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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st April, Europe was severly damaged as all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came to a

halt prompted by the cancellation of all flights resulting from volcanic ash. This exemplifies

that the meteorology condition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lights of airplanes. Hence,

in this research the influence that the meteorology has on the domestic flights and its

characteristics will be examined, and the core meteor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 flights in

each airport will be drawn. In order to do this, statistical analysis on the influence that the

meteorology has on flight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about flight

cancelation and delay and also its cause, primarily based on the Gimpo, Gimhae, and the

Jeju airports. As a result, first, the meteorological factors which impact flight cancellation

and delay were different among the domestic airports, and second, it was analyzed that fog

was the main meteorological factor in the Gimpo airport, strong wind in the Jeju airport,

and fog in the Gimhae airport. Third, between the day the flights were cancelled and

delayed occurred, and the day that weren't, the fact that there existed a difference among

the actual meteorological factors was statistically drawn. With the result of such analysis,

meteorological factors pertaining to the cancellation and delay of flights must be considered

seperately by each airport and specialized meteorological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accordingly. Further, when selecting the position of an airport that is to be constructed in

the future, implications that there is a definite need for the meteorology effect evaluation

based on past meteorology data can be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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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2009년 보고서에 따

르면, 2007년 운송실적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상

톤마일(Revenue ton miles)은 670억 달러(73조원)

이며, 유상고객은 377억 달러(41조원)로 집계하고 

있다[1]. 그리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정기 

여객수송으로 2008년 2580억 달러(300조원)의 수

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는 국제유가 폭등과 미국계 은행의 연쇄적인 파

산 등 세계경제의 침제속에서 괄목한 만한 높은 

성과이다. 이처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

는 항공산업에서 기상은 항공 운항의 안전과 효

율성 및 수용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 2010년 4월 유럽은 최대의 항공대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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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다. 4월 14일 아이슬란드의 에이야프얄라요

쿨 지역의 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재로 유럽 주요

공항에서 항공기 이, 착륙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들 지역의 경제가 마비되었다.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이후 유럽에서는 9만5천 건의 항공편이 취

소됐고, 승객 700여만 명의 발이 묶였다. 항공대

란으로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사(VA)는 7천

7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국제항공운송

협회(IATA)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항공대란으로 

항공업계가 입은 손실은 총 17억 달러(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유

럽연합(EU)에서는 유럽의 항공업계와 관광업계가 

입은 피해액은 15억~25억 유로(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국내 항공사들의 유럽지역 5개 노선에서 여객기 

40편, 화물기 39편, 총 79편의 항공기 결항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핸드폰 수출 피해로 

하루 3000만 달러, 항공업계는 300만 달러이상의 

피해를 입었다[2]. 이러한 일로 인해 항공기 운항

에서 기상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 

이처럼 항공기 운항에서 기상이 미치는 영향

은 지배적이다. 국내에서도 안개, 강우, 강풍, 태

풍 등의 기상요인에 의해 항공기 운항이 결항이

나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회 기후변화

와 지역경제포럼에서 ‘기후변화가 제주도 관광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따르

면, 제주공항에서 기상요인으로 인한 결항률이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로 조사된 가운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009년에 비해 평

균 0.7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이에 따라 오

는 2020년까지 10년간 내국인 관광객수 감소 규

모가 71만7686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제주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의 1인당 관광객 소비지

출액을 토대로 분석하면 감소분은 2732억6000만

원에 달하고 생산효과와 부가가치효과도 각각 

3413억원, 161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공운항 중 결항과 지연

에 대해 기상이 미치는 영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각 

공항별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상요

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항공기 운항에서 결항

과 지연에서 기상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유의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항공 산업에서 기상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 대상은 국내 항공운항 중 결항 및 지

연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 국내에 운영중인 공항

은 총 15곳이며, 이중 국제공항은 인천, 김포, 김

해, 무안, 대구, 제주, 청주, 양양 8곳이 운영중이

다. 이 중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기간은 2006년 1월

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4년 동안 여객 및 항공

화물 정기편 항공기의 운항에서 지연과 결항정보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항공산업에서 기상현상이 미치

는 영향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

향을 살펴보고, 국내 항공기 운항 현황을 살펴보

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

공사에서는 지연 및 결항의 원인을 기상, 항공기 

접속, 항공기 정비, 여객처리, 복합원인,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기상요인을 안개, 강설, 강우, 태풍, 강풍, 상층풍, 

운고로 구분하여 어떠한 기상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공항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결항이란 항공기가 이, 착륙을 하

지 못한 경우이며, 지연이란 이, 착륙 시간이 30

분이상 늦어진 경우로 정의한다. 그리고 회항은 

도착지 공항의 이상으로 다른 공항으로 착륙한 것

으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이와 더불어 지연 및 결항이 발생한 날의 강수량, 

시정거리, 안개지속 시간 등의 기상자료를 분석하

여 지연 및 결항과 기상요인간의 관계를 도출하고

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안

전한 항공 운항을 위한 전략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문헌조사

3.1 국내항공운항 현황 및 사례

Fig. 1과 같은 한국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여객 및 화물정기 운항편수

는 김포공항이 401,506편에 55,555,282명이 이용하

였다. 김해공항은 226,509편에 27,976,028명, 제주

공항은 335,700편에 47,632,413명이 이용하였다. 그

리고 인천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96,504편에 87,182,226명

이 이용하였다. 현재 전체적으로 항공기 운항편수

는 2006년에 비해 4만편, 이용객수는 2백만명 정도

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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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연도별 항공기 운항편수

공항별 편당 평균 이용객수를 살펴보면, 김포

공항은 138.4명, 김해공항은 123.5명, 제주공항은 

141.9명, 그리고 인천공항은 146.2명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1편의 항공기가 지

연 또는 결항을 할 경우 평균 137.5명이 시간적, 

물리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

으며, 이는 항공기 결항 및 지연의 피해산출 기

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외에 대한항공이 2008년 제3회 대한민국 기

상정보 대상을 차지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한항공

은 첨단 항공 기상시스템을 활용해 고유가 시대

에 비용을 절감한 성과를 나타냈다. 국내 항공사

로는 최초로 지난 2000년 사내 기상전문가 그룹 

운영을 시작했으며, 전문가 그룹은 항공기상분석, 

악기상 분석을 통한 항공기 운항 시간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은 최

근 4년간(2005년~2008년) 국내선 결항과 회항을 

각각 1095편, 43편 줄였으며, 매년 60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4]. 

한국공항공사의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국내

공항의 국내선 항공기 결항 중 55%가 기상에 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안개로 인한 결항 

횟수는 34%를 차지하고 있다. 안개로 인한 항공

기 결항에 따른 항공사의 손실액만 해도 매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

3.2 선행연구

항공산업에서 기상현상이 미치는 경제적 가치

를 산출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에서 항공기 결항 및 지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기상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

실을 발견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요인으로 뇌우, 

항공기의 날개나 프로펠러 등에 얼음이 부착하는 

착빙(Icing), 난기류, 낮은 구름고도와 가시거리 감

소, 지면의 성에, 화산재 등을 예로 들고 있다[6].  

몇몇 연구에 따르면, 미국내 항공기 운항에서 지

연의 원인으로 악기상이 40~65%로 매년 40~50억 달

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7, 8].

2007년 미국 의회 보고에 따르면, 2004년 1월부

터 2008년 12월까지 78%의 항공기만이 정시에 출

발했으며, 0.08%는 1시간 이상 지연되었다. 미국

내 항공기 지연으로 19백만 달러의 운영비용과 승

객의 시간소비로 12백만 달러의 비용, 총 41백만 

달러의 경제적 비용 발생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보고서에서

는 항공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종사에 

의한 조작실수, 다음인 23%가 기상에 의한 것이

며, 항공산업에서 기상의 영향을 30억 달러로 추

정하고 있다[9].

미국 항공교통협회(ATA, 2002)의 자료에 따르

면, 항공기 지연으로 매년 6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기상현상에 의한 

영향은 70%로 42억 달러(5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외에도 

Ron Sznaider(2010)은 항공기 사고의 33%가 기상

에 의한 것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10].

Sunderlin&Paull(2001)의 연구에서는 기상예보

와 터미널 연결 등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으로 연

간 580만 달러(69억원)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

으로 인한 손실은 2015년에는 1억 6900만 달러

(2028억원), 2015년부터 2027년까지는 7억 6800만 

달러(9200억원)로 추정하고 있다[11]. 

국내 연구에서는 2007년 인천공항에 안개발생

으로 인한 경제적 재해규모에 대한 연구가 선행

된 바가 있다[12]. 

4. 항공기 운항에서 결항 및 지연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결항 및 지연을 야기시

키는 기상요인으로 안개, 강설, 강우, 태풍, 강풍, 

상층풍, 운고로 총 7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다. 각 기상요인에 의한 결항 및 지

연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공항 중 김포, 제

주, 김해 순으로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

지의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인천공항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분석

해보면, 전체 596,504편 중 결항이 49회, 지연이 

464회로 결항의 경우 전체 비행편수에 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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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항빈도가 매우 적은편이다. 반면, 김포공항

의 경우 401,506편 중 결항이 694회, 지연이 607

회로 인천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항빈도가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인천공항은 타 국내공항에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결항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공항의 규모가 타 공항보다 

크며, 입지적인 위치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경우 기상으로 인한 결

항의 빈도보다 지연빈도가 약 10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입지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해 안

개의 발생빈도가 높지만 빠른 시간내에 소멸됨에 

따라 타 공항으로 회항하는 항공기가 적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과 같은 김포공항의 결항 및 지연 발

생 관련 자료 분석 결과, 총 694편의 결항이 발

생하였으며, 이 중 안개로 인한 결항이 8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상요인별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요인별로 살펴

보면, 안개의 경우 2006년 85회에서 2009년 188

회로 2.2배 증가하였으며, 강설은 2회에서 13회

로, 강풍은 6회에서 73회로 가장 높게 증가했다.  

 그리고 기상으로 인한 결항의 발생일 수는 2006

년 365일 중 10일에 불과하였지만, 2009년 55일

로 5.5배 증가했다. 그리고 지연의 경우는 총 

607편이 지연하였으며, 이 중 506편이 안개로 인

한 지연으로 72.91%를 차지했다. 그리고 기상요

인별로 살펴보면, 결항과 동일하게 발생빈도와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Table 1. 김포공항 결항 및 지연 분석결과

연도
결항 지연

안개 강설 강우 태풍 강풍 상층풍 운고 발생
일수 안개 강설 강우 태풍 강풍 상층풍 운고 발생

일수

2006 85 2 2 0 6 0 0 10 92 8 6 0 0 0 0 12

2007 184 0 2 0 2 0 1 16 112 0 6 0 18 0 0 21

2008 123 0 0 0 1 0 0 14 112 39 0 0 0 0 0 16

2009 188 11 6 1 64 0 16 55 190 1 4 2 14 0 3 23

합계 580 13 10 1 73 0 17 95 506 48 16 2 32 0 3 72

비율(%) 83.57 1.87 1.44 0.14 10.52 0 2.45 72.91 6.92 2.31 0.29 4.61 0 0.43

Table 2. 제주공항 결항 및 지연 분석결과

연도

결항 지연

안개 강설 강우 태풍 강풍 상층풍 운고 발생
일수 안개 강설 강우 태풍 강풍 상층풍 운고 발생

일수

2006 201 3 1 160 235 157 3 31 37 4 1 2 37 15 0 28

2007 33 4 2 240 329 0 0 30 25 1 1 10 121 15 3 38

2008 48 1 0 0 34 0 0 15 39 3 0 1 13 0 0 26

2009 43 9 3 1 150 1 7 34 42 18 4 0 26 3 1 37

합계 325 17 6 401 748 158 10 110 143 26 6 13 197 33 4 129

비율(%) 19.52 1.02 0.36 24.08 44.92 9.49 0.60 33.89 6.16 1.42 3.08 46.68 7.82 0.95

Table 2에서와 같이 제주공항의 결항 자료 분

석 결과, 총 1665편의 결항으로 국내 공항 중 가

장 많은 결항빈도를 나타냈다. 이 중 강풍으로 

인한 결항이 44.92%인 748편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태풍은 401편인 24.08%로 제주지역의 

지리적 위치상 바람과 관련된 요인이 항공기 운

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기상요인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발생일 

수는 30일 정도로 유지되고 있지만, 기상요인별

로 결항편수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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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원인은 2007년 이후 우리나라에 영향

을 미치는 태풍의 수가 감소된 것이 주요한 요인

으로 판단된다. 제주공항의 지연 발생과 관련해

서는 총 422편이 지연하였으며, 이중 197편이 강

풍으로 인한 지연으로 46.68%를 차지했다. 그리

고 기상요인별로 살펴보면, 안개와 강설에 의한 

지연의 빈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으며, 강풍, 태

풍, 상층풍과 같이 바람에 의한 요인들이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 

Table 3은 김해공항의 결항 및 지연 관련 자

료를 나타내고 있다. 김해공항의 결항 자료 분석 

결과, 총 837편의 결항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안개로 인한 결항이 53.05%인 444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발생일 수는 20일 정도로 

김포, 제주 공항보다 결항 발생일수가 낮게 나타

났으며, 운고로 인한 결항이 타 공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별로 살펴보면 안개, 태풍, 

운고에 의한 결항편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강풍과 강우의 인한 결항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냈다. 김해공항의 지

연 자료 분석 결과, 총 203편이 지연하였으며, 이 

중 113편이 안개로 인한 지연으로 55.67%로 가장 

높았으며, 운고가 37회, 강풍이 29회 순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기상요인별로 살펴보면, 결항과 동

일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3. 김해공항 결항 결과

연도

결항 지연

안개 강설 강우 태풍 강풍 상층풍 운고 발생
일수 안개 강설 강우 태풍 강풍 상층풍 운고 발생

일수

2006 226 3 1 156 6 0 59 28 44 3 0 1 4 0 9 17

2007 91 0 5 21 5 0 17 20 35 0 0 5 16 0 7 18

2008 76 2 0 0 28 0 4 9 17 1 1 1 3 0 4 8

2009 51 0 11 1 59 0 15 22 17 0 12 0 6 0 17 13

합계 444 5 17 178 98 0 95 79 113 4 13 7 29 0 37 56

비율(%) 53.05 0.60 2.03 21.27 11.71 0 11.35 55.67 1.97 6.40 3.45 14.29 0 18.23

5. 항공기 운항에서 결항 및 지연과

기상요인과의 통계적 분석

국내 공항의 항공기 운항에서 기상요인이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3단계 분석절차를 고

안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공항별로 결항 

및 지연의 원인으로서 7개 기상요인이 서로 상이

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통

한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만약 첫 번째 단계의 

분석결과가 국내공항별 결항 및 지연의 원인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공항별로 결항 및 지연의 

원인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2단계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데, 공항별로 주요 결항 및 지연 

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를 수행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각 공항별

로 선정된 결항 및 지연의 주요 기상요인에 대해 

실제 결항 또는 지연 당일과 평상시 간에 기상현

상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국내 공항별 결항 및 지

연의 원인인 7가지 기상요인이 각 공항에 따라 

서로 다른 기상요인에 의해 결항 및 지연이 발생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Table 4 및 Table 

5과 같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동안의 공항

별 결항 및 지연에 대한 기상요인에 따른 빈도수

를 빈도교차표로 작성하였다. 빈도교차표를 활용

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결항 및 지연의 두 가지 

경우 모두 p-값이 거의 0에 근접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의수준 1%이하에서 결항 및 지연의 원인

이 되는 기상요인이 공항별로 서로 충분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4. 공항별 기상요인에 따른 결항빈도

안개 강설 강우 태풍 강풍 상층풍 운고

김포 580 13 10 1 73 0 17

제주 325 17 6 401 748 158 10

김해 444 5 17 178 98 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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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공항별 기상요인에 따른 지연빈도

안개 강설 강우 태풍 강풍 상층풍 운고

김포 506 48 16 2 32 0 3

제주 143 26 6 13 197 33 4

김해 113 4 13 7 29 0 37

1단계에서 공항별로 결항 및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인이 서로 상이하다는 결론을 얻었

는데, 그렇다면 공항별로 결항 및 지연 발생에 

영향을 준 주요 기상요인은 무엇인지를 정량적으

로 밝히지 위해 2단계에서는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를 수행하기로 한다.

먼저, 김포공항의 결항 및 지연 횟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6과 같이 산출되며, 이에 

대한 유의수준 5%에서의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 수행결과는 Fig. 2와 같다. 즉, 김포공

항 결항의 경우, 안개라는 기상요인이 주요인 그

룹인 A그룹으로 그리고 나머지 요인들이 모두 B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지연의 경우도, 결항과 동

일하게 안개만이 주요인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통해 김포공항의 결항 및 지연의 경우 안개

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김포공항의 결항 및 지연 빈도
(2006년～2009년 평균 및 표준편차)

기상
요인

결항 지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안개 145 43.168275 126.5 37.55995

강설  3.25 4.5483513 12 15.89025

강우  2.5 2.1794495 4 2.44949

태풍 0.25 0.4330127 0.5 0.866025

강풍 18.25 26.479945 8 8.124038

상층풍 0 0 0 0

운고 4.25 6.7961386 0.75 1.2990381

안개 강풍 운고 강설 강우 태풍 상층풍

(145.00) (18.25) (4.25) (3.25) (2.50) (0.25) (0.11)

A

B

(a) 결항의 경우

안개 강풍 운고 강설 강우 태풍 상층풍

(126.50) (12.00) (8.00) (4.00) (0.75) (0.50) (0.00)

A

B

(b) 지연의 경우

Fig 2. 김포공항의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Table 7과 같은 제주공항의 결항 및 지연 패

턴에 대해 역시 유의수준 5%의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수행한 결과는 Fig. 3과 같

다. 제주공항 결항의 경우, 강풍, 태풍 및 안개가 

A그룹으로 분류되고, 태풍, 안개를 포함한 나머

지 요인들이 모두 B그룹으로 분류되었다. 태풍과 

안개는 A그룹 및 B그룹으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A그룹으로 간주하여 강

풍, 태풍 및 안개에 대해 다음 3단계 분석을 진

행하게 될 것이다. 제주공항 지연의 경우, 강풍 

및 안개가 A그룹으로 분류되고 상층풍 및 강설

이 B그룹, 그리고 나머지 기상요인들이 C그룹으

로 분류되었다. 이를 통해 제주공항에서는 강풍 

및 안개가 비행기 결항 및 지연에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기상요인임을 알 수 있다.

Table 7. 제주공항의 결항 및 지연 빈도
(2006년～2009년 평균 및 표준편차)

기상
요인

결항 지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안개 81.25 69.34831 35.75 6.456586

강설  4.25 2.947457 6.5 6.726812

강우  1.5 1.118034 1.5 1.5

태풍 100.25 103.6831 3.25 3.960745

강풍 187 108.6807 49.25 42.28697

상층풍 39.5 67.83989 8.25 6.832825

운고 2.5 2.872281 1 1.224745

강풍 태풍 안개 상층풍 강설 운고 강우

(187.00) (100.25) (81.25) (39.50) (4.25)(2.50) (1.50)

A

B

(a) 결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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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안개 상층풍 강설 태풍 강우 운고

(49.25) (35.75) (8.25) (6.50) (3.25) (1.50) (1.00)

A

B

C

(b) 지연의 경우

Fig 3. 제주공항의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2단계 분석의 마지막으로서 김해공항에 대해 

Table 8과 같은 결항 및 지연 패턴에 대해 유의

수준 5%의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수행

하여 Fig.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김해공항 결

항의 경우, 안개가 A그룹으로 그리고 나머지 요

인들이 모두 B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지연의 경

우도 안개만이 주요인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이

를 통해 김해공항의 결항 및 지연의 경우 안개 

가 가장 중요한 기상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8. 김해공항의 결항 및 지연 빈도
(2006년～2009년 평균 및 표준편차)

기상
요인

결항 지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안개 111 67.91539 28.25 11.69134

강설 1.25 1.299038 1 1.224745

강우 4.25 4.322904 3.25 5.068284

태풍 44.5 64.91726 1.75 1.920286

강풍 24.5 21.93741 7.25 5.165995

상층풍 0 0 0 0

운고 23.75 20.944868 9.25 4.8153401

본 연구의 마지막 분석단계인 3단계 분석에서

는 2단계에서 수행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서 A그룹으로 분류된 공항별 결항 또는 지

연의 주요 기상요인에 대해 결항 또는 지연 발생

일과 미발생일 간에 실제 기상현상의 차이가 존

재하였는지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안개 태풍 강풍 운고 강우 강설 상층풍

(111.00) (44.50) (24.50) (23.75) (4.25) (1.25) (0.00)

A

B

(a) 결항의 경우

이에 각 공항별로 2단계에서 A그룹으로 분류된 

기상요인을 살펴보면, 김포공항의 경우 결항 및 지

연원인은 모두 안개이고 제주공항은 결항원인으로

안개 운고 강풍 강우 태풍 강설 상층풍

(28.25) (9.25) (7.25) (3.25) (1.75) (1.00) (1.00)

A

B

(b) 지연의 경우

Fig 4. 김해공항의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강풍, 태풍 및 안개, 지연원인으로는 강풍과 안개였

다. 마지막으로 김해공항으로 경우 결항 및 지연원

인은 안개로 분류된 바 있다. A그룹으로 분류된 기

상요인들 중 태풍을 강풍의 한 형태로 가정한다면 

결국, 안개와 강풍 두 가지 요소로 분석대상을 선정

할 수 있다. 이 때, 안개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서 가시거리를, 강풍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풍속을 채택하여 결항일, 지연일 및 대조일(결항 및 

지연 발생이 없던 날)에서 비행기 이착륙 시간대의 

평균 가시거리 및 풍속 자료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김포공항에서 결항일의 가시거리가 대

조일의 가시거리보다 짧다.

가설 1-2. 김포공항에서 지연일의 가시거리가 대

조일의 가시거리보다 짧다.

가설 2-1. 제주공항에서 결항일의 풍속이 대조일

의 풍속보다 빠르다.

가설 2-2. 제주공항에서 지연일의 풍속이 대조일

의 풍속보다 빠르다.

가설 2-3. 제주공항에서 결항일의 가시거리가 대

조일의 가시거리보다 짧다.

가설 2-4. 제주공항에서 지연일의 가시거리가 대

조일의 가시거리보다 짧다.

가설 3-1. 김해공항에서 결항일의 가시거리가 대

조일의 가시거리보다 짧다.

가설 3-2. 김해공항에서 지연일의 가시거리가 대

조일의 가시거리보다 짧다.

위 가설에 대한 두 모집단의 평균값 비교를 위한 

t-검정 결과는 Table 9에서 Table 12과 같다. 각 

Table의 p-값을 살펴보면 위 8개의 모든 가설은 유

의수준 1%에서 채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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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결항 및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된 특정 기

상요인의 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악화될 경우, 

항공기 결항 및 지연이 평상시보다 증가한다고 판

단할 수 있다.

Table 9. 김포공항의 결항/지연일 및 대조일간의
평균 가시거리에 대한 t-검정 결과

결항 지연

발생일 대조일 발생일 대조일

평균 4434.008 7624.886 4434.008 7624.886

분산 3831149 5021203 4591973 5021203

자유도 78 60

t 통계량 13.2101 10.9008

p-값 6.83E-22
*

3.69E-16
**

* 유의수준 1%에서 가설 1-1 채택
** 유의수준 1%에서 가설 1-2 채택

Table 10. 제주공항의 결항/지연일 및 대조일간의
평균 풍속에 대한 t-검정 결과

결항 지연

발생일 대조일 발생일 대조일

평균 15.89542 7.667932 14.19444 7.667932

분산 30.84414 15.1813 34.10243 15.1813

자유도 34 46

t 통계량 -8.5872 -7.5253

p-값 2.48E-10* 7.47E-10**

* 유의수준 1%에서 가설 2-1 채택
** 유의수준 1%에서 가설 2-2 채택

Table 11. 제주공항의 결항/지연일 및 대조일간의
평균 가시거리에 대한 t-검정 결과

결항 지연

발생일 대조일 발생일 대조일

평균 5559.556 8294.631 6197.929 8294.631

분산 6149215 3163151 6752319 3163151

자유도 51 56

t 통계량 7.7290 5.9301

p-값 1.93E-10* 9.87E-08**

* 유의수준 1%에서 가설 2-3 채택
** 유의수준 1%에서 가설 2-4 채택

Table 12. 김해공항의 결항/지연일 및 대조일간의
평균 가시거리에 대한 t-검정 결과

결항 지연

발생일 대조일 발생일 대조일

평균 6251.968 9233.601 5773.045 7.080

분산 5135329 1780613 4069529 5.910

자유도 48 26

t 통계량 9.0624 8.8766

p-값 2.87E-12* 1.19E-09**

* 유의수준 1%에서 가설 3-1 채택
** 유의수준 1%에서 가설 3-2 채택

6.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항공기 운항에서 결

항과 지연에 기상현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줄 수 있는 시사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항공기 운항에서 기상요인이 미치는 영

향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항공기 결항과 지연

에 있어 기상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국내 각 공항별로 항공기 결항과 지연에 

미치는 기상요인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을 통해 김포

공항의 경우 결항 및 지연발생 모두에 안개가 가

장 큰 영향을 주며, 제주공항의 경우 결항에는 

강풍, 태풍 및 안개가 주요 기상원인이며 강풍 

및 안개에 의해 항공기 지연이 가장 많이 발생했

다고 파악되었다. 또한, 김해공항의 경우 안개에 

의한 결항 및 지연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

다. 따라서, 각 공항별 결항 및 지연의 보다 정

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해당 공항의 적합한 기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이에 특화된 기상정보의 제

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순한 

안개예보가 아니라 결항 또는 지연의 개연성이 

높은 안개인지 여부와 함께 승객들에게 사전에 

알릴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인지 등이 제공된다

면 결항 및 지연에 대한 고객서비스의 제고가 이

루어질 것이다.

셋째, 각 공항별로 분류된 결항 및 지연의 주

요 기상원인들에 대해 결항 및 지연 발생일과 그

렇지 않는 대조일 간에 실제 기상현상에 차이가 

존재하였음을 밝혔다. 이는 특정 기상요인에 대

한 예보의 정확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결항 및 지

연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대비할 수 있고 이에 따

라 손실규모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각 공항별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결항이나 지연에 영향을 주는 기상

요소가 다르며 이에 따라 공항별 기상정보의 제

공형태도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차후 건설될 신공항들의 입지 선정 과정에

서 후보 지역들의 과거 기상자료를 기초로 한 기

상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항주변의 안개소산 

등 안전한 항공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인공 기상

조절 기술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는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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