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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ndicators are a factor that affects air cargo volume.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t factors affecting air cargo 
volume by each Chinese cities according to the main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companies related 
to China, airlines, and other stakeholders predict and prepare for the fluctuations in air cargo volume and make optimal decisions. 
To this end, 20 economic data were used, and the entire data was reduced to 5 dimensions through factor analysis to build 
a dataset necessary and evaluated the influencing factors by multi regression. The result shows that Macro-Economic Indicators, 
Production/Service indicators are significant for every cities and Chinese manufacture/Customer indicators, Korean manufacture/Oil 
Price indicators, Trade/Current indicators are significant for each other city. All adjusted R2 values are high enough to explain 
our model and the result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in terms of analyzing the different factors which affects air cargo volume. 
If companies that are currently doing business with China can identify factors affecting China's cargo volume, they can be flexible 
in response to changes in plans such as plans to enter China, production plans and inventory management, and marketing strategies, 
which can be of great help in terms of corporate operations.

Keywords：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actor Analysis, Multi Regression Analysis, Air Cargo Volume, Time Series Data

1. 서  론1)

전 세계적인 무역 활동의 증가와 세계화로 인한 전 세
계 국가들의 경제는 상호 의존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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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최근 COVID 
19와 한중 무역전쟁과 같이 세계적으로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
을 수립하고 예측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과 중국
간 지리적 근접성 및 최근 20년 동안 세계 무역에서 가
장 큰 변화 중 하나인 중국의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부상
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 및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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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 항공 화물 물동량 또한 한국 및 중국 시장의 경
제지표들의 변동에 매우 의존적인 형태를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여러 경제지표들이 항공 화물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2012년 개시된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자
유 무역 협정) 협상 이후 총 14회의 협상을 거쳐 2015년
체결된 한⋅중 FTA 협정문은 중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 
중 가장 폭넓은 내용으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선점하
여 무역 증대 효과 및 경제성장률 증가를 가져왔다[8, 
15]. 또한 한⋅중 FTA가 항공 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물동량 증가 및 인적 교류가 증가하였으며, 
관세 인하로 인한 대중국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관세인하 혜택이 비교적 많은 품목의 항공 운송 수
출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른 대중국 수출입 항공화물 물
동량의 증가로 항공물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항공 물류 시장 또한 확대되었다[9, 14]. 최근 중국과 한
국의 교역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품목 비율이 높아지고 제
품 수명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운송 시간의 지표인 신속
성을 고려한 운송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시장
전략과 경쟁력 증대를 위해 항공 수단을 이용한 운송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물
동량에 대하여 경제 지표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예
측할 수 있다면 여러 상황을 사전 대비하여 그에 따른 적
절한 대책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동량
에 대하여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항공수요 예측, 경제
환경 변화와 항공 여객 수요 간 관계 분석 관련 선행 연
구를 정리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연구 방법, 분석 절차와
변수 선정, 분석 대상 도시 선정 및 특징에 관하여 조사하
였다. 제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을 차원
축소하기 위한 요인 분석 및 다양한 변수들이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활용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2. 선행 연구

항공 화물 물동량의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항공 화물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Jang et al.[6]은 우리나라 항공 화물 물동량 데이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변수소거법(Backward Elimination) 
및 단계선택법(Stepwise Regression)을 통해 도출했으며, 
그에 따라 GNP(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수출
입총액, 환율이 항공 화물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했다. Jin et al.[7]은 항공 화물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을 이용해 회귀분석에서 발생하는 허구적 회귀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여 안정성 있
는 변수를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항공화물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를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수입, 수출입총액, 환율로 도출했다. 국토해양부 및 한국
교통연구원의 항공 수요 예측 분석 연구[12]에서는 항공
수요 예측 방법으로 단기 예측에는 시계열분석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 중/장기
예측에는 회귀분석을 적용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항
공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GDP, 환율, 중국
GDP,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산업생산
지수, 제조업생산지수로 지정했다. Min et al.[11]은 인천
공항발유럽내도착한항공화물의시계열자료를바탕으로 
SARIMA(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을 활용하고 기존의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와 예측 정확성을 비교함으로써 SARIMA
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Kim and Shin[8]은 경제 환경 변
화와 항공 여객 수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항공 여객와
거시경제지수의 유의미한 관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거시
경제지수와 항공 화물과의 관계의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항공 수요를 예측하려는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Heng et al.[4]은 SVM(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베이징발 상하이 물동량
을분석하여 항공 수요를예측하였으며, Suryani et al.[16]는 
Dynamic Simulation을 활용하여 항공 화물 수요를 예측하
고항공터미널의 향후용량계획을수립하였다. Chou et al. 
[2]은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장기적인 항공 수요를
예측하였으며, Chen et al.[1]은 BPN(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일본발 태국 항공 여객 수요와 항
공 화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항
공 여객 수요와 항공 화물 수요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단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했다. 
Pehlivanoglu and Atik[13]는 종속변수인 항공 화물 수요
의 불확실성을 연구하기 위해 퍼지 선형계획법(Fuzzy lin-
ear Regression Forecasting Model; FRFM)으로 항공 화물
수요를 예측하였다.
이상과 같은 항공 화물 물동량 예측 관련 기존 선행연

구에서는 사전 선정된 소수의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던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항공 화물
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20개의 경제 지
표들을 대상으로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및
요인분석을 통해 핵심적인 변수들의 선별 및 차원 축소
를 진행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들 선별된 변
수들이 항공 화물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개 지표는국토해양부및한국교통연구원의항공수요 예
측 분석 연구[12]와 최정길 등[2]의 연구(한-일 항공사업에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Air Cargo Volume Using Time Series Data 17

다우지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장해 중국 항
공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기반하여 선정
하였으며, 상하이지수, 코스피와 같은 주가 지수는 경기
지표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중국 관련 경제 
지표는 중국 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tjsj/)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 모델에서는 한국 중국 간 항공 화물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 20개의 경제 지표를 이용한다. 연구 모델은 두 가
지 과정을 거친다, 첫째, 20개의 시계열 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변수들 간의 상관정도가 높게 분석
되어 데이터분석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었다. 다중회귀분석의 전제 조건인 변수들 간 독립성 검
증을 위해 PCA 및 요인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두 분석
방법 중 PCA는 변수들 간 중요성이 있는 반면 요인분석
은 변수들 간 대등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통
해 차원 축소 후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사용하였
다. 둘째, 축소된 요인들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
해 각 요인들이 도시별 항공화물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설계하였다.

3.1 경제 지표 선정

본 연구는 인천공항과 중국 주요 도시 별 항공 화물
물동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 통계
포털(Airportal)에서 제공한 월별 화물 물동량 시계열 데
이터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는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1년간 인천공항과 중국 주
요 도시 간 항공 화물 물동량의 수를 모두 합한 데이터
자료이다. 또한 중국 데이터 포탈 및 e-나라지표에서 제
공한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1년간의 연
도별, 분기별, 월별 경제지표를 추출하였다. 상기 데이터
들을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화물 물동량의 영향 요
인을 예측하는 데 활용하였다. 
활용한 경제 지표로는 명목 국내 총생산(Korean GDP), 

한국 경제성장률(Korean Rate of Economic Growth), 명목
국민총소득(Korean GNI), 한국경상수지(Korean Current 
Account Balance), 한국 무역수지(Korean Trade Balance), 
코스피지수(KOSPI), 다우존스지수(DOW), 나스닥지수(NAS-
DAQ), 상하이지수(Shangai Index),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Korean CPI), 제조업경기실사지수(Korean BSI), 한국 생산
자물가지수(Korean PPI), 환율(Exchange Rate), 국제 유가

(Oil Price),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Chinese PPI), 중국 소
비자물가지수(Chinese CPI), 중국제조업지수(Chinese Manu-
facturer PMI(Purchasing Management Index)), 중국 서비스
지수(Chinese Service PMI), 중국 GDP(Chinese GDP), 중
국 경제성장률(Chinese Rate of Economic Growth)로 총
20개이다.

3.2 중국 주요 도시 선정 및 특징

항공 통계 포털(airportal)에서 제공하는 인천공항 국제
노선 별 화물 실적 순위표에서 확인한 인천공항-전 세계
도시 별 물동량 순위 중 1~4위 도시인 상하이, 광저우, 
톈진, 베이징(위치는 <Figure 1> 참조)을 선정하였으며
도시 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Map of Chosen 4 Major Cities in China

상하이는 연안 저지대의 지형적 입지 조건과 탄탄한
공업 기반 및 중국 정부의 대외 개방 정책으로 연간 화
물 처리량이 세계 3위에 위치한다. 인천 공항 물동량 실
적 처리 순위에서 19,572톤으로 인천공항 노선 중 2위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 주요 도
시이다. 또한 푸동 공항은 동북아시아의 최대의 허브 공
항이므로 한국이 해외로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푸동 공항을 거칠 확률이 높다.
광저우는 화남 지방 최대의 무역도시이며 광둥성의 행

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중국 제1의 사업 도시로서
인구가 가장 많고,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소비재 판매액 규모가 가장 크다. 중국
내 수출입 규모가 3위이고,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규모는 2위이다. 아시아 금융 허브이자
자유무역항인 홍콩과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
외무역의 유리한 위치한 하남 지방의 최대의 무역도시이
다. 광저우가 속한 광둥성의 경제 규모는 전국 1위이고, 
중국 전체의 70%의 국제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도시
이다. 또한 제조업이 특화된 광저우는 자동차, 석화, IT산
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다른 도시에 비해 교육, 문화, 여가
활동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고 도매 시장이 발달한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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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를 비롯한 국내의 기업(LG 디
스플레이, 포스코 등)이 진출한 지역인 광저우는 IT산업의
발 빠른 시장 대응이 날로 늘어나면서 현지 소비에 대응하
기 위한 항공 운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소비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소비성향이
매우 높다. 리우화, 잔시루 등 전문 도매 시장들이 많은
대표적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광둥성 내에서도 가장 물가
에 예민하다.
톈진은 북방 환발해 지역의 전통적인 경제, 금융의 중

심인 상공업 도시로 공업 생산액이 중국 내 최상위권이
며 전자, 금속 공업, 자동차, 방직 등의 경중공업이 발달
하여 항공 화물 물동량 연간 총액이 40조원에 달하는 전
통적인 경제 금융의 중심의 상공업 도시이다. 또한 광저
우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도시로 또한 전자, 금속 공업, 
석유 화학 공업, 자동차, 방직 등 경/중공업이 발달한 도
시이다. 도시 내에 위치한 다수의 공장들을 가동하기 위
한 석유 수요가 크고 유가 변동에 따라 공장 운영 또한
변동된다. 또한 특수한 경제 정책을 가진 톈진은 대기업
으로부터의 많은 투자를 유치한 지역이다. 
베이징은 탄탄한 배후 경제권과 해외 연계망을 가지고

있어 중국 전체 면적의 약 50%의 배후 경제권 역할을 한
다. 전국적인 물류 유통의 허브를 이루며 베이징을 중심
으로 방사선으로 중국에 걸쳐 도로-철도망이 구축되며 우
수 유통 회사와 베이징 공동 물류 센터가 위치하여 전국
적인 물류 유통 허브의 역할을 하는 주요 도시이다. 베이
징은 중국의 수도로 전국적인 물류 유통의 허브를 이루어
소비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또한 베이징은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서비스업 주도형 경제 구조
가 뚜렷하게 형성된 도시이며,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 확
대, 생활 밀착형 소비자 서비스업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
하는 도시이다. 베이징시는 본래 톈진시와 함께 전통적인
경공업을 대표하는 도시였지만 자동차, IT, 전자, 의약 등
첨단기술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재편되
고 있다. 따라서 공장 운영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
로 변하고 있다. 또한 한-중 FTA와 베이징 공동 물류 센
터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진출을 용이케 하고 2011년 이
후 한국의 베이징시 직접 투자의 비중을 확대시켜 왔다.

3.3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항공 통계는 항공법 및 통계법에 근
거하여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
국항공진흥협회 등 항공 관련 기관에서 작성한 데이터이
며, 이러한 데이터는 항공기 운항 스케줄(정부 인가, 허가
서 등), 항공 교통 관제 자료(비행계획자료, 출 도착 시간
등), 운항 실적 자료(입출항신고서), 항공기 비정상 운항

정보(결항, 지연 등), 항공기 등록 정보, 사고, 준사고 및
항공기 보장 보고서 등의 기초 자료를 통해 생산되었다. 
항공 통계 데이터는 서울지방항공청이 항공사로부터 G/D 
(General Declaration, 입출항보고) 자료를 전송받아 FOIS 
(Flight Operation and Information System, 운항 및 비행정
보 시스템)에 수록하고, 관련 자료를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제공한다. 양 공항공사는 지방항공청
의 FOIS를 통해 G/D를 실시간 인수한 후 검증 및 수정작
업을 거쳐 항공 통계를 생산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생
산된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 통계를 근무일 기준 5일까지
한국공항공사에 제공하고, 양 공항공사는 국내선에 한하
여 월 단위로 최종 검증을 수행한다. 국제선은 양 공항공
사가 각각 점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생산한 자료를
한국공항공사가 취합한다. 양 공항공사는 검증 및 취합이
완료된 자료를 통해 매달 항공 통계를 생산하고, 한국항
공진흥협회 등 항공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공한다[4].

4. 연구 결과

4.1 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주요 도시의 항공 화물 물동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향후 물동량 계획을 세우는
데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주 도시별 항공 화물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를 위해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1년간의 월별
‘주가지수’, ‘경제 지표’, ‘수지’, ‘경기 판단 지표’ 등 총
20개의 경제 요인에 대하여 <Table 1> 및 <Table 2>와 같
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0개의 변수 간 공통성이 낮은
변수와 요인 항목 간 연관성이 있는 요인으로 <Table 3>
과 같이 그룹화하였다.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 간 단위
가 상이함에 따른 추정계수값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
준화하였다. 선정된 5개의 요인은 총 변수 설명력의 85%
를 설명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수라고 판단되며, 측정
문항을 절댓값 0.6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
출하였다. 첫 번째 요인(RC1)인 ‘거시경제 지수’는 8개의
측정 문항으로 추출되었고, 이의 설명력은 34.0%로 나타
났다. 두 번째 요인(RC2)인 ‘중국 생산자/소비자 지수’는
5개의 측정 문항으로 추출되었고 이의 설명력은 16.0%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RC3)인 ‘중국 제조/서비스 지수’는
3개의 측정 문항으로 추출되었고, 이의 설명력은 15.0%
로 나타났다. 네 번째 요인(RC4)인 ‘생산자/유가 지수’는
3개의 측정 문항으로 추출되었고, 이의 설명력은 12.0%로 
나타났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RC5)인 ‘무역 경상 지수’
는 2개의 측정 문항으로 추출되었고, 9.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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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Factor Analysis

RC1 RC2 RC3 RC4 RC5

DOW 0.95 -0.02 -0.19 0.12 0.05
NASDAQ 0.94 -0.03 -0.18 0.19 0.07

GDP 0.93 0.02 -0.21 0.16 0.23
Korean GNI 0.93 0.02 -0.22 0.14 0.23
Korean CPI 0.91 0.02 -0.33 0.01 0.17

KOSPI 0.85 0.33 -0.05 -0.05 0.03
Chinese GDP 0.6 0.02 0.01 -0.07 0.46

Chinese Rate of 
Economic Growth -0.62 0.63 0.37 -0.08 -0.17

Korean Rate of 
Economic Growth -0.16 0.82 0.31 0.05 0.1

Chinese CPI 0.06 0.79 -0.21 -0.37 -0.14
Chinese PPI 0.25 0.75 0.14 0.04 -0.3

Exchange Rate -0.26 -0.68 -0.32 0.17 -0.07
Chinese Service PMI -0.27 0.09 0.91 0.14 -0.11
Chinese Manufacturer

PMI -0.24 0.2 0.9 0.11 -0.15

Korean BSI -0.35 0.39 0.71 -0.15 0.1
Oil Price -0.29 0.28 0.24 -0.82 -0.16

Shanghai Index 0.33 0.11 0.13 0.79 0.02
PPI 0.35 0.29 -0.21 -0.79 -0.11

Korean Current 
Account Balance 0.28 -0.19 -0.25 0.09 0.83

Korean Trade Balance 0.32 -0.02 0.09 0.46 0.66

<Table 2> Results of Factors Analysis

Component Total Variance(%) Cumulative(%)

RC1 7.21 34 34
RC2 3.36 16 50
RC3 3.16 15 65
RC4 2.39 11 77
RC5 1.67 8 85

<Table 3> Definition of Main Factors

RC1
(Macroeconomic Index)

DOW, NASDAQ, Korean GDP, Korean 
GNI, Korean CPI, KOSPI, Chinese GDP,  

Chinese Rate of Economic Growth
RC2

(China Producer/
Consumer Index)

Chinese Rate of Economic Growth, 
Korean Rate of Economic Growth, 

Chinese CPI, Chinese PPI, Exchange Rate
RC3

(China Manufacturing/
Service index)

Chinese Service PMI, Chinese 
Manufacturer PMI, Korean BSI

RC4
(Producer/Oil Index)

Oil Price, Shanghai Index, Korean PPI

RC5
(Trade Current Index)

Korean Current Account Balance, 
Korean Trade Balance

4.2 다중회귀분석 결과

4.1절에서 추출된 요인들이 인천과 중국 4대 도시(상
하이, 광저우, 텐진, 베이징) 간 항공 화물 물동량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후진제거
법(backward elimination)을 적용하여 유의하지 않은 요인
들을 제거하였다.

4.2.1 인천-상하이
인천-상하이 간 항공 화물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Table 5> 및 <Table 6>과
같으며, RC1(거시경제 지수), RC3(중국 제조/서비스 지

수), RC4(생산자/유가 지수)가 화물 물동량에 미치는 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거시경제 지수, 중
국 제조/서비스 지수, 생산자/유가 지수가 상승함에 따

라 인천-상하이 간 항공 화물 물동량이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수정 결정계수(adjusted R2) 값이 51.20%로
모형의 설명력이 타 모델 데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5> Results of Multi Regression Analysi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 |t|)

(Intercept) 4.784e-16 0.0608 0 1

RC1 0.107 0.014  7.758*** 2.37e-12

RC3 0.254 0.024 10.695*** < 2e-16

RC4 0.076 0.024 3.173** 0.002

<Table 6> Summary of Multi Regression Analysis

Residual 
standard error

R
2

Adjusted R
2

F-statistic P-value

0.6986 0.5231 0.5120 46.81 < 2.2e-16

4.2.2 인천-광저우
인천-광저우 간 항공 화물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Table 7> 및 <Table 8>과 같으
며, RC1(거시경제 지수), RC2(중국 생산자/소비자 지수), 
RC3(중국 제조/서비스 지수), RC5(무역 경상 지수)가 항
공 화물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수정 결정계수 값이 76.67%로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우수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거시경
제 지수, 중국 생산자/소비자 지수, 중국 제조/서비스 지
수, 무역 경상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인천-광저우 간 항
공화물 물동량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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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s of Multi Regression Analysi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20e-16 0.0421 0 1
RC1 0.2150 0.0155 13.884*** < 2e-16
RC2 -0.0716 0.0198 -3.624*** 0.0004
RC3 0.2210 0.0235 9.407*** 2.86e-16
RC5 -0.1030 0.0347 -2.959** 0.036

<Table 8> Summary of Multi Regression Analysis

Residual 
standard error

R
2

Adjusted R
2

F-statistic P-value

0.4831 0.7738 0.7667 108.60 < 2.2e-16

4.2.3 인천-텐진

인천-텐진 간 항공 화물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Table 9> 및 <Table 10>과 같으며, 
RC1(거시경제 지수), RC3(중국 제조/서비스 지수), RC4
(생산자/유가 지수), RC5(무역/경상 지수)가 화물 물동량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결정계
수 값이 39.88%로 설명력이 타 모델 데비 상대적으로 낮
으며, 본 모델에서 반영되지 않은 외생 변수가 인천-텐진
간 항공 화물 물동량에 타 모델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거시경제 지수, 
중국 제조/서비스 지수, 생산자/유가 지수, 무역/경상 지수
가 상승함에 따라 인천-텐진 간 항공 화물 물동량이 증가
함을 확인하였다.

<Table 9> Results of Multi Regression Analysi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2.954e-16 0.06790 0 1
RC1 -0.05371 0.01803 -2.978** 0.00347
RC3 0.1413 0.02692 5.249*** 6.23e-07
RC4 -0.2179 0.03235 -6.734*** 5.12e-10
RC5 0.4305 0.05461 7.883*** 1.26e-12

<Table 10> Summary of Multi Regression Analysis

Residual 
standard error

R2 Adjusted R2 F-statistic P-value

0.7754 0.4171 0.3988 22.72 3.57e-14

4.2.4 인천-베이징
인천-베이징 간 항공 화물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

정한 결과 RC1(거시경제 지수), RC3(중국 제조/서비스 지
수), RC4(생산자/유가 지수), RC5(무역/경상 지수)가 화물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결
정계수 값이 74.57%로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우수한 편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 지수, 중국 제조/서비스
지수, 생산자/유가 지수, 무역/경상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인천-베이징 간 항공화물 물동량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Table 11> Results of Multi Regression Analysi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737e-16 0.0439 0 1
RC1 -0.045 0.0117 -3.826*** 0.0002
RC3 0.1031 0.0175 5.888*** 3.28e-08
RC4 0.0825 0.0210 3.922*** 0.0001
RC5 -0.1311 0.0355 -3.691*** 0.0003

<Table 12> Summary of Multi Regression Analysis

Residual 
standard error

R
2

Adjusted R
2

F-statistic P-value

0.5043 0.7534 0.7457 97.01 < 2.2e-16

4.4 인천과 중국 주요 도시 간 항공 화물 물동량 

차이 분석

<Table 13>은 중국 주요 도시 별 공업, 상업, 서비스
업, 운송업 지수(2009년부터 2019년)를, <Table 14>는 도
시 별 업종 비율을 나타내며, 각 도시 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Table 13> Index of Industrial, Commercial, Service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by Major Chinese 

Cities (2009 to 2019)

Shanghai Guangzhou Tianjin Beijing

Industrial 17% 23% 92% 17%
Commercial 8% 22% 5% 74%

Service 26% 26% 2% 8%
Transportation 49% 30% 1% 1%

<Figure 2> Percentage of Industries by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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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는 동북아시아 허브역할을 하는 도시로, 운송업
과 상업은 수익의 각각 49% 26%를 차지하며 고르게 발
달되어 있다. 베이징은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도
시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으로 인한 수익이 74%로 큰 비중
을 차지한다. 톈진은 대표적인 경, 중공업 도시로 수입의
92%가 공업에 의해 수익이 창출된다. 광저우는 서비스업, 
공업, 상업이 고르게 수익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RC1(거시경제 지수)와 RC3(중국 제조/서비스 지수)의
경우 모든 도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광저
우, 톈진, 베이징은 모두 중국 내 중요한 경제적 거점인
동시에 직할시이기 때문에 항공 물동량에 대해서 거시 경
제 지표들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상하이는
중,경공업 제조가 특화되어 있고, 광저우는 자동차, IT 제
조, 톈진은 석유화학공업, 베이징은 첨단 기술 제조업이
발달되어 각 도시마다 제조/서비스가 특화된 산업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도시가 중국 제조/서비스 지수 와 유
의하게 나타났다.

RC2(중국 생산자/소비자 지수)는 광저우만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광저우는 중국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전자 상거래의 비율이 높고 다른 도시에 비해 안
정적인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물가에 가장 예민
한 곳이기 때문에 중국 생산자/소비자 지수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RC4(생산자/유가 지수)는 광저우를 제외한 세 도시의
물동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
징과 톈진은 전통적인 경중공업을 대표하는 도시이이며, 
도시 내 위치한 다수의 공장들을 가동하기 위해 많은 석
유를 소요하기 때문에 유가변동에 따라 공장 운영도 변
동되므로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율이 변동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RC5(무역경상 지수)는 상하이를 제외한 세 도시의 물
동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
하이 항공 물동량은 광저우, 톈진, 베이징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시간에 따른 변동 폭이 적어 안정
적이므로 한국의 무역경상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인천-중국 주요 도시 별 항공 화물 물동량
에 영향을 주는 20가지 변수를 요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5가지 차원의 독립 변수로 표현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모델을 통해 항공 화물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
별 영향력이 큰 변수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넓은 면적의

국토를 보유한 중국은 도시마다 뚜렷한 특징이 존재하고
주요 산업이 다양하므로 도시별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
하므로 본 연구는 한중 노선을 운영하는 도시 기준의 분
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선행 연구는 항공 화물 물
동량을 예측하는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많은
수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
성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과 관련된 기업, 항
공사 등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 결정을 위한 가장 객
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로 참고될 수 있다. 또한 도시 입
장에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의한 요인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높여야 하며 역으로 유의하지 않은 요인들
의 우선순위를 낮추어야 한다. 현재/향후 중국과 비즈니
스를 영위/고려중인 기업에서 중국의 화물 물동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향후 중국 진출
계획, 생산 계획 및 재고 관리, 마케팅 전략 등의 계획을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기업 운영 측
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부 모델의 경우 모델의 설명력이 낮은 한

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더 찾아내거나 혹은 변동
성을 늘리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
제지표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국내 총생산(Korean 
GDP, Chinese GDP), 경제 성장률(Korean Rate of Econo-
mic Growth), 국민 총소득(Korean GNI),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Korean BSI) 4개의 월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었
던 관계로 동일 분기에 속하는 월들의 데이터는 모두 동
일하다는 가정 하에 변환하였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특
수한 외부 영향 없이 보편적으로 화물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량적인 경제 지표만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THAAD 배치, 한중 FTA, CO- 
VID 19 등의 일회성/특수 사건들을 반영하는 경우 인천
과 중국 주요 도시 간 화물 물동량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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