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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

고 공항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전후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을 시행하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 4∼10일 및 2020년 3월 9∼15일 각 일주일간의 동북아시아 공항 국제선 전체를 대상으로 출

발·도착하는 노선을 OAG(Official Airline Guide)의 Schedules Analyzer Database를 통해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북아 공항 네트워크의 노드와 링크, 밀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네트워크 밀도 

감소 속에서도 인천공항의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요 급감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및 공항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이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수요 회복 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코로나19, 소셜 네트워크 분석,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paper were: 1) to identify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northeast Asia 

airport network caused by the pandemic of COVID-19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SNA) and 2) to 

suggest proposals for improving airport competitiveness. In this respect, the entire international air 

routes in northeast Asia airport collected data of 4-10 March 2019 and 9-15 March 2020 through 

schedules analyzer database of OAG. We found that both the density and centrality have decreased 

since the spread of COVID-19. The government and airport authorities need active support such as a 

reduction of various fees and a moratorium on transportation rights to overcome the crisis in the air 

transport industry. When the COVID-19 situation calms down in the future, we hope that further 

research will be conducted to identify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SNA aspects through the vast data 

establishment in countries such as the EU and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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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각국의 허브 공항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아

시아에서도 그 경쟁이 치열하다. 예컨대, 인천공항의 경

우 4단계 건설 사업 착공을 통해 2023년 연간 국제여객 

1억 명이 이용하는 글로벌 ‘Top 3’를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인 베이징 다싱 신공항

을 2019년 9월 30일 개항하면서 기존 베이징 수도국제

공항과의 멀티 허브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홍콩의 첵랍

콕공항과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또한 시설 확장을 준비하

면서 역내 공항 간 허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1]. 세계 

각 권역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항 간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의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 되는 이유

는 이들 국가의 높은 인구 밀도 및 경제 성장에 따라 항

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항 간 허브 경쟁은 공항 네트워크의 연결 경쟁력으

로 평가할 수 있으며[2], 이러한 연결성 분석은 공항의 경

쟁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기 때문에 연결 분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3]. 항공 네트워크의 확장은 정부의 항공 자유화, 사업자 

및 노선허가 등 우호적인 정책 수립, 그리고 공항의 우수한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항공사들의 

적극적인 노선개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4].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산업의 위기 고조는 2020년 3

월 11일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을 선언하면서[5]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

회(IATA)는 코로나19가 항공 수요를 심각하게 약화시키

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항공사들의 재무적 손실이 분석 결

과 약 1,1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6]. 여

객수요 급감과 세계 각국의 감염병 확산 예방 조치로 인

해 많은 항공 노선이 중단되거나 감축되고 있으며 공항 

네트워크 연결 경쟁력 또한 급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지목되

는 동북아시아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하여 공항 네트워크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공항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

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동북아시

아 지역 공항 전체의 국제선 네트워크 특성을 코로나19 

전후의 특정 시점(2019년 3월 2주 vs 2020년 3월 2주)

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코로나19가 여러 산업 분야

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

의 학술 연구는 많지 않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현재 진

행 중이거니와 이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쉽지 않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관점을 적용하여 실무적 운영 측면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동북아 공항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구

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향후 수요 회복 시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코로나19 관련 항공시장 동향

글로벌 Market Information Data Tapes(MIDT)인 

OAG(Official Airline Guide)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사의 급격한 용량 감축 및 운영 취소에 대한 일정 수

집 업데이트 빈도를 높이면서 항공시장에 적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7], 분석 결과 2020년 3월 

2주 대비 3주의 수송력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독

일의 경우 –18.2%, 프랑스 –12.1%, 한국 또한 –10.7%를 

보이며 항공운송시장의 주간 공급력이 일제히 감소하였다.

Country 09-Mar 2020 16-Mar 2020 %Change

Germany 2,426,098 1,984,441 -18.2%

Switzerland 645,091 545,745 -15.4%

Saudi Arabia 1,301,605 1,102,472 -15.3%

UAE 1,363,573 1,154,960 -15.3%

France 1,979,374 1,740,128 -12.1%

Spain 2,498,114 2,214,572 -11.4%

Korea 795,752 710,558 -10.7%

Turkey 1,775,305 1,630,475 -8.2%

Thailand 1,514,844 1,402,191 -7.4%

Portugal 578,093 536,127 -7.3%

Source: OAG Schedules Analyser[7] 

Table 1. Largest Capacity Reductions Across Top 30 

Country Markets

이같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대응은 항공운송시

장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항공운송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항공 컨설팅 업체 CAPA는 특단의 조치가 실행되

지 않으면 올해 5월까지 대부분의 항공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8]. 코로나19에 의한 항공 수요 감소

와 각국의 여행 제한이 지속 된다면 산업이 붕괴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2.2 선행연구 검토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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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9-12], 

항공운송산업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국내외 여러 연구가 

SNA의 관점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Wang et al. [13]은 중국 공항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 도시 간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들 중심성은 인

구, GRDP, 여객 수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와 높은 상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결 분포와 경로의 

평균 길이, 클러스터링 상관계수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의 항공 운송 네트워크(Air Transport 

Network of China; ATNC)는 ‘작은 세계(small 

world)’의 특성을 보였다. Wang et al. [14]은 후속 연

구에서 193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항공 운송 네트

워크의 발전과 성장을 연구하였다. 그들의 분석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ATNC의 연결성이 개선되고, 네트워

크 구조가 산발적인 개발에서 새로운 멀티 공항 시스템

으로 6단계를 거쳐 진화하였다고 분석하였다. 

Jia et al. [15]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미국 공

항 네트워크의 진화를 안정된 도시와 새로운 도시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미국의 공항 네

트워크가 ‘작은 세계(small world)’ 및 ‘척도 없는 네트워

크(scale-free network)’ 특성을 보이며 안정된 도시들

이 규칙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Pere et al. [16]은 영국에서 히드로 공항과 런던 남쪽 

지역 공항의 네트워크 구조와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3년 5월 MIDT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 런던 히드로 공항이 교통량, 연결 중심성 측면에서 가

장 중요한 허브였다. 아울러 영국 지역의 해외 공항 의존

도를 측정하였는데 아시아·태평양과 브릭스(BRICS) 국가

에 대한 해외 허브 공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네트워크와 관련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오성열·

박용화[17]는 아시아태평양 공항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과학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중심성 개념을 

허브지수로 활용하여 허브공항의 순위를 평가하였다. 연

결 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고유벡터 중

심성 등의 허브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베이징

(PEK), 인천(ICN), 싱가포르(SIN), 홍콩(HKG)은 어느 

지수로 평가해도 상위권에 속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오성열·박용화[18]의 연구에서는 아시아 내 6개 국가

의 공항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그려보고 밀도

와 거리, 집중도 등의 지표를 분석하여 네트워크를 두 개

의 그룹(그룹Ⅰ-싱가포르, 태국, 한국 / 그룹Ⅱ-인도, 중

국, 일본)으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룹 내 국

가별로 네트워크의 우열을 판단하였다. 네트워크의 우열

이 실제 국가의 공항 경쟁력의 우열을 뜻하는 것은 아니

나 네트워크 과학에서 적용되는 이론과 방법론을 분석 

도구로 채택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

도 길광수·김숙진[19]은 동아시아 3대 허브공항으로 노

드를 한정하여 네트워크 양상을 분석하였다. 네트워크가 

어떻게 허브공항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인천국제공항은 중국과 일본의 

중계역할을 하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으나 고차위 세

계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접적으로 국제 여객 운송과 국제 항공화물의 네트워

크 구조를 분석한 김벽진·안승범[20,21]은 SNA 기법을 

적용하여 세계 무역 기반시설인 항공화물 글로벌 네트워

크의 구조와 지역별 물동량 패턴을 분석하여 공항의 역

할 차이를 계층별로 구분하고 전체 네트워크와 노드의 

변화 추세를 비교하여 시기별로 어느 공항이 전체 항공

화물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

하였다. 또한, 1995∼2015년의 20년 동안 국제 항공 여

객운송 네트워크의 위상적 특성과 진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중심성의 분포 및 구조적 특성과 같은 네트워크의 

다양한 차원에서 시스템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밖에도 

최두원[4]은 SNA를 활용하여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

사가 운항하고 있는 국제선 및 국내선의 네트워크 구축

의 구조를 시각화하고 중심성 분석을 통해 항공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허브공항을 파악 하였다. 

3. 연구 방법의 설계

3.1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소셜 네트워크는 행위자(actor)라 불리는 독립체(entity)

와 독립체 간의 관계(relationship)로 정의되는데[22,23],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networks)와 그래프 이

론(graph theory)을 사용하여 소셜 구조(social structures)를 

분석하는 프로세스이다[24]. 사회학의 기존 연구가 개별 

구성원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SNA는 구성원 간의 관

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

이다. 

3.2 중심성(Centrality) 지표

Freeman[25]은 구조적 중심성의 3가지 척도로 절대

적 척도와 상대적 척도,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의 집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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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ization)을 반영한 척도들을 개발하였는데, 이들 

중심성 척도들은 네트워크 내의 각 노드 간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소셜 네트워크 내 잠재적 중요성 및 영향력을 

나타낸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심성(centrality)은 네트워

크 내에서 한 노드가 가지는 파워(power), 즉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다[26]. 

3.2.1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연결 중심성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노드

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도를 나타내는데, 노드 간 비교

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크기가 연결 중심성에 미치는 영

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결 중심성을 네트워

크 크기를 고려하여 표준화하면 식(1) 과 같다[23].

 ′    

 
……………………… (1)

여기서  ′ 
 : 노드 i의 표준화 연결 중심성




 : 노드 i의 연결 중심성

g : 노드의 개수

표준화된 연결 중심성의 값은 0∼1을 보이며, 한 노드

가 얼마나 많은 관계에 관여하는지를 나타낸다.  

3.2.2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연결 중심성이 종종 인접한 연결 관계만을 고려한다는 

비판을 받음에 따라,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의 

간접적 연결까지 고려하여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한 노드

와 다른 모든 노드 간의 거리를 강조한다. 즉, 근접 중심

성은 각 노드가 다른 노드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정

도를 나타내며, 한 노드와 모든 다른 노드 간의 최단 경

로 거리(geodesic distance)의 역수로서 측정된다[26]. 

이러한 근접 중심성을 네트워크 크기를 고려하여 표준화

하면 식(2) 와 같다[23]. 

 ′       ……………… (2)

여기서  ′ 
 : 노드 i의 표준화 근접 중심성




 : 노드 i의 근접 중심성

g : 노드의 개수

노드의 근접 중심성이 높을수록 다른 노드들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준화된 근접 중심성은 단순

히 더 짧은 경로를 통해 다른 노드들에 도달할 수 있는지

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경로로 얼마나 많은 노드

에 도달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한다. 따라서 근접 중심성

이 높은 노드는 그렇지 않은 노드에 비해 더 짧은 경로를 

통해 더 많은 다른 노드들에 도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욱 독립적으로 되며 더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다[27]. 

3.2.3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노드 간 관계

를 통제 또는 중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매개 중심성은 

인접한 네트워크가 아닌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계산

되며, 네트워크 내 어디에 있는지가 중심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27]. 이러한 매개 중심성을 네트워크 크기

를 고려하여 표준화하면 식(3)과 같다[23,25]. 

 ′       

 ×
……………… (3)

여기서  ′ 
 : 노드 i의 표준화 매개 중심성




 : 노드 i의 매개 중심성

g : 노드의 개수

매개 중심성은 노드가 네트워크 내 노드 쌍 간의 최단

경로상에 위치하는 정도(횟수)로 측정되는데, 이는 네트

워크 내의 정보교환 또는 자원 흐름에 대한 통제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매개 중심성이 1에 가까워질

수록 노드의 중개 또는 통제능력은 증대한다[27]. 

4. 소셜 네트워크 분석

4.1 분석범위 및 네트워크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인 코로나19 전후의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모든 공항의 출발·도착 국제선 데이터를 OAG의 

Schedules Analyzer Database1)로부터 추출하였다. 

IATA는 아시아(Asia)를 크게 4개 그룹(AS1; South 

Asia, AS2; Central Asia, AS3; East Asia, AS4; 

North East Asia)으로 분류하고 있는데[28],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AS4)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1) http://www.oag.com/analytics/schedules-analy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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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G는 전 세계 900여 개의 항공사별 비행스케줄을 

수집하여 약 75,000개의 일 단위 스케줄을 발행하고 있

는데[29],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항공 스케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는 2019년 

3월 2주(2019년 3월 4∼10일)와 2020년 3월 2주(2020

년 3월 9∼15일)이다. 현재 시점(2020년 3월 2주)을 기

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내용적 범위로는 네트워크의 중심성 

변화 분석 및 시각화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대응

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기존의 통계적 자료 분석에서 

도출하는 단편적인 결과 값들과는 달리, 통계 분석 자료 

및 대상들이 서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진다

는 것을 전제로 하여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도와준다[6]. 본 연구는 네트워크 시각화 

및 분석을 위해 NetMiner 4.4.3.b를 이용하였다. 네트

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밀도와 거리, 네트

워크의 노드 수와 링크 수는 Table 2와 같다. 

Network Density Distance Node Link 

4∼10 Mar 2019 0.067 2.262 124 1025

9∼15 Mar 2020 0.052 2.605 85 373

Source: OAG Database를 활용하여 저자 분석

Table 2. Compare properties of airport networks

밀도(density)의 경우 2019년 3월 2주 대비 2020년 

3월 2주에 0.067에서 0.05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밀도는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의 전반적인 연결 정도 수

준을 나타내는데,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네트워크의 

밀도가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Figure 1∼2와 같

이 그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리

(distance)를 살펴보면 2019년 3월 2주 대비 2020년 3

월 2주에 2.262에서 2.60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약 2.2단계 정도만 거치면 다른 공

항까지 연결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약 

2.6단계를 거쳐야 다른 공항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동북아시아 공항 노선의 운휴

와 감편으로 이어지면서 노드(Node) 수뿐만 아니라 링

크(Link) 수의 큰 감소가 나타났다.

2019년 3월 2주의 동북아시아 국제선 네트워크는 총 

124개의 노드를 1,025개의 링크가 연결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항공사들은 주로 인천공항(ICN), 간사이

공항(KIX), 홍콩공항(HKG), 마카오공항(MFM), 타이완

공항(TPE)을 주요 허브공항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링크의 강도는 주간 총 공급석이 많은 타이완(TPE)∼

홍콩(HKG), 상하이(PVG)∼홍콩(HKG), 인천(ICN)∼홍

콩(HKG), 인천(ICN)∼간사이(KIX), 베이징(PEK)∼홍콩

(HKG) 순으로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3월 2주의 동북아시아 국제선 네트워크는 총 

85개의 노드를 373개의 링크가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공사들은 주로 인천공항(ICN), 타이완공

항(TPE), 나리타공항(NRT), 마카오공항(MFM)을 주요 

허브공항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링크의 강도는 

주간 총 공급석이 많은 타이완(TPE)∼나리타(NRT), 인

천(ICN)∼나리타(NRT), 타이완(TPE)∼간사이(KIX), 타

이완(TPE)∼상하이(KIX), 인천(ICN)∼간사이(KIX) 순으

로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 Northeast Asia Airport Network in week of 4-Mar, 

2019

Fig. 2. Northeast Asia Airport Network in week of 

9-Ma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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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심성 분석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 3

월 2주와 2020년 3월 2주의 주간 운항 횟수 1회 이상의 

국제선을 대상으로 노드와 링크의 네트워크를 구조화하

고, 노드별로 중심성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전후의 차이

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심구조 분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 4와 같다. 

Centrality
4∼10 Mar 2019

1st 2nd 3rd 4th 5th

Degree
code TPE ICN HKG KIX MFM

value 0.667 0.585 0.561 0.333 0.285

Close

ness

code TPE ICN HKG KIX NRT

value 0.715 0.695 0.676 0.575 0.564

Betweenn
ess

code TPE ICN HKG ULN KIX

value 0.316 0.251 0.218 0.061 0.046

Source: OAG Database를 활용하여 저자 분석

Table 3. Centrality analysis results in 2019

Centrality
9∼15 Mar 2020

1st 2nd 3rd 4th 5th

Degree
code ICN TPE NRT MFM PUS

value 0.536 0.357 0.274 0.202 0.202

Close

ness

code ICN TPE NRT MFM KIX

value 0.651 0.571 0.522 0.519 0.512

Betweenn
ess

code ICN TPE MFM NRT PUS

value 0.532 0.293 0.156 0.105 0.085

Source: OAG Database를 활용하여 저자 분석

Table 4. Centrality analysis results in 2020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2019년 3월 2주 연결 중

심성(Degree centrality) 순위는 타이완공항(TPE), 인천

공항(ICN), 홍콩공항(HKG), 간사이공항(KIX), 마카오공

항(MFM) 순으로 나타났다. 타이완공항의 연결 중심성은 

0.667로 동북아시아 내 공항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

도가 제일 높은 공항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

후 2020년 3월 2주의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연결 

중심성 순위는 인천공항(ICN), 타이완공항(TPE), 나리타

공항(NRT), 마카오공항(MFM), 김해공항(PUS)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3일 자정을 기해 국경을 폐쇄하면서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쳤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홍콩공항의 순위는 6위로 밀

려났다.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2019년 3월 2주 근접 중

심성(Closeness Centrality) 순위는 타이완공항(TPE), 

인천공항(ICN), 홍콩공항(HKG), 간사이공항(KIX), 나리

타공항(NRT) 순으로 나타났다. 근접 중심성은 다른 노드

들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노드의 중심성이 높은데, 지수가 

높을수록 다른 노드에게 간접적 영향을 주고받음을 의미

한다. 타이완공항의 근접 중심성은 0.715로 직접적 영향

력뿐만 아니라 간접적 영향력을 포함하여도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3월 2주의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근접 중심성 순위는 인천공항(ICN), 타이완공

항(TPE), 나리타공항(NRT), 마카오공항(MFM), 간사이공

항(KIX)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동북아 허

브공항 중 하나인 홍콩공항의 순위는 7위로 밀려났다.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2019년 3월 2주 매개 중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순위는 타이완공항

(TPE), 인천공항(ICN), 홍콩공항(HKG), 울란바토르공항

(ULN), 간사이공항(KIX)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

이 높은 노드는 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는데, 타이완

공항은 0.316으로 공항 내 가장 강한 통제력을 가진 것

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3월 2주

의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매개 중심성 순위는 인

천공항(ICN), 타이완공항(TPE), 마카오공항(MFM), 나리

타공항(NRT), 김해공항(PUS)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동북아 허브공항 중 하나인 홍콩공항의 순

위는 매개 중심성에서도 7위로 밀려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

로 인해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특성 변화를 분석

하고자 SNA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전후의 네트워크 구

조를 시각화하고 중심성 분석을 통해 현재 시점(2020년 

3월 2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전후의 네트워크 비교 분석을 위해 2019년 

3월 4∼10일 및 2020년 3월 9∼15일 각 일주일간의 동

북아시아 공항 국제선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출발·도착

하는 노선 데이터를 OAG의 Schedules Analyzer 

Database를 통해 추출하여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항공운송산업의 공항 네트워크 변화 양상을 분석

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네트워크의 밀도와 중심성 모두 감

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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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중심성 분석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

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인

천공항의 중심성 지표 3가지는 모두 1위로 나타나 코로

나19 사태 상황 속에서도 동북아의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수요 회복 시기가 도래한다면 항공

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항공사의 선제적 노력에 따라 

빠른 경쟁력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항공운송산업은 2003년 SARS와 2015년 MERS와 같

이 전 세계적 감염병 발병 이후 항공 노선의 잇따른 운항 

중단과 여행 취소 증가 등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아도 동북아 공항 

네트워크는 코로나19 전후로 노선의 상당수가 중단되거

나 감축되었으며, 수요 급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공항공사 등 공동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업계 추

가 지원방안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항공

사, 조업사, 공항 내 상업시설 등에 대해 사용료 감면을 

조속히 시행하고 운수권·슬롯의 회수유예를 시행하여 항

공사의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규정상 운수권은 한해 

동안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회수해야 

하는데 이것을 유예하는 것이다.  

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의 조속 시행과 지원

대상을 기존 항공사에서 지상 조업사, 상업시설까지 확대

를 통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또한 항공사의 운항 중단

과 감축으로 인해 항공기 주기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

가함에 따라 미사용 유도로와 제방 빙 계류장 등 주기장

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의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

크 구조를 시각화하고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공

항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이러한 변화 속

에서 어떤 공항이 중심성을 지키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에 활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1주 동안의 항

공 노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현재 진

행 중인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 모습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분석 대상을 동북아시아에 

한정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유럽, 미주를 포함한 방대한 데이

터 구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네트워크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추가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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