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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상청은 2005년부터 항공사의 착륙편  

공통과편 항공기들에 해서 항공기상정보 사용

료를 부과하고 있다. 2000년에 정부가 항공기상

를 항공기상 련 책임운 기 으로 지정함에 

따라 기상청은 수입원 확보를 해서 2005년부

터 항공기상정보에 한 사용료를 수익자인 항

공사들로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상청

은 2001년 12월 기상법에 사용료 부과근거 규정

을 신설하 으며 2002년 12월 기상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따라 징수 차를 마련하 다. 이후 

2005년 5월에 국무조정실이 주 한 규제개  

계 장‧차  회의를 통해 사용료 유료화  징수 

련 합의된 내용이 고시되었다.

2005년 당시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착륙운

항은 편당 4,850원 그리고 통과운항은 편당 

1,650원을 부과하기로 하며 항공기상정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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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KMA) has started to levy air meteorological service

charge on both national and foreign carriers since 2005. The charge has grown on 2010 and

2014 twice. However, KMA has still kept asking airlines to agree with another increase in

the charge due to the low cost of goods recovery ratio of 7%. The air meteorological charge

has changed from 2,210 KRW at the beginning to 11,400 KRW as of June 2018. According to

ARIMA intervention time series analysis, it was proven national carriers would make a

payment of 831 million KRW 2018 and 1,024 million KRW 2019, showing 186.2% and 123.2%

increase compared to last year respectively. The total amount of charge for both national

LCC and foreign airlines was aggregated up to 1,952 million KRW 2019, 227% bigger than

the charge paid at 2017. Considering the 50% increase of consumer price index last decade,

the increased charge would impair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national carriers. It could

be suggested that current air meteorological charge scheme be improved to apply overseas

trend and for national carriers to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in global aviati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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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인상은 매년 물가상승 범  내에서 항공사가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와 의하여 결정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이 항공사

들과 사  의를 통해 2010년과 2014년에 두 

차례 사용료가 인상된 바 있다.

기상청은 2014년 이후에도 원가회수율이 7%

미만에 그친다는 이유를 근거로 항공사들에게 

사용료 인상을 지속 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2014년 6,170원  2,210원이었

던 착륙편  공통과 편당 항공기상정보 사용

료를 11,400원  4,85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행

정 고를 거친 후 2018년 6월부터 인상된 사용

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과도한 사용

료 인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행정소송 등의 법

 차를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상태이다.

국 항공사들은 3차 사용료 인상이 2005년 규제

개  장차  회의의 결정사항으로 명시된 “(1)

항공사의 부담 최소화 (2) 물가상승률 이내 인상

률 억제”라는 두 가지 근본  정책방향의 원칙

에 배된 사용료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8년 6월부터 인상된 항공기상정

보 사용료 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국 항공사  

외국항공사들로부터 징수될 사용료 징수액을 추

정해보고 이를 토 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체계

의 정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2013

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66개월의 양  국

항공사( 한항공  아시아나) 그리고 국내에 

정기‧부정기편으로 취항한 외국항공사의 국제선 

운항횟수 자료를 분석하고 표 인 시계열 추정 

모형인 ARIMA-Intervention(개입) 모델을 활용하

여 2019년 12월까지 납부해야 할 사용료 총액을 

추정하 다. 이러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액 

추정  비교자료(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

가지수 등) 분석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단

가 인상분에 한 정성을 논의하고자 하 다.

Ⅱ. 본 론

2.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법 근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련 국내 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기상법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

료의 징수 등) 제1항에 따르면 “①「책임운 기

의 설치·운 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

치된 책임운 기 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

하는 기 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

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

다” 고 명시되어 있다. 기상법 시행령 제21조(항

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제1항에 의하면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

행하는 기 의 장은 국토교통부장 과 의하여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징수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와 련하여 ICAO

는 다음과 같이 련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

째, Doc. 9082(Policies on Charges for Airport

& Air Navigation Service) 제1장 8항을 통해 

“경제 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당국이 공

항운 당국과 항공사 등이 상호 합리 인 수

에서 사용료를 합의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제17

항을 통해 사용료 징수 체계에 해서는 정부당

국, 공항운 당국  사용자(항공사) 간 의가 

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3장 6항에는 

징수체계가 최 로 도입되거나 심각한 개정(사

용료 인상률 폭 인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나 정보 제공자에 미치는 경제  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용

자의 경제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후 인

상분은 반드시 단계 으로 인상되어야 함을 권

고하고 있다.

둘째, Doc. 9161(Manual on Air Navigation

Service Economics), Doc. 9965  Doc. 9883 등

을 통해서 항공기상 서비스는 항공교통 인 라

를 제공하는 국가의 주된 책무들  하나이며 

이 책무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결정하는 

한 차와 기상학  요건 충족의 필요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기상 서

비스 소요 산을 공공 산의 일부 는 부로 

충당하는 결정은 각 국가의 정책  결정에 따른

다고 언 하면서 자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비용 분배가 수반되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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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산으로 충당) 기상서비스는 국가가 무상

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WMO 문서 No.904에 따르면 WMO는 

항공기상서비스 소요비용과 련한 재원조달 방

식은 국가정책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상

정보 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 시 사용자에게 부

담이 되지 않도록 히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

며 모든 기상정보 서비스 계자들이 의를 통

해서 사용료 인상수 을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2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개요

항공정책을 주 하는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상

정보 사용료의 인상이라는 기상청의 결정에는 

원칙 으로 동의하나 물가상승률, 운항횟수의 

증가, 국 항공사의 원가구조, 허 공항 경쟁력 

 항공사의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 으로 감안

하여 단계 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구 분
(단 : 편)

최 결정액
(2005. 5)

1차 인상
(2010. 4)

2차 인상
(2014. 2)

3차 인상
(2018. 6)

국제선 착륙 4,850원 5,820원 6,170원 11,400원

공 통과 1,650원 1,980원 2,210원 4,850원

Table 1. Changes of Air Meteorological(MET) Service Charge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국내의 경우 항공기상정보는 국가가 독 하여 

공 하는 항공기 안 에 필수 인 공공재이므로 

징수권자인 기상청과 납부자인 항공사 상호 간 

인정 가능한 범 에서 사용료가 인상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항공기상정보는 공공재 성격으로

써 다양한 기 , 업체  항공  수요자들이 

부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항공사에 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

는 실정이다. 재 선박에 해서는 기상정보 

사용료를 미징수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국

내 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체계에는 운송 산업 간 

요 징수 형평성 문제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ICAO(Int'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세계 

민간항공기구)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는 항공기상서비스 

비용회수는 다양한 사용자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이는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른다고 규

정하고 있다. 두 기구 모두 재원조달을 통해 기

상정보 서비스의 원가를 보 하기 해서는 원

칙 으로 사용자, 각국의 항공당국, 가상당국 간 

합의를 제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1).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자유 근 

원칙이라는 명분하에 항공사에 기상정보 사용료

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각국

의 국 항공사를 보호하기 해 항공기상정보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해 착륙편

이 아닌 공통과 편에 항행시설 사용료의 약 

89%를 징수하고 있다.(Table 2 참조).

심지어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11개 

유럽 국가들은 공통과 항공편에서만 100% 항

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하여 국 사의 가격 

경쟁력을 보호  강화한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 국 항공사들은 외국에서

는 외국항공사보다 훨씬 비싼 항공기상정보 사

용료를 지불하는 반면 외국항공사들은 국내에서 

염가로 항공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 역차별 

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Table 2에 제시되어 있듯이, 한국은 

국제선 운항횟수(착륙 기 )을 근거로 항공기상

정보 사용료의 약 93%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 

EU는 공을 통과하는 항공편을 통해서만 약 

89%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1) ICAO Doc. 9161(Manual on Air Navigation Services

Economics) 5.72 / WMO No. 904 1.7 National

Charg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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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억원
한민국

(2016)

EU 31개국

(2004)

국제선 착륙 13.5 (93%) 576 (11%)

공 통과 1.0 (7%) 4,806 (89%)

합 계 14.5 (100%) 5,382 (100%)

Table 2. MET Service Charge of ROK and EU

※ Report on Aeronautical MET Costs, p.61, by EUROCONTROL

환율 1,423원/1유로 용(2004 기 )

국내항공시장 특성상 국제선 승객들의 부분

이 내국인이며 이들이 국 항공사를 이용한 출‧

도착 공항이용객임을 감안하면 부분의 항공기

상정보 사용료를 외국항공사가 아닌 국 항공사

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한 국 항공사들은 유

럽 공 통과 시 외국항공사보다 더 많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비용 상 이

고를 겪고 있어 국 항공사의 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 항공사 뿐만 아니라 비용항공사

의 단거리 국제선 노선이 확 되면서 국제선 승

객과 운항횟수가 매년 두 자릿수 가까운 고성장

을 함에 따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납부액이 

가 르게 상승하 다. 기상청 입장에서는 사용

료 인상에 따른 수입 증 효과 뿐만 아니라 국

제선 운항횟수 증가에 따른 이  수입증  효과

를 린 것이다.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수입은 사용료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하고

서라도 매년 약 7.7%의 추가인상 효과(국제선 

운항횟수 증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

2.3 국제선 운항횟수

지난 5년간 한국의 국제선 운항횟수는 비약

인 상승을 하 다. 2013년 연간 국제선 총 운항

횟수는 183,201회 던 반면 2017년 연간 국제선

총 운항횟수는 243,046회로 약 32.7% 증가하

다. 2015년 메르스 사태  2017년 THAAD 설

치에 따른 국의 한한령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항공시장은 탄탄한 고성장을 기록하 다. 이 기

간 동안 한항공은 월 평균 약 4,400~4,500회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월 평균 약 3천회의 고

른 국제선 운항횟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국내 취항한 외국항공사  국  

LCC들의 국제선 운항횟수는 비약 으로 증가하

다. 조사된 국내 취항한 국  LCC 7개사를 

포함한 외국항공사는 모두 110개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운항횟수 역시 2013년 7천회 정도 

수 에서 2017년 1만 3천회 수 으로 약 2배정

도 가 른 상승을 보여주었다. 2017년 6월부터 

시작된 THAAD 여 가 아니었다면 국 항공

사들은 더욱 많은 운항횟수를 기록하 을 것으

로 사료된다.

2013년 가장 많은 국제선 운항 횟수를 기록한 

항공사는 국동방항공과 국남방항공으로서 

2) 한국항공 회 기획정책실 (2016), “항공기상정보사

용료 인상 의 련 항공업계 응로드맵(안)”

Fig 1. Aircraft Movement of International Route between 2013 t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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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국제선 운항횟수가 각각 6,450회  

6,455회를 기록하 다. 2017년 가장 많은 국제선 

운항 횟수를 기록한 외국항공사 역시 상기 국 

항공사들이며 연간 국제선 운항횟수는 각각 

7,661회  6,903회를 기록하 다. 이외에도 신

규 외국항공사들의 국내 취항이 많았던 것으로 

단되다. 2017년에 국  LCC도 비약 인 성장

을 보 다. 제주항공은 17,369회의 국제선 운항

실 을 기록하 고 진에어는 12,830회를 기록하

다.

2.4 ARIMA 모형

통계  측 기법인 시계열 분석법은 크게 정

량  기법과 정성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성  기법은 시나리오 설정법과 델 이 모델

이 있는 반면에 정량  기법은 시계열 모델과 

인과  모델이 있다. ARIMA-개입 모형은 시계

열 모델 에서 다변량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Kim M. S. et al., 2012).

ARIMA-개입모형은 시 별로 다양한 측치

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개입변수는 특정사건

과 같은 외부충격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서,

수요의 구조  측정이 가능한 다변량 시계열 

측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Turgut and Lee, 1993).

ARIMA-개입모형은 단변량 시계열모형의 단

인 수요의 구조  측정과 향력 측정의 부재라

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각 개입사건별 

향력 계수를 제시함으로써 단변량 시계열 모형

이 가지고 있는 단 을 극복할 수 있다.

시계열 모델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

이터 간 계를 모형화 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의

시계열을 측하는 방정식이라 할 수 있다. 시

계열 모델은 크게 고  시계열모형과 확률  

시계열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  시계

열 모델에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분해법 

등이 있으며 확률  시계열모델은 원 데이터에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를 도입하여 모형화

한 방법으로 ARIMA 라고 부른다. ARIMA 모

형은 AR (Auto Regression, 자기회귀)과 MA

(Moving Average, 이동평균)를 결합하여 만든 

모형을 의미한다.

AR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 x(t)에 해 매 순

간의 데이터들끼리 상 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모델이다. 이 모형에는 백색잡음(White Noise)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잡음들 사이에 시간 인 상

계가 존재하지 않고 독립 이어야 한다. 즉 

 시 의 측값은 그들의 과거 측값들의 함

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가정을 제로 자

기회귀모델은 Yule-Walker 방정식을 통해 추정

되었다(Crunk, 1999; Stein and Shaman, 1989).

MA 모델은  시 의 측값은 백색잡음들

의 선형결합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가정 하

에서 제안된 모형이다. 이후 연구자들은 자기회

귀와 이동평균모형을 결합한 자기회귀이동평균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모형을 제안

하 다. 이러한 선행 시계열 모델들을 토 로 

재의 확률  시계열 모형을 완성하는 방법론

을 정립했는데, 바로 Box-Jenkins의 ARIMA 모

델이다. ARIMA 모델은 다양한 산업  학계에

서 데이터 측 연구 분야에 용되어 왔으며 

표 인 시계열 분석법으로 자리를 잡았다(Box

and Jenkins, 1976).

측 기법 측기간 환 측 이용빈도

정량

기법

시계열

모델

단변량

이동평균법 단기 빈약 보통

지수평활법 기 빈약 높음

시계열회귀분석 기-장기 빈약 보통

ARIMA 단기 빈약 보통

다변량

ARIMA-개입 단기- 기 양호 낮음

이함수 단기- 기 양호 낮음

인과모델
다 회귀분석 기 극히양호 높음

력모델 기 빈약 낮음

Table 3. Methodologies of Statistical Forecasting (Kim M. S. et al., 2012; Turgut and Le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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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방법

3.1 연구 모형

Box and Jenkins(1976)는 좋은 시계열 모형을 

해 3단계 차를 제안하 다. 첫째는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얻은 식별 통계량을 바탕으로 정

상성을 단하여 잠정 인 모형을 식별한다.

둘째는 선택된 시계열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

는 것이다. 모수 추정 시에는 모수들의 합도

를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 으로 거치게 된다.

왜냐하면 반복과정을 통해서 연구자의 개입을 

제한하고 모수의 객 성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

이다(Glass, 1972).

셋째로 선택된 모형의 합성을 연구자가 진

단(Diagnostic Checking)하고 통계 으로 신뢰할 

만한 시계열 모형이 선택될 때까지 진단과정을 

반복한다. 본 연구는 Box and Jenkins(1976)가 

제안한 3단계 연구 차를 토 로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Kim M. S., 2012; Box

and Jenkins, 1976).

Fig 2. ARIMA Research Model

Fig 2에 제시된 연구모형에는3) 모델 식별과 

계수 추정 단계 사이에 개입변수가 삽입된다.

여기서 개입변수는 시계열 데이터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천재지변, 쟁, 고유가, 융 기,

염병 발발  정치경제  변상황 등의 외부

3) Kim et al.(2012)가 본문에 인용한 Box-Jenkins(1976)

3단계 연구 차를 연구자가 재인용

사건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외부 이벤트를 개

입변수(intervention)라고 한다(Kim M. S., 2012).

개입은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  stochastic

process를 변화시키고, 모델을 설계하는데 어려

움을 다(Goh, 2005). 그러므로 개입변수의 

향을 연구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는 ARIMA

Intervention(개입모델)을 이용하면 보다 실

인 외부  충격을 모델에 반 하여 연 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Nelson, 2002). 다시 말해서 

ARIMA 개입모델은 확장된 ARIMA 모델이라 

할 수 있다(Jung and Won, 2003; Enders, 1995).

3.2 시계열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8년  2019년 발생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액 추정을 해서 ARIMA

개입모델을 사용하 다. 연구에서 사용한 시계

열 자료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

항공사(2개)와 국  LCC  외국항공사(110개 

국제선 정기‧부정기편 포함)의 월별 국제선 운

항횟수로서 찰 표본 수는 총 66개월을 사용하

다. 국제선 운항횟수를 기 으로 보았을 때 

국  LCC들의 국제선 취항횟수가 양  국 항

공사들에 비해 미미한 수 이기 때문에 국  

LCC 7개사를 외국항공사와 함께 동일 집단으로 

포함하 다.

아울러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우리

나라의 고고도 미사일 이더(THAAD) 배치에 

따른 국의 한국 지(일명 ‘한한령’ 조치)

기간을 외부 이벤트로 설정하여 한한령을 개입

변수로 설정하여 시계열 모델에 삽입하 다.

회귀분석을 이용한 측에서는 통계량의 유의

성을 확보하고 표본분포의 정규성을 충족시키기 

해 표본수는 최소 250개 이상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시계열분석에 있어서는 최소 50개 이상

의 표본을 필요로 한다[9]. 물론 항공수요처럼 

하계  동계 극성수기가 존재하는 이른 바 계

성(Seasonality)이 존재하는 시계열 자료일 경

우 단기 측을 해 최소 60개 이상이면 안정

인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x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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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RIMA 분석 : 국 LCC 외국항공사

시계열 분석을 해서 먼  국제선 운항횟수 

월별 시계열 자료가 정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식별하고 검토하 다. 미래를 측하기 해서

는 계 성을 띄고 있는 시계열 자료에서 비정상

성을 제거하고 안정 이고 고정 인 패턴을 찾

아내는 것이 요하다(Ahn and Lee, 2005)

Fig 3. Monthly Aircraft Movement

Fig 3는 국  LCC와 외국항공사의 국제선 운

항횟수 시계열 순차도표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연도별 수치가 증가하는 추세

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주기 으로 반복 인 

패턴을 보이는 비정상성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계 차분과 비계 차분을 각각 1회씩 실시

하여 Fig 4와 같이 원 시계열 자료가 정상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Stationary Time Series

다음으로 ARIMA의 p, d, q 차수를 결정해야 

한다. MA 차수 q는 자기상 함수(ACF)를 통해

서 AR 차수 p는 편자기상 함수(PACF) correlogram

(코 로그램) 값을 통해서 결정된다.

Fig 5. Auto Correlation Function

자기상 함수는 코 로그램의 단기시차 1에서 

스 이크가 신뢰한계선 밖으로 돌출 되어 있고 

편자기상 함수는 단기시차 2에서 스 이크가 

신뢰한계선 밖으로 나와있어 AR(2)  MA(1)요

소를 모델에 추가 시켜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시차 12에서도 자기상 함수와 편자기상 함수 

코 로그램이 신뢰한계선 밖으로 돌출 되어 있

어 계  요소 MA (1)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ARIMA 개입모형 최종모형으로 

ARIMA(2,1.0) (0,1,1)이 설정되었다.

Fig 6. Partial Auto Correl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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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A 개입모델의 추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추정된 모델에서 자기상 함수 잔차의 

Box-Ljung 통계량의 p값이 신뢰수  9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잔차 사이에 자

기상 이 없이 독립 이다’라는 귀무가설을 채

택하는 것이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

델을 구성하는 모수들이 모두 95% 신뢰수 에

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합도 Ljung-Box Q

국

LCC &

외항사

정상   통계량 df p

.474 .954 18.692 15 .228

Table 4. Model Fitness Statistics

Estimate S.E. t p

AR
시차1 .313 .134 2.233 .024

시차2 .383 .131 2.927 .005

차분 1 - - -

계 차분 1 - - -

MA 시차1 .664 .239 2.780 .008

Table 5. ARIMA Coefficient Statistics

※ p<.05

다음의 Fig 7과 같이 자기상 함수  편자기

상 함수의 잔차가 신뢰 한계선 수  내에 있기 

때문에 백색잡음(White Noise)의 조건을 만족한

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추정된 개입모형의 

측치는 실측치와 비교를 통한 측오차 검토과

정을 거쳐 그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평균백분율오차 계수(MAPE ;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4)를 활용하

다. 그 결과 실측치와 측치 간 오차를 비교한 

결과 그 값이 2.645%5)로 나타나 우수한 측력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Lewis, 1982;

Kim S. T., 2013)

Fig 7. White Noise of Residuals

Fig 8. Forecasting Aircraft Movements until De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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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RIMA(2,1,0)(0,1,1) 개입모델은 국  

LCC와 외국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횟수 추정치

를 토 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액을 측

하는데 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월별 국

제선 운항횟수를 측치의 합성을 나타내는 

그래 는 Fig 8과 같다.

3.4 ARIMA 분석 : 국 항공사

시계열 분석을 해서 먼  국제선 운항횟수 

월별 자료에 정상성(Normality)이 있는지 없는

지를 식별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앞선 3.3장과 

마찬가지로 순차도표를 통해서 국 항공사의 국

제선 운항횟수 시계열 자료의 비정상성 여부를 

우선 으로 단하 다.

Fig 9. Monthly Aircraft Movement of
National Carriers

Fig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 항공사들은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년 주기 으로 반복 인 

패턴을 보이는 비정상성도 확인할 수 있다. 외

국항공사와 달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

4)   


 

 


 : 측값, : 측값 : 측값의 기간수   

5) MAPE는 다음과 같이 구간 별로 해석될 수 있다

(Lewis, 1982; Kim et al., 2012)

0% ≦ MAPE ＜ 10% : 매우 정확한 측

10% ≦ MAPE ＜ 20% : 비교  정확한 측

20% ≦ MAPE ＜ 50% : 비교  합리  측

MAPE ≧ 50% : 부정확한 측

는 패턴은 확인되지 않아서 비계 차분은 실시

하지 않았다. 국 항공사 자료에도 계 차분과 

비계 차분을 각각 1회씩 실시하여 Fig 9와 같

이 원 시계열 자료가 정상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Stationary Time Series of National Carriers

ARIMA의 p, d, q 차수를 결정하기 해 MA

차수 q는 자기상 함수(ACF)를 통해서 AR 차수 

p는 편자기상 함수(PACF) correlogram (코 로그

램) 값을 통해서 결정된다. 자기상 함수와 편자

기상 함수가 시차 12에서 코 로그램이 신뢰한

계선 밖으로 1회 돌출 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자기상 함수  편자기상 함수를 토 로 국

항공사에 한 추정 연구의 ARIMA 개입모형으

로 ARIMA(1,0,0)(0,1,0) 이 설정되었다.

Fig 11. Auto Correlation Function of
National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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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artial Auto Correlation Function of
National Carriers

ARIMA 개입모델의 추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추정된 모델에서 자기상 함수 잔차의 

Box-Ljung 통계량의 p값이 신뢰수  9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잔차 사이에 자

기상 이 없이 독립 이다’라는 귀무가설을 채

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에 제시된 것

처럼 모델을 구성하는 AR 모수가 4.456(p<.000)

으로 95% 신뢰수 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모형 합도 Ljung-Box Q

국

사

정상   통계량 df p

.309 .289 22.739 17 .158

Table 6. Model Statistics of National Carriers

Estimate S.E. t p

AR 시차1 .548 .115 4.788 .000

계 차분 1 - - -

Table 7. ARIMA Coefficients of National Carriers

※ p<.05

Fig 13 같이 자기상 함수  편자기상 함수

의 잔차가 신뢰 한계선 수 내에 있기 때문에

백색잡음(White Noise)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추정된 개입모형의 측치는 실

측치와 비교를 통한 측오차 검토과정을 거쳐 

그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연구자는 평균

백분율오차(MAPE)를 활용하 다. 그 결과 실측

치와 측치 간 오차를 비교한 결과 그 값이 

1.956%로 나타나 우수한 측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Fig 14. Forecasting Aircraft Movements of National Carriers until De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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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White Noise of Residuals in
National Carriers Time-Series data

3.5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추정

ARIMA 개입모델로 2019년 12월까지 측된 

국제선 운항횟수를 바탕으로 국 항공사와 국

LCC  외국항공사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납부액을 추정하 다. 다음의

Table 8은 기존의 1차  2차 인상요율이 반

된 항공사용료뿐만 아니라 향후 납부해야 할 

2018년  2019년 사용료 징수액 추정액까지 제

시하고 있다.

첫째, 국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운항횟수를 

측하여 사용료를 추정한 결과 2018년 항공기

상정보 사용료 징수액은 약 831,591천원으로 나

타나 2017년 비 무려 151%나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구 분
국제선 운항횟수 사용료 징수액(단 : 천원)

비 고
국 사 LCC/외항사 국 사 LCC/외항사

2013년 89,045 80,451 518,241 468,224 국 LCC 101,518천원

2014년 88,583 94,658 546,557 584,039 국 LCC 132,346천원

2015년 88,850 105,137 548,204 648,695 국 LCC 181,762천원

2016년 91,751 127,680 566,103 787,785 국 LCC 273,195천원

2017년 89,157 139,396 550,098 860,073 국 LCC 374,457천원

2018년 상반기 44,365 76,859 312,937 541,119 국 LCC 252,735천원

2018년 하반기 45,496 80,621 518,654 919,079
-

2019년 89,866 171,284 1,024,472 1,952,638

월별 추정치

2018년

7월 7,829 13,242 89,251 150,959

징수단가 11,400원 용

8월 7,869 13,653 89,707 155,644

9월 7,473 13,136 85,192 149,750

10월 7,589 13,636 86,515 155,450

11월 7,236 13,137 82,490 149,762

12월 7,500 13,817 85,500 157,514

2019년

1월 7,576 14,311 86,366 163,145

2월 6,869 13,414 78,307 152,920

3월 7,547 13,929 86,036 158,791

4월 7,284 13,606 83,038 155,108

5월 7,598 14,150 86,617 161,310

6월 7,496 13,778 85,454 157,069

7월 7,829 14,484 89,251 165,118

8월 7,869 14,901 89,707 169,871

9월 7,473 14,384 85,192 163,978

10월 7,589 14,882 86,515 169,655

11월 7,236 14,382 82,490 163,955

12월 7,500 15,063 85,500 171,718

Table 8. Forecasting MET Service Charges and Actual Charges Levied in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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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정액은 약 1,024,472천원으로 나타나 

2017년 비 186.2%, 2018년 비 123.2%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분석에 사용한 

국 항공사가 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사뿐

임을 감안하면 국 항공사의 사용료 부담은 향

후 2년 간 큰 폭으로 가 될 것으로 단된다.

둘째, LCC와 외국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운항

횟수를 측하여 사용료를 추정한 결과 2018년 

사용료 징수액은 1,460,198천원으로 나타나 2017

년 비하여 17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추정액도 약 1,952,638천원으로서 2017년 

비하여 227%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난 5년간 분석 상이 된 LCC와 외국

항공사는 총 110개(국  LCC 6개사)임을 감안하

면 외국항공사들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액 

부담은 국 항공사에 비해 상 으로 덜 할 것

으로 악된다. 하지만 국내 항공시장의 성장에 

따라 국  LCC 6개사가 취항하는 국가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선 운항횟수가 증가하면서 

LCC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액은 2013년 

비하여 2017년에 5년 만에 369%로 가 르게 

상승하 으며 2018년  2019년에도 사용료 징

수액은 폭증할 것으로 상된다.

Table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요 경제지표들 

 하나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10년간 약 

22.8% 상승하 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약 11.4%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6)되었다.

구 분 2007 2012 2016
상승률

(10년간)

소 비 자

물가지수
82.2 96.8 101.1 22.8%

생 산 자

물가지수
88.9 107.4 99.1 11.4%

실질GDP

성장률(%)
5.50 2.30 2.90 -

Table 9. Comparison of Major Economic Index

※ 자료출처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아울러 경제성장률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실질

GDP 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

6) 한국항공 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7) “항공기상

정보사용료 인상 련 항공업계 의견”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able 8의 항공기상정

보 사용료 징수액을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2018

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액 추정치만 해도 

지난 10년 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을 2배 이

상 뛰어넘는 5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러한 상승폭은 항공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연간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인상폭을 억제하겠다

는 기존의 원칙을 벗어나는 수 의 상승폭이라

고 할 수 있다.

Ⅳ. 결 론

여러 외 악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제선 

아웃바운드 항공시장은 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항공시장의 외형  확 가 가시화되면서 

양  국 항공사 외에 7개의 가항공사가 출범

하면서 항공시장은 양이나 질 인 측면에서 큰 

성장세를 기록하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국내 항공시장에서 국 사와 국  LCC의 항공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기상청이 징수하는 항공기

상정보 사용료 징수액은 물가상승률  경제성

장률을 훨씬 과하는 비율로 지속 으로 증가

해왔다. 이는 사실상 인상 효과를 과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법  근거  권고사항 뿐만 아니

라 미국 일본 등 거의 부분의 국가들이 공공 

데이터의 자유로운 근이라는 원칙 하에 항

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ICAO

Doc. 9161; Doc. 9965; Doc. 9883). 유럽 31개국

도 국 항공사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항공기상

정보 서비스의 소요재원을 착륙편이 아닌 공

통과 항공편(외국항공사)에만 할당하여 항행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약 89%를 징수하며 독일, 이탈

리아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공통과 항공편

에서 100% 징수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항공기상

정보는 법상에서도7) 항공안 에 필요한 공익  

성격의 기본 정보로 국가가 의무 으로 제공해

야하는 공공데이터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체계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들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7) 기상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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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 항공사들은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과도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납부

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 되고 이는 궁극

으로 국 항공사들의 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

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공공재라는 

항공기상정보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에

서 과도하게 사용료 단가를 인상하는 것은 불합

리하며 항공사에만 유독 납부부담을 가 시킨다

는 은 운송산업 간 형평성 불균형 문제를 야

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력 

약화, 불합리한 단가 인상  형평성 문제를 해

소하기 해서정부당국과 항공사가 근본 으로 

정책방향을 원칙 로 재정립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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