 확보 략(윤설

민,박일우,정희진 2012;김효정 2015), 랜드 략(유창조,송윤화,권 민

2014;양용석 2011;김지희, 김혜선,윤설민 2012;박주아, 이미순 2014),

가항공의 혼잡성(김화진, 김미경, 한진수 2011), 승무원(오지은, 이연숙

2014), 취항 수요(김범수, 조강철, 진성진,황 웅 2015; 이태규,임재욱,

라미진,윤문길 2012);품질속성(권 훈 2012),고객의 험인식(안 천,주

진 ,김미정 2015),항공사간 략비교(이성희,김 기,여민 2015),지각

된 가치(김미정, 고경표, 조의 2015), 객실승무원(맹연호, 이동명 2014),

비용항공과 형항공사간재무 차이(정선자,백형신 2012),항공사의

문화마 (김화진,한진수 2015)에 한연구가진행되었다.그러나항공

이용객의수요를결정짓는주요요인에 한연구는아직까지찾아보기어

렵다. 수요결정요인은경제학 개념으로고객의방문횟수나이용횟수와

같은계량 으로측정가능한수요(demand)에 향을주는요인을의미한

다.따라서수요결정요인은고객의수요에 요한 향을미치는요인들을

식별함으로써마 고객응 략수립시우선순 를두어야할주요

요인에 한시사 을제공한다.이는카지노방문수요(송학 ,문지효,이

충기 2011), 와인 구매수요(한상린, 문지효, 송학 2013; 한은진, 노정희

2013;이자윤,김성윤,문혜선 2013),한식소비(한은진,이승길 2012),여가

이용수요(이승길 2011, 2012)등여러부문에 용되어왔으나아직까지항

공수요에는 용되지않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항공산업의 망과 요성에따라항공이용객의

이용횟수를종속변수로하여이에 향을미치는결정요인을도출하고자

한다.즉,본연구의목 은항공수요모형을통해항공이용객의행동특성

을 악하고항공이용수요결정요인을분석하는것이다.도출된수요결정

요인을통해향후항공사 련산업의수요증진을 한마 략

운 략에도움이 될수있는시사 을 제공하고자한다. 항공수요모형

추정을 해총항공수요와국제선,국내선수요로구분하여살펴보고,비

음정수의특성을지니는항공수요의종속변수특성을고려하여가산자료

모형으로 단된 포아송모형을 용하여수요모형을추정한 뒤, 이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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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실무 시사 을제시하고자한다.

즉,항공산업내치열한경쟁속에서항공수요에 향을미치는결정요인

이무엇인지 악하고,각항공사에 한고객의인식을확인함으로써향후

항공산업 항공사별차별화 략을수립하는데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자

한다. 한항공수요결정요인과더불어 응일치분석을통해항공사에 한

고객의인식을심층 으로분석해 으로써향후 형항공, 가항공등각

항공사의마 략을수립하기 한기 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II. 이론  배경 

1. 항공수요 결 요인

수요모형은수요에 향을미치는 결정요인을확인해내고, 수요를 측

정하기 한목 으로설정된인과 계분석틀을의미한다(이희찬 2009).

수요모형에서수요는주로이용횟수나방문횟수,소비횟수로측정되며

(송학 , 문지효, 이충기 2011),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결정요인을 추정하

기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체 으로 카지노(송학 , 문지효, 이충기

2011), 온천(한은진, 백운일, 박정열 2011), 지역 소극장(한상 , 안범용

2015),자 거도로(김애경,임주환 2014),생활체육참가수요(박문수,김태

형,김정하 2010),와인(한상린,문지효,송학 2013;한은진,노정희 2013;

이자윤, 김성윤, 문혜선 2013), 한식(한은진, 이승길 2012), 여가활동(이승

길 2012), 자연공원(이승길 2011)에 한 수요결정요인 분석이 이루어졌

다.이러한연구들의종속변수인방문행동,이용행동 수요특성을 악

하는 것은 소비자로써의 인간 행동의 특성을 이해하고(이재석, 이충기

2010),수요모형추정을통해마 시사 을제시하는것을연구목 으

로하고있다(송학 ,문지효,이충기 2011).

한편, 항공산업에서 이러한 이용객의 수요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많은 연구들은 항공사의재이용의도, 이용의도 등을

연구해왔다(강혜숙,조수 2011).이에본연구에서는고객수요를 악하

고,수요 향요인간상 요성을확인하여이를통해지속 으로수

요를창출하기 한마 략수립에기 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따

라서본연구에서는이용횟수라는항공수요에 향을주는결정요인들을

다음과같이설정하 다.

먼 인구통계 특성으로성별과연령,결혼여부,교육수 을설졍하

으며(송학 , 문지효, 이충기 2011; 이희찬 2009), 이용목 을비즈니스

와 목 으로분류하 다(송학 ,문지효, 이충기 2011).기존선행연

구로이경미,이희찬 (2011)의연구에서는항공사의마 에 한지불의

사를추정하기 해수요함수를설정하 으며, 국제선의경우 학력이높

을수록, 미혼일수록, 여행목 이 일수록 항공사에 한 지불의사가

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국내선은미혼일수록, 연령이낮을수록, 화이트

컬러직업군일수록,소득이높을수록,상용고객우 회원일수록지불의사

가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상용고객의수요모형 향을확인하기

해항공사마일리지보유여부를포함하 다(이경미,이희찬 2011). 한

항공수요에 요한 향을미칠것으로추정되는 비용항공사주이용여

부,항공권구매경로(직 매,간 매)를포함하 다(항공칼럼 2015).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항공 선택속성을 포함하 다. 소비자들의

항공선택에 한의사결정은그들의욕구와필요에서시작하여,실제선

택 이용까지순환되는과정을의미하며, 구매하려는 제품이나서비스

에따라차이가있다(박상희, 박진환,오익근 2011).오지경 (2007)은항공

사선택요인으로항공사의이미지 인지도,인터넷으로의 근용이성,

항공운항스 ,콜센터직원의처리능력 서비스품질,마일리지,승

무원의용모,항공기의기령을제시하 다.그러나항공사이용객의특성

이국제선,국내선등에따라따르고이용노선에따라고객이 요하게여

기는선택속성역시다를수있기때문에(이경미,이희찬 2011),본연구에

서는안 성,기내멀티미디어,기내식,이용편리성등을포함하는기능

속성(Functional attribute)과합리 이고 인,자유로운이미지등을

나타내는 감성 속성(Hedonic attribute)으로 분류하여(박상희, 박진환,

오익근 2011),이를국제선과국내선수요모형에 용하고자한다.

항공 련선행연구에서는국제선 국내선의가치추정(이경미,이희찬

2011), 국제선 서비스(지성구, 홍석기 2005; 박진우 2008; 강혜숙, 조수

2012),국내선서비스(이소진,서민정,정경일 2013;오지경 2007),국제선비

즈니스모델(서선 2008),국제선수요 측(정헌 ,김성춘 2004)등으로국제

선과국내선을분류하고있다.이는주로장거리 심의국제선과단거리

심의국내선의이용 선택속성차이로인한것이며,장거리노선이용객과

단거리노선이용객간이용수요간차이가있을수있다.따라서본연구에

서도항공수요를분류함에있어국제선과국내선을포함한총항공수요,국

제선수요,국내선수요로분류하여수요모형을살펴보고자한다.

2. 가산자료모

개인수요모형의 종속변수는 항공 이용횟수이며, 이는 비음정수

(non-negative integer)로제한된특징을지닌다.　따라서일반 인최소자

승법(OLS)을통한회귀분석이아닌비음정수를 속변수로하는가산자료

모형(Count Data Model)으로포아송모형을 용할필요가있다.만약,비

음정수로나타나는종속변수에통상 인회귀분석을 용할경우결과해

석에 있어 편의(bias)가 발생하기 때문이다(Hellerstein and Mendelsohn

1993). 한 계수에 한 통계 검정 신뢰성에도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Karlaftis and Tarko 1998).

포아송모형은일반 으로평균과분산이동일하다는가정을지니고있

으나,실제 장조사결과는평균보다분산이큰과산포의특징을보이며,

이경우에음이항모형을 용할필요가있다(Creel and Loomis 1992).

한 실제 항공기를 이용했던 응답자만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경우

종속변수인 이용횟수가 ‘0’인응답자는 표집 상에서제외된다. 즉, 표본

에서이용횟수가 ‘0’인응답자는제외되며종속변수의최소값은 1로나타

난다.이를표본의 단(Truncation)이라고하며,수요조사가본연구와같

이표본 단을수반할경우이를내부화할수있는추정방법으로 단된

포아송모형이필요하다(주수 ,이동철,허윤정 2014).

포아송모형은비음정수인가산자료를분석하기 해 리이용되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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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다. 특정시간동안 특정사건발생횟수에 한 포아송분포확률 도

함수를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한상 ,안범용 2015).식(1)에서 번째

응답자의 도함수는 )를의미한다.

Pr  ∙

∙
     ⋯ 식(1)

여기에서조건부 도함수가포아송분포를갖는다면 단된포아송모

형의확률분포는다음과같다.

Pr  

exp


     ⋯ 식(2)

식에서는 번째응답을의미하며, 는의항공이용횟수이다.

한 는추정모수를의미한다.여기에서만약평균보다분산이큰과산포가

나타날경우포아송모형을그 로 용하면모형측정의효율성이감소하며,

결과해석 계수에 한통계 검정신뢰성에도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

이를해결하기 해음이항모형(Negative Binominal; NB)을 용한다(주수

,이동철,허윤정 2014).그러나본연구에서는과산포가존재하지않는것

으로 단되어, 단된포아송모형을 용하여항공수요모형을추정하 다.

3. 대응일치분석

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은범주변수가두개이상일때

변수사이의 련성을확인할수있는다변량분석기법이다.집단변수들간

의 계는모집단으로부터추출한통계 데이터를특정분류기 을통해

행과열로정리한분할표(contingency table)를바탕으로단순화하여도표

로 악할수있다(변수연 2013). 응일치분석의목 하나는분할표의

행과열에 한정보를 2차원내지 3차원상의그림에표 하는것이며,분할

표를상세하게분석하기에 합하다. 한 응일치분석은복수선택형식의

질문으로부터얻은데이터표를분석할때에도 용할수있기때문에선택

지의분류혹은회답자의분류에도활용이가능하다(노형진 2011).

통 인다변량분석기법들은자료의분포에 한가정이존재하지만

이와달리 응일치분석은자료의분포에 한가정없이다양한범주변

수(명목,서열,이분)사이의거리를계산하여상 계정도를분석할수

있다. 하지만이러한거리 계산(행과열 포인트사이의거리)은수학 인

정의를할수없기때문에해석할경우 주의가요구되며,변수의수가늘

어나면각차원에서설명이가능한변동성(variability)이 어드는제약

이 있다(Sourial, Wolfson, Zhu, Quail, J., Fletcher, Karunananthan,

Bandeen-Roche, Beland, and Bergman 2010). 이러한변동성을 응일치

분석에서는 성(inertia)이라고한다. 응일치분석의이러한제한 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조건과 심리측정의 변수 간의 계를 도표상의 거리

치로살펴볼수있다는강력한장 으로인해유용한분석방법으로

인식되고활용하고있으며(Ho and Hung 2008),차원감소기법으로주성

분분석보다더 합하기때문에 안 기법으로사용될수있다고기존

연구에서언 하고있다(Polak, Heise, and Rooij 2009).

III. 연구설계

1. 조사설계

본연구는항공수요에 한결정요인을 악하는것에연구목 이있

다.항공수요모형을추정하기 해종속변수는 1년간총항공이용횟수,국

내선 이용횟수, 국제선 이용횟수로 구분하 다. 한 지난 1년간 항공을

이용한경험이있는이용객을 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 다.조사시

은 2015년 10월~12월이며,온라인조사를이용하 다.따라서 20 성인을

상으로항공을이용한경험이있는이용객을먼 선별하여조사를진

행하 다.온라인조사를통해총 251명의표본을실증분석에이용하 으

며,수요모형추정은계량경제소 트웨어 STATA 13.0를이용하 다.

2. 측 항목 도출  자료 요약

본연구의측정항목은기존선행연구를바탕으로본연구와 련된항

목을 추출하여구성하 다. 종속변수인 항공수요는총 항공수요, 국제선

수요,국내선수요로구분하 으며,과산포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

났다. 구체 으로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항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상으로조사를진행하 으며,응답자의총항공이용횟수는

평균 5.8회로나타났으며,국제선은평균 4.5회,국내선은평균 6.2회로나

타났다.성별은남성과여성이거의비슷한비 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

났으며,연령은 20 /30 응답자가,결혼여부는기혼인응답자가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부분이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이용하는항공사는 비용항공사(LCC)인것으로나타났다. 한응

답자의항공권구매경로는직 매와간 매가거의비슷한비 을차

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한편,선택속성은기능 속성에비해감성 속

성의평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1> 변수설명

변수명 설명

종속변수
DEP1
DEP2
DEP3

총 항공 이용횟수
국내선
국제선

지난 1년간 총 항공 이용횟수(회)
국내선 이용횟수(회)
국제선 이용횟수(회)

설명변수

GEN
AGE
BUS
TOU
MIL
AIR
MAR
EDU
PRI
DIR
ATT1
ATT2

성별
연령

비즈니스 목
목

마일리지보유여부
에어텔 자유여행

결혼여부
교육수

주이용항공사 lcc
직 /간 매
기능 속성
감성 속성

남성=1, 여성=0
20 -30 =1, 40 이상=0
비즈니스 목 =1, 기타=0

목 =1, 기타=0
마일리지 보유=1, 기타=0

에어텔 자유여행=1, 기타=0
기혼=1, 미혼=0

졸 이상=1, 졸 미만=0
비용항공사=1, 기타=0
직 매=1, 기타=0

선택속성 - 기능 속성
선택속성 - 감성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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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료요약(n=251)

변수명 평균 표 편차

종속변수
DEP1
DEP2
DEP3

총 항공 이용횟수
국제선
국내선

5.837
4.522
6.163

5.405
3.011
6.585

설명변수

GEN
AGE
BUS
TOU
MIL
AIR
MAR
EDU
PRI
DIR
ATT1
ATT2

성별
연령

비즈니스 목
목

마일리지보유여부
에어텔 는 자유여행

결혼여부
교육수

주이용항공사lcc
직 /간 매
기능 속성
감성 속성

.530

.570

.693

.606

.789

.143

.590

.964

.789

.562

.287

.494

.500

.496

.462

.490

.409

.351

.493

.186

.409

.497

.453

.501

IV. 실증분석

1. 가산자료모  추 결과

항공수요모형을 추정하기 한 라메터 추정방법으로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용하여가산자료모형으로포아송모

형을분석하 다.총항공수요,국내선,국제선수요모형에서모두모형의

체 인 합도검정결과는우도비검정(Likelihood Ratio Test)으로유의수

1%에서통계 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특히가산자료모형에서포아송

모형은등산포를가정하고,음이항모형은과산포를반 하지만본연구모형

에서는평균과분산간의큰차이가없어과산포가존재하지않아 합한모

형으로 단된포아송모형을 용하 다(주수 ,이동철,허윤정 2014).

가산자료모형으로 단된포아송모형추정결과,본연구에서구분하여

추정한총항공수요,국내선수요,국제선수요간 향요인의차이가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총 항공수요모형은 =281.24, Log

Likelihood=-858.598로유의수 1%에서유의하 다.구체 으로연령이

40 이상으로높을수록(유의수 1%), 목 으로항공을이용할수록

(유의수 1%),항공사마일리지를보유할수록(유의수 1%),에어텔이나

자유여행을 주로 할수록(유의수 10%), 비용항공사를 주로 이용할수

록(유의수 5%), 직 매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수록(유의수 1%),

선택속성 감성 속성이높을수록(유의수 1%)항공이용수요에정(+)

의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항공수요 국내선수요모형은 =61.97, Log Likelihood=-479.115로

유의수 1%에서 유의하 다. 구체 으로 남성 이용객일수록(유의수

5%),연령이높을수록(유의수 1%), 목 으로국내선을이용할수록

(유의수 1%),항공사마일리지를보유할수록(유의수 5%), 비용항공

사를 주로 이용할수록(유의수 1%), 감성 속성이 높을수록(유의수

1%)국내선이용수요에정(+)의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항공수요 국제선 수요모형은 =49.49, Log

Likelihood=-604.602로유의수 1%에서유의하 다.구체 으로남성이

용객일수록(유의수 10%), 목 으로국내선을이용할수록(유의수

10%), 항공사 마일리지를 보유할수록(유의수 5%), 기혼 이용객일수록

(유의수 1%), 선택속성이 기능 속성이높을수록(유의수 5%), 국제

선이용수요에정(+)의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분석결과를종합하면다음과같은공통 향요인을도출할수

있다. 항공사마일리지 보유와 목 의항공기이용은 총항공수요와

국내선,국제선수요에있어모두강한수요결정요인으로나타났다. 한

성별에있어서여성보다남성일수록,고연령층일수록항공수요에더욱

정 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한편,항공분야의연구에서 요

하게 다루어져온 비용항공사 이용 직 매, 에어텔이나 자유여행

역시본연구의수요모형에서강한정(+)의결정요인으로나타났다.마지

막으로항공사 선택속성으로분류한기능 , 감성 속성은 국제선은기

능 속성이유의수 5%에서정(+)의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총 항공수요와 국내선 수요모형에서는 감성 속성이 유의수 1%에서

정(+)의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3> 단된 포아송모형 모형추정 결과

변수명
총 항공수요 국내선 수요 국제선 수요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GEN
AGE
BUS
TOU
MIL
AIR
MAR
EDU
PRI
DIR
ATT1
ATT2
_cons

성별
연령

비즈니스 목
목

마일리지보유여부
에어텔 자유여행

결혼여부
교육수
LCC 주이용
직 /간 매
기능 속성
감성 속성
상수항

.056
- .173
.109
.392
.312
.166
.020
- .161
.265
.365
.044
.700
.911

1.03
-3.25***
1.41
5.59***
3.47***
1.79*
.36
-1.16
2.74**
6.16***
.71
8.62***
5.58***

.176
- .289
.086
.547
.411
- .095
.073
.537
.609
- .054
.159
- .501
- .372

2.00**
-3.37***
.79
3.66***
2.77**
- .68
.80
1.62
3.36***
- .58
1.65
-2.24***
-1.00

.117
- .088
- .096
.162
.224
- .102
.200
- .093
.186
.032
.162
.025
1.509

1.83*
-1.40
-1.23
1.82*
2.50**
-1.08
2.99***
- .60
1.58
.48
2.32**
.20
8.18 ***

Log Likelihood
p-value
Chi-squared

-858.598
.000***
281.24

-479.115
.000***
61.97

-604.602
.000***
49.49

* 10% 수 에서 유의함, ** 5% 수 에서 유의함, *** 1% 수 에서 유의함

2. 대응일치분석 결과

본연구에서는추가 으로고객들이각항공사별로인지하고있는서

비스특징은무엇인지살펴보았다.그리고최근학술 ,실무 으로큰화

두가되고있는 비용항공사(LCC: LowCost Carrier)는고객들에게어떤

이미지로인식되고있는지확인하고자하 다.이를 해기업별주요서

비스요소와의연 계를알아보는 응일치분석을실시하 다.

각항공사에 한서비스특징을살펴보기 하여분석 상이된항공

사는국내 표 인 형항공사인 D항공과 A항공을포함하여 가항공

사인 JJ항공, JA항공, E항공, T항공, AB항공등총 7개항공사를 상으로

실시하 다.

조사된서비스 특징은 ‘기내식이 좋다’, ‘승무원이친 하다’, ‘기내 멀

티미디어서비스가 좋다’, ‘항공 요 이 렴하다’, ‘시간 별운항스

이다양하다’, ‘ 약/발권/탑승수속등의서비스가좋다’, ‘안 한항공사

이다’, ‘마일리지이용혜택이많다’, ‘노선이용이편리하다’, ‘기내좌석이

편안하다’, ‘기내 환경이 쾌 하다’, ‘수화물을 하게 실어 다’, ‘이착

륙스 을정확히지킨다’,등총 13가지의서비스특징을 상으로하

다.응답자는각항공사별로일치한다고생각되는서비스특징을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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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하 으며 복선택이가능하도록하 다.

각항공사 서비스특징요인들의연 계에 한차원 1(98.9%)과차

원 2(0.6%)의 설명력은 99.5%를나타내었다.일반 으로행과열의

계를설명할때, 2개차원이 70%이상의설명력을보여야지각도상의 계

가유의하다고할수있다. [그림 1]은각항공사 서비스특징요인들의

연 계를지각도(perceptual map)상에나타낸결과이다.고객이인식하

는 형항공사와 가항공사간서비스특성의차이는크게나타났다. 형

항공사의경우 ‘항공요 이 렴하다’를제외한본연구에서제시한거의

모든서비스특성과연 되어나타난반면 비용항공사의경우 ‘승무원이

친 하다’, ‘항공요 이 렴하다’의두가지서비스특징요인과 련되어

있는것을확인하 다.같은 비용항공사 에서도친 함과 렴한요

측면에서상 으로약간의차이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표 4> 항공사 별 특징 서비스 인식 련 응일치분석

Configuration points Point definition Coordinations of X (차원 1) Coordinations of Y (차원 1)

항공사

D항공
A항공
JE항공
JA항공
E항공
T항공
AB항공

- .506
- .461
.878
1.084
1.241
1.357
.850

.116
- .076
- .271
.124
.313
.464
- .419

서비스 특징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s13

-.647
.364
-.588
1.923
-.139
.040
-.295
-.610
-.399
-.618
.047
-.342
-.121

.244
-.178
.345
.222
-.007
-.285
-.032
.281
.111
.060
-.194
-.118
-.199

[그림 1] 체 항공사 별 특징 서비스 인식 련

지각도

다음으로 비용항공사는고객들에게어떤이미지로인식되고있는지확

인하기 하여 응분석을실시하 다.이를 하여 비용항공사인 JJ항공,

JA항공, E항공, T항공, AB항공등총5개항공사를 상으로분석을실시하

다. 한 ‘ 인’, ‘믿을만한’, ‘ 은사람과어울리는’, ‘ 신 인’, ‘합리

인’, ‘실속있는’, ‘세련된’, ‘즐거운’, ‘자유로운’, ‘신선한’ 등 10가지이미지를

조사하 다.서비스특징과마찬가지로응답자는각항공사별로일치한다고

생각되는이미지를선택하도록하 으며 복선택이가능하도록하 다.

각 비용항공사 별 이미지의 연 계에 한 차원 1(66.6%)과 차원

2(28.9%)의 설명력은 95.5%를나타내어 70%이상의설명력을보 기

때문에지각도상의 계가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분석결과다른 비

용항공사 보다 JE항공이상 으로 ‘ 인’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으

로나타났다. JA항공의경우여타 비용항공사보다 ‘ 은사람과어울리

는’, ‘ 신 인’, ‘신선한’과연 되어인식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E항공

은 ‘실속있는’, ‘합리 인’, ‘자유로운’이미지에가까운것으로나타났으며

T항공도 비슷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AB항공의 경우 ‘실속있는’, ‘합리

인’ 이미지와연 이 있는 것으로나타났으며, E항공과 비슷한 수 으로

인식하는것을알수있다.세련된이미지의경우 JA항공과 E항공, AB항공

이서로비슷한수 으로인식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표 5> 비용항공사 별 이미지 인식 련 응일치분석 결과

Configuration points Point definition Coordinations of X (차원 1) Coordinations of Y (차원 1)

항공사

JE항공
JA항공
E항공
T항공
AB항공

- .365
.331
.106
.250
- .256

.151

.275
- .264
- .347
- .136

서비스 특징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 .444
- .933
.304
.131
- .145
- .088
.068
- .085
.227
.384

.339

.323

.258

.181
- .331
- .267
.041
.058
- .053
.003

[그림 2] 비용항공사 별 특징 서비스 인식 련

지각도

V. 결론  시사

1. 연구의 요약  시사

한항공과 아시아나, 양 형항공사 심으로 운 되던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2005년항공법개정으로인한 가항공사(Low Cost Carriers)

의진입으로지난몇년간많은변화를경험하 다.특히 형항공사가독

했던우리나라항공산업은가격경쟁력을갖춘 가항공사의등장은그

동안비싼항공요 으로인해항공교통에서소외되었던잠재고객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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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이끌어내, 항공여행을 화시키는 등 정 효과를 가져왔다

(김정숙 2013). 그러나 비용항공사의 등장 성장은항공산업 내경쟁

을심화시키는배경이되었으며,이로인해각항공사는고객수요를지속

으로확보하기 한다양한 략을수립하고있다.

본연구는소비자로써의항공이용객의항공이용수요에 향을미치

는요인들을식별하고,이들의상 요성을확인하여향후각항공사

의마 략수립에기 자료 시사 을제공하는것을목 으로한

다.연구목 을달성하기 해,선행연구에서나타난국제선 국내선의

속성차이를반 하여항공수요를총항공수요,국제선수요,국내선수요

로분류하 으며,이용수요의비음정수특성을반 하여가산자료모형을

용하 다.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먼 모형추정결과,

모형 합도검정결과는우도비검정에의해통계 으로유의한것으로나

타났다. 한과산포가거의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 단된음이항

모형이아닌 단된포아송모형이 추정에가장 합한 것으로나타났다.

한이경미,이희찬 (2011)의연구에서와같이본연구 한국제선,국내

선의수요결정요인이 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항공사가고객

들의이용노선에 한수요결정요인을고려하여더욱실질 이고유용한

마 계획을수립해야함을시사한다.

본연구결과를토 로시사 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 ,인구통계 특성 성별(남성)은국내선,국제선수요모형에서

정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연령(40 이상)은총항공수요,국내

선수요모형에서 정 향을,결혼여부(기혼)은국제선수요모형에 정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즉,여성보다는남성이용객의항공수요

가더높았으며,상 으로고연령층이국내선수요가높았으며,기혼이용

객은국제선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이는항공수요가 체로인구통

계 특성 어느부분에집 되어있는지 악할수있는근거가된다.

를들면,항공사의틈새시장마 에활용될수있는데,미국의델타항공은

문직여성만을 상으로하는항공사가없다는 에착안하여,이들의입

맛에맞춘유기농음식과칵테일을제공하는자회사를설립하기도했다(동

아일보 2015년 3월 13일자기사).즉,항공수요역시세분화하여틈새시장을

발견하고이를타겟화한마 략을모색할필요가있다.

한편, 이용목 을목 으로 하는 항공기이용은 총 항공수요,

국내선,국제선수요모형에서모두정(+)의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다. 한에어텔 자유여행은총항공수요에서정(+)의 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패턴이 기존의 단체여행에서

개별,개인여행으로변화하고있다는트 드와일치하며(항공칼럼 2015),

본연구 한여행사에의존하지않고직 여행스 쥴을정하는개별이

용객의항공이용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즉, 을목 으로하면

서에어텔 자유여행을 심으로하는이용객의항공수요가높은것으

로나타났다.따라서개별여행객을 심으로온라인커뮤니티,동호회등

에집 인 마 략을펼칠필요가 있으며, 상 으로패키지

과같은단체여행수요의 요성이약해지는것은아니므로항공사는균

형있는항공권 매 략을구축할필요가있을것이다.

항공사마일리지보유여부는총항공수요,국내선,국제선수요모형에

서모두정(+)의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항공사의마일리지

로그램에고객의재이용의도에 정 향을미친다는것을밝힌백선

희 (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마일리지를통해 고객의 충성도를

제고하고,마일리지를통한경제 편익을고객에게제공하여항공수요를

지속 으로확보할필요가있다. 한마일리지를이용하지않는단순항

공권구매이용객에게가입을유도하는등마일리지 로그램의홍보

략도펼칠필요가있다.경쟁이심화되는상황속에서많은항공사가마일

리지제도 기타편익을제공하는고객충성도제고를 한마 략

을 펼치고있지만, 마일리지 신규회원을유치하고, 신규제휴사를 추가로

확보하며,마일리지사용처를확 시키는등의노력도필요할것이다.

비용항공사이용은총항공수요,국내선수요모형에서정(+)의 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 비용항공사의성장과더불어국내항공

수요가증가했음을밝힌김종호,문상 (2014)의연구결과를지지한다.

즉,가격경쟁력을갖춘 비용항공사의등장으로항공이용객의수요가증

가했다는것을나타내며,본연구 한선행연구와같은결과를도출하 다.

항공권구매경로 직 매를통한구매는총항공수요에서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항공사와 유사한 맥락에서

항공수요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용항공사의

경우자사홈페이지에서직 매를통해항공권이벤트,얼리버드등각

종 로모션을 진행하는경우가많다. 통 인항공권 매방식은간

매 지만, 리 은항공사를 신해항공권을 매하는방식이었기때

문에 행수수료로인해가격이높을수밖에없었다.이러한인력과비용

을 감하기 해최근들어항공사는소비자인이용객과직 인 매구

도를구축하고직 매비율을높이기 해노력하고있다.즉,본연구에

서나타난결과와 재항공산업에서항공사가추구하고있는 매 략은

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직 매는항공수요에 정 인 향을주

는것으로확인되었다. 를들면, 제주항공의경우 2013년 4월에는국제

선직 매비율이 25% 으며, 2015년 4월에는 42%를넘어섰으며,에어

아시아의경우직 매비 은 84%에이른다(항공칼럼 2015년 5월 26일

자). 사회는지속 으로통신,네트워크가발 하고있고소비자가항

공사홈페이지를통해항공권을직 구매하기더좋은여건이마련되고

있다. 따라서향후에도 항공사는각종 로모션 략을 자사홈페이지를

통한직 매로연계하고,소비자에게지속 으로직 매를유도하기

한마 략을펼칠필요가있을것이다.

선택속성 기능 속성은국제선수요에 정 향을미치는것으

로나타났다.한편, 감성 속성은총항공수요, 국내선수요에 정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본연구에서기능 속성은안 성,기내식,

마일리지이용혜택,기내멀티미디어( 화,게임,신문,잡지),이착륙스

쥴,가까운게이트와같은이용편리성등으로측정하 다. 한본연구에

서감성 속성은 ‘합리 인’, ‘실속있는’, ‘자유로운’, ‘ 인’등으로측

정하 다.즉,비교 장거리를여행하는국제선의경우기내식이나항공

기의안 성,기내멀티미디어서비스등이더욱 요하다는것을의미한

다.따라서국제선의경우마 략에있어서기내서비스 이용편리

성, 안 성을 강조한 이미지를 구축하는것이 더욱 요할 것이다. 한편,

단거리를 심으로하는국내선은합리 이고실속있는이미지, 이

고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항공사의느낌을 달하는것이수요확보



상품학연구 35권 2 (2017년 4월), 23~31

30

략에도움이될것으로 단된다.

본연구는그동안학문 으로많이다루어지지않은항공산업의수요

결정요인을 악하고,항공이용객의항공수요에 한기 자료를제시했

다는것에의의가있다. 한본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세분화된항공수

요에 한마 자료를제공하고,항공수요확보를 한 략을수립

할수있을것이다.

2.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연구는경쟁이심화되고있는항공산업을 심으로수요결정요인을

악하고국제선과국내선으로분류하여살펴보았으나다음과같은한계

이존재한다.

첫째, 인구통계학 변수, 사회경제학 변수 항공이용 련 기타

특성에 한설명변수를설정함에있어서항공산업에서 요하게다루어

지는모든변수를포함하지못했다.이연구의항공수요모형에포함된변

수는다소 제한 이기때문에, 항공수요의다양한측면을 설명하기에어

려움이있을것이다.향후에는 요변수를비롯하여다양한변수를공변

량이나통제변수로설정하여,연구의외 타당성을높여야할것이다.

둘째, 국제선과국내선을 분류하여차이 을 살펴본선행연구들의 맥

락에따라항공수요를국제선,국내선으로분류하 다.최근들어 비용

항공사의 시장진입과 성장, 형항공사와의 경쟁 등이 요해지고 있는

만큼향후연구에서는 비용항공사와 형항공사간수요결정요인의차

이를연구할필요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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