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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항공수송에서는 특히 정시성, 안 성, 쾌 성이 

승객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요 요소이면서 항공

운송산업에서 추구하는 목표이다. 항공운송산업

이 단기간에 비약 인 발 을 한 배경에는 항공

기술의 속한 발 과 더불어 정시성을 배경으로 

한 항공수송의 특성도 기여요인 가운데 하나이

다. 그러나 항공운송은 3차원 인 공간 이동과 여

러 국가의 국경을 월한다는 에서 정시성 면

에서 타 교통수단보다 상 으로 많은 애로가 

발생된다. 정시성은 항공기의 지연은 직 인 

계이므로 공항 당국과 항공사에서는 이를 통제

하고 리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연은 항공기를 포함한 물리 인 문

제, 항공 제를 심으로 하는 항공교통, 승무원

에 의한 항공기 운 과 국경을 월하는 국가 

간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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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공운송은 항공기라는 기재들을 순환 

시키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므로 많은 원인들의 

다차원 인 문제[1]로 복잡한 연쇄반응이 부분

이다[2][3]. 따라서 지연과 련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지연 발생의 기여 요인들 

가운데 표면 으로 나타나지 않는 요소들도 고

려해야 한다[1].

지연의 최소화를 기반으로 한 정시운항은 고

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요인으로 정시성은 

근래에 수시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 가운데 

하나로 장시간의 지연은 보상으로 연계되므로 

항공사의 경 측면에서도 지연 리는 매우 요

하다.

즉, 항공사가 운 하는 각각의 재원(항공기, 조

종사, 승무원 운항공항)이 연동되는 상황 속에서 

계획된 운항 스 에 따라 정시성을 높이는 것

은 승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외에도 이익을 효율

으로 리하는 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4].

복잡성을 가지는 지연의 원인을 구분하면 항

공사, 공항운  기 , 항공교통 문제를 포함하는 

운항과 련된 부분과 탑승객에 의한 문제를 포

함하는 기타 등으로 별할 수 있는데 A/C

속, A/C정비, 여객처리, 복합원인 등이 자에 

속한다. 한편 하나의 단 로 묶인 기타로 분류

되는 항목에 해서는 그 내용에 해서 종종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토하

기 하여 항공사 계자들을 상으로 면담하

여 자료를 수집․검토한 결과, 출입국 수속 종

료 이후, 탑승동으로 이동에서의 구매활동이나 

기호  식음료 취식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다

수 존재하며 이 가운데 면세품 구매  인도로 

인한 지연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의

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연의 문제 가운

데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는 면세품 구매와 련

된 행 가 항공기 지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 것에 연구의 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한

국의 경우 면세품과 련된 상업활동이 비항공

수익 부분에서 큰 비 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이

들의 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응하는 것이 

공항운 에 매우 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탑승동 가운데 1터미 에 치한 면세 을 심

으로 승객의 면세  쇼핑이 지연운항편수  지

연시간에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탑승동에서 승객의 면세품 

구매가 항공기 지연에 미치는 향에 한 기

연구로서 향후 면세품 구매와 련된 지연을 최

소화 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II. 지연과 면세품쇼핑에 한 고찰

2.1 지연의 의미

지연에 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며 항공

사별로 지연에 한 기 에 일부 차이가 있다.

부분의 항공사는 출발이 정된 시간보다 5

분에서 15분 이상 늦어졌을 경우 이를 지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 인 통계에서는 운항 정

시각에서 15분 이상을 기 으로 지연을 리한

다. 출발이라는 의미는 항공기가 기동하기 해 

연결된 탑승교를 제거하고 PUSH-BACK하는 순

간을 기 으로 하는 항공사와 활주로에서 이륙

하는 것을 기 으로 하는 항공사로 양분 되었다.

지연은 항공기 출발과 도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항공기의 정시출발 도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추가 인 시간을 소모하는 것

을 의미한다. 보통 이런 지연은 단순하게 해당 항

공편 1개편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항공편의 지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항당국의 측면에서 볼 때 항공기 한편

의 지연은 활주로, 유도로, 탑승교 등의 주기장,

지상조업 장비/인력, 운항/객실승무원등 항공사 

 공항운  반 인 부분에 막 한 향을 미

치게 된다.[5]

승객들은 국제항공운송에서 항공사의 책임범

를 규정한 몬트리올 약 (Montreal Convention,

1999)을 근거로 권익을 보호 받는다. 그러나 ‘항공

운송  지연으로 인한 물품 손해에 한 운송인

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연의 명확한 정

의는 내리지 않고 있다. 국제항공운송 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는 지

연의 일반 인 통념을 보다 구체 으로 분류하여 

지연 정보의 공유와 축 을 해 항공사 자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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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장려하며, ACMG(Airline Cost Management

Group)에서 발간한 지침서(Instruction Manual)를 

통해, 정시성(On Time Performance)에 해서도 

스  시간 비 0분, 15분, 90분 이내에 출발

(Push Back), 도착(Ramp In)한 항공편들의 백분

율로 정의하고 있다.1)

IATA의 정시율 정의는 강제 사항이 아니므

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30분 이내의 

이·착륙, 국제선의 경우 1시간 이내를 기 으로 

정시운항을 구분하며, 총 운항편수에서 정시운

항편수의 백분율을 정시율 정의로 활용하여 통

계자료를 축 한다. 여러 정의에 입각해서 산출

되는 정시성은 항공사 평가, 국가 교통량의 처

리 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므로 일 된 

정의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

기되고 있다.[6]

FAA는 지연을 기상, 항공사, 도착지연, 보안

련, 국가항공시스템 등 5가지 요인으로 분류

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에서는 보다 세부 으

로 직원의 실수 등 항공사 내부요인과 기상  

공항요인 등 외 요인, 항공기  승객연결 요

인의 3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항공사별로 

세부 인 요인으로 나 어 리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면세  요인에 해서 요하

게 인지하고 있는 항공사는 없는 실정이다.

2.2 지연원인의 분류

세계 으로 항공사에서 다루는 지연원인은 

100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양이 방 하여 

요인별로 나 면 ①기상, ②정비, ③승객, 탑승

수속  C.I.Q 계, ④화물, ⑤항공기 사고, ⑥

공항당국 사정, ⑦보안 련, ⑧운항 비  항로

상의 문제, ⑨국가항공시스템, ⑩기내식  수하

물 등으로 크게 정의된다.

한편, 인천공항에서 용하는 지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공기 운항정보 통계자료 산출시 

지연기  근거와 련하여 정부 련 법규를 비

롯한 각종 규정(내부지침 포함) 용 여부에 

해 구체 으로 정의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항공

1) ACMG(Airline Cost Management Group) Instructions

Manual 4.6장, IATA

기 운항정보에서 당  운항계획 시간(Schedule

Time) 비 항공기의 입출항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통상 으로 국내선의 경우 30

분 이상, 국제선의 경우 1시간 이상이 늦어질 

경우 지연(Delay) 처리를 하고 있다. 즉, 례

으로 항공운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1시간 이상 

늦어질 경우에만 운항정보에서 지연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 으로 단됨에 따라 과거부터 

지 까지 계속 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1시간 이상 늦어지는 운항 편에 한하여 

항공 련 이해 계자를 비롯하여 탑승객  환

, 환송객에게 지연안내(Delay Notice)를 제공

한다는 의미이다. 재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서는 1시간 이상 지연되는 항공편에 해서 지

연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에 있어 시간 리의 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타 교통수단의 승객에 비해 시간 념이 더 높으

며 신속성과 정시성에 더 큰 요성을 두고 있

다. 이는 항공기 운항 정시성의 확보여부를 항

공사에 한 신뢰성 부여와 더불어 항공사의 선

택기 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7]. 1980년 에 미국의 경우 발생한 

의 요구와 언론의 심으로 정시운항(on-time

performance) 에 한 의회 요구에 직면하게 되

었으며 1988년 이후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과 교통통계국(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는 형 항공사들의 국내

선 정시운항실 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내선 교

통량의 1% 이상인 항공사는 모든 항공편에 

한 운항정보를 필수 으로 공개하고 있다[7][8].

IATA의 2015년 로벌승객 설문조사에 따르

면 정시 운항능력이 승객의 항공사 선호도에 가

장 결정  요인이라고 하 다[9]. 이와 같이 지

연에 한 부분은 항공사를 평가하는 일종의 기

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계자료[10]에 의하면 20

17년 인천공항에 취항한 항공사의 운항횟수는 

360,295편이며, 이  지연횟수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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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cheon Airport Delay Status(2017)

기상 A/C 속 A/C정비여객처리복합원인 기타 등 합계

457 11,800 983 290 217 8,944 22,691

총 운항편수: 360,295편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조사 상인 외국  항공

사  (THAAD)사태로 향을 받고 있는 국항

공사를 제외한 51개 외국  항공사의 지연 황 

 사유는 Table 2와 같다. 외국  항공 51개사

의 2017년 지연 항공편은 총 7,470회 다.

2017년 인천국제공항에 운항한 외국  항공사

들의 지연원인은 다양했는데 기상 계가 1.8%,

항공기 속 계가 58.3%, 항공기정비가 4.9%, 복

합원인이 1.7%, 면세쇼핑을 포함한 기타원인이 

33%로 조사되었다.

Table 2. Sample airline delay status(2017)

기상 A/C 속 A/C정비여객처리복합원인 기타 등 합계

135 4,354 364 132 53 2,432 7,470

상 항공사: 51개 외국  항공사

2.3 공항의 면세 쇼핑

공항에서의 비즈니스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 어 볼 수 있다.  국제공항에서는 높은 

생산성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해 일반

으로 항공수익과 비항공수익으로 나 다[11].

항공수익은 항공사와 연 된 수익 User

Charge라 할 수 있다. 비 항공 수익은 항공사를 

제외한 공항의 수익범 인데 치 으로 분류하

면 공항의 상업 활동은 크게 에어사이드와 랜드 

사이드에서 이루어지는데 에어사이드의 상업 활

동은 출국심사를 통과한 후 여객에게 쇼핑의 편

의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통 인 공항의 상업 

활동의 형태라 할 수 있다.

한 에어사이드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공항 

운 자에게는 항공수익인 즉 항공사에게 징구하

는 User Charge(착륙료, 조명료, BHS사용료, 탑

승교사용료등)와 더불어 가장 기본 인 수익원

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랜드 사이드에는 여행객을 비롯한 환송객과 

배웅객, 방문객, 상주직원 등의 모든 일반 

들의 근이 가능하므로 이와 련한 총체 인 

상업 활동을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에어사이드 내에서의 업활동은 승객들이 탑

승수속을 마치고 출국심사 를 통과한 후 면세

 매가 주를 이룬다. 공항은 교통 서비

스를 한 단순한 기능에서 공항을 한 비항공

수익의 주요 원천인 상업시설을 포함한 다목  

실체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면세 을 포함한 상

업활동의 다양성이 최우선 경  문제가 되었으

며 공항 운 자를 한 공항 효율성의 요한 

지표가 되었다[11]. 한편, 지난 수십 년 동안 공

항의 상업 수익은 총 수익의 40%에서 50%로 증

가[12] 했는데 여행  즐기는 면세쇼핑은 여행

과 더불어  다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

이며 실제로 공항의 상업시설은 면세쇼핑이 

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세계 공항

의 공통 인 상이다. 쇼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승객은 신 하게 쇼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쇼핑에 은 시간을 할애하는 승객들은 

충동 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13].

공항의 쇼핑환경은 일반 인 쇼핑과는 달리 항

공안 과 보안이 강화된 특수한 교통시설에 여객

이 도착하여 보안심사와 출입국 차를 밟아야 하

므로 이용객은 상당한 시간압박(time pressure)을 

받는다. Yi-Hsin Lin 외(2013)는 “공항여객은 불

안(anxiety), 심 고통(stress)  흥분(excitement)

을 느끼게 되는 독특한 환경을 가지므로 일반  

쇼핑환경과는 상이하다”고 하면서 시간압박의 요

인으로 ‘보안검색, 여권심사와 출국게이트와의 긴 

거리, 친숙하지 않은 환경’이 있으므로 승객들은 

이를 피하기 해 공항에 일찍 도착하게 되고 터

미  내에서 소비하는 시간, 이른바 체류시간

(dwell time)의 증가를 가져온다.[14]

한편, Bowes (2002)는 국제공항터미 에서 여

객의 쇼핑행동에 향을 미치는 두 가지 핵심요

소로 시간과 감정을 제시하 는데 특히 공항에 

도착해 탑승권을 받고 나면 여객들의 스트 스 

수 은 격히 낮아지는 반면 흥분(excitement)

은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소  ‘Happy hou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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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컫고 이를 쇼핑에 연계하게 된다(Thomas,

1997)고 주장하 다.

여객 스트 스 곡선 <Fig 1>에 따르면 여객 

스트 스는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양

하게 나타난다(Scholvinck, 2000). 즉, 출국심사

와 보안검색 시간동안 억제되었던 소비자 심리

와 스트 스 수 이 히 감소되기 때문에 승

객의 구매 활동이 진된다. 즉, 면세품쇼핑을 

공항이라는 맥락과 연동하여 살펴보면 평소 쇼

핑하는 방식과 장소와는 달리 공항이 제공하는 

이국 인 자극(exotic stimuli)과 생소한 상황은 

일반 인 쇼핑과는 다른 쇼핑 동기를 떠올릴 수 

있다.[14]

Fig 1. Travel Stress Curve[15]

2.4 면세품 쇼핑과 지연

Geuens et al. (2004)는 공항에서의 쇼핑동기

를 4가지 형태로 구분하 는데 (1) 기능  동기

(functional motivation): 좋은 가격, 편의성, 품

질 등 (2) 경험  동기(experiential motivation):

로모션, 탐닉  구매 (3) 공항분 기 련 동

기: 사 계획구매, 지루함을 벗어나기 한 구매 

(4) 공항인 라 련 동기:　매장서비스, 직원언

어구사력, 홍보행사 등을 제시하 고 이에 부가

으로 면세(Duty-free)라는 가격  메리트가 부

가되므로 승객의 입장에서는 공항에서의 면세품 

구매 행 에 몰입을 하게 되고 이는 항공기 지

연으로 연결되는 경향으로 연결된다. 즉, 여객 

스트 스 곡선에서의 출국심사와 보안검색 시간 

이후의 시간은 소비자 심리와 연동되어 활발한 

여객의 구매활동을 진하게 되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특히 승객의 입장에서는 항공여

행을 통한 면세품 구매가 연  지속 으로 일어

나는 일이 아닌 일회성 는 특별성에 속하므로 

이를 충분하게 활용하려는 특수동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은 실제 으로 빈번하여 이와 련

하여 2015년의 경우 면세품 수령  Tax Refund

로 인한 항공출발 지연에 따른 주의  조 요

청(서울시 회, 2015, 공문 참조)2)이 있을 정

도로 지연과 한 계가 나타나고 있다.

2017년 8월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항공사의 

지 장을 포함하여 항공기 승객들과의 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40명과 면세  근무자 21명에 

한 면담결과에서도 승객들은 항공기 탑승시간

이 임박보다는 자신의 면세품 구매를 더 요하

게 생각한다고 답변하 으며 개개인의 이러한 

행동이 항공기 지연과 연동된다는 에 해서

는 실감을 못하는 경우가 부분이라고 답변하

다.

이러한 의견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면세품 구

매가 항공기 지연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는 

을 심으로 이에 한 검증을 하 다.

2) 면세품 수령  Tax Refund로 인한 항공출발 지연에 

따른 주의  조요청(서울시 회, 2015.05.12.)

최근 공항에서 면세품 수령  Tax Refund 지연을 이

유로 탑승구에 늦게 도착하여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공항 면세품 인도로 인한 휴

수하물 기  과로 이를 탁수하물로 처리하기 한 

추가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항공기 정시운항에 향을 

끼치므로 각 업체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로 극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출발 지연에 따른 주의  조요청

- 면세품 인도지연에 따른 탑승 지연 주의

- 쇼핑으로 인한 해당 비행기 탑승 지연 주의

- 성수기 혼잡을 고려한 여유있는 공항도착/출국수속 

안내(최소 4-5시간 ) 등

□ Tax Refund가 필요한 환 차 안내

- 공항 도착  세  환 표 사  작성

- 탑승수속을 먼  받은 후에 세  확인 

- 탁수하물에 환 물품 있을 경우 직원에 고지

□ 면세품으로 인한 과 수하물 발생 규정 안내

- 휴 수하물 과 시는 탁수하물로 처리

- 탁수하물 과 시는 과수하물 요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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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증 분석

3.1 연구방법과 범

지연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선행연구와  

면세  련자  항공사 직원과의 면담을 통하

여 승객들의 면세품 구매활동이 항공기 지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하여 

승객들이 에어사이드에서 행하는 면세  쇼핑이 

항공사의 지연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이를 하여 항공사의 지연과 면세 의 매출액

간의 계를 분석하 다.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연구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 1 : 면세 의 매출액은 항공사의 지연편

수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면세 의 매출액은 항공사의 지연시

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검증을 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

공사 정시성 련 자료와 인천국제공항의 A면

세 의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활용

하 다.

즉, 인천국제공항에 취항 인 외국항공사의 

부분인 51개 항공사를 상으로 하 으며 외

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탑승동(Concourse)에 

치한 A면세 의 2017년 1년간의 일일 매출액

과 항공사의 지연시간  지연편수 자료를 근거

로 면세 의 매출과 항공기 지연의 문제를 분석

하 다.

통계분석은 SPSS 21.0통계패키지를 이용하

다.

분석에 사용된 A면세 의 2017년 총 매출액

은 235,945,235USD이고 월별 매출액은 Fig0와 

같다.

Fig 2. Duty Free Monthly Sales (2017)

월별로는 12월의 매출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월, 8월 7월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기

간은 2월로 나타났다. 면세 의 매출액을 독립

변수로 항공사의 지연편수  지연시간을 종속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한, 항공사의 지연편수와 지연시간을 독립

변수로 하고 면세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2 분석결과

본 연구에 앞서 수집된 2017년 1년간의 월별 

매출과 51개 항공사의 지연편수와 지연시간을 

비교하여 상 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항공사의 지연편수와 면세 의 매출

액은 유의수  0.001수 에서 0.618의 상 계

가 있으며, 지연시간과 면세 의 매출액은 유의

수  0.001에서 0.404의 비교  높은 상 계가 

분석되었다. 분석된 상 계 결과를 통하여서

도 면세  매출액이 지연편수와 지연시간 모두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높은 상 계를 가진

다는 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결과이다.

한, 면세 의 매출은 승객의 구매활동과 직  

연계된다는 에서 항공기 지연과 구매로 인한 

지연은 직 인 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는 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를 실증 으로 심층검증하기 하여 설정된 

가설 1과 2의 분석하 으며 면세 의 매출액을 

독립변수로 항공사의 지연편수  지연시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3과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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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ales and Delay fleet

구 분 변수명
회귀

계수

표

오차
t 값 유의도

항공사 

지연

편수

면세

매출액
0.618 0.000 14.97 0.000

R²=.382 상수=-22.608 수정R²=.380

F=224.107 p=0.000

[가설 1] 즉, “면세  매출액은 항공사 지연편

수에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한 회

귀분석 결과 Table3과 같이 회귀모형은 F값이 

p=0.000에서 224.107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유의

수  0.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수정 R²는 0.380으로 나타나 38%의 설명

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면세  매출액과 지

연편수의 향”과 련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Table 4.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ales amount and Delay time

구 분 변수명
회귀

계수

표

오차
t 값 유의도

항공사 

지연

시간

면세

매출액
0.404 0.000 8.421 0.000

R²=.163 상수=-901.694 수정R²=.161

F=70.908 p=0.000

[가설 2] 즉, “면세  매출액은 항공사 지연

시간에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Table4에 

나타난 것처럼 회귀모형은 F값이 p=0.000에서 

70.908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유의수  0.000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R²는 0.161로 나타나 16.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면세  매출액과 지연시간의 

향”과 련된 가설 2도 채택되었다.

분석결과를 세부 으로 검토한다면 면세 의 

매출액이 지연편수와 지연시간 모두에 향을 

주는 것은 검증되었으나 매출액이 지연시간에 

미치는 향이 지연편수에 미치는 향보다는 

통계 으로 설명력에 있어서 상 으로 다소 

낮게 나타난 에 미루어 볼 때, 실질 으로는 

면세 의 구매활동은 지연시간보다는 지연 편수

에 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은 의

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개별 항공기의 지연 측면에서는 통계 으

로 낮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만 공항운  당

국자의 입장에서는 개별 항공기들의 지연이 연

계되어 체 인 공항운 에 향을 다는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면세  매출액과 

지연편수의 계가 통계 으로 38.2%의 높은 설

명력을 가진다는 은 앞서 제시한 개별 항공편

의 지연들이 유기 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로 분

석될 수 있다.

Ⅳ. 결론 시사

본 연구는 공항에서의 상업 활동  매우 커

다란 비 을 차지하는 면세품 쇼핑이 항공운송

에서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요 요소 가운데 운

항 측면에서 매우 요한 목표인 정시성을 추구

하기 한 지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즉, 항공기의 지연은 수많은 요인들과 복합 

요인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연동되어 나타나

는 결과물로 하나의 항공편은 물론 체 공항의 

지연과도 연결되므로 이를 한 통제와 최소화

의 노력이 요구된다.

분석결과에서 면세 의 매출액이 지연편수와 

지연시간 모두에 향을 주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면세 의 구매활동은 지연시간보다는 지연 편수

에 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은 의

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문

가들과 공항 의 실무자들의 장의 느낌과 

동일한 결과로 실제 상을 정확히 반 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항

공사는 조 이라도 지연운항을 이기 해 승

객들이 면세  쇼핑을 히 마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충분히 안내하고 독려해야 한다.

더구나 약 50%에 이르는 탑승동 이용항공사

의 승객들이 여객터미 (Main Terminal)에서 쇼

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탑승동을 

이용하는 외국항공사들은 특히 최  공항이용의 

시발 인 탑승수속 카운트에서 탑승동에도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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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세 이 있음을 알리고 탑승동 면세  이용

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2018년 1월 18일

에 인천공항 제2터미 의 개장으로 부분의 외

국항공사는 제1 터미 로 재배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를 히 승객에게 홍보하는 것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항공기의 정시운항을 해 탑승시작 시

각을 승객들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면세 에서도 승객들에게 탑승시

작 시각이 임박 하 을 때는 승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달하여 탑승에 늦지 않도록 지원하여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항공사의 지연편수와 면세

의 매출액은 유의수  0.001수 에서 0.618의 

상 계가 있으며, 지연시간과 면세 의 매출

액은 유의수  0.001에서 0.404의 상 계가 있

었다. 면세 의 매출액이 항공사의 지연에 향

을 미치므로 인천공항에서는 공항당국과 면세

의 성공 인 상생을 하여 보다 극 인 업무

조가 실히 요구된다.

이제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ASQ)에서 

최고 수 을 달성한 서비스  시설측면에서 세

계 으로 우수한 공항이다. 따라서 항공사의 자

체 인 정시성 노력도 요하고 면세 의 조 

한 요하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체 인 항공

사의 정시운항을 더욱 독려하고 지원해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사드(THAAD)사태 이후 운항에 향을 받고 

있는 국계 항공사를 제외하고 51개의 외국항

공사를 상으로 분석하 으므로 외국  항공사

의 부분이 포함되었으나 국  항공사가 포함

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므로 향후 이를 포함하

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실질 으

로 정시운항실 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법을 제

시 할 수 있다면 본 연구는 이론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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