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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율화
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이런 경이적인 성장은 대부분 상
업용항공부분에 국한되었으며 기초항공으로 인식
되는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및 업무용항공
(Business Aviation)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약
한 수준이다.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적으
로 업무용항공에 대한 편리성과 효율성이 인식되
어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요와 운영이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극소수의 기업에 
불과하며, 국내 항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서는 이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
적인 접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일
반항공과 업무용항공을 지원하는 FBO(Fixed 
Based Operator) 및 GAT(General Aviation 
Terminal) 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한국
공항공사도 항공운송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김포공항에 
업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이용객들에
게 보다 편리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공항 활성
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항공과 
업무용항공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이고, 이에 
대한 개념적 의미와 이를 지원해주는 FBO 및 
GAT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
침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여전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항공과 업무용항
공의 사전적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FBO 및 GAT에 대한 개념과 그 특성을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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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처음 건설되어 
운용되어지고 있는 업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eoul Gimpo 
Business Aviation Center, SGBAC)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주요 항공선진국의 사례를 살
펴보았다. 아울러 향후 우리와 경쟁이 예상되는 
중국과 일본의 업무용항공 운항 사례들을 검토하
고 이들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
한 운항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업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에 관련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
을 감안하여 국내업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의 성
공적 운영을 위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
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를 추진하였다.

II. 본론

2.1 일반항공과 업무용항공에 대한 고찰

2.1.1 일반항공

 일반항공은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생소할 
수 있는 용어로 국내 항공법에도 최근에 일반항
공이란 용어 및 개념을 운항기술기준에 추가하였
다. 하지만 운항기술기준 8.1.2 26항에 표기된 일
반항공 운항(General Aviation Operation)에 대
한 정의는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운항 이외의 운항을 말한다.”라고 일반적이고 애
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항공을 정
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 선진국들이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미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uthority, FAA) 연방항공규정인 14 CFR(Code 
of Federal Aviation)에서 정기항공운송 또는 군
용항공운송을 제외한 모든 항공운송을 일반항공
이라 하고 있으며[1], 일반항공제조협회(General 
Aviation Manufactures' Association, GAMA)
에서는 “상업용항공운송 및 군용운송을 제외한 
모든 항공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2]. 영국
에서는 “일반항공은 스케줄에 따라 운영되는 상
업용 항공운송을 제외한 민간항공운영이다.”라고 
하며[3], 호주에서는 “일반항공은 국내 및 국제 
주요 항공사들의 운항을 제외한 호주에 등록된 

항공기의 모든 부정기 운항 활동이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4]. 마지막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부속서(Annexes) 6 항공기 운항
(Operation of Aircraft) 17 일반항공에서는 “일
반항공은 유상 또는 대여한 정기 ·부정기항공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민간항공 활동이다.”라고 
한다. 또한 2009년 ICAO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일반항공은 유상 또는 대여한 정기·부정기항공운
송 이외의 모든 민간항공으로 운영 목적에 따라 
교육용, 업무용, 레저용, 공중 작업용 등으로 분
류된다[5]. ICAO Annexes 6과 17에서는 일반항
공 운항에 공중 작업용이 제외되어 있으나 2009
년 ICAO 조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추가하여 정의
하고 있다. 반면 일반항공의 상대적 개념인 상업
항공은 국내항공법 제2조 31에 “항공운송사업이
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
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항공 선진국들의 항공
활동은 크게 군용항공과 민간항공으로 분류되며 
민간항공활동은 다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목
적에 따라 상업항공과 비상업용인 일반항공으로 
분류된다. 일반항공의 대한 개념은 각 국가별로 
항공산업의 성장 배경 및 항공문화 등이 반영되
어 약간의 표현적 차이는 있으나 개념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
로 일반항공에 대한 국내 항공법의 개념과 항공 
선진국들의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항공이란 
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을 제외한 
비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소유 주체에 의해 무상
으로 운영되는 민간의 모든 항공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6]. 2017년 사업 구분별 국내항공기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Domestic Aircraft Registration
Status by Business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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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계

상업
항공

국제항공
운송사업 356 0 356

국내항공
운송사업 0 0 0

소형항공기
운송사업 13 19 32

항공기사용사업 91 81 172
일반
항공 자가용 116 91 207

총계 557 191 771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2017.07

2.1.2 업무용항공

  업무용항공은 소유주체나 사용주체에 의해 관
광이나 레저 목적이 아닌 업무적 용도로 항공기
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용항공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항공법과 
항공 선진국들이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항공의 의
미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6].
국내 운항기술기준 8.1.2 용어의 정의 76에 의하
면 “업무용항공 운영(Corporate aviation 
operation)이란 전문조종사를 고용하여 운항하는 
회사의 항공기를 사용하거나 비상업용으로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
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미연방항공청에
서는일반항공 범주 하에 있는 업무용항공을 “개
인이 속한 회사의 사업적 목적을 위한 교통수단
으로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 미국의 업무용항공협회(National Business 
Aviation Association, NBAA)에서는 “비행기 또
는 헬기를 업무적 용도에 의해 운항하는 것”으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8]. 
ICAO에서는 “상업용항공 조종사나 개인용항공 
조종사에 의해 회사나 법인의 공식적인 업무용도
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라고 제시하
고 있다[9]. 그러나, 업무용항공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충족되지 않아 국제업무용항공협회
(International Business Aviation Council, 
IBAC)에서는 “법적 조종자격을 소유한 전문인에 
의해 개인이나 공공의 목적이 아닌 업무적 용도

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며, 그 하위요소(Sub-Division)로 4가지를 추가 
명시하였다. Sub-Division 1은 "상업적 운영으로 
항공기 운항을 위해 고용된 전문조종사에 의해 
업무적 용도로 회사의 승객 및 물품을 운송하는 
모든 전세기(Charter)", Sub-Division 2는 "법인
운영으로 항공기 운항을 위해 고용된 전문조종사
에 의해 비상업적 용도로 회사의 승객 및 물품을 
운송하는 것", Sub-Division 3은 "개인운영으로 
비상업적 용도로 개인의 사적·공적업무를 위해 승
객 및 물품을 운송하는 것", Sub-Division 4는 "
지분소유운영으로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개
인 및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지분을 공동 소유하
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10]. 김경호(2010)은 업무용항공을 국내 항공법
상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용도의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민간 항
공활동 중 사업상 업무용도로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1]. 
결론적으로 업무용항공에 대한 국내 항공법과 항
공 선진국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업무적인 용도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승객이
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업무용항공은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고 업무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효가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업무용
항공기 도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12]. 
최근 5년 사이 현대자동차, SK텔레콤을 비롯한 
국내 기업에서 업무용항공기를 새로 도입하여 보
유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공장 방문, 전시회, 국제
회의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하고 있다. 자가용 
비행기로 등록된 국내 기업의 업무용항공기 현황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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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omestic Commercial Aircraft
Registration Status

소속 등록기
호 형식 등록일자 좌

석
한화케미

컬 HL7227 B737-70
0 10.09.05 19

현대자동
차 HL7787 B737-70

0 09.02.05 16

현대자동
차 HL8290 B737-70

0 14.07.16 17

LG전자 HL8288 GV-SP 11.02.23 12
LG전자 HL8299 GVI 16.12.13 12

SK텔레콤 HL8200 GV-SP 09.09.17 16

SK텔레콤 HL8080 A319-11
5 15.04.09 17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2017.07

2.2 일반항공 운항지원시설에 대한 고찰

2.2.1 일반항공 운항지원시설의 정의

 FBO는 1920년 중반 미국에서 유래되었으며 현
재의 FBO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전 지역을 떠돌며 운항하던 항공
기들이 운항규제와 공항시설 확대로 인해 한 곳
에 거점을 두고 운영하며 Fixed-Based 
Operator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13]. 미연방항
공청 AC 150/5190-7) 부록 1에서는 FBO를 “공
항운영자에게 권한을 부여 받아 공항 내 급유, 
격납고, 계류 및 주기, 항공기 대여, 항공기 정비, 
비행 교육 등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4]. FBO는 일반항공에 
대해 국내 항공법에 제시된 항공기급유업, 항공기
하역업, 지상조업사업을 포함한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도 국내법에는 이에 대한 적합
한 정의나 적절한 제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15].
  항공 선진국들의 경우 일반항공의 운항지원 중 
일정 부분이 GAT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일반항공

의 원활한 운항과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항
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소화 된 출입국심사
(Customs Immigration Qurantine, CIQ) 및 신
속한 보안검색절차 등을 지원하는 공항당국에서 
운영하는 일반항공 전용터미널이다. 유럽의 많은 
공항에서는 공항 내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이
외에 일반항공 전용터미널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
으며, 이는 업무용항공의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
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다.

2.2.2 국내외 일반항공 운항지원시설의

운영 사례 분석

2.2.2.1 국외 일반항공 운항지원시설의 운

영사례

최근 여러 국가의 지속적 경제 성장과 경제규
모의 확대로 인해 개인용항공기와 업무용항공기
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이를 지원하는 F

BO와 GAT가 국가 항공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자 핵심가치로 떠오르고 있다[16]. 따라서 각국의 
항공 관련기관과 민간업체들은 공항별로 차별화
된 전략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조금 더 편리한 
시설과 신속한 출입국 절차를 수립해 나가고 있
다. 이러한 운항지원시설의 지원 규모와 운영 형
태는 각국의 출입국 제도 및 관련법규에 따라 공
항 별로 상이하며 지원시설과 서비스의 범위는 
지원 업체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FBO 및 GAT의 운영은 간소화 된 절차를 통
해 신속한 출입국심사 및 이동에 초점을 두고 있
으며 이는 이용객에게 가장 큰 이점으로 작용한
다. 따라서 이용객의 시간 절약과 동선 최소화를 
위해 도심으로의 접근성 및 보안검색의 편리성과 
함께 출입국심사 시설 보유 유무가 지원시설 선
정의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다. 국가별로 FBO나 
GAT를 보유한 여러 공항이 있으나 주요도시에 
근접해 있으며 개인용항공기와 업무용항공기에 
대해 지원이 용이한 국제선 공항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FBO 운영이 보편화 되어있는 미국과 G

AT 운영이 보편적인 유럽의 현 운영 사례와 잠
재적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현 운영 사례는 다
음과 같다.

1)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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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운항지원사업체가 
각각의 FBO 시설 및 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출입국심사 시설까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은 일부 FBO의 경우 출입
국심사 시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객은 
항공기 하기 후 심사 시설로 이동하여 심사를 진
행하고 FBO를 통해 외부로 이동한다. 뉴욕 웨스
트체스터 카운티공항은 일부 FBO의 경우 자체적
으로 출입국심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객
은 항공기 하기 후 FBO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외
부로 이동 한다. 노스캐로라이나 롤리더햄국제공
항은 GAT에 출입국심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항공기 하기 후 GAT에서 심사를 진행
하고 외부로 이동한다. 반면 시카고 오헤어 국제
공항은 FBO 내부 및 근접거리에 자체 출입국심
사 시설이 없어 상업항공기 이용객과 동일한 과
정을 통해 심사를 진행한 후 FBO를 통해 외부로 
이동한다. 단 특수한 경우 항공기 내부에서 출입
국심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2) 유럽

유럽 국가의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보편적으로 
GAT를 운영하고 있으며 GAT에서 출입국심사 
및 항공기취업체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유럽 국가의 일부 공항에서는 GAT

이외에 개인 또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F

BO도 운영되고 있다. 영국 런던 개트윅국제공항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은 GAT에 출입국
심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항공기 
하기 후 GAT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외부로 이동
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스키폴국제공항은 GA
T 및 FBO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항공기 
하기 후 GAT나 일부 FBO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외부로 이동한다. 프랑스 파리는 샤를드골 국제공
항 및 오를리 국제공항은 일반항공의 이착륙을 
제한하고 있어 파리로 들어가는 모든 일반항공기
는 주변 다른 공항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항공을 
지원하는 100이상의 지원업체들이 집결한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국제공항은 일부 FBO에 자체 출입
국심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항공기 
하기 후 FBO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외부로 이동
한다. 러시아 모스크바 브누코보 국제공항은 GA

Table 3. Operational Status of GAT, FBO and Aircraft Handling by Airport

공항명 GAT FBO 및 항공기취급업체명 비고

미국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 미운영

Atlantic Aviation Services FBO 사업체
출입국시설보유

Landmark Aviation FBO 사업체
출입국시설보유

ASIG FBO 사업체
출입국시설미보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롤리더햄국제공항
운영

Landmark Aviation FBO 사업체
출입국시설미보유

TAC Air FBO 사업체
출입국시설미보유

영국 
런던 개트웍국제공항 운영 Signature Flight Support FBO 사업체

출입국시설미보유
Servisair 항공기취급업체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국제공항
운영

KLM Jet Center Amsterdam FBO 사업체
출입국시설보유

Aviapartner Executive FBO 사업체
출입국시설보유

Swissport 항공기취급업체
Menzies Aviation 항공기취급업체

일본 도쿄나리타국제공항 운영 Universal Aviation 외 9개 항공기취급업체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 미운영 Capital Jet Corp FBO 사업체
출입국시설보유

Universal Aviation China외 4개 항공기취급업체
중국 상하이푸둥국제공항 운영 Universal Aviation China외 7개 항공기취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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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에 출입국심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객
은 항공기 하기 후 GAT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외
부로 이동한다. 모스크바 브누코보국제공항은 최
근 GAT를 새로 건설하였으며 상업항공과 군사항
공이 함께 이용하는 듀얼타입 공항이다. 

3) 일본
도쿄 나리타국제공항과 하네다국제공항을 제외

한 모든 일본 공항은 FBO나 GAT를 운영하지 않
으며 개인용항공기와 업무용항공기 이용객은 상
업항공기 이용객과 동일한 출입국심사 절차를 거
쳐야 한다. 도쿄 나리타국제공항과 하네다국제공
항의 경우 GAT에 비즈니스항공 전용 출입국심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항공기 하기 
후 GAT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외부로 이동한다.

그러나 일본공항의 GAT는 자체 터미널을 보유한 
유럽과 달리 2012년 프리미엄게이트(Premier Gat

e)라는 명칭으로 터미널 내 일부 제반 시설을 이
용하여 전용 통로 및 전용 심사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중국
중국의 일부 주요 공항에서는 FBO 또는 GAT

를 보유하고 있으며 GAT에서는 출입국심사 및 
항공기취급업체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
진다. 중국의 경우 출입국심사 절차는 각 공항 별
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심사 관계자는 여권 
수거, 세관 검사, 체온 측정을 위해 항공기에 탑
승하기도 한다.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및 훙차오 
국제공항은 FBO에 출입국심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항공기 하기 후 FBO에서 심사
를 진행하고 외부로 이동한다. 상하이 푸둥국제공
항은 GAT에 출입국심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항공기 하기 후 GAT에서 심사를 진행
하고 외부로 이동한다.

2.2.2.2 국내 업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의

운영사례 및 시사점

FBO와 GAT는 항공산업 발전에 필수적 요소
로 편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
출해내는 신개념 운항지원사업이다.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의 많은 공항에서 FBO 및 GAT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용항공을 이용하는 VIP 이

용객들이 처음 마주하는 곳으로 국가의 이미지나 
국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2016년 5월 김포공항 
2만6446㎡(8000평) 규모의 부지에 G550급 항공기
(기준 폭28.5m) 8대 또는 보잉(Boeing)사의 B737

급 항공기(기준 폭 34.3m) 4대가 동시에 격납 가
능한 한국공항공사의 공용격납고 5,721.49㎡와 에
이브이제트아시아(AVJET ASIA)의 정비격납고 6,

768.71㎡를 보유한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가 
문을 열었다. 공용격납고는 사전 예약제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1,719원*MTOW(ton

당)*사용시간으로 계산된다[17]. 에이브이제트아시
아의 정비격납고는 일반정비부터 중정비 및 특별
점검까지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적이 전
무한 상태이다. 비즈니스항공터미널의 이용요금은 
10인승 이하 기준 편당 550,000원이며 승객 10명 
이상시 1명당 55.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단 승객
이 없이 공기운항하는 경우 터미널 사용료의 5

0%인 27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18].

앞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넓은 대륙을 가
진 국가들에서 업무용항공이 더욱 활성화 될 것
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시장개척과 경쟁 우위
를 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라 판단된
다. 현재 김포공항에 업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이 
건립된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관
련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국내 업무용항공 운영지원시설을 운영하는데 효
과적인 전략적 방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3 국내 업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의 운

영전략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의 국제선 운항 현황
은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2016년 5월 23일부
터 9월 4일까지 105일 동안 출발 44편, 도착 45

편으로 총 89편에 불과했다. 이는 월 평균 22.25

편에 해당하며 이용객수는 488명으로 편당 5명 
수준이다. 이는 2013년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 
서비스지원센터 설치타탕성평가‘ 보고서에서 제시
한 월 항공수요 94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
이다[19]. 또한 이 기간 동안 수익으로 정비격납
고 임대료 2억4,900만원과 터미널 사용료 5,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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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 4억5,000만원의 거둔 반면 인건비와 시설유
지관리비 등으로 월 평균 1억3,300만원을 지출해  
운영 할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있으며[20] 2017년 
3월까지도 운항 현황이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따라서 국내 업무용항공 
산업의 활성화와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운영전략이 마
련되어야 하며 법적 제도적 정비는 물론이고 원
스탑서비스(One Stop Service) 지원시스템과 같
은 체계적이고 완벽한 운영 전략이 필수적인 상
황이다. 국내 업무용항공 활성화를 위해 운항지원
시설의 운영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3.1 기반조성 법적· 제도적 정비

국내 일반항공과 업무용항공의 발달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직 생소한 이들에 대한 개념 
및 용어 정립이며, 이를 위해서 인프라 확충을 통
해 국제기준에 부합한 운항기술기준의 개정이라 
할 것이다. ICAO 부속서 6 항공기 운항은 상업
운송, 일반항공, 헬기부분을 각각 파트별로 구분
하여 개념적 의미 및 법적 제도를 명확히 제시하
고 있으며, 항공선진국들도 개념 정립 및 법적 제
도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항공
법에는 이에 대한 개념과 기타 제도적 장치들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항공법상 공항이 비행장의 
하위범주 속해있으며 공항시설이 없는 소형비행
장에 대한 보안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항공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반항공 및 
업무용항공에 대한 법적 제도를 재정비해야 하고,

둘째, 일반항공 및 업무용항공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지원하는 운항시설에 관한 법적 제도 및 운
영절차 마련과 편리성을 위한 제도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세부적인 운영지침, 운영기준, 운영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야 하며, 공항이용료, 시설 사용료 등을 운영기준
에 명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혼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3.2 단기전략

 김포공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관문에 위
치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의 접근
이 용이하여 일반항공의 허브(Hub)로써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업무
용항공기 도입과 함께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업무
용항공의 수요가 2005년 179편, 2012년 994편, 20

16년 1,186편으로 수년 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22],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속에 국내 일
반항공과 업무용항공의 발달을 위해서는 먼저 항
공 선진국의 운영사례를 통해 김포공항 운항지원
시설의 운영주체 및 형태를 고려한 정확한 개념 
과 용어 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
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조직 운영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업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용객의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운영자 
입장 보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용객들이 업무용항공 운
항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는 신속성과 편리성을 들 수 있으며, 이용객에 대
한 간소화된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이 가장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GAT가 효율적으로 운영
되어 고객 편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홍콩국제공항 운항지원시설을 살펴보면 국내 업
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의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짐작할 수 있
다. 또한 업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은 VIP 이용객 
및 수행원들에게 시스템, 서비스 등이 최상의 상
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전 계획되지 않은 회의
나 휴식, 스페셜 식사 등의 특별한 요구에도 신속
하고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이용객의 
빠른 이동을 위해 수화물과 소화물에 대한 운반 
및 보관 절차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용객이 운항지
원시설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입국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리무진,

버스 등의 지상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요구에 맞춰 수상교통수단, 헬기 등의 지원도 지
체 없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업무용항공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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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의 운영진들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세
계 공통어인 영어 외에 중국어, 스페인어 등 타국
어에 능통한 운영진들의 고용과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공항은 한 나라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업무용항공 운
항지원시설을 이용하는 VIP의 경우 수준 높은 운
항지원시설과 효율적 운영체계가 간접외교의 성
과 달성과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체계적 운영과 더불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인적서비스가 업
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마지막으로 업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은 공
항시설의 일부이므로 공항운영증명에 명시되어 
있는 소방계획, 제설계획 등의 통합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한다.

2.3.3 중장기전략

현재 업무용항공의 수용을 위해 김포공항에 건
설된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은 건설비용만 45

0억원에 달한다. 운영을 위한 인력, 장비 등의 운
영유지비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를 국
내에 등록된 업무용항공기만 이용할 경우 투자 
회수를 위해서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 소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서라도 김포국제공항이 조금 더 동북아시아지역
의 업무용항공기 운영의 허브가 되기 위한 전략
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김포
공항운영자 등의 관련부서는 시설 운영을 처음부
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세심한 준비와 계획적
인 운영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전담팀을 
조직하여 적극적인 해외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타국의 많은 업무용항공기를 유치할 수 있는 다
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외
국의 업무용항공기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마
케팅으로는 먼저 홈페이지를 한국어와 영어 외에 
중국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로 지원 운영하고 국
외 홍보마케팅 대상을 선정하여 홍보물 제작 배
포와 유명 상용포탈을 이용한 광고 등을 실시해
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요 업무용항공기 관련 협
회 및 학회지에 정보를 제공하고, 세미나나 국제
회의 등에서 광고나 발표를 통해 홍보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업무용항공에 대한 
운항지원이 통상적으로 에이전시를 통해 수행된
다는 점을 감안하면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한 적
극적인 홍보마케팅도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는 인접국가
인 중국, 일본 등과 경쟁의 소지가 높아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시설 이용의 경제성에 대한 홍보
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인승 이하
로 제한하던 업무용항공기 입출항 허용을 2013년 
50인승 이하로 변경 한 것을 들 수 있으며, 경제
적인 측면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김포공항이 동남
아와 미주를 잇는 중간기착지로써 항공규제가 엄
격한 중국에 비해 운항허가 및 주기장 배정이 신
속하며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이용료가 상대적으
로 저렴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아시아태평양
을 환승수요를 통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급유 및 지상조업 부분에서
도 신속·정확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간 단축 및 편리성 부분에서 환승수요를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예상한다. 또한 장기
적으로 정비사업(Air craft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부분에서 높은 정비품질을 
갖추고 정비비 및 자재수급능력에서 경쟁력을 키
우는 전략은 비즈니스항공센터의 활성화뿐만 아
니라 일자리 창출, 관광, 주변 숙박 등의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업무용항공은 국가 정상급 또는 재계 인사들이 
안전하고 빠른 업무 추진을 위해 주로 활용하며 
우리나라 김포공항 업무용항공 운항 실적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추후 지속적으로 업무용항공의 수
요가 증가하는 경우 우리나라 제2의 수도인 부산
에도 업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제주에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용항공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춘 운항지원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추후 
부산과 제주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경우 이러
한 운항지원시설을 포함하여 계획한다면 비용 및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
다. 김포공항에 비즈니스항공센터 운영 중 폭발적
인 수요로 시설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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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방안으로는 기존 국제선의 시설을 일부 
이용하여 출입국심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방
안이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보유한 서울 김포비즈니스항
공센터를 확장 운영하는 방안과 인접 공항인 인
천국제공항에 추가적으로 업무용항공 운항지원시
설을 건설하여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는 현재 06:00에서 23:00까지만 운영하는 김포
공항의 한계를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3.1 연구의 요약

먼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업무용항
공 운항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법적 제도 마
련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용항공 운항
지원시설은 국제적인 시설로써 국내 기준이 아닌 
국제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용어 및 정의가 규정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한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용항공과 업무
용항공의 개념을 엄밀히 규정한다면, 일반항공은 
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을 제외한 
비상업적 목적을 가진 민간의 모든 항공활동을 
의미하며 업무용항공은 개인, 기업, 종교 및 공공
단체 등에 의해 업무적 용도로 이용되는 항공이
다. 업무용항공 운용에 있어서 북미와 유럽 등 항
공선진국에서는 소유주체나 사용주체에 의해 다
양하게 업무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경제력의 상승과 더불어 업무용항공이 크
게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국가에서는 
업무용항공을 활용하여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내선보다 국제선 
위주의 운항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용항공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113회, 201

5년 1,168회, 2016년 1,186회를 기록했다[23]. 현
재 김포공항에 업무용항공 지원시설인 서울김포
비즈니스항공센터의 운영으로 앞으로는 조금 더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리라 예상하며, 국
제적 홍보마케팅을 통한 추가적인 수요도 점차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업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은 이용자의 요구 및 
전반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며 무엇보다도 이용객의 이동경로 및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여 편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특
히 대기시간 최소화 및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탑승자 정보 등이 
사전 통보되어 탑승수속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출입국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공항의 출입국심사와 보안검색은 세계
적인 수준이지만 성수기의 경우 수십분 이상의 
대기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항공기 지연으로 직결
된다. 그러나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이용하
여 출입국하는 경우 시간 절약, 이동의 편리성,

출입국심사 간소화, 보안검색 신속 진행, 안전 확
보 등이 보장 되여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김포공항공사는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
기 위해 이용객 출입국심사를 간소화 할 수 있도
록 출입국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확충
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업무용항공은 국내 대기업 위주로 이용되고 있으
나, 외국의 경우 국가 정상급, 재계 인사들뿐 아
니라 유명스타들도 다수 이용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주요 인사나 연예인들도 점차 업무용항
공을 임차하여 대외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
어 업무용항공의 수요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기
대한다.

3.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추
가 연구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
과 보완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
계점은 자료수집에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건설된 업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인 만큼 용어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정립되지 않아 연구의 제한
을 받았다. 특히 공항시설의 건설 업무를 총괄하
는 정부부처 및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건
설한 김포공항공사의 자료는 보안적 요소가 많아 
자료수집에 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항공통계에서 
업무용항공, FBO, GAT 라는 용어의 정의가 국내 
법령상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업무용항공 운항횟
수나 운송실적 등에 대한 정확하고 세분화된 자
료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국내나 
국외 항공통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



152                                        강세현                         Vol. 25 No. 3. Sep 2017

상이었다. 향후, 업무용항공 수요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기존 시설의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며, 김포공항 외 국내 다른 주요공
항에 업무용항공 운항지원시설을 적용하는 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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