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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engthened aviation security measurements caused by increased terror threat all

around the world have air passengers annoyed by uneasy treatment and some delayed

process. The service level of air travel and competitiveness of airlines industry has been

weakened also. The aviation security process is mainly conducted at an airport. The threat

level of airport is not usually same airport to airport, and the quality of aviation security

activity is neither same. However, ICAO requires every international airport to conduct

similar process to ensure aviation security without considering situational difference of each

airport. The paper has objectives to develop reasonable security measurements based on risk

management concept. It studied the ways of achieving target level of security of an airport,

considering the threat situation of the airport and its ability to conduct security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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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1년의 9/11 테러 사건이후 강화된 보안 대

책으로 인하여 항공여객들의 탑승 수속에 필요

한 시간이 상당하게 증가되었을 뿐 만 아니라

공항과 항공사의 비용은 증가 되었고 탑승수속

시간 지연에 따라 단 거리 노선의 경우 육상 교

통 등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항공운송산업은 국제성으로 인하여 국제민간항

공기구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제정한 안전 및 보안 활동의 표준

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항공보안활동도 ICAO 가 설계한 표준과 방법에 따

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세

계 각국은 주로 X-RAY, CTX1), ETD2) 등의 검색장

비를 이용하여 탑승수속 시 항공여객과 휴대물품

및 수하물 등에 대한 사전 검색절차를 적용함으로

써 테러 조직의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항공보안업무는 주로 공항에서 수행되는데 공항

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테러 위협 수준이 높은 곳도

1) Computer가 내장된 X-RAY의 일종으로서 현재의 보

안검색장비 중 가장 우수한 장비 중에 하나임.

(Computer Tomography X-RAY/SAFRAN사 (구

INVISION) http://www.morpho.com, L3사 http:// www.

sds.l-3com.com/

REVEAL사 http://www.saic.com/revealimaging/ ” 등

3개 회사에서 제작 / 대당 약 USD 100만 불)

2) Explosive Trace Detector. 폭발물 탐지장비중 하

나이다. 목표물/수하물에 남아 있는 폭발물의 흔적

을 탐지하여 분석하는 기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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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며 상당수의 항공

여객들은 테러와는 무관한 선량한 시민들이고 오

히려 신뢰도가 높은 중산층 이상이 국제항공여행

에 참여하리라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민간항

공기구가 주축이 되어 설계한 항공 보안 대책은 지

역적 여건이나 승객의 신뢰성을 고려한 차별화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정된 국가에

위치하고 보안 시설도 잘되어 있는 국제공항에서

신로도 높은 항공여객들이 테러 분자 일지도 모른

다는 가정 하에 신발과 재킷을 벗고 혁대를 풀고 줄

을 서서 일률적인 보안검색을 받아야한다는 사실

은 개선의여지가 충분히 있는것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는 공항과 공항이 위치한

지역의 보안 수준에 따라 보안 대책의 방법과

수준을 차별화하고 항공여객을 신뢰도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차별화된 보안 검색 절차를 적용

함으로서 인적 정보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승

객에게는 간단한 절차로 검색하고, 신뢰도가 낮

은 위험 승객만 집중 검색함으로써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보안효과는

증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본 연구

는 IATA의 주장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연구한

다. 즉, 현행의 항공여객 보안검색에서 문제가

되는 검색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서비스 수준

을 향상하면서도 보안효과는 목표 수준을 유지

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연구 방법은 주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개념에 근거한다. 위험관리는 위

험 발생확률의 과학적 산출을 기본으로 하는데,

보안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과학적으로 산출하고

산출된 확률이 목표치보다 낮아지도록 보안 대

책을 수립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항공보안수준(LAS: Level of

Aviation Security)을 측정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목표항공보안수준(TLSe: Target Level of

Security) 개념 도입을 연구하여 제안한다.

ICAO 는 항공안전 분야에 항공안전 목표치

(TLS: Target Level of Safety3)) 개념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항공보안 분야에도 유사한 개

념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즉, LAS 측정 방법이

3) ICAO의 PBN (Performance-based Navigation) 개

념 문건인 Doc. 9613에 의하면 새로운 개념의 공역

을 운용하려면 안전수준이 목표치 (TLS:Targer

Level of Safety)를 만족시키는지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중충돌 확률의 목표치는 TLS

= 5x10-9이므로 PBN개념으로 전환하는 공역은 공

중충돌가능성이 TLS보다 낮아야 한다.

정의되고 TLSe 개념이 도입되면 주요 국제공항

들은 해당 공항의 LAS가 TLSe를 만족하도록 보

안업무를 합리화하여 서비스수준을 최대로 양호

하게 유지하면서 항공보안 수준은 국제표준을

만족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

에 이어, Ⅱ장에서는 관련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위험관리 개념과 항공보안체계를 간단히

소개하고, Ⅲ장에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지침에

의해 일부 국제항공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위

협분석 방법과 여객의 신뢰도 또는 위험도에 따

른 검색 차별화 방안 (Risk-based Passenger

Screening)을 소개한다. 제 Ⅳ장에서 본 연구가

개발한 LAS 측정 방법과 TLSe개념을 개괄하고

각 공항들의 LAS 측정 방안을 소개한다. 제 Ⅴ

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가 개발한 방안을 평가

하고 향 후 연구 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Ⅱ. 배경지식 및 기존 연구 검토

1. 위험관리 개념과 항공보안

타 산업 분야에서 발달한 위험관리 개념은 안

전과 보안을 주요 이슈로 하는 항공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항공

사회의 주요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이 항공산업

참여 조직들에게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항공보

안관리체계(SeMS: Security Management Sytem)

가 위험관리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Salter, 2007).

위험관리 개념을 항공보안에 적용하는 것은 위

협수준이나 취약성 등에 따라 항공보안 활동을

적절히 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일부 위험한 대상(risky subjects)과 대

다수의 위험하지 않은 일반 여객 (majority of

low-risk travelers)을 차별화하여 보안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Poole, 2006). 항공여객

들은 보안 검색대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중요한

서비스 불만족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Gkritza et al, 2006) 보안 활동의 합리화는 항

공 산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

자명하다.

2. 항공보안체계

항공보안과 관련한 위험(Risk)은 주로 테러 등

불법 행위에 의해 공격을 당하여 인명과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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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발

생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Fjg. 1의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을 부

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테러조직은 적대감과

상대의 취약성에 근거하여 목표물(target)을 정

할 것이다. 공격 목표물이 정해지면 테러 조직

은 인원의 훈련, 자원 확보 등 공격 능력을 갖

출 것이다. 적대감이 크거나 기타의 이유로 테

러에 대한 결의가 강하면 보다 완벽한 준비를

하여 테러에 임할 것이다. 테러의 수행은 일반

적으로 선정된 테러리스트가 승객이나 승무원

및 항공기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으로 가장하여

필요한 무기와 함께 항공기나 목표물에 접근하

여 시작된다.

Fig. 1 항공보안사건 발생 구조

공항이나 항공사의 보안 조직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행한다. 보안

대책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구성된다. 우선은

해당국가의 항공보안 제도 및 시스템이 중요한

보안대책 요인이 된다. 항공보안 활동의 근간이

되는 법규나 제도의 정비, 항공 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시스템과 종사자의 보안의식 수

준 등이 국가항공보안시스템의 질을 결정할 것

이다. 추가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전성이나

국가 정보 보안당국의 능력도 국가적 항공보안

시스템 요인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

째 요인은 공항에서 수행하는 검색 업무이다.

보안 검색은 사람의 신체나 휴대품에 무기로 사

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지니고 항공기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체크인 수하물에는 폭발물

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

이다. 마지막 요인은 경비 및 접근 통제 업무이

다. 이는 보호구역이나 보호 대상 시설에 불법

으로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역 내에 존재하는 테러 조직의 결의나 능력

이라는 공격적 요인과 보안 대책이라는 수비적

요인이 고려되어 보안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결

정될 것이다. 공격능력에 비하여 보안 대책이

부실하면 테러리스트는 공격을 자행하여 보안사

건이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3. 현행 항공보안 활동의 문제점

대다수의 무고한 항공여객들은 상대적으로 안

전한 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도 불필요하고 불

편하기 짝이 없는 보안 검색에 응해야 한다. 테

러의 위험 정도는 테러리스트들의 목표에 따라

지역적으로 심각하게 다른 수준으로 영향을 받

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 국제적으로 왕성

한 테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슬람 과격분자

들의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하는 미국 및 영국 등이 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항공보안 위협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기 탑승 시 항

공여객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보안 검색 수준도

항공여객의 신뢰도(또는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

하여 검색 시간과 절차를 합리화하여 여객 서비

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Ⅲ.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보안 합리화 지침

1. 위협분석(Threat assessment)에 의한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IATA는 합리적인 보안 수준 적용을 위해 공

항과 공항이 위치한 지역의 위협수준을 분석하

여 보안 대책을 차별화 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

하여 공항별 테러 위협 분석을 수행하는 지침4)

을 마련하여 주요 항공사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4) IATA Security Manual, Chapter 6 Contingency, 6-1

“Risk and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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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요인

범주

고수준(high

level)

중수준(mid

level)

저수준(low

level)

테러조직활동

군사적 위협

사회불안

정치불안

경제적

불안요인

공항의 정보

소통

공항항공보안

시설

항공보안장비

항공보안인력

이하에서는 IATA 지침 중심의 현행의 위협 분

석의 절차와 방법을 소개한다.

1) 정보 수집과 분류

위협분석을 하려면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한다. 항공사는 언론기관과 자

국 정부 및 해당국의 정부를 통하거나 자사의 통신

망을 통해 유효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으로 항공보안정보를 판매하는 보

안컨설팅회사5)로부터 정보를 구매하기도 한다.

IATA는 항공사들이 수집하는 항공보안 위협 정보

를 이용하여 아래의 Table. 1과 같이 분류된 위협분

석을 하도록권고한다. Table. 1의 항목들은 공항이

위치한 지역 및 국가에 관한 항목과 공항의 보안 대

책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의 상부

의 5개 항목은 해당 공항이 속해 있는 국가나 도시

의 테러 위협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테러 조직의 활동,군조직의 활동, 사회/치안, 정치

및 경제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이어지는

하부의 4개 항목은 공항의 보안 대책 관련사항을

포함한다. 공항의 정보 소통 항목은 해당 공항의 위

협정보 입수 시스템을 의미하고, 그밖에 공항 보안

시설 및 보안검색 장비의 수준,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질 등에 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IATA는

각 항목들에 대해 위협정도를 고수준(high level),

중수준(mid level), 저수준(low level)의 3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권고한다.

Table. 1 IATA 위협요인 분류표

5) www.exclusive-analysis.com, www.asi-mag.com,

www.airsecurity.com, http://www.globaleliteinc.com/

h t t p : / / w w w . f r o n t i e r m e d e x . c o m /

announcement@airtransportnews.aero www.ds-osac.org,

www.airwise.com) www.fsinfo.org, 북미 또는 서유럽

의 보안컨설팅 회사는 주로 보안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 서비스를 보험사, 항공사, 언론기관 등 정보를 필

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함. 이 회사들은 군, 경찰 또는 정

보기관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정부 또는 자사에 속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되는 정

보를 정밀분석하여 고객에게판매함.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유형별 형태별로 분석함은 물론 테러단체의

조직, 근거지, 테러목적 및 발표내용 등 광범위한 자

료를 확보하고 있음.

2) 지역별(또는 주요도시별)위협정보 평가방법

국제 항공사들은 취항지역(국가 및 도시)에서

수집된 정보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

류하고 각 항목을 3개 등급 기준으로 평가 한

다. 매일 매일의 위협 분석 결과에 따라 각 지

역별로 다른 수준의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하므

로 신속하게 판단하여 평가해야 하며 상호 비교

를 위한 객관성과 계량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 수집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계량화

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대형 국제항공사의 경우 취항하는 국제공

항이 수 십 곳 또는 그 이상이 되므로 취항 지

역의 위협수준을 짧은 시간 내에 분석, 평가하

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IT 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령, 항공

보안 정보관리 시스템(ASIMS: Aviation Securi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6) 등의 명칭

으로 IT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공항 지점의 정

보 수집 담당자가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주어

진 양식에 따라 입력한 자료가 본부의 위협분석

담당자에게 수집되도록 하는 것이다. 항공보안

정보관리 시스템(ASIMS)은 입력되는 정보를 자

동으로 해석하여 계량화된 위협 수준을 출력해

줄 수 있도록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분석결과 사

례가 가능할 것이다.

6) 항공보안 정보관리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능부여가 필요하다. 즉, 법규의

변경, 관계기관의 점검, 교육시행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각종 유효한 SITE 와 RINK

시켜 놓음으로서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항공운항학회 위험관리 개념에 근거한 항공보안업무 합리화 방안 연구 51

주요도시 위협평가(예)

항 목
가중

치
위험도 동경 LA

모스

크바

자카

르타

카이

로

테 러 0.25

High

(9)
● ●

Medium

(6)
●

Low (3) ● ●

T-scor

e

가중치 X

위험도
0.75 1.5 2.25 2.25 0.75

군사

활동
0.25

High

(9)
● ●

Medium

(6)
●

Low (3) ● ●

M-sco

re

가중치 X

위험도
0.75 0.75 2.25 1.5 2.25

사회/

치안
0.2

High

(9)
● ●

Medium

(6)
● ●

Low (3) ●

S-sco

re

가중치 X

위험도
0.6 12 1.8 1.8 1.2

정 치 0.15

High

(9)
●

Medium

(6)
● ●

Low (3) ● ●

P-sco

re

가중치 X

위험도
0.45 0.45 1.35 0.9 0.9

경 제 0.15

High

(9)

Medium

(6)
● ● ●

Low (3) ● ●

E-sco

re

가중치 X

위험도
0.45 0.45 0.9 0.9 0.9

Total
T＋M＋S＋P

＋E
3 4.35 8.55 7.35 6.0

Table. 2 지역별 위험도 분석표

Table. 2 의 지역별 위협 분석표에 대하여 설

명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컬럼 (“항

목”)은 위협 분석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주

(category)를 나타낸다. Table. 1 에서 분류한 바

와 같이 위협 분석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주는

테러 활동 수준(“T"), 군사 활동(”M"), 사회/치

안수준(“S"), 정치적 안정성(”P"), 경제수준(“E")

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컬럼(“가중치”)은 각

항목이 위협 수준에 미치는 중요도를 표시한다.

상기의 예에서는 공항이 위치한 도시에 테러 조

직이 존재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

가장 위협 수준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한다고 평가했으며, 다음으로는 군부의 민간

에 대한 군사적 행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사회

/치안적인 측면의 불안정이 세 번째 주요 항목

으로 취급했고 정치, 경제적 환경을 네 번째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 번째 컬럼

(“위험도”) 은 각 항목에 대한 위협 수준 평가를

표시한다. 위의 예에서는 이를 3등급으로 나누

었고 각 등급에 점수를 부여했다. 즉, 위험도가

높으면 9점, 중간이면 6점, 낮으면 3점을 부여하

도록 설계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등급의

개수와 등급별 점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able. 2의 사례

가 보여주는 평가결과를 해석해 보면, 모스크바

와 자카르타는 테러 활동 측면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고, LA는 중간수준, 카이로와 동

경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경우가 될 것이다.

군사적 위협은 모스크바와 카이로가 높고 동경

과 LA는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여타 항목에

대한 해석은 생략함)

각 항목의 아랫줄에 표시된 숫자는 “가중치”에

평가된 “위험도”를곱해서 구한 것이다. 동경의 경

우만 “테러” 항목의 위협평가 결과는 가중치 0.25

와 평가점수 3점을 곱하여 0.75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계산한 항복별 위협평가결과를 모두 합한 것

이 마지막 줄에 표시된 숫자로서 동경이 3으로 가

장 낮고 모스크바가 8.55로 가장 높아서 동경 지역

의 공항은 보안 측면에서 비교적 안전하여 낮은 수

준의 보안 대책을 적용할 수 있고 모스크바는 위협

수준이 높아 보다 철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매트릭스는 항공사

의 전 세계 취항도시의 지역적 상황에 대하여 동일

한 체제로 위협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매트릭스는 모두 ASIMS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되게 할 수도있을 것이다.

3) 공항별 위협분석

공항별 위협 분석도 지역별 분석과 유사한 방

법으로 이루어진다. 아래의 Table. 3 은 공항별

위협 분석 결과의 사례이다. 지역별 위협 수준

과 공항의 위협수준은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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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위협평가(예)

항 목
가중

치
위험도 뉴욕 오사카 런던 마닐라 뭄바이

정보소

통
0.25

High (9) ● ●

Medium

(6)
● ●

Low (3) ●

I-score
가중치 X

위험도
0.75 1.5 1.5 2.25 2.25

공항시

설
0.2

High (9)

Medium

(6)
●

Low (3) ● ● ● ●

F-score
가중치 X

위험도
0.6 0.6 0.6 0.6 1.2

승객,

휴대품

검색장

비

0.2

High (9)

Medium

(6)
● ● ●

Low (3) ● ●

C1-score
가중치 X

위험도
0.6 1.2 0.6 1.2 1.2

위탁수

하물검

색장비

0.2

High (9)

Medium

(6)
● ●

Low (3) ● ● ●

C2-score
가중치 X

위험도
0.6 0.6 0.6 1.2 1.2

화물

검색장

비

0.15

High (9) ●

Medium

(6)
● ● ● ●

Low (3)

C3-score
가중치 X

위험도
0.9 0.9 0.9 0.9 1.35

Total
I＋F＋C1＋C2

＋C3
3.45 4.8 4.2 6.15 7.2

Table. 3 공항별 위험도분석표

2. 위험도에 근거한 승객검색 차별화(Risk-

based Passenger Screening)

항공여객 보안검색은 항공보안대책의 하이라

이트로 간주된다. 항공여객들이 탑승을 위해 제

한구역으로 진입하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재

킷을 벗고, 가방 속의 노트북을 꺼내고, 신발을

벗고, 혁대도 풀고 그것들을 제공된 바구니에

담고 신체 검색을 당해야 한다. 또한, 승객들은

보안검색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도 부담하

는 것이고, 이미 지불한 공항사용료(또는 공항

세)의 상당부분은 항공보안 비용 충당을 위해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테러와는 전혀 무관한

대부분의 승객들에게 범죄인 일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불편하기 짝이 없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IATA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Risk Based Passenger

Screening7)의 적용주장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부

분의 항공여객은 신뢰성 높은 시민들이다. 더

욱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

람들이라는 정보도 상당량이 이미 손안에 들어

있다. 즉, 항공여객의 절반 이상은 빈번여행자

(frequent flyer)인데 이들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고 마일리지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인적 정보

를 항공사에 제공했을 것이다. 이미 제공된 정

보 만 분석해도 개별 항공여객들의 신뢰 수준

평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Risk Based

Passenger Screening은 항공여객들을 위험도 분

석을 하여 분류한 후 차별화된 검색 절차를 적

용하자는 것이다. IATA는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나 여행자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승객을 신뢰도 수준에 따

라 분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안 검

색대를 통과하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신뢰성 높

은 승객은 간단한 절차를 적용하여 보안 검색에

따른 불편함과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체크인 할 때 승객의 인

적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신뢰도 수준

을 분류하고 (예: 높은 신뢰승객, 정상신뢰승객,

위험승객)8) 보딩 패스에 전자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Fig. 2와 같이 차별화된 검

색 통로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정보의 축적과 공유, 시스템 간의 이동

등 첨단 IT 기능을 적용한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신뢰성이 높은 승객군은 하이패스로 통

과되고 정상신뢰승객은 간단한 검색을 수행하며

소수의 위험 승객군 (IATA는 위험 승객군이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만 강도 높은 검색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검색 절차 또한, 자동화된

IT 기술을 적용하여 불편함과 시간 단축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IATA 조사에 의하면 약 90% 에 이르는 대부분

승객의 신체 및 휴대품에서는 테러와 관련 되거나,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8) IATA 에서는 일반적으로 승객을, 신뢰도 높은 승

객 20%, 지극히 일반적인 승객 70%, 위험도가 높

은 승객 10% 로 구분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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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isk Based Passenger Screening

Check-Point

Ⅳ. 항공보안 수준 측정과

목표보안수준 개념

제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으로 3장에서

소개한 현행의 IATA의 위협분석 지침을 개선한

보다 과학적인 위협평가의 방법을 제시한다.

IATA 지침은 각 항공사 보안인력의 주관적 평

가에 의해 위협 수준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논문은 경험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합리적으

로 총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위협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보안 대책으로 보안업

무 합리화 방안도 제시한다. 즉, 위협수준이 낮

은 공항에서는 보안 대책 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항공여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협수준이

높은 공항에서는 보안 대책의 수준을 높여 승객

서비스 수준이 희생될 수 밖에 없는 개념의 적

용 방안을 연구 한다. 이러한 위험관리 기법은

이하에서 설명하는 항공보안 수준 측정 방법과

목표보안수준 값 개념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1. 항공보안수준(LAS: Level of Aviation Security)

항공안전 분야 및 일반분야의 위험관리에서는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확률 (probability)과 사건

발생에 따른 심각도(Severiy)를 동시에 평가하여

위험 수준을 측정한다. 그러나 항공보안은 주로

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므로 보안 실패에 의한

사건은 모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심각도는 무차별적인 것으로 간주

하고 보안 실패 확률 중심으로 항공보안 위험

수준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제2장의

Fig. 1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공보안 분야는 공격

및 방어체계로 구성된다. 항공보안 사건 발생확

률은 Fig. 1의 모든 단계에 대해서 평가하여 종

합하여야 할 것이다. 즉, 테러조직의 존재와 지

역적 위협 환경요인, 공항의 전반적 보안대책요

인 등을 분석하여 이를 종합함으로써 항공보안

수준을 측정해야 한다.

1) 지역적 위협 환경 요인 평가

(1) 지역적 위협요인의 가중치 분석

공항이 속한 지역의 위협수준은 계량적 자료

에 의한 평가가 곤란하고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수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종합하여야 한

다. 이 때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어떤 요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느냐이다. 즉, 항공보안

위협 수준이라는 최종 목적 대상을 평가하기 위

하여 다수의 요인들의 위험 수준을 고려해야 하

는데 각 요인들의 가중치를 산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의 평가보다는 복수

의 전문가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뢰

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분석에

는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이 적절하다. AHP분석 기법은 다기준

의사결정(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 방법

론의 하나로 다양한 의사 결정 상황에 적용되어

왔다. Saaty, T. L.9)에 의해 개발된 이 기법은

복잡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의사 결

정 대상 문제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체계화 하고

각 요인들을 쌍대 비교 판단법(Pairwise

Comparison Judgement)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질문한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자

료들은 행렬로 분석하여 쌍대 비교한 각 요인들

의 중요도를 결정하여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것

이다. 우선은 의사 결정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

를 정한 후 문제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계층화

한다. 계층화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 또는 목

표를 구성하는 하위 시스템이나 구성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으로 각각의 중간과정

들을 단계(level)라 칭하고 각 단계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두 번째 단계는 동일 단계에 속한 요

9) Thomas L. Saaty : 미국 Pittsburgh, 대학

Joseph M. Katz 경영대학원 교수이며,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이론의 주요 창시자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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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도 정 의

1 두 요소가 동등하게 중요함 (equal importance)

3
해당 요소가 약간 더 중요하게 평가함 (weak importance

on over the other)

5
해당 요소가 강하게 중요하다고 평가함 (essential or

strong importance)

7
해당 요소가 아주 강하게 중요하다고 평가함

(demonstrated importance)

9
해당 요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 (absolute

importance)

소들을 두 개씩 짝을 지어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설문을 실시한다. 중요도 평가는 다음 표에 제

시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갖는 9점 척도를 이용하

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aaty,

1980).

Table. 4 AHP의 평가 척도

세 번째 단계는 각 요소들에 대한 쌍별 중요

도 평가로 얻은 자료를 행렬로 분석하여 각 단

계(level)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평가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일관성 검증은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C.R.)에 의하여 수행하는데

C.R.의 값이 0.1 이하일 때에만 의사 결정의 일

관성이 있다고 보고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

다고 인식한다.

항공보안의 전반적 위협수준 분석을 위해서는

위협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

류하고 정의해야 한다. IATA는 항공보안 전문

가 그룹을 장기간 운용하면서 많은 교범 발간과

훈련 프로그램 운영, 항공사들에 대한 보안감사

업무(Security Audit)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IATA 주도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위협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협요인 분류(Categorization)가

일차적 요인(level 1)분류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Table. 1 참조). 그러나 본 연구는 IATA

의 위협 항목 분류 중에서 지역적 환경 요인만

전반적 위협분석에 활용하고자한다. 왜냐하면,

지역적 위협요인과 공항의 보안대책 현황을 혼

합하여 분류한 것은 문제의 구체적 파악에 어려

움을 초래하고 국가나 지역의 수준과 공항의 조

직 특성은 상관관계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각 일차 요인을 재분류한 2차 요소

(level 2)를 다음 Fig. 3과 같이 정의한다. 2차 요

인 선정은 상부요인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면

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의하였다. 위와

같은 개념으로 설계한 위협요인 구성 체계를 활

용하여, AHP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개별공항의

항공보안 위협 요인 중요도 (가중치)를 파악한

다.

Fig. 3 지역적 항공보안 위협요인 체계

  

(2) 지역적 위협 수준 평가

"(1)"항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석을 수행하

여 위협요인의 중요도가 파악되었으면 각 요소

및 요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일단은

2차 요소(level 2)에 대한 요소별 평가를 해야

하는데 2차요소에 대한 원천적인 평가는 IATA

가 현재 수행하는 방법과 같이 경험이 많은 개

별 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개별 전문

가들에 의한 2차요소 평가결과는 다음 식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총합되어 일차 요인(level

1)에 대한 평가 결과로 합산된 후 전체 위협 수

준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식-1)

  
    ·

윗 식에서

RTi : 지역의 위협수준

Wei : 각 2차요소의 가중치 (“가”항에서 설

명한 AHP 기법으로 결정함)

Pei : 전문가의 원천적 평가 값

Wfi : 1차요인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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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항의 항공보안대책 수준 평가

(1) 공항의 항공보안대책 평가요인

공항의 항공보안 대책은 법규/제도 시스템,

검색 업무, 접근통제 업무로 구성된다(본 연구의

Fig. 1 참조). 국가 및 공항은 항공보안업무 수

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

항은 주어진 제도에 따라 항공보안목표 달성을

위해 검색 업무 및 접근통제업무를 수행한다.

접근통제업무는 주로 항공기 이동지역 및 기타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 관리가 포함된다. 검색

업무는 항공기 탑승자가 항공기 내에 불법적으

로 무기류를 소지하고 탑승하거나 반입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다. 항공여

객이 탑승을 위하여 제한 구역에 진입하는 지점

에 보안 검색대가 설치되고, 검색 인원이 존재

하여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검색대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1인 이상의

경찰관(Law Enforcement Officer)이 배치되거나

필요한 경우 일정 시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주

변에서 순찰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탑승객에 대

한 검색은 육안 검색과 X-ray 장비 등을 이용한

검색이 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승객의 신

체와 휴대품을 검색한다.

상기와 같은 항공보안업무 수행에는 시설과

장비 및 인원이 투입된다. 따라서 공항의 항공

보안 수준 평가요인의 제1수준(level 1)의 요소

는 인적자원, 장비, 시설 및 환경, 법규 및 절차

가 된다(Fig. 4 참조). 항공보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 관련 하부 요소(level 2)들은

인력의 수(數 )와 같은 양적인 요소와 각 요원의

질적인 요소 및 근무 조건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Fig. 4 참조). 장비는 신체검색장비, 휴대

품검색장비, 수하물 검색 장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시설은 검색대 지역의 배치와 보안성,

기타 접근 통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규, 지침, 절차는 국가의 항공보

안에 관한 법률 및 공항의 보안규정 및 업무 절

차 체계를 의미한다.

(2) 공항의 항공보안대책 수준 평가

공항의 항공보안대책에 대한 수준평가도 우선

은 AHP 기법에 의해 상기 “(1)”항에서 제시한

구성요소들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가중치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 항공보안 활동에 직접 참여

하는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

로 AHP설문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여 가중치를

산출한다.

각 공항별 항공보안대책 수준은 해당 공항의

보안업무 수행자와 항공사 공항지점 관리자들의

평가에 의해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

우는 지역적 위협요인 평가 때와는 달리 평가자

들의 정성적 지식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시험에

의한 평가 및 통계자료에 근거한 평가가 병행될

수 있다.

아래의 (식-2)는 공항의 보안대책 수준을 평가

하는 개념을 보여준다. 지역적 위협 평가에 사

용된 (식-1)과 유사한 개념이 적용되었는데, 개

별 평가자들은 하부 요소(level 2)의 평가를 수

행하고 이 평가 치들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함

으로써 제1 수준 요인들의 점수가 산출되고 이

결과에 다시 제1요인들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

함으로써 공항의 항공보안 수준이 평가되는 것

이다.

Fig. 4 공항보안대책 결정 요인

(식-2)

  
    

이 식에서

AS : 공항의 항공보안대책 수준

Wf : level 2요소들의 가중치

Pf : level 2 요소들의 평가치

W : level 1 요인들의 가중치

3) 공항의 항공보안수준 결정

각 공항의 항공보안수준은 앞에서 소개한 지

역적 위협 정보 평가와 공항의 항공보안대책 수

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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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수준과 공항의 항공보안 수준은 독립적으

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두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으로 (식-1)과 (식-2)를 통하여 얻

어진 값들을 곱한 값으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

다.(식-3, 참조)

(식-3)

LAS = RTi x ASi

윗 식에서

LASi : 공항의 항공보안 수준

RTi : 공항 지역의 위협평가결과

ASi : 공항의 항공보안대책 평가 결과

2. 목표보안수준개념과 LAS의 활용

(식-3)에서 산출한 값은 공항이 위치한 지역의

위협수준과 공항 자체의 보안업무 수행 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한 개별 공항의 항공보안

수준(LAS)이 되는데, LAS는 공항들의 항공보안

수준을 계량화하여 비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회원 국가나 회원 항

공사에 대한 항공보안 감사를 정기적이고 포괄

적으로 수행하여 주요 국제공항의 위협 환경이

나 공항의 보안 대책 수준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가 정의한

LAS 개념을 적용한다면 이들 국제기구는 전 세

계 주요 공항의 항공보안수준(LAS)을 산출하여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CAO나 IATA는

그 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LAS 값을 목표보안수준(TLSe: Target Level of

Security)으로 정하고 이의 달성을 목표로 보안

업무 개선 방향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별

공항의 LAS 값은 RTi와 ASi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부의 항공보안 당국이나 공항운영당국은 RTi

값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LAS 개선을

위해서는 ASi 값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ASi는

공항의 항공보안 인력, 시설/장비, 법규/제도 등

을 개선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3장 2절에서 언급한대로 IATA는

항공보안 검색에 따른 항공여객 서비스 수준 개

선을 위해 Risk Based Passenger Screening 기

법을 도입하여 높은 위험승객(Risky Traveler)은

집중적으로 검색하고 신뢰승객(Known Traveler)

이나 정상(Normal Traveler)들은 검색 절차를

간단히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문제는 Risky

Traveler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항공보안

성과 확보와 항공여객 서비스 수준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Risky

Traveler의 비율을 10% 수준으로 하는 경우는

20% 수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항공보안업무 수

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훨씬 단축되지만

보안업무의 성공률은 감소될 것이다. 본 연구는

Risk Based Passenger Screening 기법을 도입할

때 공항별로 적용할 Risky Traveler 비율 결정에

LAS 값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즉, LAS 값에

의해 항공보안 수준이 높은 공항에는 Risky

Traveler의 비율을 낮추고 항공보안 수준이 떨어

지는 공항에는 Risky Traveler의 비율을 높임으

로써 테러로부터의 항공 산업 보호 능력은 각

공항별로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Ⅴ. 결 론

전 세계적으로 항공 산업에 대한 테러 위협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나 항공 산업의 수요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항공보안 대책 강

화는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항공여객의 서비스

수준은 현저히 감소하여 항공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 산업의 주요 당

사자인 국제 항공사들은 IATA를 중심으로 항공

보안 합리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요지는 테러 위

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검색에 따른 불

편과 지연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험관리 개념을 적용하여 항공보

안 합리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즉, 공항의 보안대책 수준뿐만 아니라 공항이

위치한 국가나 지역의 위협 특성을 분석하여 공

항의 전반적 항공보안 수준(LAS)을 결정하는 방

안을 도출해보았다. 또한, 각 공항의 LAS값을

산출하여 항공여객 검색 수준 결정에 적용하는

방안과 국제기구 중심으로 목표항공보안수준

(TLSe)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적 항공보안 수준

유지와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을 주장한

다.

계량화된 공항의 항공보안 수준 값인 LAS 개

념의 도입은 세계 주요 공항들의 항공보안 수준

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

제적으로 정한 표준을 달성하도록 전략이나 지

침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Risk

Based Passenger Screening 개념을 도입할 때

Risky Traveler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에도 LAS 개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LAS값과 Risky Traveler 비율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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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는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 향 후 연구에서

는 목표항공보안수준(TLSe) 유지를 위해서 LAS

와 Risky Traveler 비율을 연계시키는 과학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가

인정되고 향 후 후속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항공보안 업무가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

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 항공여객 서비스 수준

을 향상시키면서 항공보안도 확보하는 것이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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