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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내항공여객운송시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과점체제를 유지하
며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저비용항공사의 진입과 고속철도(KTX)의 개
통, 고속도로 확장 등 육상운송 수단의 확장에 따라 제주노선을 제외한 국내선에서
의 운송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내항공여객운송시장은 산업구조에 큰 변
화를 겪게 되었다.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
는데, 이러한 규제완화의 효과를 보기 위해 국내항공여객운송에 대한 수요와 공급 추
정을 통하여 후생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 기간을 저유가 시기와 고유가 시
기로 분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선 저유가 시기에는 진입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의 진입이 소비자잉여를 증가시켰으며 생산자잉여는 감소시켰다. 진입기
업은 양의 이윤을 얻었으며, 양의 이윤이 기존 기업에서 감소된 이윤보다 커서 총이
윤은 증가하였다. 고유가 시기에는 기업의 진입이 오히려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킨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기업의 진입이 소비자잉여를 감소시켰다기보다는 유가상승으
로 인한 비용증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수요를 감소시켜 소비자잉여를 감소시
킨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저비용항공사의 진입으로 공급량이 증가하였으나 이 효과가
수요의 감소로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고유가 시기에는 진입기업을 제외
한 모든 경우에 후생이 감소하였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저유가 시기에는 진
입의 효과가 예상한 대로 나타났으나, 진입이 유가상승, 금융위기 등과 맞물리면서
전체 후생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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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우리나라 국내항공여객운송시장은 대한항공과

년대와 2000년대의 일련의 항공운송산업의 진입

1988년 이후 진입한 아시아나항공이 과점체제를

규제완화로 인한 국내항공여객운송시장에 진입

유지하며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저

2)
한 저비용항공사1)2)
들을 중심으로 노선별 시장진

비용항공사의 진입과 일련의 진입규제 완화로 국

입과 탈퇴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후생변화 효과를

내항공여객운송시장은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겪

분석하였다.

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완
화 정책에 따른 저비용항공사들의 진입과 퇴출로
인한 후생효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1990

1) 본 원고는 2012년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인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
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2) LCCs : Low Cost Carriers, 저비용항공사는 저가항공사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나 본 연구에서는 저비용항공사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 국내항공운송산업 현황
우리나라 국내항공여객운송시장은 대한항공의

공사와 이의 계열사인 두 개의 저비용항공사, 그

독점구조에서 1988년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진입

리고 한 개의 대기업계열 저비용항공사와 두 개

하면서 과점체제를 유지하며 성장하여 왔다. 2005

의 독립 저비용항공사로 구성되어 있다(<표 1>

년 이후 저비용항공사인 한성항공의 운항을 시작

참조).

으로 국내항공여객운송시장은 산업구조에 큰 변

<표 1> 저비용항공사 현황

화를 겪었다.
항공사

현재 국내항공여객운송시장은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5개의 저비용
항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5개의 저비용항공사
중 진에어는 대한항공이 100% 주식을 보유한 자
회사이며,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과 부산시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하였다.

대형 항공사
대기업
계열사

대형 항공사계열
기타 대기업계열

독립 저비용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대한항공)
에어부산(아시아나항공 등)
제주항공(애경그룹 등)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은 애경그룹을 모기업으로 하는 대기
업계열 저비용항공사이다. 이스타항공과 티웨이
항공은 독립 저비용항공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항공여객운송시장은 두 개의 대형 항

한성항공은 2005년 3월에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2005년 8월 청주~제주 노선에
취항하였다가 2008년 10월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2 0 1 3 0 5

21

저비용항공사 현황과 진입규제완화 효과

상승과 유가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운항을 중단하

저비용항공사들의 시장진입으로 2005년 이후

였다. 이후 2010년 6월 사명을 티웨이항공으로 변

국내선 노선이 증가하면서 저비용항공사의 국내

경하여 그 해 9월 서울~제주에 재취항하였다. 제

선 수송실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2만

주항공은 2005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

명 수준에서 2007년 100만명, 2009년 500만명에

룹이 공동설립하여 같은 해 8월 정기항공운송면

가까운 실적에서 2010년에는 700만명을 넘어섰

허를 획득하였고, 2006년 6월 서울~제주 노선에

고, 2011년에는 868만명을 기록하였다. 2011년 항

처음 취항함으로써 영업을 시작하였다. 진에어는

공사별 국내여객수송 점유율은 대한항공이 37.2%

대한항공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2008년 1월에

로 가장 높고 제주항공 10.8% 등 저비용항공사가

설립되었고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

40% 이상의 국내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고 같은 해 7월 서울~제주 노선에 취항하였다. 에

최근 한국의 항공운송시장은 고속철도의 개통,

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과 부산광역시가 대주주

고속도로 확장 등 육상운송 수단의 확장에 따라

로 2007년 8월에 설립되었고 2008년 10월에 서울

국내선에서의 운송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부산 노선을 운항하기 시작하였다. 이스타항공

1990년대 이후 일련의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 완

은 2007년 설립되어 다음해 8월에 부정기항공운

화에 따른 저비용항공사의 등장으로 항공운송시

송사업등록을 하였다. 2009년 1월에 서울~제주

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기존 항공사의 운송

노선에 첫 취항을 시작하였다.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완화 과정
산업에 대한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데

1991년 항공법 개정에서 국내의 정기항공운임

본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항공운송산업 관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

련 진입규제는 현행 항공법과 그 부속법령에 규

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하의 항공기를 사용하는

정되어 있다. 항공운송산업의 가격규제나 진입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 및 항공기

규제는 1990년대 이후 순차적으로 완화되어 왔고

운송주선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2008년 개정에서 부정기항공등록기준을 상당부

1999년 2월 일부 개정된 주요 내용은“국내항

분 완화하여 항공운송산업의 진입규제는 대부분

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설교통

3)

3) 2007년을 제외한 2000년 이후의 대부분의 개정은 안전에 관한 사항
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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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20일 이상 예고하

월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도록 함으로써 항공 운임 및 요금을 탄력적으로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용할 수 있도록(법 제117조제2항 및 현행 제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133조 삭제)”하였다. 두 번째 개정의 주요 내용

것이었다. 진입규제완화 관련 내용을 보면 부정

은“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취급업을 경

기항공등록기준 중 항공기 좌석 수 제한과 기령

영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제한, 무게기준이 있었는데 이를 모두 폐지하였

면허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을 하도

다. 기존에는 80석 이하, 비행기의 연수가 25년 이

록 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

하라는 기령제한이 있었고, 5~7톤 이상의 비행기

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법 제132조제1항 및

여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으나, 이 개정으로 모두

4)

제137조제1항)” 하였다.

폐지되었다.

1999년 2월 항공법 일부 개정의 후속조치로

2009년 6월 개정 이전까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

1999년 12월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에서 부정기항

와 같이 항공운송사업을 정기와 부정기항공운송

공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이전보다 완화되었다.

으로 나누어 각각의 요건을 정하는 방식이 사용되

우선 법인격이나 경영인력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었다. 그러나 2009년 6월 개정에서 항공운송의 면

고정익항공기와 회전익항공기를 사용하는 사업

허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정기와 부정기를 구별

모두를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하지 않고 단지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으로 나누어

항공기 대수와 능력에 관한 등록요건 중 1993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년 당시‘2대 이상’이라는 요건은 1998년 9월 개

즉 기존의 법령은 제112조 정기운송사업의 경

정에서‘1대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최대이륙

우 면허제, 제132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

중량 15톤 이하라는 요건은 1997년 5월 개정에서

등록제로 정하고 있었는데, 2009년 6월 항공법 일

폐지되었다.

부 개정에서 부정기운송사업에 관한 등록규정을

1999년 12월 개정 이전 부정기항공운송의 면허

삭제하고 제112조에서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

기준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1998년 9월 개정에

운송항공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면허제로 하

서 항공기대수에 관한 요건이‘2대 이상’에서‘1

였기 때문이다.

대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1999년 12월 개정에서

2009년 6월 개정에서는 모두 면허제로 일원화

는 항공기대수가‘1대 이상’이라는 요건에는 변

된 것이다. 이는 기존 등록제였던 부정기 항공운

화가 없었으나‘기령 25년 이하’라는 요건이 추

송의 경우 진입규제가 더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

가되었다.

다.

2008년 5월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은 2007년 12

2009년 6월 개정 시에 좌석수 요건이‘21석 이
상’이었던 것을 2011년 11월 개정에서‘51석 이

4) 항공법,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상’으로 강화하였다(<표 2> 참조).

2 0 1 3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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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항공법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내용
1961.3.7 제정

·「항공법」제정. 그 이전에는 일본항공법을 적용

1962.11.30 개정

· 외국국적을 가진 항공기도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각지 취항
가능

1969.5.19 개정

· 항공기의 등록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

1977.12.31 개정

· 국내항공운송대리점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1987.12.4 개정

·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항공운송주선업·항공기취급업 등의 양도·양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1991.12.14 개정

· 경항공기운송사업 및 국내항공운임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
· 국내의 정기항공운임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일정한 규모 이하의 항공기를 사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
및 항공기운송주선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1993.12.27 개정

· 항공운송관련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주
선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폐지
· 국내선 항공요금의 신고제를 폐지하여 요금을 완전자율화
·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취급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 초경량비행장치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1999.2.5 개정
2007.12.21 개정
(2008.5 하위법령개정)

· 좌석 수 제한, 기령제한, 무게제한 완화

4.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 완화의 효과 분석
(1) 수요추정

자 i의 가격에 대한 수요모수이며, 는 소비자 i
의 상품속성에 대한 수요모수이다. 이는 소비자

본 분석에서는 효용을 제품의 특성이나 개인의

의 이질성을 허용하는 것이며,

는 일반화된 익

사회경제적 특성, 관측되지 않는 제품의 특성, 가

스트림값분포(the generalized extreme value dis-

격 등의 함수로 보고 네스티드 로짓모형(nested

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항공노선을 우선 내륙구간과 제주구간으로 나

소비자 i가 상품 j에 대해 갖는 효용은
이며,

는 관측된 상품 j의 특성,

제주구간은 여행수요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는 소비자 i의 사회경제적 특성, 는 관측되지

내륙구간은 좀 더 사업방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않은 상품 j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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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j의 가격,

는 소비

수 있다. 또 하나의 주요 차이점은 내륙구간의 경

산 업 경 제 분 석

우 KTX가 주요 대체재로서 기능하나, 제주구간

구변수가 필요하다. Berry(1994)를 이용하여 제주

에 대해서는 KTX가 대체재가 되기 어렵다는 것

구간 추정식을 쓰면 다음과 같다. 내륙 간 노선

이다.

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도구변

노선별로 자료입수가 가능한 기간인 2006년 6
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는 기존의 문헌을 따라 BLP유형의 도구변수와
Hausman 패널유형의 도구변수6)를 사용하였다.

소비자 i는 가장 큰 효용을 주는 항공편을 선택하
거나 혹은 아무 항공편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데 이 경우를 아웃사이드재화(outside goods)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하여 그 때의 효용을 0으로 두
었다. 항공편을 선택하는 경우를 g=1이라 하고 아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항공사는 모두 9개로 대

무 항공편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g=0으로 표시

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성항공, 제주항공, 영

하였다. 항공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노선별로

남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

가능하며 이는 인구와 1인당 지역GDP에 비례한

공이다. 연구대상기간은 2006년 6월부터 2010년

다고 가정하였다. 소비자 i가 t기에 특정 노선 r에

10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항공요금

서 j 항공편을 선택한다고 할 때 얻게 되는 간접효

은 8월을 성수기 1, 4, 5, 6, 10월을 준성수기로 보

용 U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아 각각을 더미변수로 구별하였다. 항공기의 크
기는 좌석의 수로 보고, 체항시간, 항공기유형7),
5)

월별 비행횟수, 항공사별로 노선별 월간이용객
수를 사용하였다.8) 1인당 지역국내총생산(Gross

선택에 관련된 노선별 시장점유율 함수는 다음
과 같이 쓸 수 있다.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capita) 자료9)는
출발도시를 기준으로 월간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밖에도 월간 강수량, 평균온도, 강설일수를 제주
여행수요의 계절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2) 공급추정
단,
항공사들이 버트란트 경쟁을 한다고 가정하면,
위 식의 추정을 위해 선형변환을 해야 하고 도
5)  는 소비자의 t기의 노선 r에 대한 항공편 j의 평균효용(mean utility)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Hausman et al.(1994).
7) 터보 프롭인지 아닌지로 구분한다.
8) 각 항공사의 홈페이지
9) 연도별 자료를 월별 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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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기의 노선 r에 대한 기업 j의 이윤함수는 다음 식

또한 이 가격탄력성을 마크업식에 대입하여 한
계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즉, 한계비용을 수준(lev-

과 같이 쓸 수 있다.

el)변수값과 추정치를 가지고 찾고, 한계비용을 구
하고 나면 각 경우의 마크업(p-mc)을 구할 수 있다.
는 t기의 r 노선의 j항공사에서 부과하는 항
공요금이며,

(3) 후생변화 추정

는 항공사 j의 t기에 r 노선에서

의 한계비용, M은 잠재적 시장규모,

는 t기의 j

진입이 일어나기 전과 진입이 일어난 후의 소

사의 시장점유율이다. K는 고정비용을 나타낸다.

비자잉여를 비교하여 순후생변화의 효과를 보면

항공사 j가 위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족시

진입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

켜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다. 생산자잉여의 변화는 진입이 일어나기 전과
진입이 일어난 후의 이윤의 변화를 계산하여 구
할 수 있다. 앞 장의 수요추정치를 가지고 마크업
(p-mc)을 계산하고 여기에 판매량을 곱하여 이윤
을 얻을 수 있다.

각 기업마다 이러한 조건식을 가지므로 시장

연구대상 기간을 저유가 시기와 고유가 시기로

전체에는 J개의 조건이 존재하며 이 경우 내쉬균

분리10)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선 저

형은 이 J개의 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을 풀어

유가 시기에는 진입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의 진입

서 구할 수 있다. 마크업에 대해서 위 식을 정리

이 소비자잉여를 증가시켰으며 생산자잉여는 감

하면 다음과 같다.

소시켰다. 진입기업은 양의 이윤을 얻었으며, 양
의 이윤이 기존 기업에서 감소된 이윤보다 커서
총이윤은 증가하였다.
고유가 시기에는 기업의 진입이 오히여 소비
자잉여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기업의

위 식에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가격

진입이 소비자잉여를 감소시켰다기보다는 유가

탄력성이며 이는 앞에서 추정한 수요추정치를 이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서 수요를 감소시켜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킨 것으
로 추정된다. 즉 진입으로 공급량이 증가하였으
나 이 효과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
10) 항공유 가격이 2,500원을 기준으로 저유가 시기와 고유가 시기를 구
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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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저유가 시기와 고유가 시기의 후생효과 비교

는 수요의 감소에 있고, 이 경우 오히

단위 : 백만원

려 소비자잉여가 감소할 수 있다. 고유
저유가 시기

가 시기에는 진입기업을 제외한 모든

CS

경우에 후생이 감소하였다. 위의 논의
를 종합하여 보면 저유가 시기에는 진

진입

입의 효과가 예상한 대로 나타났으나,
진입이 유가상승, 금융위기 등과 맞물

퇴출

리면서 전체 후생이 현저히 감소하였
음을 알 수 있다.

고유가 시기

PS

CS

PS

기존기업

14,255

-593

-28,443

-3,968

진입기업

5,606

794

2,635

1,019

잔존기업

-7,472

-5,806

-9,341

-856

퇴출기업

-2,756

-601

-1,288

-141

9,633

-6,205

-36,438

-3,946

합계

5. 결론
한국에서의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완화가 상대

사들이 새로운 노선에 취항하던 시기가 유가상

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이유는 작은 시장규

승, 국제금융위기와 맞물려 환경의 영향에서 벗

모, 규제완화 시기의 환경적 요인, 그리고 대형 항

어나기 어려웠던 점을 들 수 있다. 항공유가격은

공사에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출자제한을 두지 않

등락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

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 왔다. 1999년 6월 500원 남짓하던 항공유가

미국의 경우를 분석한 Morrison and Whin-

격이 2000년 8월에 1,000원대를 넘어섰고 2004

ston(1986)의 결과를 보면, 1978년 미국의 항공

년 4월부터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

규제완화가 소비자에게 비용하락과 서비스향상

2,000원대, 그 해 10월에 2,500원대를 넘어섰다.

을 통해 연간 60억 달러의 이익을 주고 항공사들

2008년 1월에 4,000원대를 넘었으나 오히려 금융

의 영업이익을 연간 25억 달러 상승시켰다고 보

위기 시기에는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하락하였다.

고하였다. 미국의 항공운송시장규모는 한국에 비

2012년 6월 현재 항공유가격은 3,100원대를 기록

해 100여배가 넘는다.11) 그러므로 규제완화의 효

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집중된 규제

과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완화조치가 항공유가격 인상이라는 환경적 요인

두 번째 이유로는 규제완화로 인해 신규 항공

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항공사들의 퇴출이 생
겨났다.

11) 여객킬로 기준. 항공정보포털, 미국운송협회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대형 항공사의 저비용항공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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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진입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 항공사는 대한

적 시장이다. 진입규제완화 시 초기의 일정기간

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두 대형 항공사와 이들이

동안은 대형 항공사가 저비용항공사 시장에 진입

출자한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있

하는 것을 제한하였더라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고, 애경그룹 등이 출자한 제주항공, 그리고 이스타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키겠

항공과 티웨이항공의 저비용항공사들이 있다. 그

다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

러나 이 중 대형 항공사 계열인 에어부산과 진에어

을 것이다.

는 초반의 경영실적 부진을 극복해 가고 있으며 대

그러나 국내항공운송시장의 산업구조측면에서

기업계열사인 제주항공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보면 규제완화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측면이 없

그러나 독립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과 티웨

다고 볼 수 있지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

이항공은 경영실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성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두 대형 항공사만 운

이스타항공은 2009년 매출액 443억원에서 2010

항하던 때보다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에서 더 다양

년 1,140억원, 2011년 1,216억원으로 늘어나고 있

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항공은 요

으나 당기순이익은 2009년 157억원 손실, 2010년

금을 인하하지 않고 높은 가격에 고품질의 서비스

55억원 손실, 2011년에는 239억원의 손실을 입었

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독립 저비용

다. 티웨이항공은 2011년 817억원 매출을 올렸으

항공사들은 저품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

나 129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다.12) 이 두 독립 저

하여 규제완화 이전보다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비용항공사의 상황과 비교하여 대형 항공사의 출

폭이 넓어졌다. 이는 규제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로

자사나 대기업계열의 저비용항공사들은 영업실

볼 수 있다.

적이 개선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진에어는 68억
원의 영업이익을 에어부산은 21억원, 제주항공은
139억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항공운항산업은 규제완
화 이전 두 대형 항공사가 존재하던 것에서 현재
는 두 대형 항공사와 그의 자회사가 국내여객운
송시장의 80%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독립 저비용항공사들이 20%미만의 시장점유율
을 가질 뿐이다. 또한 CR4는14) 조금씩 나아지고 있
으나 2011년 기준 79.31%로 여전히 상당한 독점
12) 각 항공사 홈페이지. 항공운송정보포털시스템.
13) 여객 수 기준. 2019~2011년 3개년 평균
14)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이며 여객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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