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카르스텐 슈포어 IATA 집행위원회 신임 의장 선임 
 

 

서울 (2019 년 6 월 2 일) – 국제항공운송협회 (이하 IATA)는 카르스텐 슈포어 (Carsten Spohr) 독일 

루프트한자 그룹 CEO 가 서울에서 열리는 제 75 회 IATA 연차총회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1 년간 IATA 집행위원회 (BoG; Board of Governors) 신임 의장직을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카르스텐 슈포어는 IATA 집행위원회 제 78 대 의장이 된다. 슈포어 신임 의장은 2014 년 5 월부터 

IATA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슈포어 신임 의장은 아크바르 알 바커 (Akbar Al Baker) 카타르 항공 그룹 CEO 의 뒤를 잇는다. 알 

바커 전 의장은 의장직 퇴임 이후에도 위원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카르스텐 슈포어 신임 의장은 “항공 업계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의장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고 

기대가 된다. 보호주의 확산, 높은 세율 및 무역 전쟁을 포함한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지속가능성이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는 

2020 년부터 탄소 배출을 안정화할 주역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2050 년 탄소 순 배출량을 

2005 년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시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은 항공 업계에 있어 중대한 과제다. 항공교통 관리의 비효율성 해소 및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의 상용화를 위한 정책 체계 수립을 위해 정부가 각별히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르스텐 슈포어 신임 의장은 2014 년 5 월 1 일부터 독일 루프트한자 주식회사 이사회 회장직을 

맡으며 전 세계 13 만 5 천 명이 근무하는 루프트한자 그룹 산하 네트워크 항공사 (Network 

Airlines), 유로윙스 (Eurowings) 및 항공 서비스 (Aviation Services)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슈포어 

신임 의장은 독일 카를스루에 대학에서 비지니스 엔지니어링 석사 학위 취득 후 항공 업계에 

첫발을 내딛었고, A320 기종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 IATA 사무총장 겸 CEO 는 “카르스텐 슈포어 신임 IATA 집행위원회 의장과 

함께 일하길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며, 슈포어 신임 의장이 루프트한자 그룹에서 쌓은 

경험이 IATA 회원사를 지속해서 확대하는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지난 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아크바르 알 바커 의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알 바커 회장의 리더십 덕분에 IATA 는 NDC, One ID 계획 및 디지털화 등의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알 바커 회장은 성 다양성을 독려하여 이와 관련한 항공사 및 개인의 노력을 

기리는 IATA 다양성 및 포용성 상 제정을 이끈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IATA 는 2020 년 6 월부터 슈포어 신임 의장의 후임으로 제트블루항공 (JetBlue Airways)의 회장이자 

CEO 인 로빈 헤이에스 (Robin Hayes)가 IATA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9-2020 IATA 집행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Name Job Title Airlines 

Vitaly Saveliev Director General and CEO AEROFLOT 

Calin Rovinescu President and CEO AIR CANADA 

María José Hidalgo Gutiérrez CEO AIR EUROPA 

Benjamin Smith CEO AIR FRANCE/KLM 
(REPRESENTING AIR FRANCE) 

Yuji Hirako President and CEO ALL NIPPON AIRWAYS 

Douglas Parker Chief Executive Officer AMERICAN AIRLINES 

Rupert Hogg Chairman and CEO CATHAY PACIFIC 

Liu Shaoyong Chairman CHINA EASTERN AIRLINES 

Wang Changshun Chairman CHINA SOUTHERN AIRLINES 

Pedro Heilbron CEO COPA AIRLINES 

Ahmed Adel Chairman and CEO EGYPTAIR 

Tewolde GebreMariam CEO ETHIOPIAN AIRLINES 

Donald F. Colleran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FEDEX EXPRESS 

Christine Ourmières-Widener CEO FLYBE 

Luis Gallego Martin CEO IBERIA 

Yuji Akasaka President JAPAN AIRLINES 

Robin Hayes President and CEO JETBLUE AIRWAYS 

Sebastian Mikosz Managing Director and CEO KENYA AIRWAYS 

조원태(Walter Cho) 회장(Chairman and CEO) 대한항공 KOREAN AIR 

Enrique Cueto CEO LATAM 

Carsten Spohr Chairman and CEO LUFTHANSA 

Mohamad El-Hout Chairman/Director General MIDDLE EAST AIRLINES 

Mehmet Tevfik Nane CEO PEGASUS AIRLINES 

Alan Joyce CEO QANTAS 

Akbar Al Baker CEO QATAR AIRWAYS 

Rickard Gustafson President and CEO SAS 

Saleh Nasser Al Jasser Director General SAUDI ARABIAN AIRLINES 

Goh Choon Phong CEO SINGAPORE AIRLINES 

Ajay Singh Chairman and Managing 
Director 

SPICEJET 

Oscar Munoz CEO UNITED AIRLINES 

 

 

### 

 

참고사항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는 현재 290 개 IATA 회원 항공사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세계 항공 교통량의 82%를 책임지고 있다.  

 IATA 공지 사항과 정책, 기타 항공산업 관련 정보는 IATA 공식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iata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twitter.com/iata


 

 

미디어 문의 
 

[IATA] 
Albert Tjoeng / Assistant Director, Corporate Communication AP / tjoenga@iata.org  
 

[국내 홍보 대행사 케첨]  SKR-IATA@ketchum.com   

신혁수 사원 / David Shin, Account Executive / 02-559-9603 

김승윤 사원 / June Kim, Account Executive / 02-559-9627 

김성이 부장 / Sunny Kim, Account Director / 02-55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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