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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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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통계명 「항공통계」(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 제 어 항공정책, 운항 실적, 여객 및 화물 수송실적
진 단 기 간 2018.02. ~ 2018.11.
진 단 기 관 한국통계진흥원
연 구 진 김용환, 김민선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수송에 관한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공항 건설·운영·관리 및 항공정책 수립 등 종합적인 공항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항공통계」를 작성, 제공하고 있다. 본 진
단에서는 항공통계가 작성목적에 부합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지를 진단
하고, 본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
으로 통계작성과정별 작성실태,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점검, 자료수
집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품질차원별(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정시성, 비교성, 접근성/명확성) 진단을 수행한 결과 총5.0점 만점에 평균
4.5점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접근성/
명확성 차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통계작성 과정별 진단결
과에서는 통계기반 및 개선이 4.0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통계
작성 담당인력이 1명으로 되어 있어 고품질의 통계를 생산 및 관리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개선과제는 공표일정에 대한 사전예고제 실시를
통한 정시성 확보, 통계설명자료의 재구성 및 제공, 항공통계 행정구역별
공표단위의 개선 등으로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항공통계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 즉, 통계작성기관은 이용자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는
공표일정 예고, 구체적인 통계설명자료 등의 제공 미흡하고, 공표단위에
의한 이용자 혼선 유발 등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크게 통계 작성
및 관리 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이용자
중심의 고품질 항공통계를 생산하고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전문인력 충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선과제의 일환인
항공통계의 발전전략 및 로드맵에 인력충원 내용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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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개요
제 1 절 품질진단의 개요
1. 통계품질진단의 개념 및 필요성
통계자료의 신뢰성은 정책결정과 이에 기반이 되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국가운영에 필수적 요건이다. 과거 통계품질이 통계정
보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 적합성(Fitness for
use)으로 정의되면서 통계품질은 통계자료가 이용자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만
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통계품질관리는 통계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계를 기획, 작
성, 보급, 관리하는 전체 통계작성 절차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는지를 의미
하기도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통계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통계자료가 ‘이용자
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와 함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작
성실태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변화하는 통계작성환경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통계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통계품질진단의 개요

가. 품질진단의 수행범위
(1)

통계정보보고서 활용 품질진단

통계정보보고서는 이용자용 가이드이자 생산자용 편람으로 이해관계자 모
두 에게 중요하다. 통계이용자는 통계의 강점과 한계점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통계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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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는 작성하는 통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아내기 위해 통계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진단에서는 통계정보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10개의 작성절차별로 품질지표를 구성하여 통계의 품질수준을
측정한다.
(2)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진단대상통계와 관련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등에 직접 활용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일반이용자로 구성된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통계이용자의 통계에 대한 만족수준과 요구사항 반영수준을 측정
한다.
(3)

자료수집 체계 점검

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등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다
양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료수집 오류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
한다.
(4)

표본설계 점검

진단통계의 모집단,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방법, 목표오차, 표본규모, 가중치,
추정식, 주요 항목별 공표 범위 등 표본설계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정밀
검토하여,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나. 품질진단 수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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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성

관련성은 통계자료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이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계의 목적을 명확히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했는지를 검토하여
통계의 관련성을 진단한다.
(2)

정확성

정확성은 예상되는 결과와 알려지지 않은 참 값 사이에 얼마나 근사한 정
도가 있는지를 의미한다. 정확성은 표본의 크기와 표본수집 방법에 근거한
표본 오차와 포함오차, 무응답오차, 측정오차, 자료처리 오차를 포함하는 비
표본 오차로 나누어진다.
(3)

시의성 및 정시성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 즉 통계의 현실반영도를
의미하고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하게 준수하는가를 의미한다.
(4)

비교성

비교성은 통계자료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
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 가능한지에 대하여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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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관성

일관성은 동일한 경제, 사회 현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이 얼마나 유사한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6)

접근성 및 명확성

접근성 및 명확성은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에 대하여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수준을 점
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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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진단대상통계 개요
1.

통계 개요 및 현황

항공통계는 항공수송에 관한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공항 건설·운영·관리
및 항공정책 수립 등 종합적인 공항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항공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로서,
통계법 제27조에 규정된 통계공표의 의무에 따라 매월 집계·발간하고 있다.
1990년 작성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여 항공통
계 복수기관 운영으로 변경승인 되었다(제920005호).
2.

일정별 통계 작성 절차

항공통계의 통계작성절차는 <그림 1>과 같다.
담당부처
항공사

내 용
입출항 신고서 제출
↓
FOIS 시스템에 입력
↓
데이터 검증 및 수정
↓
통계 가공 및
한국공항공사에 자료 협조
↓

서울지방항공청
양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양 공항공사

최종 검증

비 고

실시간
월 단위
매월 근무일 기준
5일 경

↓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생산 및 공표
↓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 외부기관

통계분석 및 자료 활용

<그림 1> 항공통계의 통계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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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근무일 기준
5일 경

3.

수집자료 보고체계

공항별 운송 실적에 관한 수집자료의 보고 체계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자료 보고체계

순 구
서

분

내

용

서울지방항공청 FOIS시스템에 항공기 출·도착
원시자료
① 생성
직후 수송현황 입력
(입력된 자료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
FOIS시스템을 통해 G/D를 실시간 인수하여
자료 검증 공사 통합운항정보시스템(iFIS)으로 검증 및
수정
② 및
집계
FOIS 자료에 근거하여 G/D 자료 입수 후,
공사 통합정보시스템(IIS)으로 검증 및 수정
생산한 국제선 통계를 익월
③ 자료 취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초 근무일 기준 5일까지 한국공항공사에 제공
통계작성
검증 및 취합이 완료된 자료를 통해 매달
④ 및
항공통계를 생산 및 공표하고, 한국항공협회 등
공표
항공관련기관에 자료를 제공

4.

기

관

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보고 항목

항공통계는 공항별 운항실적, 기상원인에 의한 지연현황, 국제선 항공사별
T/S실적, 경항공기 및 기타항공 목적별 실적 등을 집계하여 통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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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대상 기준 시점 및 보고 기간

항공통계의 보고대상 작성기준시점은 매월 이고, 보고 기간은 작성기준 월의
익월 근무일 기준 5일이다.
6.

공표 방법

한국공항공사는 매월 시스템에 축적된 공항별 실적 자료를 집계하여 익월
5일에 공표한다. 온라인 공표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등의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 및 에어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며, 간행물은 국
토교통부 및 유관기관, 회원사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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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중점진단사항
본 진단연구에서 항공통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단하고자 하는 내용은 총
세 가지이다.
첫째, 품질진단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통계품질의 다섯 가지 차원을 참조하여
통계작성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작
성기관의 통계작성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작성 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
보보고서를 활용하고, 이용자 요구사항과 작성기관의 자료수집 체계 결과를
참조한다.
둘째, 통계이용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통계가 작성,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항공통계를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이용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한다. 해당 통계 사용상에
불편한 점이 있는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작성기관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통계품질을 저해할만한
요소가 없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통계작성자와 실제 통계자료 수집과 집
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고, 자료수집 및 처리 방법과
통계 보고 양식, 자료검증 절차 등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한다.
항공통계는 보고통계로서 별도의 표본추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국내 공항
별 여객과 화물, 항공기 등의 운항 및 운송 실적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때문에 표본설계에 대한 진단은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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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통계품질정보
제 1 절 차원별 품질 상태
항공통계에 대한 5개 품질차원 별(일관성 제외) 진단 결과 <표 2>와 같이
시의성/정시성 5.0점, 관련성 4.6점, 비교성 4.5점, 정확성 4.4점, 접근성/명확성
4.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접근성/명확성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이용자를 위한 공표일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통
계설명자료’를 통계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표 2> 항공통계의 품질차원별 진단점수
품질차원
산정방식

5점척도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명확성

4.6

4.4

5.0

4.5

해당없음

4.0

<그림 2> 품질차원별 진단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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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성

관련성은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것으로 통계자료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이 이용자 요구상황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말한다. 즉, 통계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지를 의미한다. 통계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지, 통계이용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전문가 자문회의나
표적집단면접(FGI) 조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통계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의 통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항공통계는 이용자 유형별 활용목적을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으며 항
공통계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적집단면접을 통한 이용자의 만족도 및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통계이용에 대한 만족수준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유는
항공관련 통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이용하기 위해 작성기관에 별도의 관련
통계자료(통계표 등)를 요청하고 받기가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정확성

정확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얼마나 참값에 근
사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참값과 추정된 값과의 근접성이 높을
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항공통계는 국내 공항을 통과한
모든 여객 및 화물, 항공기 등을 집계하는 보고통계이기 때문에 표본오차의
위험이 없다. 그러나 자료수집, 보고 양식 구성, 자료처리 등의 과정에서 비
표본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표본오차의 발생원인과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점검하여 정확성 측면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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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통계는 항공사가 서울지방항공청 FOIS 시스템에 입력한 G/D 자료를
서울지방항공청이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에 제공하여 통계가 생산되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항공통계는 자체적으로 만든 보고양식을 통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공항법 등과 같은 법률이나 국토교통부의 환승통계 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보고양식도 이에 맞춰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양식의
변경은 법률의 변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계작성기관에서 직
접적으로 변경하기보다 국토교통부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변경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변경승인

<표 3> 보고양식 변경이력

변경내용

국제선 지역별 수송실적 및
2010.02.01
현황
(인천공항→전국공항 확대)

변경이유
인천을 제외한 국제선 실적이
여객점유율 기준으로 1999년
8.4%에서 2009년 16.6%로 증가
추세에 있음
(연평균 14.7% 증가)

통계실적
2009년 항공법개정으로
2010.02.16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포함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상업운송 시작
기존 24시간 환승과 별도로
2015.12.30 24~72시간 환승여객 통계
추가

국토교통부에서 환승통계 기준을
기존 24시간 이내에서 72시간 이내
환승통계 기준 추가

항공통계는 여러 단계의 내검 과정을 거친 자료로 작성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시스템(FOIS)으로부터 한국공항공사(iFIS) 및 인천
국제공항공사(IIS)의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1차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입력항공사에 확인요청을 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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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항공사에서도 집계된 자료가 정확한지를 검토하여 한국공항공사에
집계자료의 오류를 확인하는 양방향 오류 점검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항공통계의 항공사별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이용료를 각 항공사에 징수하기 때문에 항공사도 집
계결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시의성 / 정시성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이고, 정시성은 예정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통계자료의 작성주기, 기간, 공표예정일 준수 여부 등을 점검
하여 시의성 및 정시성 측면의 통계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통계는 매월 통계 작성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작성기관은 항공통계의 공표 예정일을 대외적으로 예고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용자들이 항공통계의 공표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향후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등의 홈페이지와 에어포털 등에 공표 계획과 일정을 이용자들이 쉽
게 접근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비교성

비교성은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
타낸다. 이는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또는 다른 연도의 자료와 비교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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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보는 것으로 통계작성에 적용된 개념, 정의와 측정방법의 차이가 주는
영향 등을 점검하여 비교성 측면을 평가하고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통계는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작성기준, 보고시기 등이 매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시계열적 분석에 용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통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분류 기준 중 국제항공
수송협회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국제항공수송협회 분류코드
CODE
(ICAO)

AAA
AAL
AAQ
AAR
ABD
ABL
ABW
ACA
ACI
ADB
AFL
AFR
AHK
AIC
AIH
AJX
AMU
AMX
ANA
ANG
ANZ
APJ
ARG
ASA
ASV
AUA
AWE
AYZ
AZA
AZG

항공사명(IATA코드)

안셋항공(AN)
아메리칸항공(AA)
아시아아틀란틱항공(
HB)
아시아나항공(OZ)
에어아틀란타(CC)
에어부산(BX)
에어브리지화물항공(
RU)
에어캐나다항공(AC)
에어칼린(SB)
에어포일항공
러시아항공(SU)
에어프랑스항공(AF)
에어홍콩(LD*)
인도항공(AI)
에어인천(KJ)
에어제팬(NQ)
에어마카오항공(NX)
멕시코항공(AM)
전일본항공(NH)
에어뉴기니(PX)
뉴질랜드항공(NZ)
에어피치(MM)
아르헨티나항공(AR)
알라스카항공(AS)
에어서울(RS)
오스트리아항공(OS)
미서부항공(HP)
아틀란트사유즈(3G)
알리따리아항공(AZ)
실크웨이웨스트(7L)

CODE
(ICAO)

DOB
DUB
EAK
EIA
EIN
ELY
ERG
ESL
ESR
ETD
ETH
EVA
EZD
FDX
FEA
FIN
FRT
GAP
GCO
GCR
GDI
GEC
GFA
GIA
GTI
HAL
HAN
HDA
HKE
HVN

항공사명(IATA코드)

도브렛항공
두바이항공
Euro-Asia(5B*)
에버그린항공(EZ)
링거스항공(EI)
이스라엘항공(LY)
에비엔어고항공(7U)
이스트라인에어라인(P7)
이스타항공(ZE)
에티하드항공(EY)
이디오피안 항공(ET)
에바항공(BR)
에어아시아제스트(Z2)
훼더럴익스프레스(FX)
원동항공(EF)
핀항공(AY)
에어플라이트에어라인
에어필리핀(2P)
제머니항공(GR*)
중국천진항공(GS)
그랜드에어(8L)
독일화물항공(LH)
걸프항공(GF)
가루다항공(GA)
아틀라스에어(5Y)
하와이안에어(HA)
한성항공(HS)
드래곤항공(KA)
홍콩익스프레스
베트남항공(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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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ICAO)

NWA
OEA
OKA
PAC
PAL
PCA
PEC
PIA
PLK
PRZ
QAF
QDR
QTR
RBA
RJA
RKH
RMK
RUA
RUR
SAA
SAB
SAH
SAS
SBI
SCO
SFJ
SHU
SIA
SKY
SLK

항공사명(IATA코드)

노스웨스트항공(NW)
오리엔트타이항공(OX*)
오케이항공(BK)
폴라항공(PO)
필리핀항공(PR)
피씨에어(GT)
동아시아화물(Q8)
파키스탄항공(PK)
풀코보항공(Z8)
파라다이스국제항공(AD)
카타르 아미리항공
콰드로투어에어로
카타르항공(QR)
로얄브루나이항공(BI)
요르단항공(RJ)
로얄크메르 항공(RK)
루스아비아항공
르완다항공(9R)
루스항공(NR)
SAA항공(SA)
사베나항공(SN)
사야하트에어(W7*)
스칸디나비아항공(SK)
시베리아항공(SB)
스쿠트항공(TZ)
스타플라이어(7G)
사할린스키항공(HZ)
싱가폴항공(SQ)
스카이마크항공(BC)
실크에어(MI)

CODE
(ICAO)

AZS
BAL
BAW
BCC
BKL
BOX
CAL
CBJ
CCA
CDG
CDN
CEB
CES
CHH
CKK
CKS
CLX
CMI
CPA
CQH
CRK
CSA
CSC
CSH
CSN
CSW
CSZ
CXA
CXJ
CXN
CYH
CYZ
DAH
DAL
DKH
DLH
DMO

5.

항공사명(IATA코드)

지토트랜스사AV
브리따니아항공(BY)
영국항공(BA)
비즈니스항공(8B)
바이칼항공(X3)
아에로로직(3S)
중국항공(CI)
북경수도항공(JD)
중국국제항공(CA)
중국산동항공(SC)
캐나다항공(CP)
세부퍼시픽에어(5J)
중국동방항공(MU)
하이난항공(HU)
중국화물항공(CK)
칼리타항공(K4)
카고룩스에어(CV)
콘티넨탈항공(CS)
캐세이퍼시픽항공(CX
)
중국춘추항공(9C)
홍콩중부항공(HX)
체코항공(OK)
중국사천항공(3U)
중국상해항공(FM)
중국남방항공(CZ)
SW 이탈리아항공(IU)
중국심천항공(ZH)
중국하문항공(MF)
중국신지앙항공(XO)
중국서남항공(SZ)
중국운남항공(3Q)
중국우정항공(CF)
알제리항공(AH)
델타항공(DL)
중국길상항공(HO)
루프트한자항공(LH)
도모데도보항공(E3)

CODE
(ICAO)

IAC
IBE
IKT
IKT
IRA
JAA
JAL
JJA
JNA
KAL
KHV
KJC
KLM
KOR
KRI
KZA
KZK
KZR
LAO
LAZ
LKE
LNI
LOT
LYN
MAS
MDA
MGL
MMZ
MPH
MSR
MVL
MXA
NCA
NCT
NGA
NLB
NVI

항공사명(IATA코드)

인도항공(IC)
이베리아항공(IB)
야쿠타비아트랜스(K7)
야쿠타비아트랜스(K7)
이란항공(IR)
젯아시아항공(JF)
일본항공(JL)
제주항공(7C)
진에어(LJ)
대한항공(KE)
캄보디아앙코르항공(K6)
크리스로야르스크(7B)
KLM항공(KL)
고려항공(JS)
에비아컴퍼니크릴로
카자흐스탄항공(K4)
카자흐스탄항공(9Y)
아스타나항공(4L)
라오항공(QV)
불가리아항공(LZ)
럭키항공(8L)
라이언 항공(JT)
롯항공(LO)
알틴항공(QH)
말레이지아항공(MH)
만다린항공(AZ)
몽골항공(OM)
유로아틀란틱에어웨이(M
M)
마틴항공(MP)
이집트항공(MS)
마가단에어라인(H5)
멕시코항공(MX)
일본화물항공(KZ)
녹스쿠트항공(XW)
나이지리아항공(WT)
노보시빌스크항공(NL)
Avial NV Ltd.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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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ICAO)

SOO
SQC
SRT
SVA
SVT
SWM
SWR
SYL
TAP
TAX
THA
THY
TKY
TNA
TSX
TTW
TUP
TWB
TWN
UAE
UAL
UIA
UPS
USA
UZB
VAX
VDA
VJC
VKO
VLK
VNL
VSP
WAJ
WGN
WOA
XAX
YZR

항공사명(IATA코드)

미국남부항공(9S*)
싱가폴항공화물
트랜스아시안에어항공(T7)
사우디아라비아항공(SV)
사카비아트랜스
스카이윙스아시아(ZA)
스위스항공(SR)
야쿠티아항공(R3)
포루투갈항공(TP)
타이에어아시아엑스(XJ)
타이항공(TG)
터어키항공(TK)
타이스카이항공(9I)
Transasia Airways(GE)
Trans-Asia
타이거에어(IT)
아비아스타-투(4B)
티웨이항공(TW)
아비아리즘항공사(AD*)
에미레이트항공사(EK)
유나이티드항공(UA)
유니항공
유피에스항공(5X)
유에스항공(US)
우즈베키스탄항공(HY)
브이에어(ZV)
볼가화물항공
비엣젯항공(VJ)
브노코프항공(V5)
블라디보스톡항공(XF)
바닐라에어(JW)
VASP항공(VP)
바닐라항공(에어아시아재팬)(JW
)
웨스턴글로벌항공(KD)
월드항공(WO)
에어아시아(D7)
중국양쯔강항공(Y8)

일관성은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작성된 서로 다른 통계자료들이
얼마나 유사한 혹은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의미한다. 즉,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되었더라도 같은 현상에 대해 작성되었다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야한다는 개념이다.
항공통계는 국내 공항별 이용 실적을 중심으로 자료를 집계하고 보고한다.
이와 같은 통계자료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해서만 집계되
므로 동일 혹은 유사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 혹은 유사통계와의
일관성을 비교할 수 없다.
6.

접근성 / 명확성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
도를 말하며,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말한다.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기능 등의
측면에서 본 통계의 접근성 및 명확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항공통계의 연도별, 월별 통계표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 및 에어포털 등과 같은 통계자료 제공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보고서 등은 1년에 한번 발간하여 일반인에게 유료로 판매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통계와 관련한 설명 자료는 작성기관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에어포털에는 일부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용에 번거로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마이크로데이터는 아직까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작성기관의 통계인력 1인이 자료수집 및 처리, 검증, 통계표작성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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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든 과정의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위한 여
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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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품질진단 결과
제 1 절 통계작성 과정별 진단결과
1.

통계개요 진단결과

통계 이용자의 입장에서 통계의 특성과 필요성 등 핵심적인 내용이 통계
개요에 수록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통계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이력 등을 진단
한다. 진단결과 점수는 <표 5>과 같다.
<표 5> 통개개요 진단결과
작성절차

필 수 진 단 항 목

계 명~6. 통계작성과정 개관
통계개요 1.7. 통
통계연혁

품질차원

관련성
관련성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5
5

□ 1. 통계명 ~ 6. 통계작성과정 개관
이용자들은 통계개요에 서술된 내용을 보고 통계의 특징과 필요성을 일차
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통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하여 통계개요에 서
술함으로써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항공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로 작성되고 있다. 통계작
성 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월 수집된 국내 공항별 이
용실적 등의 자료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수집하여 통계를 작성한다. 통
계작성기관에서는 공항 이용실적에 대해 정확하게 수집되었는지 여부를 실
시간으로 점검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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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통계연혁
항공통계는 항공수송에 관한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공항 건설·운영·관리 및 항
공정책 수립 등 종합적인 공항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1990
년에 최초로 작성되었다. 2003년에 ‘항공통계’라는 통계 명칭으로 통계 작성
승인(승인번호 : 제38101호)을 받았다. 이후 2010년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복
수의 통계작성 기관으로 포함시키면서 변경승인(승인번호 : 920005호)을 받아
지금까지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2.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진단결과

통계에 대한 작성목적이 명확한지, 통계의 주된 활용분야가 무엇인지 등이
기술되어 있는지를 진단하고, 통계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관리 및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진단결과를 작성하고자 한다. 진단결과
점수는 <표 6>과 같다.
<표 6>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진단결과
작성절차

필 수 진 단 항 목

통계의 작성 1. 통계의 작성목적
목적 및 이용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3. 이용자
의견수렴

품질차원

관련성
관련성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4
5

□ 1. 통계의 작성목적
항공통계의 작성 목적은 항공수송에 관한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공항 건설·운
영·관리 및 항공정책 수립 등 종합적인 공항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항공사, 일반 국민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이 통계를 참고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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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통계는 항공사에 대한 공항 이용료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라는 점에서 국내에 유사통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3. 이용자 의견수렴
통계의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통계작성에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통계개발의 본연의 목적으로 항공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 및 중앙정부부처(법무부,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는 출입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관내 공항 이용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본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항공사의 경우에는 신규 항공 운항노선 설계에 활용하고
있으며, 학계 및 정책연구기관에서는 교통수요 예측 및 항공분야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일부 국민들은 관심 공항의
노선 및 운항 현황과 개인별 논문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통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통계는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항공통계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이용자의 요
구사항과 수요를 개선방안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 반
영결과에 대해서는 이용자 주요 FAQ 문의사항 등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이용실태 조사에서 이용자들은 주로 통계표 보다 원
시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기관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통계자료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통계작성 담당자가 직접 응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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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점 및 미흡한 점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진단결과 본 통계는 통계 활용처와 활용목적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하다. 활용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흡한 점으로는 이용자 의견수렴에서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만 있고 항공통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하여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 항공통계가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측면
도 중요하지만 통계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 적인 내용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용자 의견수렴을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통계설계 진단결과

통계는 작성목적에 맞게 보고내용 및 보고 양식을 설계하여야 하며, 작성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용어나 분류기준 등이 국내 또는 국제기준을 적용하는지의
유무를 점검하고, 보고 양식의 기본구성요소에 대한 수록 유무 등을 진단하
고자 한다. 또한, 통계는 시대 변화와 함께 진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보고
양식의 변천 및 변경이력 등이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단한 결과를
작성하고자 한다. 진단결과 점수는 <표 7>과 같다.
<표 7> 통계설계 진단결과
작성절차

필 수 진 단 항 목

1-1 개념 및 정의 ~ 1-2 적용 분류체계
1-3 보고양식 구성
통계설계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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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차원

비교성
정확성
관련성
관련성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4
3
5
5

□ 1-1. 개념 및 정의
통계 작성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통계 작성 시 사용
하는 주요 개념 및 보고 항목별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주요 개념이나
보고 항목별 개념으로 인한 혼선을 없애야 한다. 항공통계는 통계자료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주요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항목별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2. 적용 분류체계
통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통계 분석에 혼선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체계적인 통계 작성과 분석을
위하여 통계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는 명료해야 한다.
항공통계의 통계분류체계는 항공사 분류체계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코드 중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코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3. 보고양식 구성
항공통계는 자체적으로 만든 보고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
고양식은 공항별 운항실적, 국내선 노선별 실적, 공항별 기상원인에 의한 지연
현황, 국제선 항공사별 T/S 실적, 경항공기 및 기타항공 목적별 실정 등을 수
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수집된 정보들은 내부시스템에 기
록되고 자동 집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보고양식은 각 업무 담당부서 요청사항에 대해 총괄운영부서 검토 후 양
식변경여부 결정하고 양식변경 시 담당자별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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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양식 변경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보고양식이 변경된 적 없음이 파악되었다.
□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항공통계는 전국 15개 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 전체가 보고대상
이며, 통계작성대상은 보고대상 전체이고 통계작성은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통합운항정보시스템(iFIS)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에는 통합정보시스템
(IIS)에서 집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합운항정보시스템(iFIS)
통합정보시스템(IIS)

위와 같은 통합정보시스템(iFIS, IIS)에 집계된 자료는 일별 오류점검을 통
해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공항별 운항 담당 부서에 확인하여 수정하고
있으며, 월별로는 월 운항 마감 전 통계작성 담당자가 전체 공항의 월 운항
데이터를 비교하여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통계작성 개편
항공통계는 작성 개편을 위한 내부 기본계획이나 내ㆍ외부 전문가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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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점 및 미흡한 점
항공통계의 우수한 점으로는 통계항목에 대한 정의와 산출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며, 국제기준의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어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자료에 대한 검증체계가 일별,
월별로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는 점이 우수하다.
이에 반해 미흡한 점은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코드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의 국제 분류 코드에
대한 설명과 IATA를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
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통계이용의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4.

자료수집 진단결과

정확한 보고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체계가 잘 잡혀 있는지와
보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료입력 및 처리와 관련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
어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항공통계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진단하였으며, 그 진단결과 점수는 <표 7>과 같다.
<표 8> 자료수집 진단결과
작성절차

필 수 진 단 항 목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자료수집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3. 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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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차원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5
4
5

□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항공통계의 자료 수집체계는 <표 9>와 같다. 각 항공사별로 서울지방항공
청 FOIS 시스템에 항공기별 수송현황을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를 한국공항공
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FOIS 시스템을 통해 G/D를 실시간 추출하여 공
사의 통합운항정보시스템(iFIS)과 통합정보시스템(IIS)에 입력한 후 검증 및 수
정 작업을 거쳐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표 9> 자료 보고체계

순 구
서

분

내

용

서울지방항공청 FOIS시스템에 항공기 출·도착
원시자료
① 생성
직후 수송현황 입력
(입력된 자료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
FOIS시스템을 통해 G/D를 실시간 인수하여
자료 검증 공사 통합운항정보시스템(iFIS)으로 검증 및
수정
② 및
집계
FOIS 자료에 근거하여 G/D 자료 입수 후,
공사 통합정보시스템(IIS)으로 검증 및 수정
생산한 국제선 통계를 익월
③ 자료 취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초 근무일 기준 5일까지 한국공항공사에 제공
통계작성
검증 및 취합이 완료된 자료를 통해 매달
④ 및
항공통계를 생산 및 공표하고, 한국항공협회 등
공표
항공관련기관에 자료를 제공

기

관

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또한 항공통계는 여러 단계의 자료수집 절차를 거쳐 통계를 생산 및 공표하
고 있다. 즉, 통계작성 기획, 자료수집, 검증 및 집계, 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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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자료수집 절차

통계작성 기획

○ 주관 : 한국공항공사
○ 전국 15개 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운항 및
수송 실적, 공항 이용현황 전수조사 실시

자료 수집

○ 기본자료 : 항공기별 수송 실적
○ FOIS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G/D 정보 연계
○ 전산입력시스템
- (한국공항공사) 통합운항관리시스템(iFIS)/FOIS
-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정보시스템(IIS)/FOIS

검증 및 집계

○ 기본 시스템 : 통합운항관리시스템(한국공항공사)
○ 인천공항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검증 및 집계
(통합정보시스템)
○ 노선별, 항공사별, 국내외 승객 현황 등

보고서 작성

○ 자료집 “항공통계(월보, 연보)” 발행
○ 각 홈페이지 항공통계 메뉴에 공표

이와 같이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오류 점검을 실
시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 있다. 오류 점검은 우선 입력단계에서 항공사별로
서울지방항공청에 입력한 내용의 근거자료를 별도의 문서로 제출받아 그 내
용을 비교하여 오류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집계단계에서는 공사에서 운
영하고 있는 통합운항정보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별 및 월별로
오류를 점검하고 오류가 발생된 경우에는 공항별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수정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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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항공통계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고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고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사항은 담당자의 유무선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3. 현장관리
항공통계는 1차적으로 항공사에서 보고자료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
업이 미준수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치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 까지 미준수로 인한 사항이 발생
되지 않아 자료수집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우수한 점 및 미흡한 점
항공통계의 우수한 점은 자료수집 체계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점과 검증 절차를 자료수집 시점과 집계시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증절차를 통해 자료의 오류 발생을 방지
하고 있어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높은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쉬운 점은 항공통계에 대한 교육대상 및 과정이 충분하지 않
다는 점이다. 즉, 현재 통계작성과 관련된 교육은 자료수집과 집계를 위해
구축된 전산화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5.

다른 행정자료 활용 진단결과

항공통계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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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처리 진단결과

자료가 수집된 이후 처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처리과정 전반을 점검한다. 수집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코딩 및
코드체계 등이 정립되어 있는지와 입력된 자료를 내용 검증하는 적절한 방
식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항공통계는 공항별 이용실적을 항공사가 FOIS시스
템에서 입력하고, 그 입력된 자료 중 항공통계 관련 항목 자료가 작성기관의
시스템(iFIS와 IIS)에 자동으로 추출되고 집계되기 때문에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응답 오차에 대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단결과 점수는 <표 11>과 같다.
<표 11> 자료처리 진단결과
작성절차

필 수 진 단 항 목

1. 자료입력 표준화
2. 자료내검
자료처리 3. 무응답

품질차원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추 가 진 단 항 목

4. 이상치 식별 및 처리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5
5
해당없음
추가점수(점)
0.1

□ 1. 자료입력 표준화
일반적으로 보고자료는 전산입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진다. 자료
입력과정에서 처리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료입력오차를 최소로 하기 위
한 방안으로 자료 입력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따
라서 자료코딩을 통하면 자료처리와 통계표 작성이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
항공통계는 자료입력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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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인적 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료입력오차의 위험이 사전에
배제된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자동입력은 항공사에서 서울지방항공청의
시스템(FOIS)에 입력한 자료를 자동으로 공사의 iFIS와 IIS로 입력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항공통계는 각 공사의 통합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자료상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 2. 자료내검
항공통계는 기본적으로 자동집계가 이루어지지만 최초 입력단계의 오류도
확인하고 있다. 즉, 항공사별로 서울지방항공청에 입력한 내용을 문서 등으로
제출받아 이를 근간으로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한다. 또한 집계단계에서는 공
항별 내용 오류를 점검하여 각 공항별 운항 담당자에 확인하고 수정하여 통계
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입력단계와 집계단계로 구
분하여 오류를 점검함으로써 정확성이 향상된 통계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무응답
항공통계는 자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단위무응답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
만 최초 입력과정에서 누락된 항목이 발견될 경우 유선상의 확인을 통해 수
정 및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이상치 식별 및 처리
항공통계 담당자는 전년대비 과다 증가 및 감소 여부를 확인해 오차가 일
정범위 이상으로 나타나면 이상치로 식별하여 보정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상치 식별 및 처리 기준은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적용시키고 있다.
○ 이상치 식별 및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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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석 대비 OVER PAX(승객 인원 초과)
- 여름에 강설, 제방빙으로 인한 지연·결항
- 무임여객(유아) > 유임여객(성인) 보다 10% 이상인 경우
- 여객기의 경우, 공급석이 50미만이면 자가용으로 변경
- 항공기 탑재가능중량, 최대이륙중량보다 초과된 경우
-

□ 우수한 점 및 미흡한 점
항공통계는 서울지방항공청의 시스템(FOIS)에 최초 입력된 자료를 통계
작성기관의 통합운영시스템(iFIS, IIS)으로 자동으로 추출됨에 따라 자료집계
와 처리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
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항공통계 작성기관은 최초 입력단계에서부터 입력오
류 점검을 실시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점이 우수하다. 또한 집계단계에
서는 일반적인 오류 점검 외에 별도의 이상치 식별 및 처리 기준을 구축하
여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점이 우수하다.
7.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진단결과

통계를 작성하게 되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결과를 공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공지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즉, 항공통계의 관련성, 시의성 및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통계활용 실태 등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진단결과
를 작성하고자 한다. 진단결과 점수는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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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진단결과
작성절차

필 수 진 단 항 목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2-1. 보고대상 기간/시점과 공표시기
통계공표 2-2. 공표일정
및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3-3.
국가간 비교성
품질평가
진단결과 4-1.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4-3.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추 가 진 단 항 목

6. 통계활용 실태

품질차원

관련성
시의성/
정시성
시의성/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2
5

5
5
해당없음
추가점수(점)
0.1

□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통계작성기관은 작성한 통계에 대해 많은 양의 통계정보를 간명하게 압축
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공표하는 통계의 강점과 약점을 같이 알
려야 한다.
항공통계는 각 통계항목에 대한 정의와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과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공항의 이용객과 항공사의 이용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일반인들이
두 통계 결과를 오해함으로써 항공통계가 잘못된 통계로 인식되는 경우도 발
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1. 보고대상 기간/ 시점과 공표시기
항공통계의 보고대상 기간은 매년 1월에서 12월이며, 작성된 통계의 공표
시기는 월별 보고기간의 익월 업무일 기준 5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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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공표일정에 대해서는 일부 통계 설명자료에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전 공표 예고일정을 제공하지 않아 미흡한 점으로
파악되었다.
□ 2-2. 공표일정
항공통계의 공표 일정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이와 같은 공표일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공개
된 공표 일정과 실제 공표시기는 대부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
며, 다만 연간 통계인 항공통계 연보의 경우 민간항공영업통계 작성을 위한
신규노선 및 대권거리 확인 등 별도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 일정이 소
요되어 항공통계 연보의 공표가 약 1개월간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13> 항공통계 공표계획 및 실제 공표시기 현황

공표자료명
2017년 항공통계 월보(11월)
2017년 항공통계 월보(10월)
2017년 항공통계 월보(9월)
…

공표계획
2017년 12월
2017년 11월
2017년 10월
…

2016년 항공통계 연보

2017년 1월

실제공표시기
2017년 12월
2017년 11월
2017년 10월
…

사유

민간항공영업통
계 작성을 위한
2017년 2월 신규노선 및
대권거리 확인
추가일정 소요

□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작성기준, 보고 시기 등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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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시계열 비교성
본 통계는 199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통계이며 시계열 단절
도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3-3. 국가간 비교성
항공통계와 유사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국제기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이며,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여객 및 화물 예측, 월간 항공통계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해외 통계와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은 항공 여객 및 화물 수송에 대한
집계 내용이지만 국가별로 집계범위, 방법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집계관련
세부사항은 통계작성기관이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1.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항공통계는 동일 조사내용 또는 보고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2. 작성주기 차이에 의한 통계의 일관성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작성주기가 다른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4-3.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잠정치 없이 확정치만 공표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 5. 일회성 수정
항공통계는 일회성 수정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6. 통계활용 실태
항공통계는 서비스 경로별 이용자 접속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월별로 이용자 접속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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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진단결과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통계를 생산·관리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 작성과
공표단계 뿐만 아니라 통계작성 준비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관
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계작성 절차나 작성기준, 작성대상과 범위, 통계
발간 후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지침으로 작성하고 문서화하여 담
당자가 바뀌어도 통계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제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와 같이 인사시스템의 특성상 통계작성
담당자의 교체가 잦고 담당인력이 적은 경우 통계작성과정별로 문서화된 자
료는 필수이다. 통계작성 절차별 문서화가 필요한 자료는 통계작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업무편람(또는 직무편람), 자료수집 체계, 자료입력/내검 절차,
공표자료 제공방법 등이다. 통계작성별로 문서화가 되어 있는 자료가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 통계설명자료의 제공현황,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현황, 비밀보호 및
보안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하고자 한다. 진단결과
점수는 <표 14>과 같다.
<표 14>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 서비스 진단결과
작성절차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
서비스

필 수 진 단 항 목

1. 통계작성 문서화
2-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2-3. 통계 설명자료 제공(통계개요)
2-4. 통계 설명자료 제공(참고자료)
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4-1.
자료 수집,자료
처리보안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4-3.
및 접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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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차원

접근성/
명확성
접근성/
명확성
접근성/
명확성
접근성/
명확성
관련성
관련성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5
5
4
2
5
5

□ 1. 통계작성 문서화
통계작성기관에서는 항공통계와 관련하여 통계작성 기본계획, 업무편람,
자료수집방법, 자료입력/내검 지침서, 현장조사관리 등을 문서화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통계연보 생성에 앞서 연례적으로 통계작성 기본계획
의 수립내용을 문서화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 2-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작성된 통계는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국토교통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한국공항공사(http://www.airport.co.kr) 및 인천국제
공항공사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등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 2-3. ~ 2-4. 통계 설명자료 제공(작성개요~참고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통계메타 DB에서 항공통계
의 통계설명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제공되고 있는
통계설명자료는 단순한 내용만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이용자들이 통계설명자료를 찾기가 힘들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마이크로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지만 이용자가 별도의 통계표 작성을 위해 신
청할 경우 통계담당자가 일부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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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기본운항현황(GD)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정은 서울지방항공청 FOIS시스템
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생성되는 구조로, 운항정보 자료를 통계업무 담당자
외 직원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 특히,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
련된 용역업체 근무자에 의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규정 등
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자료처리과정에서는 입력된 자료는 취합자
료(유임여객 수 등)이므로 이용객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였으며, 정보 전
송은 내부망을 이용한 전용 통신과 방화벽을 이용해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시
스템에 의해 집계된 결과만 화면에 표출되도록 구성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료보관 과정에서는 시스템에 보관된 자료에는 허가권자만 접근가능하며,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시켜 외부에서의 접속 자체를 차단시켜는 것을 확인
하였다.
□ 4-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원시자료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서버에 보관되며, 접근은
허가권자만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백업
파일을 형성하여 유출, 유실 및 훼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

통계기반 및 개선 진단결과

통계를 작성하는 환경은 통계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계를
기획하고 분석하는 인력 현황과 통계 품질개선을 위한 통계관리 측면의 노력
등을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하고자 한다. 진단결과 점수는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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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통계기반 및 개선 진단결과
작성절차

필 수 진 단 항 목

1. 기획 및 분석 인력~2. 사업예산
추 가 진 단 항 목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3. 자료처리 시스템
4. 통계품질관리 및 개선

품질차원

정확성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4
추가점수(점)
0.1
0.1
0.1

□ 1. 기획 및 분석 인력
업무 담당 부서는 한국공항공사 정보계획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연구
소이다. 부서내 통계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공사별로 각 1인인 총 2인
으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자 근속년수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2년 미만,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4년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통계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에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현재 1인이 자료수집 및 처리, 검증, 문의전화
응대, 별도 요청사항 응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인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게 될 경우 통계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 예를 들면 문의전화
등의 부차적인 업무로 인해 통계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검증에 더 집중하
지 못하게 될 경우 왜곡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승인통계 기준
에 맞게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이 1인 체제로 업무를 유지시킬 경우 신
규 인력이 해당 업무를 맡았을 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도 있어 통계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 2.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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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통계는 별도의 통계작성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합운항정보시스템인
전산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 3. 자료처리 시스템
자료처리를 위해 통합운항정보시스템(한국공항공사)은 오라클(DB)로 구성
되어 있으며, 통합정보시스템(인천국제공항공사)은 DW(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구성되어 있다.
□ 4.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항공통계는 정확한 통계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보고양식을 지속적으로 변
경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외부지적 및 조치사례
항공통계는 외부 지적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에 대한 조치 사례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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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고문헌 진단결과

통계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통계작성을 위해 활용한 국내외 기준, 외국자료,
기타 문헌 등에 대한 출처 등을 소개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자료를 활
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하고자
한다. 진단결과 점수는 <표 16>과 같다.
<표 16> 참고문헌 진단결과
작성절차

추 가 진 단 항 목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참고문헌 2. 동일통계 외국자료
3. 기타 문헌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0.2
0.2
0.1

□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공항협의회(ACI) 등의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2. 동일통계 외국자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화물 예측 및 월간 항공통계와 국제공항협의
회(ACI)의 연·월간 항공통계 자료, 공항별 항공통계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 3. 기타 문헌
기타 참고문헌으로 국내 항공관련 연구 문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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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계작성 과정별 진단결과(종합)

통계정보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9개의 작성절차별 진단점수는 <표 17>과
같다. 통계개요 5.0점, 자료처리 5.0점, 자료수집 4.7점, 통계이용 4.5점, 통계
문서 4.3점, 통계설계 4.2점, 통계공표 4.2점으로 평점 4.5점으로 측정되었다.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91.6점(100점 기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설계와
통계공표 부분이 각각 4.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7> 항공통계의 작성절차별 진단점수
작성
절차
산정
방식
점수
가중치
적용

Ⅰ.
통계
개요

Ⅱ.
통계
의
작성
목적
및
이용

5.0
5.1

4.5
8.1

Ⅲ.
통계
설계

Ⅳ.
자료
수집

Ⅴ.
다른
행정
자료
활용

Ⅵ.
자료
처리

Ⅶ.
통계
공표
및
품질
평가

4.2 4.7 해당
없음 5.0 4.2
15.4 15.8 해당
없음 15.2 13.4

<그림 3> 작성절차별 진단점수

- 39 -

Ⅷ.
통계작
성
문서화
및
이용자
서비스

4.3
11.7

Ⅸ.
통계
기반
및
개선

4.0
5.9

평
점

4.5
91.6

제 2 절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진단결과
1.

진단개요 및 FGI(표적집단면접) 설계

가. FGI 개요
표적집단면접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소규모 이용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
조사목적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
방식이다.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가량 면접자의 진행 하에 이용자 의견을
정성적으로 조사하는 탐색적 조사의 목적을 가진다. 항공통계의 표적집단면
접에서는 해당 통계의 전문 이용자 및 일반 이용자 다섯 명을 대상으로 면접
을 실시하여 해당 통계에 대한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 이용행태, 통계품질 상
태에 대한 의견, 활용확대 방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집
된 정보는 향후 해당 통계의 진단업무 계획 및 수행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나. FGI 참석자 선정
항공통계의 표적집단면접 참석자를 선정하기 위해 항공통계 전문 및 일반
이용자 5명을 섭외하였다.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정부기관,
대학, 협회, 정책연구원에서 골고루 참석자를 섭외하였다.
다. FGI 설계
면접 진행에 앞서 항공통계의 개요와 최근 작성된 주요 결과에 대한 자료
(통계표, 보고서 등)를 이메일로 공지하였다. 좌담회 당일에는 항공통계에 대
한 조사표 양식을 참고 자료로 제공하였다. 좌담회는 각 자 주요 안건을 1회
씩 발표하고, 추가로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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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결과

가. 현황
본 통계는 항공수송에 관한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공항 건설·운영·관리 및 항공
정책 수립 등 종합적인 공항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주 이용자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항공사, 연구기관, 일반 국민 등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이용자를 위해 통계작성기관은 매월 항공통계 보고를 실시한 이후
익월에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통계 공표결과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전문 이용자(정책
의사결정권자와 정책연구기관)와 일반 이용자(관련 단체 및 항공사)로 구분하여
섭외하여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나. 문제점
항공통계에 대한 이용자들이 제시한 요구사항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용자들이 통계결과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불편한 점이나 개선점 등
을 제시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용편의성
○ 현재 공표되고 있는 항공통계 내용 이외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움.
즉,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담당자를 찾지 못하거나 담당자와
연결이 되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이용 상의 한계점이 존재함.
○ 또한 제공되는 통계표가 정형화 되어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수작업으
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 따라서 홈페이지의 통계표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원하는 양식으로 통계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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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명확성
○ 항공통계에 대한 항목, 집계방식, 용어해설 등에 대한 설명을 쉽게 찾을
수 없음. 통계설명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음.
2)

정확성
○ 항공사는 동일한 자료를 여러 국가기관(국토교통부, 법무부, 세관 등)별로
자료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국가기관별 입력 양식이 서로 상이
하여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료 입력 시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
음. 예를 들면 항공통계의 입력 양식과 법무부의 출입국 입력 양식이 서로
달라 동일한 자료를 입력시 오류 발생 가능성 있음.
3)

3.

주요 개선사항

항공통계 이용자 서비스 강화
○ 현재 공표되고 있는 항공통계 이외에 각 이용자별로 필요한 통계자료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작성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강화. 예를 들면
통계작성 기관에서 별도의 서비스 응대 인력을 배치하여 온라인 또는 전
화상으로 신청한 별도의 통계자료 신청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1)

통계설명자료의 내용을 세부적이고 충실하게 보완하고 제공
○ 항공통계에 대한 통계개요 및 작성방법, 통계설계, 자료수집 및 처리, 용
어설명 등과 같은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항공통계 제공 홈페이지에서 통계설명자료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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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입력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 현재 항공사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세관 등 여러 국가기관으로부터 동일
한 자료를 입력하고 있으나, 입력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입력 오류가 발
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항공통계에 대한 입력 양식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 교육
또는 지침서 등을 제작하여 항공사에 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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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수집체계 점검결과
점검개요
자료수집체계 점검은 자료수집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요인들을 파악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오류 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기획자, 조사관
리자,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점검한다. 하지만
항공통계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집계되는 항공사별 수송실적을 원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조사원에 대한 자료 수집 과정이 생략된다. 따라서 항공
통계의 자료수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수집된 원자료를 관리하는 통계작성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계획하였다.
항공통계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에 자료수집과정에
서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집된 원자료는 항공사가 서울지방
항공청에 입력하는 초기 단계에서 입력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료 수
집과정에서 기술적, 의도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검증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통계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점검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원자료의 추출 및 집계
절차와 내용 검증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지를 점
검하고, 항공통계자료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점을 검토하는 방
향으로 계획하였다.
1.

점검결과
가. 현황
항공통계는 보고통계로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항공사의 수송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항공사가 서울지방항공청의
FOIS 시스템에 여객 및 화물 수송량 등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고, 한국공항공
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iFIS와 IIS는 입력된 자료를 수집하고 집계하는 방
2.

- 44 -

식으로 진행된다. 즉, 항공사가 직접 iFIS와 IIS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별 DB자료 중 일부를 수집하여 집계하
는 방식으로 항공통계가 작성된다.
iFIS와 IIS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된 항공사별 수송실적 자료들은 시
스템에 저장이 되고, 통계담당자에 의해 검증절차를 거쳐 통계자료로 생산된다.
검증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초기 입력자인 항공사 담당자와 각 공항별 운영
담당자에게 직접 자료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오류를 수정한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계담당 인력은 각각 1명이 자료수
집, 검증, 통계표 작성 등의 주요 업무와 통계문의에 대한 응대 등과 같은
부가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업무 부담
으로 인해 자료의 검증을 보다 집중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오류를
확인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생된 오류를 확인하지 못
할 경우 통계의 신뢰성과 품질을 저하 시킬 수 있다.
주요 개선사항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계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1명의 인력으로 자료수집, 검증, 통계표 작성,
통계문의 응대 등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의 과중
때문에 발견될 수 있는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항공통계의 품질 저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항공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업무를 자료수집 및 처리와 통계문의 응대 서비스로 분리하여 담당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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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항공통계 우수사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료수집과 처리
항공통계 작성은 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직․간접적으로 4개 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상호간 자료의 수집 및 집계
하는 과정에서 품질 저하가 발생될 수 있다. 즉, 상호간 연결 정도가 체계적
이지 않을 경우 자료의 손실 또는 오류 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수집 및 집계과정을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
보시스템화하여 처리하고 있어 통계 품질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즉,
최초 자료수집의 주체인 서울지방항공청은 FOIS란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으
며, 자료 집계 및 통계작성 주체인 한국공항공사는 iFIS 시스템을, 인천국제
공항공사는 II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의 각 정보화 시스템은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별도의 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통계작성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의 시스
템은 자료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
다. 자동 검증 시스템은 개별 자료에 대해 오류 점검 기준(예: 공급석 대비
승객 인원 초과, 무임여객이 유임여객 보다 10% 이상, 항공기 탑재가능중량,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등)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오류를 식별하여 통계작성 담
당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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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통계생산 시스템 구성도에서 볼 때, 인터넷 등과 같은 공용망을
사용할 경우 정보보호가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항공통계 작성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독
립된 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정보보호에 대한 규정도 체계적으로 구
축하고 강화하고 있어 자료의 유출 등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통계 작성기관에서는 매월
공표되고 있는 항공통계를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점이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매월 공표되는 항공통계에 대한 공표 일정을 자
료수집 및 집계로 인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항공통계의 국가 간 비교 가능성 제고 노력
현재 항공통계는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동
일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비교는
가능하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분류 기준을 적용한 통계자료의 비교는
불가능 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통계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제항공수송협회(IATA)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분류 기준을 연계한 연
계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기구 항공통계 현황을 기관별
특성, 보고양식 등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여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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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제 1 절 공표 일정 사전 예고제 실시를 통한 정시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통계이용자는 통계자료의 품질을 판단할 때 시의성/정시성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즉, 시의성/정시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 통계자료에 대
한 신뢰도 및 활용도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매월 작성되고 있는 항공통계는 최종 결과에 대한 공표 일정 및 계획
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표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항공통계의 공표일정에 대해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적인 예고
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즉, 공표일정 외에 세부적인 내용(보고서 발간일,
KOSIS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정시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까지 부
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정시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 측면에
서 볼 때 항공통계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다.
정시성은 계획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지표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작성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계획한 일정에 맞춰 공표된다는 사
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항공통계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공표 일정 안내
방법이 필요하다.
1.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독립적인 공표일정 안내 방법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홈페이지, 에어포털 등에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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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이용자의 대부분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를
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공표 일정을 통계작성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게 될 경우 이용자들의 통계이용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모든 통계의 공표 일정을
통계작성 주기에 따라 구분하여 알려주고 있고, 주기, 공표자료명, 통계조사명,
담당국, 담당과, 공표일, 보고서 발간일, KOSIS 서비스를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항공통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통계작성 기관의 홈페이지
를 통해 공표 일정 및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와 <그림 5>은 공표 일정을 게시한 통계청 홈페이지 화면을
발췌한 예시이며, 이를 참고하여 공표 일정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통계청 홈페이지로부터 제공되는 공표 일정에 대한 엑셀 파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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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표 일정을 게시한 통계청 홈페이지 화면(예시)

출처 : 통계작성과정별 진단 결과)

(

제 2 절 통계설명자료의 재구성 및 제공
현황 및 문제점
통계설명자료는 이용자들이 통계의 이용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관련 통계
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업무적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여러 통계작성 기관은 보다 구체적이며 명확한
통계설명자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항공통계의 경우에도 통계 개요, 자료수집, 자료처리, 용어설명 등과 같은
설명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항공통계 관련 설명
자료를 통계작성기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에어포털 등과 같은 여러 경로
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 및 관리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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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일관된 통계설명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항공통계작성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설명자료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제 기
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보다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을 경우 통계작성기관 담당자에게 전화
로 문의하고 있어 통계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파생효과를 발생하
고 있다.
또한 통계설명자료를 이용자들이 쉽게 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결과
에 대한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집계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여객수가 2배 이상 차이난다는 기사가 배포된 적이 있다. 즉, 여객수의
집계방식은 항공사 기준과 공항 기준으로 집계하는데, 이에 대한 차이를 알지
못하면 결과 값만으로도 충분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용자들의 오인지로 인한 통계의 불신을 감소시키고 이용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통계설명자료를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공통계의 통계설명자료는 통계개요 부분과
참고 부분으로만 간략하게 제공되고 있다. 즉, 자료수집 및 처리 방법, 검증방법
등과 같은 작성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공항
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통계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
다. 그러나 에어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설명자료는 <그림 6>에서처럼 항공
통계작성 매뉴얼과 유사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회원가입 절차로 인해 대부분의
이용자가 중도포기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큰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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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항공통계 작성 매뉴얼(2013) 목차(예시)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에어포털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설명
자료를 문서화하여 타 기관의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에어포털에 수록된 통계설명자료를 단순히 차용하여 사용하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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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보다 충실한 통계설명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통계작성과정별 진단 결과)
(출처 : 이용자요구사항 반영실태(FGI) 진단 결과)
(

제 3 절 항공통계 행정구역별 공표단위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항공통계는 <그림 7>에서처럼 결과의 공표를 인천광역시, 김포시, 김해
시 등과 같은 행정구역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즉, 공항이 속한 지역을 행
정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한 것이다.

<그림 7> 항공통계 통계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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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구역별 통계결과의 공표 내용은 충분한 설명이 없이
접하게 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의 이용객
수는 540만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행정구역별 공표단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항공통계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항공통계 공표단위를
행정구역이 아닌 공항단위로 개선시켜야 한다. 공항단위로 개선된다면 이용자
들 측면에서 여객, 화물 운항 등의 결과가 공항기준으로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보도자료 사례와 같은 오해가 발생하지 못하게 방지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구역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항명으로 개선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행정구역)

전국

인천광
역시

김포시

김해시

제주도

대구광
역시

광주광
역시

청주시

개선(안)
(공항명)

전체
공항

인천공
항

김포공
항

김해공
항

제주공
항

대구공
항

광주공
항

청주공
항

기존
(행정구역)

무안동

양양군

여수동

목포시

사천시

예천시

군산시

원주시

개선(안)
(공항명)

무안공
항

야양공
항

여수공
항

목표공
항

사천공
항

예천공
항

군산공
항

원주공
항

출처 : 이용자요구사항 반영실태(FGI) 진단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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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개선과제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항공통계의 개선과제를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개선과제 요약

예상되는
문제점

비고

- 통계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표 공표일정과 관련
일정 사전 예고제
내용을
관리
예시와 같이
세부적으로
업무추가로
항공통계도 이에
제공함으로써 인한 업무량
맞게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증가
한국공항공사
증대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에 게재

p.48

- 에어포털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설명자료를
이용자의
통계설명자료 문서화하여 타
업무추가로
통계활용성
증가
단기 의 재구성 및 기관의 홈페이지에 및 통계문의 인한 업무량
제공
제공
증가
응대업무 감소
-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는
방식을 적용

p.50

항공통계 - 현재의 행정구역별
이용자의
업무추가로
행정구역별
항공통계
결과에 인한
단기 공표단위의 공표 단위를
업무량
대한 오인지를
공항명으로
개선
증가
개선
방지

p.53

단계 개선과제
공표 일정
사전
단기 실시를예고제
통한
정시성 확보

실행방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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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발전전략 및 로드맵
제 1 절 통계전문인력 충원
현재 항공통계 작성을 담당하는 인력은 한국공항공사 1명과 인천국제공항공
사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통계담당 인력의 업무 내용을 살
펴보면 자료의 수집, 자료의 처리, 검증, 통계표 작성 등을 기본 업무로 수행하
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통계관련 문의 등과 같은 민원처리 업무도 부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민원처리 업무의 경우 통계담당자들이 항공통
계 작성에 집중할 경우 민원처리 시간이 지연되어 이용자들의 불만을 야기 시
킬 수 있다. 반대로 민원처리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경우 항공통계 자료처리 등
과 같은 업무 집중도가 낮아져 통계생산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두 가지 업무를 별도의 업무로 분리하여 이에 맞는 전문인력으
로 충당하는 것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항공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계관련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 업무로 생각하기 쉽
다. 특히, 자료수집 및 처리가 시스템화 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생각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업무량
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인력을 감소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인력 구성은 우선적으로 통계직무에 대한 분석을 수행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항공통계의 통계직무는 자료수집, 자료처리, 내용
검증, 통계표 작성, 통계이용 문의 응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무는 1명의 인력으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직무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력을 구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직무별 인력구성 완료된 이후에는 우선 내
부적으로 적합한 인력을 찾아보고, 만약 적합한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채용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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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공통계의 작성이란 범위보다 항공통계 작성 및 운영관리란 측면을 고
려해 볼 때 최소 2명 ~ 3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력구성(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안 : 2명(기존 1명에 신규인력 1명 충원)
직무

자료수집

자료처리

필요인력 수

검증

1명

통계표
작성

이용자응
대

통계표
작성

이용자응
대

1명

항공통계
관리

제2안 : 3명(기존 1명에 신규인력 2명 충원)
직무

자료수집

필요인력 수

자료처리

검증

1명

1명

1명

항공통계
관리

위의 두 가지 인력 구성(안) 중 제1안은 기존 직무가 통계작성과 통계운영관
리로 구분되는 것이며, 제2안은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이에 맞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구성(안)은 제2안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
는 상호간 연관성이 깊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통계업무를 세분화하여 예산 등이 가능
한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인력이 충원될 경
우 대 고객 서비스 품질과 통계품질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타 작성기관의 통계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의 통계인력
수는 12명으로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인력 보다 6배 정도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통계작성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통계인력 수

2명
3명
12명
7명

통계인력 구성 체계

정보지원실 인력에 통계 업무 부과
영업정책팀에 통계 업무 부과
통계와 관련된 해당 부서별 인력에 통계 업무 부과
부동산통계센터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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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규 통계 개발
항공통계는 서울지방항공청의 FOIS에 입력된 데이터 중 일부분을 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작성하는 통계이다. 이와 같이 FOIS에 입력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
할 경우 항공통계 외에 별도의 통계를 신규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
무부 및 관세청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를 접목하여 빅데이터 관점에서
신규 통계를 개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데이터와 항공통계의 여객 데이터를 접목할 경우 전국의 공항별, 국적별로 이
용객 수를 확인할 수 있고, 화물의 경우에도 관세청 데이터와 접목시킬 경우
공항별, 나라별 화물 이동 경로 등도 세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분석으로 신규 통계를 개발한다면 정
책적 활용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규통계의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
문 인력의 보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서술한 ‘제1절’과 같은 맥락으로
기존 통계관리 뿐만 아니라 신규통계개발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
분석 등과 같은 역량을 지닌 전문인력을 보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맞게 능동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계관리 외에 새
로운 통계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통계분야 역량을
지닌 인력을 충원하여 별도의 통계팀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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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한 이용자 의견 수렴
항공통계는 품질 개선․향상을 위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만 실시하고 있다. 즉, 방법론, 분석 기법 등
과 같은 정책 활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문 이용자에 대한 의견 수렴
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국내외 항공 관련 환경의 변화 등이 반영된 정
책 수립의 고도화 및 현행화를 달성하는데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고품질의 항공통계를 생산하고 고도화된 정책의 개발 및 활용성을 높
일 수 있도록 관련 전문 이용자의 의견 등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전
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항공 및 통계 관련 분야별 전문가
를 초빙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후 주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항공통계의 현황과 발전 방안 등과 같은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전문가 그룹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1년에 상․
하반기 총 2회의 정기적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기적인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항공통계의 품질 개선 및 정책 활용성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
분야

항공정책 분야
항공교통 분야
항공산업 분야
항공통계 분야

최대 확보 전문가 수

2명
2명
2명
2명

전문가 소속 예시

교통연구원, 항공경영학회
항공운항학회
항공협회
통계학회, 통계청

위와 같이 초빙된 전문가 그룹의 구성원은 최소 2년 동안은 유지하고, 이후
새로운 전문가의 초빙 및 교체 등을 진행하는 것이 일관성 유지에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전문가 그룹 구성 후 2년 동안 유지될 경우 의견 수렴 및 반영 등
이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향후 전문가 그룹과 국토교통부 정책 담당자
및 통계청 관련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로 발전시켜 항공통계의 발전과 통계기
반 정책관리의 실행이 가능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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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품질진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항공통계는 법령에 의해 보고항목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통계작
성기관도 법령 개정에 의한 보고항목 개선 또는 개변에 직접적으로 참여가 가
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항공통계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항공통계 발전 협의체

<전문가 그룹>




통계작성 기관 운영
각 항공 분야별
전문가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 등 항공정책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반 정책관리 수립

제 4 절 통계교육 체계 구축 및 강화
항공통계 작성기관의 통계 담당자들은 통계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
다. 이와 같이 통계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각 통계작성기관별로 담당자가
1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공표를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통계와 관련된 통계교육은 통계교육원에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통계작성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 특성으로
인해 인사이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이 통계를 담당하
게 될 경우 통계품질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계담당자의 교체 등에 의한 통계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계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교육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즉, 통계담당자만 교육대상이
아닌 통계작성기관의 전체 임직원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통계작성기관 전체 임직원 대상 통계교육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작성
기관별 직무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각 직무별로 통계와 직․간접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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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있는 직무에 해당되는 임직원을 선별하는 단계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
다. 예를 들면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구분하고 사무직만 대상으로 통계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현재 작성기관의 통계담당 직무 년차를 고려하여 각 년차별
해당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선별한다. 예를 들면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년
수가 3년 이내인 직원이 통계담당자로 되어 있을 경우 이에 해당되는 모든 직
원을 선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 선별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교육방법을 선택한다. 여기서 교육방
법은 재직자와 신입사원으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재직자 교육은 외부
교육기관(예: 통계교육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사내에
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직무 교육
을 수행할 때 통계교육 과정을 공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신입 직원을 채용했을 때 통계교육을 필수로 이수
하게끔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통계교육 체계가 향후 구축될 경우 인사이동에 의한 통계품
질의 저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통계교육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계교육 관련 내용
을 진급 시험 또는 승진 심사에 가산점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
를 통해 강화시키는 것이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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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표적집단 면접(FGI) 결과

표적집단면접(FGI) 결과

통

계 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면접일시
연

구 원

연구보조원

항공통계
제920005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018년 6월 1일
김용환
김민선

※ 붙임의 표적집단면접 결과는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본문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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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회의준비 및 준비과정

Ⅰ. 회의 준비과정
1. 참석자 선정
• 참석자 선정방법

정책 수립, 연구, 기업의 항공 계획수립 등에
항공통계를 사용하는 전문이용자 및 일반이용
자를 선정함

• 실시 장소

• 소요 시간

서울시 논현동 좌담회실
1

시간30분

15:00-16:30

• 참석자 현황
- 정책고객

1 명

- 교수

0명

- 연구원

1명

- 대학원생 또는 대학생

0명

- 일반인(항공사)

2명

- 기타(항공협회)

1명

2. 회의 참석자 명부
연번

성 명

소속(부서명까지 기재)

직 위

1

국○○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주무관

2

손○○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3

최○○

한국항공협회

과장

4

박○○

진에어

사원

5

한○○

대한항공

차장

Ⅱ. 회의 진행과정
회의 진행
*

사전에 참석자에게 항공통계 개요 등 자료를
이메일로 공지하였음.
회의 당일에는 유저 가이드를 참고 자료로 제공.
회의는 각자 주요 안건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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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 김용환
• 기록자 : 김민선
• 관찰자 :
• 녹음 ․ 녹화 여부 : 녹음

제2부

회 의 록

부 문

문제점 지적사항

개선의견 내용

핵심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없어 다른
포털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항공통계 자료를 요청할 수

항공통계 자료를 필요로 할 때
관련성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필요함

자료 이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담당자를 찾거나, 필요로 하는
형태의 자료를 받기가 어려움
제공되는 자료가 리포트
형식이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시 가공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인터넷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맞춤형 자료
이용

‘통계 설명자료’의 소재

항공통계의 조사된 항목이나
집계방식 등의 정보를 알기가
자료

항공통계를 고객이 직접

어려움

위치를 알리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접근성/명확성
통계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kosis처럼 메타정보를 같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음

도울 필요가 있음

통계설명자료

항공사 자료 제공시
정확성

국가기관별 입력 양식이

자료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상이하여 업무 효율성이

오류에 대한 조치방안이

떨어지고, 자료 입력 시

필요함

입력오류
방지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음

편의성

각각의 공항별 통계자료만을

각 공항의 통계자료를 취합,

제공하고 있어 자료를

일원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취합하기 어려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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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의
제공

붙임2)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
(보고통계용)

통

계 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점검일시
연 구 원
연구보조원

항공통계
제920005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018년 6월 1일
김용환
김민선

※ 붙임의 자료수집체계 점검 결과는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본문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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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점검계획

• 점검을 위해 채택된 점검방법, 대상, 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1. 점검 방법

점검대상 : 본 통계는 자료생성과정이 전산화되어 별도 조사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작성기관의 담당 직원을 대상자로 선정함
- 점검내용 : 통계작성 준비에 필요한 자료수집, 자료처리, 검증, 통계표 작성 등의 통
계작성 과정,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 점검방법 : 위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사전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전에 송부
하였음. 인터뷰 대상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질문지를 기
반으로 면접방식으로 진행.
-

2. 면담(현장방문) 일정
일시

6/15
6/15
6/15

면담대상자

임○○
이○○
김○○

장소

한국공항공사
회의실

- 66 -

주요 점검사항

항공통계 생산 절차 및 체계
검증 방법 및 체계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등

제2부

점검결과 요약

• 점검결과 주요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정리
구 분

문제점

개선의견

서울지방항공청의 FOIS 시스템에서
자료수집

자료를 자동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나, 최초 항공사 입력 오류를
바로 확인하지 못함

자료처리

자료수집 과정에서 항공사의 입력
오류를 확인 및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

수집된 자료는 자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음

여러 단계로 구분된 검증을
진행하다 보니 업무량이
검증

부담스러움.

항공사 및 공항 담당자와의 확인

자동으로 검증되는 부분이 있으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항공사 및 공항

검증 담당 인력의 추가 필요함

담당자와 전화상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임

애로사항

통계문의에 대한 응대로 인해

고객 만족도 차원에서 통계문의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음

응대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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