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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ATA 항공사 재무 현황(1월~2월)24)
l 최근에 발표한 2017. 4분기 전 세계 항공사들의 재무성과에 따르면, 항공사들의

영업이익(EBIT) 마진율은 8.6%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
l 2018. 2월 초에는 글로벌 증권시장이 큰 하락세를 보였으나, 하순에는 아태 항공사들이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글로벌 항공사 주가가 회복
l 최근 여객 수익률은 횡보 추세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 성장 및 투자 증가세를

배경으로 2018년 여객 수익률은 소폭 상승할 전망
l 2018. 2월 유가는 금융 시장의 변동성 및 미국의 원유 증산을 배경으로 다시 하락

했으나, 브렌트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6% 높은 수준 기록
l 설날 등 일시적인 요인이 여객 운송 성장을 견인했으며, 여객 운송량 및 화물 운송량의

증가 추세는 201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l 강력한 글로벌 교역 상황이 프리미엄 여객 수요를 지지한 가운데, 2017년 한 해

동안 국제선 여객 수익 중에서 프리미엄 여객 수익의 비중은 27.2%로 전년
(25.9%)보다 확대됨

가. 항공사 주가
l 2018. 2월 글로벌 항공사 주가 지수는 1.8% 하락
- 2월 첫 일주일 동안 글로벌 항공사 주가지수는 약 8% 하락했으나, 2월 말이 되면서
하락률은 1.8% 수준으로 완화
- 한편 글로벌 주가지수는 4.3% 하락하며 항공사 주가지수보다 더욱 제한적인 회복률을 기록
- 강력한 화물 실적을 배경으로 아태 항공사들 주가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항공사 주가지수의 빠른 회복을 견인
- 그러나, 유럽 및 북미 항공사들 주가는 각각 4.3%, 2.9%씩 하락

24) IATA, “AIRLINES FINANCIAL MONITOR”, http://www.iata.org/publications/economics/Reports
/afm/Airlines-Financial-Monitor-Feb-18.pdf (Accessed Feb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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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ATA/Thomson Reuters Datastream

[그림 Ⅲ-1] 지역별 항공사 주가 인덱스

나. 항공사 재무성과
l 전 세계 44개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 4분기의 항공사 재무성과 분석에

따르면, 항공사들의 영업이익(EBIT) 마진율은 8.6%로, 전년 동기(8.9%)와 거의 동
일한 수준을 기록
- 2017년 상반기에 약세 보였던 항공업계의 수익성이 하반기에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
- 북미 및 유럽 항공사들의 EBIT 마진율은 소폭 하락 했으나, 아태 및 남미 항공사들의
상승세가 이를 상쇄

l 한편 32개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2017. 4분기 매출에서 잉여현금흐름의

비율은 -3.3%로 2016. 4분기(-5.9%)보다는 개선(계절적 영향으로 매해 마지막
분기의 잉여현금흐름 비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추세)
- 이는 2017. 4분기 매출에서 순현금흐름 비율(11.3%)이 전년 동기(6.5%)보다 상승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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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지역별 항공사 4분기 재무성과
(단위: %, 백만달러)

’16. 4분기

’17. 4분기

표본
항공사 수

지 역

14

북 미

10.7

1,968

10.3

5,353

17

아･태

9.3

1,608

9.4

1,843

8

유 럽

4.6

1,071

3.8

-601

2

남 미

8.5

109

10.1

125

3

기 타

-4.7

0

1.8

7

44

표본 계

8.9

4,756

8.6

6,727

영업이익률

세후순익

영업이익률

세후순익

자료: The Airline Analyst, IATA

다. 유가
l 2018. 2월 브렌트유 가격은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약 16% 높은 수준 기록
-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유가가 하락했으며,
2월 말 현재 브렌트유 가격은 2월 초 대비 5% 하락
- 그러나 OPEC이 이끄는 원유 감산 합의 및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유가는 2014년 말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6% 높은 수준

l 공급 측면에서 유가는 OPEC 및 전통적인 원유 생산국의 감산과 미국 셰일

오일 생산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움직일 것으로 예상
l 향후 수년 동안 유가는 현 수준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2020년 초까지 1배럴 당

약 58달러 선으로 이동할 전망

자료: Platts, Thomson Reuters Datastream

[그림 Ⅲ-2] 제트유와 원유 배럴당 가격변동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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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익률 및 프리미엄 매출
l 항공사 여객 수익률은 2018년에 소폭 상승할 전망
- 글로벌 경제상황 개선으로 인한 강력한 수요와 더불어 인건비, 연료비와 같은 주요
비용들에 대한 상승 압력 등을 배경으로 장기간 지속되어온 여객 수익률 하락세가
중단된 상황
- 강력한 글로벌 경제 상황 및 투입 비용 상승을 배경으로 여객 수익률은 2018년에
상승할 것으로 기대

항공사 수익률 추이

프리미엄 여객 성장률

자료: IATA, Thomson Reuters Datastream

[그림 Ⅲ-3] 항공사 수익률 추이 및 프리미엄 여객 성장률

l 2017년 전체 승객들 가운데 프리미엄 O/D 여객의 비중은 5.3%로, 전년(5.2%)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
- 경제 상황 개선 및 양호한 글로벌 교역 상황이 아시아를 포함한 일부 주요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교역량을 지지
- 반면 여행 금지 및 걸프 지역의 긴축 예산 영향으로 유럽과 중동 사이의 프리미엄 여객
수요는 다른 노선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음
-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전체 국제선에서 프리미엄 매출의 비중은 약 27.2%로 전년 동기
(25.9%)에 비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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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요
l 2018. 1월 RPK 성장률은 설날 등 일시적인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46개월래 최저

수준인 4.6%를 기록
- 글로벌 경제 상황 호조세를 배경으로 2018년에 강력한 모멘텀을 제시

l 2018. 1월 글로벌 화물 운송량은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
- 계절 요인을 제거한 화물 운송량 증가세는 지난 6개월 동안 둔화됐으나, 이월 효과가 글로벌
화물 수송량을 지지

글로벌 여객 및 화물 규모

여객탑승률 및 화물탑재율 추이

자료: IATA

[그림 Ⅲ-4] 글로벌 여객･화물 규모 및 탑승･탑재율 추이

바. 여객 탑승률 및 화물 탑재율
l 2018. 1월 여객 탑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p 낮은 수준을 기록
- 그러나, 계절 요인을 제거한 여객 탑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항공사 재무성과에 기여

l 2018. 1월 화물 탑재율은 전년 동월 대비 1.5%p 상승
- 계절 요인을 제거한 화물 탑재율은 지난 9개월래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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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급력
l 2018. 1월 ASK 성장률은 전년 동월 대비 5.3%를 기록
- 최근 공급력은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증가세를 제시
- AFTK 성장률은 전년 동월 대비 4.2%를 기록했으며, 계절 요인을 제거한 AFTK 및
FTK 성장률도 유사한 속도로 상승세를 제시

l 2018. 1월 글로벌 항공사 유효좌석 수는 전월 대비 0.3% 증가
- 항공사 유효좌석 성장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

l 2018. 1월 항공기 인도대수는 73대로 전년 동월(79대)보다 감소
- 예상했던 대로 2018년 1월 항공기 인도대수는 2017년 연말 대비 급격히 감소
- 서비스를 중단한 항공기수는 127대를 기록했고, 서비스를 재개한 항공기수는 103대로 집계

전체 여객 및 화물 공급력
자료: Ascend / IATA

[그림 Ⅲ-5] 항공사 공급력 및 기단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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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네다 공항, 아시아지역 여객교통량 1위 전망25)
2.1 총괄
l CAPA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는 여객교통량을 기준으로 도쿄 하네다 공항이

베이징 캐피탈 공항을 제치고 아시아 지역 최대 공항의 자리를 되찾을 전망
l 하네다 공항은 2009년에 베이징 캐피탈 공항에 아시아 지역 1위 공항의 자리를

빼앗겼으나, 새롭게 개장하는 베이징 다싱(Daxing) 공항으로 베이징 캐피탈의
교통량이 이전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하네다 공항이 아시아 공항들 중 1위의
자리를 탈환할 가능성 농후
l 2020년 도쿄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2020년까지 하네다 공항에는 하루 평균

53개의 국제선 왕복 노선이 추가될 예정
l 현재 하네다 공항의 국내선 및 국제선 교역량은 증가세 기록하고 있는데, 공항은

→

2020년까지 39,000회의 국제선 슬롯(slot)을 추가할 예정(447,000 486,000회)
l 하네다 공항의 슬롯 확대는 현재 제2터미널을 사용 중인 ANA항공과 합작벤처(JV)

파트너인 루프트한자와 유나이티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l 한편 일본은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새로운 국제선 항공편의 효율적인 시간 배치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 중

2.2 하네다 공항의 여객교통량
l 도쿄 하네다 공항의 여객교통량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5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 하네다 공항은 2008년까지 여객성장률 1위 공항이었으나, 베이징 캐피탈 공항의 성장과
더불어 2008년부터 시작된 하네다 공항의 부진을 배경으로 2009년부터 베이징 캐피탈에
아시아 지역 선두 공항의 자리를 빼앗김

l 2009년 이후 베이징 캐피탈 공항과 하네다 공항의 격차는 더욱 벌어짐
- 2011년 베이징 캐피탈 공항의 여객교통량이 하네다 공항의 여객교통량을 26% 상회
- 2017년 하네다의 여객교통량은 8,50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여객
교통량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베이징 캐피탈 공항보다 1,008만 명(베이징 캐피탈의
여객교통량 9,580만 명)이 적은 수준
25) CAPA, “Tokyo Haneda Airport to become Asia‘s #1, overtaking Beijing Capital, as international gorw
s”, https://centreforaviation.com/insights/analysis/tokyo-haneda-airport-to-become-asias-1-overtaki
ng-beijing-capital-as-international-grows-4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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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럼에도 2017년 하네다는 아시아 지역 공항들 가운데 여객교통량을 기준으로 2위를

유지했으며, 홍콩공항이 7,29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며 3위를 기록

자료: CAPA-Centre for Aviation and airports

[그림 Ⅲ-6] 베이징 캐피탈과 도쿄 하네다 공항의 연간 여객교통량 변화(2004년-2017년)

l 2017년 하네다 공항의 여객교통량은 7.4% 증가하며, 10년래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고 특히 국제선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짐
- 국제선 여객교통량이 11.3% 증가하면서 국내선(4.8%)보다 빠르게 증가
- 하네다 공항의 국제선 여객이 전체 여객의 20%를 차지하면서, 2010년(6%)보다 크게 확대됨

자료: CAPA – Centre for Aviation and airport

[그림 Ⅲ-7] 도쿄 하네다 공항 국내선/국제선 점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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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0년 전망
l 2020년 도쿄 하네다 공항의 승객 수가 약 800만 명 증가하며 아시아지역 공항들

가운데 여객교통량을 기준으로 1위 자리를 탈환할 전망
- 2019년에 베이징 다싱 공항이 개장하면 베이징 캐피탈 공항의 용량 중 상당부분이
신 공항으로 이전돼 캐피탈 공항의 여객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l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본은 하네다 공항의 항공기 슬롯을 확대할 예정
-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약 4,000만 명의 방일 관광객 수 달성을 목표로 설정
- 2017년 일본에 방문한 방문객은 2,870만 명으로, 전년(2,400만 명)보다 증가하며 빠른
성장률을 기록 중

자료: CAPA – Centre for Aviation and airport

[그림 Ⅲ-8] 일본 연간 방일 관광객 수 추이(2008-2018)

l 일본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0년 하네다 공항의 슬롯은 연간 48만 6,000회로

현재(44만 7,000회)보다 3만 9,000회가 추가될 전망
- 추가되는 슬롯은 모두 국제선에 사용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2020년 하네다의 국제선
슬롯은 현재의 약 9만 회에서 총 12만 9,000회로 증가
- 한편 슬롯 확대에 따라 필요한 추가 게이트는 2020년 3월부터 이용 가능할 전망
- 만약 추가된 모든 슬롯을 좌석수 200석의 여객기를 통해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하네
다는 슬롯 추가를 통해 약 780만 명의 승객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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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터미널 운영 계획
l 하네다 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은 터미널 확장에 제약이 있는 만큼 국제선 슬롯 추가를

위해 기존 국내선 터미널인 제2터미널에서도 국제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l 하네다의 제2터미널 게이트 가운데 7개 게이트(전체의 약 1/3)에서 국제선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며, 이 중 2개 게이트는 국제선 전용으로만 사용될 전망
l 이를 위해 하네다는 제2터미널 증축과 더불어 공항 내 국내선/국제선 간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계획
l 한편 이러한 변화는 제2터미널을 베이스로 삼고 있는 ANA와 ANA의 합작벤처

항공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
l 한편 하네다 공항은 도쿄의 다른 공항인 나리타 공항보다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고, 더 큰 국내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네다 공항의 국제선
서비스 확대는 일본 국내 여행객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자료: Haneda

[그림 Ⅲ-9] 도쿄 공항들의 국내선/국제선 이동시간(분)

2.5 공항 발전 전략과 정책적 조화
l 베이징, 서울, 그리고 도쿄는 아시아-북미, 아시아-유럽시장과 같은 대형시장을 연결

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
l 이 가운데 일본은 베이징과 서울에 대항해 더욱 효율적이고 유리한 항공편을 편성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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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ATA 주간 경제 차트 분석(2월)
3.1 2017년 화물 및 여객 시장 실적 분석26)
l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17년 지역별 글로벌 항공화물 및 여객 시장의 실적을

분석해 발표
l 아태지역 항공사들은 전 세계 여객수송량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지역들 가운데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 아태지역 항공사들의 RPK는 1990년대 초반 1/5 수준에서 뚜렷하게 상승
- 유럽 항공사들의 국제선 여객수송량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 아시아지역의 국내선 시장이 아시아지역 항공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

l 장기간 지속된 북미지역 항공사들의 여객 및 화물 수송량 하락세는 2017년에도 지속
- 이는 항공 산업의 중심이 이미 아시아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

l 2017년 중동지역의 여객 및 화물 수송량 시장점유율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하락
l 아프리카 항공사들의 화물수송량 시장점유율은 아시아지역 교역량 증가를 배경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아프리카 항공사들의 상승세가 현 수준과 같이 지속된다면, 2020년까지 남미 항공사
들의 화물수송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자료: IATA, SRS Analyzer

[그림 Ⅲ-10] 지역별 글로벌 RPK 및 FTK 시장점유율
26) IATA, “THE CHANGING FACE OF GLOBAL AVIATION”, http://www.iata.org/publications/economics/R
eports/chart-of-the-week/chart-of-the-week-02-Feb-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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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올림픽 시즌 여객 수송량 분석27)
l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올림픽 시즌 여객수송량 변화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올림픽 시즌에는 개최국의 여객수송량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스포츠 경기가 경제
및 관광 활동 등 여객 수송량에 순수하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l 2010년 벤쿠버 올림픽과 2014년 소치 올림픽 기간 동안 각 도시의 여객 수는 전월

대비 각각 165만 명, 225만 명씩 증가
- 소치 올림픽의 경우 도시 개발을 배경으로 교역량이 증가하며 여객수송량이 전월 대비
약 두 배 증가
- 평균 여객수송량이 소치보다 훨씬 높은 벤쿠버의 올림픽 시즌 기간 동안의 여객수송량
증가세는 유가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년 전 수준으로 회복

l 한편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여객성장률은 지난 두 번의 동계 올림픽 시즌 수준의

여객성장률을 기록하지는 못함
l 2015년 중반에 발생한 중동 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사태, 지정학적인 정치적 긴장감,

그리고 2017년에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한 외교 관계
냉각 등이 한국의 여객수송량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
- 2018년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더불어 국내선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및 베트남과의
교역량 증가를 배경으로 한국의 여객수송량이 증가할 전망

자료: IATA

[그림 Ⅲ-11] 올림픽 개최국들의 여객수송량 변화 추이
27) IATA, “ WILL WE SEE AN OLYMPIC BOOST IN KOREAN AIR PASSENGER TRAFFIC? ”, http://www.ia
ta.org/publications/economics/Reports/chart-of-the-week/chart-of-the-week-09-Feb-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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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7년 화물수송 성장률과 글로벌 교역 성장률 비교28)
l 글로벌 교역 및 경제활동 증가를 배경으로 2017년 전 세계 FTK 성장률은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인 9%를 기록
l 같은 기간 글로벌 교역 성장률도 크게 상승하긴 했으나, 2017년은 특히나 항공화물

수송이 글로벌 교역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 한 해였음
l 2017년 FTK 성장률이 글로벌 교역 성장률 보다 약 5%p 높은 수치 기록
- 일반적으로 경제순환 사이클이 호조를 보이면 제조업체와 소매업자들은 재고를 축적
하는데, 최근의 재고축적 사이클의 추세는 FTK 성장률과 글로벌 교역 성장률 차이의
절반인 약 2.5%p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
- 그 외 이커머스, 제약 산업의 성장세 등과 같은 나머지 요소들이 FTK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자료: IATA Economics
주 : ‘+’ 영역을 기록한 해는 FTK 성장률이 교역 성장률을 상회했음을 의미

[그림 Ⅲ-12] FTK 성장률과 글로벌 교역의 성장률 차이

28) IATA, “ AIR FREIGHT PLAYS A KEY ROLE FOR SHIPPERS AND VALENTINES ALIKE ”, http://w
ww.iata.org/publications/economics/Reports/chart-of-the-week/chart-of-the-week-16-Feb-2
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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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송수단별 안전성 비교29)
l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17년 수송수단별 안전성(승객 사망률)을 조사
l 그 결과 세계 및 지역적 수준에서 항공 수송 부문의 모든 항공안전 관련 수치들이

향상되었고, 2005년 이후 가장 안전한 해를 기록
- 항공업계는 2017년 총 4,180만 편의 운항을 통해 약 41억 명의 승객을 수송했고,
제트기 부문에서 승객 사망 사고는 0건을 기록
- IATA에 소속된 회원 항공사들 역시 제트기와 터보프롭 항공기 운항 중 승객 사망 사고
및 기체 파손 사고가 0건을 기록

l 노스웨스턴대학교가 조사한 2000년~2009년 기간 동안 미국의 수송수단별 승객

사망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항공 부문의 승객 사망률은 10억 여객 마일 당 0.07%로
여러 수송 수단들 중 가장 안전한 것으로 분석
- 오토바이 이용 시 사망률은 10억 여객 마일 당 213%로 항공 수송의 약 3,000배,
자동차 이용자의 사망률은 7.3%로 항공 수송 사망률의 약 100배를 기록

l 2018년에 여객 수요가 6% 증가하고, 향후 20년간 여객수송량은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은 여전히 항공업계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

자료: Savage 2013

[그림 Ⅲ-13] 수송수단별 승객 사망률 비교
29) IATA, “ FLYING IS BY FAR THE SAFEST FORM OF TRANSPORT”, http://www.iata.org/publication
s/economics/Reports/chart-of-the-week/chart-of-the-week-23-feb-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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