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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공항여객터미널 일반구역에서 재난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공항비상계획과 재난
발생 시 항공사 지상직원의 비상대응 실태를 조사하였다. 첫째, 공항비상계획은 한국의 김포공항과 일본의 국토교통성의 공항피난계
획을 조사하여, 국내 공항비상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 100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재난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90%가 비상대응에 관한 교
육을 받지 않았고, 98%가 일반구역에서의 재난훈련을 받지 않았다. 교차분석을 통해 근속연수가 근무하고 있는 공항의 체감안전도와
재난발생 시 역할인지에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공항여객터미널 일반구역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공항
비상대응계획의 개선과 항공사 지상직원에 대한 재난대응 강화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핵심용어: 재난, 공항, 공항안전, 일반구역, 항공사 지상직원

ABSTRACT
This study is a basic study to improve responsiveness in the event of a disaster in the landside area of the Airport Passenger Terminal, and
it investigated the airport emergency plan and the status of emergency response in the event of a disaster by the airline's ground staff. The
Airport Emergency Plan examined the airport evacuation plan of Korea's Gimpo Airport and Japan'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firming that the domestic airport emergency plan was not specific. In addition, a survey of 100 airline ground employees
working at check-in counters found that 69% of the respondents were unaware of their role in disaster situations, 90% were not educated
in emergency response and 98% were not trained in disaster training in landside areas. Cross-analysis confirmed significant results in the
safety of the airport where the service life worked and whether it was a role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airport emergency response plan should be improved to improve the ability to respond to disaster sites in the landside area of the airport
passenger terminal and that the airline's ground staff should be educated and trained to enhance disaste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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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배경 및 목적
한국공항공사(2019)의 여객통계에 따르면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의 연간 여객 처리량은 2009년 15,369,944명에서 2018
년에 24,602,58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의 김포–제주 공항의 경우 point-to-point 기준 세계 1위 공항이 되었다
(Hong and Lee, 2019). 이는 2007년 이후 저비용 항공사의 점유율이 증가(Lim, 2011)한 것이 폭발적인 항공수요의 이유라
고 할 수 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 속에서 지난 2017년 11월 29일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용접불
꽃이 인화성물질에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리 외에 별다른 설명이나 초동대응이 없었으며, 건물 내
가득 찬 연기에 의한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고통을 호소한 이용객이 발생하였다(Kyunghyang Shinmun, 2017. 2. 6). 다행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현장대응으로 이용객들은 안전을 위협받았고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등 공
항 이용에도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장대응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여객터미널에서의 초동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시스
템의 미흡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로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항공수요와 다르게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공항안전은 충실한 준비
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의 재난은 대형화되고 복합적으로 변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속적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어렵고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Song and Park, 2017). 하지만 항공안전에서 공항안전은 연
구가 적고 테러가 집중되는 보호구역(Airside)의 보안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일반구역의 안전에 관한 연구비중은 매우
낮았다. Park(2016)은 최근 일반구역(Landside)에서의 테러가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도모데도보(Domodedovo) 국제
공항, 중국 푸동(Pudong) 국제공항 등 공항 일반구역에서 인파가 많았던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를 노린 사례 등을 통해 보
안강화로 공항 상주기관의 대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현장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연구되
지 않았다. 항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의 목표를 승객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항공안전에 최
우선을 두고 있다(Jin and Lee, 2012). 항공사의 안전 관리는 보호구역의 항공기와 운항 승무원이 받고 있는 비행안전교육훈
련(Crew Resource Management)에 중점되어 있으며, 일반구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을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
안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1.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항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이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해 이용객과
공항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공항 일반구역의 특
성, 김포공항 공항비상대응계획과 일본 국토교통성 공항피난계획을 검토하였다.
둘째,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에 대하여 재난상황 시 비상대응 실태를 설문조사 하였으며, 근속연수
에 따른 근무공항의 체감안전도와 재난 시 역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교차분석 하였다.
셋째, 상기 검토를 종합하여 향후 국내 공항비상대응계획의 개선점과 일반구역에서의 재난 시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체크
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에 대한 재난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2. 공항의 일반구역과 공항비상계획
2.1 공항의 일반구역
공항은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보호구역(Airside)이란 Fig. 1과 같이 보안검색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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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역으로 활주로, 계류장 등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이다. 일반구역(Landside)은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며, 출국장과 체크인카운터로 구성되어 있다(Park, 2016).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의 대부분 공항은 Fig. 2와 같이 선형카운터의 형태로 운영되며 발권, 체크인, 수화물 탁송 등의 업
무를 동시에 처리한다(Kwon, 2014). 체크인카운터 주변은 공항 내 인파가 많은 지역으로(Park, 2016) 재난발생 시 이용객의
피해가 클 수 있다.

Fig. 1. Airport terminal airside and landside

Fig. 2. Linear counter

2.2 일반구역의 공항비상계획과 항공사의 역할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152호 ｢공항비상계획 업무 매뉴얼｣에 따라 재난 혹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공항비
상계획｣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일반구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은 Table 1과 같다. Table 2에 따르면 “제20절
국제운송에 의한 전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비상”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 항공사는 보조책임기관으로서 비상사태에 주관기관
의 지시와 공항비상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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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aster situation expected to occur
Characteristics

Description

Article 15

Fire in terminal and other facilities

Article 16

Bombing threats including aircraft and airport facilities

Article 18

Natural disaster (typhoon, heavy rain, snowfall, earthquake)

Article 19

Dangerous goods accident

Article 20

Public health emergency, includ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by international air transport

Table 2. Airline's Responsibility for Airport Emergency Planning
Characteristics

Responsibility

An aircraft accident in an airport
An aircraft accident outside the airport
Failure of an aircraft in flight
Fire in terminal and other facilities
Bombing threats including aircraft and airport facilities

Auxiliary responsibility agency

Illegal acts against aircraft
Natural disaster (typhoon, heavy rain, snowfall, earthquake)
Dangerous goods accident
Public health emergency, includ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by international air transport

Principal responsible agency

공항비상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항공사의 일반구역 대응에는 Table 3과 같이 제15절, 제16절, 제19절 “항공사 및 입주업체
는 공항공사와 협조, 공항이용객의 대피를 유도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제20절에는 유관기관 역할로 취항 항공사로부
터 의심 사례자 및 감시 대상자를 접수하며, 의심 사례자에 대해 대리 수속을 하게 되어있다. 제18절에는 일반구역에서 항공
사의 대응이 아무것도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공항비상계획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거나 생략되어 있으며,
항공사 직원 특히 일반구역의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지상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분장과 대피유도 방법에 대해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Table 3. Airline's disaster response in landside area
Characteristics

Description

Article 15
Article 16

Engage with airlines and tenant airlines to encourage airport passengers to evacuate

Article 19
Article 18

Not specified

Article 20

Suspect case's proxy process and related agencies cooperate as much as possible

2.3 일본의 공항피난계획과 항공사의 역할
2.3.1 일본의 공항피난계획
국내와 다른 지리적 특성으로 재난의 빈도가 높은 일본 국토교통성 항공국(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은 2007년 ｢지진에 강한 공항의 이상적인 방향｣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이후로｢공항의 해일 대책 방침｣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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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였다. 2015년 ｢남해 트러프 지진 등 광역적 재해를 상정한 공항시설 재해대책의 이상적인 방향 정리｣가 만들어졌으며,
2016년 ｢공항에서 지진·해일에 대응하는 피난 계획·조기 복구 계획 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2018년 태풍 21호(태풍 제비)와
홋카이도 지진으로 인해 ｢전국 주요 공항의 대규모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중간 정리｣가 만들어 졌고,
2019년 ｢재해 다발 시대에 대비!! - 공항에서 총괄적인 재해관리에 전환｣과 ｢A2-BCP(Advanced/Airport)｣를 거쳐 개선되
어 왔다. 잦은 재난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 결과로서 재난의 종류별 대응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으며, 재난상황에서 공항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방재체제를 구축하였다.

2.3.2 항공사의 역할
｢공항에서 지진·해일에 대응하는 피난 계획·조기 복구 계획 모형｣에서는 재난대응을 실시하는 자로 항공사무소, 항공사,
공항빌딩 입주자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항공사는 재난상황
이 발생하였을 시 Table 4의 역할이 부여된다.
Table 4. Airline's Disaster Response
Situation
Pre-disaster situation

Evacuation

Response
Advance activities

Activities
Emergency supplies management
Training and plan modification with PDCA cycle

Emergency measure

Securing power and means of communication

Evacuation guidance

Evacuation instruction guidance

Safeguarding behavior

Evacuation in aircraft, airport vehicles

Information
sharing transfer

Investigate and report on the status of the airport's residents
Place of stay operation
Securing a location for dealing with the injured

Casualty response

Requesting cooperation from medical experts among refugees
Emergency rescue
Medical support
Securing facility stability

Evacuation to the roof of
the passenger terminal

Residents response

Securing a location for the vulnerable in the disaster
Investigation on how to secure and distribute emergency supplies
Distribution of emergency supplies
Securing facility stability on the second flo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n the second floor of the terminal

Handling of
non-returnable
residents

Investigation on the number of non-returned persons and the method of
distribution of emergency supplies
Secure a dedicated location
Adjusting the night shift schedule
Transfer to terminal guidance

매뉴얼에는 항공사가 해일 감시, 직원 철수 유도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함과 동시에 이용객 유도 시 핸드마이크와 외국어
가 녹음된 플레이어, 안내 유도를 위한 화이트보드를 사용한다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항공사는 공항의 안전기획부서
에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의사가 부족한 경우를 고려해 사전에 항공사 직원이 응급구호 등의 훈
련을 통해 재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구호절차를 준비하였다. 항공사 직원은 공항 내 화재 발생 시의 화재 진화를 위한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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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다수의 이용객과 장애인, 고령자 등의 재난취약계층의 대피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위 매뉴얼이 실제로 활용되었던 사례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때이며, 대지진 당시 피난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
리타공항과 센다이공항의 초동대응의 차이를 보였다. 나리타공항의 경우 항공사 직원의 피난유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
객의 피난이 원활하지 않았던 반면 센다이공항은 공항이용객이 많이 몰려있던 체크인카운터를 중심으로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항공사 지상직원이 지진을 감지한 즉시 사전 교육의 내용에 따라 피난유도와 VIP 룸 개방, 기내식 배급 등
대피 절차에 의거한 빠른 초동대응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였다(j-cast, 2011. 6. 22). 이 사
례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공항이용객 밀도가 높은 체크인카운터 주변의 항공사 지상직원의 피난유도와 비상대응이 매우 효
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3. 항공사 지상직원 비상대응 실태조사
3.1 설문조사 개요
일본 사례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항공사 지상직원의 피난유도와 비상대응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
문에 국내 항공사 지상직원의 비상대응 실태를 조사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일반구역에서 발권, 탑승수속, 특수고객, VIP 라
운지, 의전업무를 하는 항공사의 지상직원(Lee and Shin, 2013) 중 재난 시 대응 효과가 가장 큰 체크인카운터에서 현직 근무
를 하고 있는 대상자로 한정하였다. 설문지는 Oh(2007)의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선행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선행조사 결과
재난이라는 낯선 주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Seo(2012)의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설문항목으로는 개인속성과 근무하는 공항이 재난에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체감안전도(Choi et al, 2017), 근
무 중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본인의 역할인지 여부, 일반구역에서의 비상대응 교육과 훈련 항목을 나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는 교육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결과를 만드는 훈련(Choi, 2002)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상직원이 비상대
응 시 대피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전국의 항공사 지상직원 중
응답 의사를 표명했던 106명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한 100부를 조사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 analysis)을 통해 근속연수에 따른 체감안전도와 재난 시
역할인지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적은 수의 모집단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의수준을 p<0.001이하로 설정하
였다.

3.2 연구결과
설문조사 응답자는 Table 5와 같이 남성 11%(11명), 여성 89%(89명)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남성 응답자 보다 많았으
며, 연령대별로는 20대 63%(63명), 30대 35%(35명), 40대 2%(2명)로 20대가 타 연령대 보다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근속연
수는 1년 미만 13%(13명), 1~4년 미만 18%(18명), 4~8년 미만 41%(41명), 8~12년 미만 20%(20명), 12~16년 미만 8%(8
명)로 4~8년 미만의 근속자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공항으로는 김포공항이 45%(45명), 인천공항이
26%(26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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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ender

Age

Length of service

Service airport

Total

Frequency

Ratio

Male

11

11

Female

89

89

20 s

63

63

30 s

35

35

40 s

2

2

~ 1 year

13

13

1 ~ 4 year

18

18

4 ~ 8 year

41

41

8 ~ 12 year

20

20

12 year ~

8

8

Incheon

26

26

Gimpo

45

45

Jeju

7

7

Gimhae

3

3

Daegu

3

3

Yangyang

4

4

Gwangju

4

4

Muan

4

4

Cheongju

4

4

100

100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항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체감안전도는 ‘매우 그렇다’ 21%(21명), ‘그렇다’ 36%(36명),
‘보통이다’ 34%(34명), ‘그렇지 않다’ 9%(9명)로 조사되어 근무공항의 체감안전도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이 57%
를 점유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참조).

Fig. 3. Sensory safety level of service airport

일반구역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비상대응에 대한 본인의 역할에 대하여 ‘알고 있다’ 31%(31명), ‘알지 못한다’
69%(69명)로 재난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을 알지 못하는 응답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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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cognizing roles in case of disaster

재난 시 비상대응 역할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체크한 31명의 응답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피유도’ 93.5%(29명), ‘구급’6.5%(2명)로 대피유도가 주된 업무라고 응답하였다(Fig. 5 참조).

Fig. 5. Definition of airport personnel in case of disaster

재난상황에서의 역할을 모르는 이유로 ‘업무가 아니라서’ 73.9%(51명), ‘기억이 나지 않음’ 17.4%(12명), ‘관심이 없어
서’ 4.3%(3명), ‘기타’ 4.3%(3명)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을 알지 못한다는 결과가 높이 조사되었다(Fig. 6 참조).

Fig. 6. Reason for not knowing the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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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교육의 유무로는 ‘교육을 받는다’ 10%(10명), ‘교육을 받지 않는다’ 90%(90명)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7 참조).

Fig. 7.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disaster response education

‘교육을 받는다’로 체크한 10명의 응답자에게 구체적인 교육 주기를 조사한 결과 ‘분기별’ 20%(2명), ‘연도별’ 80%(8명)
로 1년을 주기로 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구역에서의 재난훈련 유무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는다’ 20%(2명), ‘훈련을 받지 않는다’ 98%(98명)로 ‘훈련을 받지
않는다’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8 참조).

Fig. 8.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disaster response

Fig. 9에 따르면 지상직원이 재난상황에 비상대응 조치를 할 경우 이용객 도움에 효과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23%(23명), ‘그렇다’ 65%(65명), ‘보통이다’ 12%(12명)로 ‘그렇다’에 많은 응답이 체크됨이 조사되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항의 체감안전도와 재난 시 역할인지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6과 같이 p<0.001 이하로서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근무공항의 체감안전도가 낮아지며, 재난 시 역할에 대하여 알지 못
하는 것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 ∙ J Korean Soc Disaster Secur Vol. 13, No. 2, June 2020

Fig. 9. Disaster response effect of ground staff

Table 6. Sensory safety level according to length of service and recognizing roles in case of disaster
Length of service

Sensory safety level

~ 1 year

1 ~ 4 year

Strongly yes

11 (84.6)

6 (33.3)

4 (9.8)

Yes

2 (15.4)

7 (38.9)

Average

0 (0.0)

5 (27.8)

No

Recognizing roles in
case of disaster

4 ~ 8 year 8 ~ 12 year

12 year ~

Total

0 (0.0)

0 (0.0)

21 (21.0)

21 (51.2)

6 (30.0)

0 (0.0)

36 (36.0)

13 (31.7)

12 (60.0)

4 (50.0)

34 (34.0)

0 (0.0)

0 (0.0)

3 (7.3)

2 (10.0)

4 (50.0)

9 (9.0)

Total

13 (100)

18 (100)

41 (100)

20 (100)

8 (100)

100 (100)

Know

10 (76.9)

12 (66.7)

6 (14.6)

3 (15.0)

0 (0.0)

18 (32.7)

Do not know

3 (23.1)

6 (33.3)

35 (85.4)

17 (85.0)

8 (100)

37 (67.3)

Total

13 (100)

18 (100)

41 (100)

20 (100)

8 (100)

100 (100)

 (p)

69.150
*** (.000)

34.644
*** (.000)

***p<.001

3.3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 공항의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에 대하여 재난발생 시 비상대응 실태의 조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공항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의 체감안전도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이 57%로 나타
났으며, 재난 시 비상대응에 대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역할을 알지 못한다’가 69%로 다수의 응답자가 본인의 역할을 알
지 못하였다.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93.5%는 ‘대피유도’가 재난 시 역할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역할을 알지 못하는
응답자의 73.9%는 ‘업무가 아니라서’라고 응답하였다. 재난대응교육의 유무에서는 90%가 ‘교육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
고, 일반구역에서의 재난대응훈련 여부는 98%가 ‘훈련을 받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재난대응교육과 일반구역에서의 재난대
응훈련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난상황에서 항공사 지상직원의 비상대응 조치가 이용객의 도
움에 효과적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6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교차분석을 통해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근무공
항 체감안전도 감소와 재난 시 역할 인지가 감소하는 것이 유의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일반구역에서의 재난 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4.1 일반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필요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비상대응계획과 일본의 국토교통성 공항피난계획을 비교 ·검토한 결과 국내
공항비상계획은 공항 일반구역에 대한 비상대응과 대피에 관한 체계적인 정의와 활동 내용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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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재난발생 시 공항 이용객의 피해가 극심할 수 있는 일반구역의 체크인카운터에서(Park, 2016)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이 현장에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의와 역할분장이 필요하며, 재난상황 발생 시 매뉴얼을 통해 대응
을 위한 준비물과 대피유도 방법 등이 일본의 공항피난계획처럼 세부적인 대응방법이 기술된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제언한다.
단일 재난의 대응매뉴얼이 아닌, 종합적 재난대비 및 운영연속성관리 측면을 고려한 매뉴얼로 작성되어야하며, 이를
PDCA 사이클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Cheung, 2012).

4.2 항공사 지상직원의 교육과 훈련의 필요
본 연구에서는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공사 지상직원의 재난 시 비상대응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항비상계획
에 서술된 항공사의 역할을 대부분 알지 못하며, 그에 관한 재난대응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난상
황에 대한 무관심은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Han, 2015), 세계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는 국
내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Maeil Business, 2017. 3.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재난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며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Han, 2015).
공항의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 발생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기관이
자기책임의 원리 아래 현장 초동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Lee, 2015), 행정안전부 고시 ｢재난관리기준｣ 제 34조
(교육·훈련)에서도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여 훈련하고, 이를 통해 재난 시 즉각적으로 초동대응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항 내 일반구역에서 공항공사와 유관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빠른 초동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공사 지상직원이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 재난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일본 센다이공항의 사례와 같이 재난현장에서의 재난대응능력 수준이 대폭 높아질 것
이라 사료된다.

4.2.1 교육 방안
본 조사로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공사 지상직원은 재난대응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별표 5, 가. 정기교육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산
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공항 내 대피유도, 이용객의 구급, 구조, 화재 초기대응 등의 업무에 관한 정기적인 재
난대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 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따라 전
문교육을 수료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를 통해 PBL(Problem-Based Learning)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적 문제 해결을 통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Lee, 2018). 이를 통하여 지상직원이 재난상황에서의 본인 역할을 주체적으로 인지하고, 적극적
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의식이 함양될 것이다.

4.2.2 훈련 방안
Kim(2019)에 따르면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재난대응능력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하네다공항은 정기적으로 여객터미널 직원과 항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여 AED(자동
제세동기)를 활용한 구급훈련교육을 진행하며(Fig. 10 참조),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유도, 초기
화재 진압 등을 훈련한다(Aviation Wire, 2018. 9. 26).

22 ∙ J Korean Soc Disaster Secur Vol. 13, No. 2, June 2020

Fig. 10. Haneda airport landside area disaster response training

일반구역의 대규모 현장훈련에는 반드시 항공사 지상직원이 참석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 2019년에 실시된 재난대응 안
전한국훈련에서도 김포공항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항공기 복합재난사고를 가정한 훈련(Yonhap News, 2019. 10. 31)만을
하였을 뿐 일반구역에서의 재난대응훈련은 하지 못하였다. 훈련의 참가자들도 보호구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항공사 지상
직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보호구역 위주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일반구역에서도 현장훈련의 빈도와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대규모 현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한 훈련 우선도와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
에 대규모 현장훈련을 자주 진행하기는 어렵다. 대안으로, 국내 제주항공과 일본 전일본공수(ANA)가 2019년 객실 승무원
훈련에 VR(가상현실)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처럼 VR을 이용하여 항공사 지상직원을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제언한다.
VR과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면 대피유도, 구급, 화재 초기대응 등, 재난훈련의 더 높은 교육 효과가 나타나며, 시공간
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재해예방에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Mun, 2018), 현장훈련의 어려움을 VR,
AR 기술로 보완하는 방법을 제언하는 바이다.
재난훈련에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직원에게는 ‘우수안전직원’으로 지정하여 격려함으로써 직원의 훈련동기를 강화하고
공항 및 항공사에서는 안전한 공항, 우수안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안전마케팅을 실시함으로서 재난훈련에 몰입할 수 있
는 안전문화가 공항과 항공사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공항여객터미널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국내외 공항비상대
응계획과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의 비상대응 실태를 분석하였고, 일반구역 재난 시 대응체계 개선방
향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보호구역과 일반구역의 특성을 정의하였다. 한국의 김포공항 공항비상계획과 일본의 공항피난계
획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김포공항 공항비상계획에는 항공사 지상직원이 재난에 대비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방법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의 비상대응 실태조사를 하였다. 응답자의 69%가 재난상황이 발생하
였을 시 본인의 역할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90%가 교육을 받지 못했고, 98%가 일반구역에서의 훈련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차분석을 통해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근무공항의 체감안전도가 낮아지며 재난 시 역할을 모른다는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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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반구역의 재난 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난대응매뉴얼 개발의 필요성과 공항의 재난상황에서 체
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의 초동대응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한, 항공사 지상직원에 대
한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공항 일반구역의 재난대응이라는 선행연구가 없는 상태로 시작되어 기초적인 양적연구를 통해 탐험적이고 실
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의 재난상황대응에 관한 조사와 근무연수와
체감안전도를 교차분석으로 실시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나 한정적인 모집단 조건과 분석방법의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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