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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여객실적 분석

 여객실적 종합 (국내+국제)
(단위: 명)

구 분 1월2주
(1.10∼16)

1월 3주
(1.17∼23)

1월 4주
(1.24∼30)

1월 5주
(1.31∼2.6)

2월 1주
(2.7∼13)

2월 2주
(2.14∼20)

국
내

2021 301,684 366,236 411,005 455,524 570,992 601,017

2020 648,037 619,564 604,059 378,526 350,944 451,518

2019 583,461 593,670 573,706 602,300 597,075 615,697

’21/’20 증감 -53.4% -40.9% -32.0% 20.3% 62.7% 33.1%

’21/’19 증감 -48.3% -38.3% -28.4% -24.4% -4.4% -2.4%

’20/’19 증감 11.1% 4.4% 5.3% -37.2% -41.2% -26.7%

국
제

2021 52,708 47,601 42,260 39,694 35,583 42,756

2020 1,848,244 1,851,188 1,670,416 1,351,816 1,051,179 890,860

2019 1,821,859 1,887,402 1,861,692 1,825,438 1,838,295 1,852,449

’21/’20 증감 -97.1% -97.4% -97.5% -97.1% -96.6% -95.2%

’21/’19 증감 -97.1% -97.5% -97.7% -97.8% -98.1% -97.7%

’20/’19 증감 1.4% -1.9% -10.3% -25.9% -42.8% -51.9%

합
계

2021 354,392 413,837 453,265 495,218 606,575 643,773

2020 2,496,281 2,470,752 2,274,475 1,730,342 1,402,123 1,342,378

2019 2,405,320 2,481,072 2,435,398 2,427,738 2,435,370 2,468,146

’21/’20 증감 -85.8% -83.3% -80.1% -71.4% -56.7% -52.0%

’21/’19 증감 -85.3% -83.3% -81.4% -79.6% -75.1% -73.9%

’20/’19 증감 3.8% -0.4% -6.6% -28.7% -42.4% -45.6%

* 국내선 출발, 국제선 왕복, 유임+환승여객 기준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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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객 

□ 국내여객 실적
(단위: 명)

구 분 1월2주
(1.10∼16)

1월 3주
(1.17∼23)

1월 4주
(1.24∼30)

1월 5주
(1.31∼2.6)

2월 1주
(2.7∼13)

2월 2주
(2.14∼20)

2021 301,684 366,236 411,005 455,524 570,992 601,017

2020 648,037 619,564 604,059 378,526 350,944 451,518

2019 583,461 593,670 573,706 602,300 597,075 615,697

’21/’20 증감 -53.4% -40.9% -32.0% 20.3% 62.7% 33.1%

’21/’19 증감 -48.3% -38.3% -28.4% -24.4% -4.4% -2.4%

* 국내선 출발, 국제선 왕복, 유임+환승여객 기준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국내여객 추이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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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별 국내여객 실적
(단위: 명)

구 분 1월2주
(1.10∼16)

1월 3주
(1.17∼23)

1월 4주
(1.24∼30)

1월 5주
(1.31∼2.6)

2월 1주
(2.7∼13)

2월 2주
(2.14∼20)

제
주

’21 여객 96,707 131,136 150,218 170,400 202,876 222,790
’21/’20 증감 -65.5% -53.5% -42.2% 2.6% 44.0% 22.3%
’21/’19 증감 -60.7% -48.7% -40.7% -32.1% -20.5% -15.6%

김
포

’21 여객 112,865 130,331 145,778 161,356 210,948 197,024
’21/’20 증감 -44.9% -33.6% -20.3% 36.3% 70.7% 26.3%
’21/’19 증감 -38.6% -29.2% -17.5% -18.4% 15.5% 3.3%

김
해

’21 여객 47,135 52,786 57,610 61,357 76,117 93,362
’21/’20 증감 -30.4% -12.8% -18.0% 37.7% 86.3% 89.4%
’21/’19 증감 -29.9% -22.1% -9.6% -7.3% 10.2% 37.7%

청
주

’21 여객 10,624 13,305 14,989 15,820 20,042 23,893
’21/’20 증감 -59.7% -40.0% -33.8% 25.3% 71.7% 39.9%
’21/’19 증감 -56.0% -41.5% -27.8% -28.6% -12.6% 2.1%

대
구

’21 여객 9,252 10,946 12,887 14,488 18,176 20,007
’21/’20 증감 -53.3% -31.9% -30.0% 56.0% 95.4% 34.4%
’21/’19 증감 -52.5% -43.9% -27.7% -24.9% -14.1% -6.4%

광
주

’21 여객 11,477 12,665 14,287 15,402 18,434 18,437
’21/’20 증감 -43.6% -24.4% -29.7% 54.0% 105.3% 29.8%
’21/’19 증감 -35.2% -28.8% -16.1% -21.2% -7.8% -13.7%

울
산

’21 여객 5,360 5,986 5,723 6,328 9,036 10,033
’21/’20 증감 -36.4% -19.7% -27.0% 32.5% 131.7% 123.9%
’21/’19 증감 -26.0% -16.4% -16.1% -10.7% 24.4% 17.4%

여
수

’21 여객 5,832 6,192 6,367 7,152 9,242 9,486
’21/’20 증감 4.5% 26.3% -7.7% 115.9% 211.4% 222.0%
’21/’19 증감 2.2% 7.6% 22.2% 21.1% 64.2% 58.3%

인
천

’21 여객 - - 89 30 - -
’21/’20 증감 -100.0% -100.0% -98.0% -99.3% -100.0% -100.0%
’21/’19 증감 -100.0% -100.0% -98.3% -99.5% -100.0% -100.0%

기
타

’21 여객 2,432 2,889 3,057 3,191 6,121 5,985
’21/’20 증감 -75.2% -63.3% -71.0% -38.0% 28.9% -4.2%
’21/’19 증감 -66.6% -63.4% -56.4% -59.5% -27.3% -23.1%

합
계

’21 여객 301,684 366,236 411,005 455,524 570,992 601,017
’21/’20 증감 -53.4% -40.9% -32.0% 20.3% 62.7% 33.1%
’21/’19 증감 -48.3% -38.3% -28.4% -24.4% -4.4% -2.4%

* 국내선 출발, 유임+환승여객 기준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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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별 국내여객 실적
(단위: 명)

구분 1월 2주
(1.10∼16)

1월 3주
(1.17∼23)

1월 4주
(1.24∼30)

1월 5주
(1.31∼2.6)

2월 1주
(2.7∼13)

2월 2주
(2.14∼20)

FSC

대한
항공

여객 47,586 58,604 66,260 59,913 70,547 81,986

(탑승률) (72.9%) (82.8%) (83.0%) (76.3%) (66.2%) (81.2%)

증감률 -66.7% -56.4% -50.5% -34.0% -14.3% -20.6%

아시
아나
항공

여객 48,560 52,044 52,226 51,455 62,772 61,096

(탑승률) (78.4%) (85.4%) (85.6%) (76.3%) (64.8%) (73.9%)

증감률 -60.6% -54.7% -52.7% -12.7% 8.3% -37.2%

FSC
합계

여객 96,146 110,648 118,486 111,368 133,319 143,082

(탑승률) (75.6%) (84.0%) (84.1%) (76.3%) (65.5%) (77.9%)

증감률 -63.9% -55.6% -51.4% -25.6% -5.0% -28.6%

LCC

에어
부산

여객 53,236 64,498 65,887 64,060 77,265 86,673

(탑승률) (80.7%) (85.5%) (84.7%) (81.0%) (74.6%) (82.5%)

증감률 -37.5% -21.8% -23.4% 28.2% 89.3% 52.8%

에어
서울

여객 11,908 16,267 19,804 26,773 28,812 33,935

(탑승률) (90.1%) (91.6%) (90.4%) (88.2%) (88.0%) (91.6%)

증감률 13.5% 55.0% 96.5% 279.5% 274.6% 318.8%

제주
항공

여객 38,443 53,391 63,403 91,735 116,156 114,666

(탑승률) (85.5%) (86.7%) (89.5%) (84.3%) (79.3%) (89.2%)

증감률 -61.9% -45.9% -31.4% 53.7% 110.9% 65.9%

진에어

여객 56,212 69,298 88,498 94,285 133,274 119,637

(탑승률) (73.6%) (80.4%) (82.2%) (76.3%) (73.9%) (84.2%)

증감률 -2.8% 25.8% 71.2% 190.8% 412.1% 440.5%

티웨이
항공

여객 44,979 51,046 54,347 66,965 81,119 102,058

(탑승률) (90.1%) (95.1%) (94.3%) (90.8%) (82.5%) (91.5%)

증감률 -27.8% -12.6% 1.3% 109.9% 141.2% 125.6%

플라이
강원

여객 760 1,088 580 338 1,047 966

(탑승률) (29.2%) (48.7%) (52.0%) (45.4%) (40.2%) (43.3%)

증감률 -82.4% -70.5% -85.2% -85.6% -31.0% -58.1%

LCC
합계

여객 205,538 255,588 292,480 344,156 437,673 457,935

(탑승률) (81.2%) (86.1%) (86.8%) (82.7%) (77.6%) (87.0%)

증감률 -46.2% -31.0% -18.8% 50.4% 107.8% 82.4%

합계

여객 301,684 366,236 411,005 455,524 570,992 601,017

(탑승률) (79.3%) (85.4%) (86.0%) (81.0%) (74.4%) (84.6%)

증감률 -53.4% -40.9% -32.0% 20.3% 62.7% 33.1%

* 국내선 출발, 유임+환승여객 기준
* 증감률(%)은 전년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이스타항공은 무실적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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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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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여객 

□ 국제여객 실적
(단위: 명)

구 분 1월2주
(1.10∼16)

1월 3주
(1.17∼23)

1월 4주
(1.24∼30)

1월 5주
(1.31∼2.6)

2월 1주
(2.7∼13)

2월 2주
(2.14∼20)

2021 52,708 47,601 42,260 39,694 35,583 42,756

2020 1,848,244 1,851,188 1,670,416 1,351,816 1,051,179 890,860

2019 1,821,859 1,887,402 1,861,692 1,825,438 1,838,295 1,852,449

’21/’20 증감 -97.1% -97.4% -97.5% -97.1% -96.6% -95.2%

’21/’19 증감 -97.1% -97.5% -97.7% -97.8% -98.1% -97.7%

* 국내선 출발, 국제선 왕복, 유임+환승여객 기준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국제여객 추이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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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별 국제여객 실적
(단위: 명)

구 분 1월2주
(1.10∼16)

1월 3주
(1.17∼23)

1월 4주
(1.24∼30)

1월 5주
(1.31∼2.6)

2월 1주
(2.7∼13)

2월 2주
(2.14∼20)

인
천

’21 여객 52,173 47,168 41,863 39,247 35,298 42,253

’21/’20 증감 -96.4% -96.8% -96.8% -96.4% -96.0% -94.4%

’21/’19 증감 -96.3% -96.7% -97.1% -97.2% -97.5% -97.0%

김
해

’21 여객 215 195 194 183 127 258

’21/’20 증감 -99.9% -99.9% -99.9% -99.9% -99.9% -99.6%

’21/’19 증감 -99.9% -99.9% -99.9% -99.9% -99.9% -99.9%

김
포

’21 여객 - - - - - -

’21/’20 증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1/’19 증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
주

’21 여객 163 80 50 106 - 82

’21/’20 증감 -99.7% -99.9% -99.9% -99.5% -100.0% -98.8%

’21/’19 증감 -99.6% -99.8% -99.9% -99.8% -100.0% -99.8%

청
주

’21 여객 - - - - - -

’21/’20 증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1/’19 증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
구

’21 여객 157 158 153 158 158 163

’21/’20 증감 -99.6% -99.6% -99.6% -99.4% -99.0% -98.3%

’21/’19 증감 -99.7% -99.7% -99.8% -99.7% -99.7% -99.7%

무
안

’21 여객 - - - - - -

‘21/’20 증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1/’19 증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양
양

’21 여객 - - - - - -

’21/’20 증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1/’19 증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
계

’21 여객 52,708 47,601 42,260 39,694 35,583 42,756

’21/’20 증감 -97.1% -97.4% -97.5% -97.1% -96.6% -95.2%

’21/’19 증감 -97.1% -97.5% -97.7% -97.8% -98.1% -97.7%

* 국제선 왕복, 유임+환승여객 기준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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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별 국제여객 실적
(단위: 명)

구분 1월 2주
(1.10∼16)

1월 3주
(1.17∼23)

1월 4주
(1.24∼30)

1월 5주
(1.31∼2.6)

2월 1주
(2.7∼13)

2월 2주
(2.14∼20)

FSC

대한
항공

여객 17,396 15,874 14,845 12,547 10,797 12,668

(탑승률) (27.0%) (24.3%) (23.4%) (20.3%) (17.7%) (21.1%)

증감률 -95.7% -96.1% -96.0% -96.1% -95.9% -94.7%

아시
아나
항공

여객 12,964 11,675 8,940 9,096 7,936 9,924

(탑승률) (28.7%) (27.7%) (22.5%) (23.2%) (21.4%) (24.6%)

증감률 -95.4% -95.9% -96.3% -95.7% -95.4% -93.3%

FSC
합계

여객 30,360 27,549 23,785 21,643 18,733 22,592

(탑승률) (27.7%) (25.6%) (23.1%) (21.4%) (19.1%) (22.5%)

증감률 -95.5% -96.0% -96.1% -96.0% -95.7% -94.2%

LCC

에어
부산

여객 579 684 492 463 437 639

(탑승률) (43.9%) (38.9%) (37.3%) (35.1%) (33.1%) (36.3%)

증감률 -99.1% -99.0% -99.3% -99.0% -98.6% -97.2%

에어
서울

여객 415 408 288 196 170 650

(탑승률) (53.2%) (52.3%) (36.9%) (25.1%) (21.8%) (55.6%)

증감률 -98.7% -98.7% -99.1% -99.2% -99.2% -96.6%

제주
항공

여객 827 783 591 663 488 772

(탑승률) (36.5%) (41.4%) (39.1%) (35.1%) (32.3%) (29.2%)

증감률 -99.5% -99.5% -99.6% -99.5% -99.5% -99.0%

진에어

여객 686 836 555 595 687 455

(탑승률) (25.9%) (31.6%) (29.4%) (26.2%) (36.3%) (24.1%)

증감률 -99.3% -99.2% -99.4% -99.2% -98.7% -98.8%

티웨이
항공

여객 903 612 762 789 680 908

(탑승률) (39.8%) (54.0%) (50.4%) (46.4%) (45.0%) (40.0%)

증감률 -99.1% -99.4% -99.3% -99.0% -98.9% -98.1%

LCC
합계

여객 3,410 3,323 2,688 2,706 2,462 3,424

(탑승률) (36.7%) (40.5%) (38.3%) (34.0%) (35.1%) (35.2%)

증감률 -99.4% -99.4% -99.5% -99.3% -99.1% -98.5%

외항사

여객 18,938 16,729 15,787 15,345 14,388 16,740

(탑승률) (26.0%) (23.6%) (23.1%) (23.2%) (22.3%) (26.1%)

증감률 -97.0% -97.3% -97.0% -96.3% -95.6% -94.0%

합계
여객 52,708 47,601 42,260 39,694 35,583 42,756

(탑승률) (27.5%) (25.5%) (23.7%) (22.7%) (21.0%) (24.5%)
증감률 -97.1% -97.4% -97.5% -97.1% -96.6% -95.2%

* 국제선 왕복, 유임+환승여객 기준
* 증감(%)은 전년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이스타항공은 무실적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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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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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국제여객 실적 
(단위: 명)

구분 일본 중국 동남아 기타아시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합계

2.14-
20

2021 2,552 6,869 8,832 1,869 11,100 6,189 534 4,811 42,756

2020 206,309 54,700 294,439 64,957 97,204 92,965 61,611 18,675 890,860

2019 468,161 341,552 542,184 202,723 97,433 104,690 78,417 17,289 1,852,449

’21/’20 증감 -98.8% -87.4% -97.0% -97.1% -88.6% -93.3% -99.1% -74.2% -95.2%

’21/’19 증감 -99.5% -98.0% -98.4% -99.1% -88.6% -94.1% -99.3% -72.2% -97.7%

2.7-
13

2021 2,708 4,839 7,167 788 9,596 5,474 634 4,377 35,583

2020 230,848 68,227 371,031 96,948 97,458 99,703 65,967 20,997 1,051,179

2019 443,480 343,761 536,499 210,426 95,940 108,643 79,990 19,556 1,838,295

’21/’20 증감 -98.8% -92.9% -98.1% -99.2% -90.2% -94.5% -99.0% -79.2% -96.6%

’21/’19 증감 -99.4% -98.6% -98.7% -99.6% -90.0% -95.0% -99.2% -77.6% -98.1%

1.31-
2.6

2021 2,379 5,494 8,689 1,499 10,726 5,449 494 4,964 39,694

2020 238,659 145,207 491,268 158,256 105,826 110,467 79,441 22,692 1,351,816

2019 441,280 306,434 549,662 226,060 88,999 109,411 83,272 20,320 1,825,438

’21/’20 증감 -99.0% -96.2% -98.2% -99.1% -89.9% -95.1% -99.4% -78.1% -97.1%

’21/’19 증감 -99.5% -98.2% -98.4% -99.3% -87.9% -95.0% -99.4% -75.6% -97.8%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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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상위 10위 국제여객 실적 
(단위: 명)

순위
2021. 2.14 ∼ 20 2020. 2.14 ∼ 20

국가 여객수 비중 국가 여객수 비중

1 미국 9,050 21.2% 일본 206,309 23.2%

2 중국 6,869 16.1% 베트남 95,368 10.7%

3 일본 2,552 6.0% 필리핀 84,258 9.5%

4 아랍에미레이트 2,170 5.1% 미국 82,498 9.3%

5 필리핀 2,109 4.9% 중국 54,700 6.1%

6 베트남 1,814 4.2% 태국 47,102 5.3%

7 캐나다 1,662 3.9% 미국령 42,615 4.8%

8 인도네시아 1,292 3.0% 대만 34,980 3.9%

9 독일 1,273 3.0% 말레이시아 27,253 3.1%

10 카타르 1,205 2.8% 러시아 17,837 2.0%

기타 12,760 29.8% 기타 197,940 22.2%

합계 42,756 100.0% 합계 890,860 100.0%

* 국제선 왕복, 유임+환승여객 기준
* 증감(%)은 전년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미국령: 괌, 사이판,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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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실적 분석

 화물실적 종합 (국내+국제)
(단위: 톤)

구 분　 1월 2주
(1.10∼16)

1월 3주
(1.17∼23)

1월 4주
(1.24∼30)

1월 5주
(1.31∼2.6)

2월 1주
(2.7∼13)

2월 2주
(2.14∼20)

국
내

총화물

2021 2,262 2,769 3,151 3,498 3,496 4,206
2020 5,502 5,934 4,725 3,554 2,982 3,776
2019 5,126 5,618 5,746 4,970 5,533 4,931

’21/’20 증감 -58.9% -53.3% -33.3% -1.6% 17.3% 11.4%
’21/’19 증감 -55.9% -50.7% -45.2% -29.6% -36.8% -14.7%
’20/’19 증감 7.3% 5.6% -17.8% -28.5% -46.1% -23.4%

항공화물
(수하물
제외)

2021 1,185 1,387 1,609 1,789 1,173 1,705
2020 2,525 2,906 1,520 1,824 1,553 1,950
2019 2,510 2,974 3,224 1,480 2,544 2,131

’21/’20 증감 -53.1% -52.3% 5.9% -1.9% -24.5% -12.6%
’21/’19 증감 -52.8% -53.4% -50.1% 20.9% -53.9% -20.0%
’20/’19 증감 0.6% -2.3% -52.9% 23.3% -39.0% -8.5%

국
제

총화물

2021 61,811 65,885 66,838 67,051 56,476 53,645
2020 83,662 83,307 57,934 65,705 66,297 70,181
2019 77,223 81,910 82,908 66,457 60,824 77,097

’21/’20 증감 -26.1% -20.9% 15.4% 2.0% -14.8% -23.6%
’21/’19 증감 -20.0% -19.6% -19.4% 0.9% -7.1% -30.4%
’20/’19 증감 8.3% 1.7% -30.1% -1.1% 9.0% -9.0%

항공화물
(수하물
제외)

2021 60,213 64,459 65,578 65,898 55,436 52,394
2020 57,438 57,112 35,466 45,437 49,928 55,852
2019 52,148 56,342 57,341 42,535 35,717 51,909

’21/’20 증감 4.8% 12.9% 84.9% 45.0% 11.0% -6.2%
’21/’19 증감 15.5% 14.4% 14.4% 54.9% 55.2% 0.9%
’20/’19 증감 10.1% 1.4% -38.1% 6.8% 39.8% 7.6%

합
계

총화물

2021 64,073 68,654 69,989 70,549 59,972 57,851
2020 89,164 89,241 62,659 69,260 69,279 73,957
2019 82,349 87,528 88,655 71,427 66,357 82,027

’21/’20 증감 -28.1% -23.1% 11.7% 1.9% -13.4% -21.8%
’21/’19 증감 -22.2% -21.6% -21.1% -1.2% -9.6% -29.5%
’20/’19 증감 8.3% 2.0% -29.3% -3.0% 4.4% -9.8%

항공화물
(수하물
제외)

2021 61,398 65,846 67,187 67,687 56,609 54,099
2020 59,964 60,018 36,986 47,260 51,481 57,802
2019 54,658 59,316 60,565 44,015 38,261 54,040

’21/’20 증감 2.4% 9.7% 81.7% 43.2% 10.0% -6.4%
’21/’19 증감 12.3% 11.0% 10.9% 53.8% 48.0% 0.1%
’20/’19 증감 9.7% 1.2% -38.9% 7.4% 34.6% 7.0%

* 국제선 왕복, 국내선 출발, 항공화물은 총화물에서 수하물을 제외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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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화물

□ 국내화물 실적 
(단위: 명)

구 분　 1월 2주
(1.10∼16)

1월 3주
(1.17∼23)

1월 4주
(1.24∼30)

1월 5주
(1.31∼2.6)

2월 1주
(2.7∼13)

2월 2주
(2.14∼20)

국내선

총화물 ’21 2,262 2,769 3,151 3,498 3,496 4,206

항공화물 ’21 1,185 1,387 1,609 1,789 1,173 1,705

항공화물’21/’20 증감 -53.1% -52.3% 5.9% -1.9% -24.5% -12.6%

항공화물’21/’19 증감 -52.8% -53.4% -50.1% 20.9% -53.9% -20.0%

* 국내선 출발, 국제선 왕복, 유임+환승여객 기준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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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물

□ 국제화물 실적

 ㅇ 화물실적 종합
(단위: 톤)

구 분　 1월 2주
(1.10∼16)

1월 3주
(1.17∼23)

1월 4주
(1.24∼30)

1월 5주
(1.31∼2.6)

2월 1주
(2.7∼13)

2월 2주
(2.14∼20)

국제선

총화물 ’21 61,811 65,885 66,838 67,051 56,476 53,645

항공화물 ’21 60,213 64,459 65,578 65,898 55,436 52,394

항공화물’21/’20 증감 4.8% 12.9% 84.9% 45.0% 11.0% -6.2%

항공화물’21/’19 증감 15.5% 14.4% 14.4% 54.9% 55.2% 0.9%

* 국제선 왕복, 항공화물은 총화물에서 수하물을 제외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항공화물은 총화물에서 수하물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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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우리 항공사 국제화물 실적
(단위: 톤)

구 분　 1월 2주
(1.10∼16)

1월 3주
(1.17∼23)

1월 4주
(1.24∼30)

1월 5주
(1.31∼2.6)

2월 1주
(2.7∼13)

2월 2주
(2.14∼20)

국제선
(우리
항공사)

총화물 ’21 42,640 45,088 46,045 46,284 39,806 37,449

항공화물 ’21 41,607 44,152 45,249 45,579 39,183 36,680

항공화물’21/’20 증감 8.5% 15.5% 100.4% 51.2% 16.6% -4.3%

항공화물’21/’19 증감 20.3% 16.7% 17.0% 57.1% 67.2% 6.0%

* 국제선 왕복, 항공화물은 총화물에서 수하물을 제외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항공화물은 총화물에서 수하물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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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별 국제 항공화물 실적 
(단위: 톤)

구분 1월 2주
(1.10∼16)

1월 3주
(1.17∼23)

1월 4주
(1.24∼30)

1월 5주
(1.31∼2.6)

2월 1주
(2.7∼13)

2월 2주
(2.14∼20)

FSC

대한
항공

당해 28,063 29,717 31,404 31,304 27,090 24,065
전년 24,797 24,862 14,331 20,173 21,517 24,642
증감률 13.2% 19.5% 119.1% 55.2% 25.9% -2.3%

아시
아나
항공

당해 13,112 14,024 13,411 13,953 11,954 12,229
전년 13,079 12,870 7,999 9,509 11,633 13,070
증감률 0.3% 9.0% 67.7% 46.7% 2.8% -6.4%

FSC
합계

당해 41,175 43,741 44,815 45,258 39,043 36,295
전년 37,876 37,733 22,330 29,682 33,150 37,711
증감률 8.7% 15.9% 100.7% 52.5% 17.8% -3.8%

LCC

에어
인천

당해 252 244 219 102 107 203
전년 - 24 30 67 128 242
증감률 순증 895.3% 632.9% 52.0% -16.3% -16.1%

에어
부산

당해 - - - - - -
전년 5 4 2 3 3 5
증감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에어
서울

당해 - - - 1 - 3
전년 13 16 5 11 17 13
증감률 -99.3% -99.4% -99.5% -91.3% -100.0% -79.3%

제주
항공

당해 9 9 8 20 21 5
전년 228 214 88 158 152 153
증감률 -96.2% -95.6% -90.5% -87.1% -86.0% -96.9%

진에어
당해 124 101 147 135 1 158
전년 120 124 63 101 66 41
증감률 2.9% -18.5% 133.4% 34.2% -99.2% 280.7%

티웨이
항공

당해 47 57 60 63 10 17
전년 60 60 24 61 62 104
증감률 -21.3% -5.2% 147.4% 4.1% -83.3% -83.9%

LCC
합계

당해 432 411 434 321 139 385
전년 469 497 253 454 468 606
증감률 -7.9% -17.4% 71.6% -29.3% -70.2% -36.4%

외항사

당해 18,606 20,307 20,329 20,319 16,253 15,715

전년 19,093 18,882 12,883 15,300 16,310 17,535

증감률 -2.5% 7.5% 57.8% 32.8% -0.3% -10.4%

합계
당해 60,213 64,459 65,578 65,898 55,436 52,394
전년 57,438 57,112 35,466 45,437 49,928 55,852
증감률 4.8% 12.9% 84.9% 45.0% 11.0% -6.2%

* 국제선 왕복, 항공화물은 총화물에서 수하물을 제외
* 증감률(%)은 전년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이스타항공은 무실적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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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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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전용기 국제화물 실적 

 ㅇ 화물실적 종합
(단위: 톤)

구 분　 1월 2주
(1.10∼16)

1월 3주
(1.17∼23)

1월 4주
(1.24∼30)

1월 5주
(1.31∼2.6)

2월 1주
(2.7∼13)

2월 2주
(2.14∼20)

화물기

화물
실적

2021 53,017 56,574 57,662 58,334 48,429 45,470

2020 34,465 34,458 20,599 25,950 30,407 35,613

2019 31,839 33,906 33,780 26,082 19,770 31,349

’21/’20 증감 53.8% 64.2% 179.9% 124.8% 59.3% 27.7%

’21/’19 증감 66.5% 66.9% 70.7% 123.7% 145.0% 45.0%

운항
(편)

2021 1,609 1,655 1,760 1,823 1,526 1,238

2020 670 696 460 545 607 664

2019 686 702 696 584 432 645

’21/’20 증감 140.1% 137.8% 282.6% 234.5% 151.4% 86.4%

’21/’19 증감 134.5% 135.8% 152.9% 212.2% 253.2% 91.9%

* 국제선 왕복 기준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국제선 왕복 기준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우리)는 우리항공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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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우리 항공사 국제화물 실적
(단위: 톤)

구 분　 1월 2주
(1.10∼16)

1월 3주
(1.17∼23)

1월 4주
(1.24∼30)

1월 5주
(1.31∼2.6)

2월 1주
(2.7∼13)

2월 2주
(2.14∼20)

화물기
(우리
항공사)

화물
실적

2021 37,130 39,161 40,400 41,115 35,072 32,570

2020 24,092 24,044 14,032 18,540 21,902 26,014

2019 22,223 23,882 23,853 18,670 13,574 22,069

’21/’20 증감 54.1% 62.9% 187.9% 121.8% 60.1% 25.2%

’21/’19 증감 67.1% 64.0% 69.4% 120.2% 158.4% 47.6%

운항
(편)

2021 782 811 901 935 791 665

2020 347 370 247 304 347 384

2019 362 367 365 317 218 340

’21/’20 증감 125.4% 119.2% 264.8% 207.6% 128.0% 73.2%

’21/’19 증감 116.0% 121.0% 146.8% 195.0% 262.8% 95.6%

* 국제선 왕복 기준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국제선 왕복 기준
* 증감률(%)은 동기간(날짜 기준) 대비
* (우리)는 우리항공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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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상위 10위 국제 항공화물* 실적
(단위: 톤)

순위
2021. 2.14 ∼ 20 2020. 2.14 ∼ 20

국가 화물 비중 국가 화물 비중

1 미국 12,641 24.1% 중국 10,296 18.4%

2 중국 8,032 15.3% 미국 9,598 17.2%

3 일본 6,294 12.0% 일본 5,093 9.1%

4 홍콩 3,333 6.4% 베트남 4,356 7.8%

5 독일 3,290 6.3% 홍콩 4,273 7.7%

6 베트남 2,813 5.4% 독일 2,883 5.2%

7 싱가포르 1,862 3.6% 싱가포르 1,991 3.6%

8 태국 1,437 2.7% 태국 1,870 3.3%

9 말레이시아 1,117 2.1% 말레이시아 1,439 2.6%

10 카타르 1,072 2.0% 대만 1,367 2.4%

기타 10,503 20.0% 기타 12,685 22.7%

합계 52,394 100.0% 합계 55,852 100.0%

* 총화물에서 수하물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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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항공운송(공급량) 실적분석(OAG)

 공급량 현황 (2월 8일)

 ㅇ 현재 주당 공급량은 5,260만석 수준이나 백신출시에 대한 기대로 

5월의 예정 공급량은 4억석에 달함

 ㅇ 중국의 공급량은 전주대비 32% 증가하였고, 지난 2주간 4%의 완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다시 세계 최대의 항공시장으로 부상

<그림1> 월별 항공사 예정 공급량

  <표1> 지역별 항공사 예약 공급량

 ㅇ (동북아시아) 중국의 회복세를 중심으로 약 390만석의 공급량 증가

 ㅇ (남서태평양) 전주대비 9.6% 성장하였고, 1월 마지막 주 이후 29% 

증가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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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별 공급량 변동추이

<표2> 국제선 예정 공급량 상위 20개 공항

 ㅇ 공급량 상위 20개 공항은 전년 1월의 4,160만석 대비 약 1/5수준인 

950만석으로 운영 중

  - 국제선 의존도가 높은 주요 허브공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싱가포르와 런던 히드로 공항은 정상수준의 20% 미만으로 운영

<표3> 국내선 예정 공급량 상위 20개 공항

 ㅇ 국내선 공급량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공항이 상위 20위를 차지

 ㅇ 베이징 서우두공항(Beijing Capital)은 코로나19와 베이징 다싱공항

(Beijing Daxing)으로 노선이전 영향으로 –53%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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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별 공급량 변동추이

<표4> 전년대비 공급량 상위 10개 항공사

 ㅇ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과 약 7,200석 차이로 1위를 차지  

 ㅇ (남방항공) 전주대비 약 80만석(71.4%) 증가

 ㅇ 향후 몇 주 동안의 전체 공급량 데이터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백신에 관한 긍정적 소식을 기대

* 출처 : OAG, “China Springs Back and American Airlines are Back at Number One”

https://www.oag.com/blog/china-springs-back-american-airlines-number-one

https://www.oag.com/blog/china-springs-back-american-airlines-numbe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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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항공산업 회복에 위험초래 (2.5)

<글로벌 RPKs>

ㅇ 2020년 항공여객교통량(RPKs, revenue passenger-kilometers)이 66% 감소

- 항공산업은 4월의 최저점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었으나 10월에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회복추세가 정체됨

ㅇ IATA는 2021년 상반기에는 백신생산과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취약계층과 의료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시행으로 하반기에 강한 회복세를 기대하였음

* 영국이나 남미에서 일시적으로 여행제한을 해제한 후 예약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 여행에 대한 수요가 억눌려 있는 것으로 판단

ㅇ 그러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각국 정부는 여행제한

조치를 취하여 지난 12월 말 이후로 항공여행 예약이 급감

ㅇ 차트의 점선은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각국 정부가 여행제한을 

유지한다는 시나리오를 나타냄

- 해당 시나리오에서 여행 수요는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약 

13%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보임(기존 2020.12월 50% 회복 전망)

- 항공사들은 더딘 회복세로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현금을 소진

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IATA, “New Covid variants pose a risk to air travel recovery”

https://www.iata.org/en/iata-repository/publications/economic-reports/new-
covid-variants-pose-a-risk-to-air-travel-recovery/

https://www.iata.org/en/iata-repository/publications/economic-reports/new-covid-variants-pose-a-risk-to-air-travel-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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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코로나19 구제안으로 공항에 80억 달러 지원 (2.11)

 ㅇ 미국 하원은 최근 코로나19 구제안 중 하나로 공항에 80억달러

(약 8조 8,520억원) 지원을 발표

- 국제공항협의회 북미지역(ACI-NA)의 케빈 버크(Kevin M. Burke)는 

“미국 공항을 대신하여 COVID 구제법안에 공항을 위한 지원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힘

ㅇ ACI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교통량 감소 장기화로 ‘21.4월∼’22.3월의

공항의 손실규모가 170억달러(약 18조 8,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이는 ‘20.3월부터 ’21.3월까지 예상되는 손실인 230억 달러(약 25조 

4,500억원)에 더해진 것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손실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

ㅇ 여객 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에 예측된 수준보다 낮으며,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전망

ㅇ 손실 추정 수치는 다음에 기초함

- 여객 교통량의 극감으로 114억 달러의 공항 수익이 손실되었으나,

터미널 폐쇄나 이전 등은 할 수 없어서 운영비용은 유지됨

- 공항은 코로나19 관련 인프라 및 운영비용에 35억 달러 소모

- 여객 시설 사용료(Passenger Facility Charge, PFC) 16억달러 감소

- 고객 시설 사용료(Customer Facility Charge, CFC) 5억달러 감소 등

ㅇ 지난 20년간 미국공항의 부채는 지속 증가하여 2019 회계연도 말 

총 미지급 부채는 1,070억달러로, 20년 및 ‘21년에 160억달러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음

ㅇ 이러한 현금흐름은 공항이 장기적인 미래성장을 계획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제한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

* 출처 : International Airport Review, “ACI-NA welcomes $8 billion COVID-19
relief proposal for U.S. airports"
https://www.internationalairportreview.com/news/152627/aci-na-covid-19-relief-proposal-us-airports/

https://www.internationalairportreview.com/news/152627/aci-na-covid-19-relief-proposal-us-air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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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2020년 미국 항공여행 60% 감소 (2.16)

 ㅇ 미국 교통부(DO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항공사의 

승객 수가 전년대비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국내항공여행이 59% 감소한 반면 국제항공여행은 70% 감소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국이 엄격한 여행제한조치를 취한 

것이 여객 감소의 주요요인

ㅇ DOT 통계에 따르면 미국 항공사의 직원 수는 ’20년 12월 기준 

694,638명으로 전년 대비 57,900명 감소

- 또한 미국의 주요항공사들은 ’20년 12월에 3천만 명의 승객을 

운송하는데 그침 (’19년 12월 7천 9백만명 운송) 

ㅇ 백신의 사용승인으로 일부산업에 대한 회복전망이 높아졌지만, 

전염성이 더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함에 따라 정부 

및 보건당국은 여행에 대해 경고

ㅇ 미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U.S.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는 

항공사에 대한 150억 달러의 추가 지원 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통해 9월 말까지 항공사 직원의 급여가 충당될 것으로 전망

<JFK 공항 터미널의 TSA 심사구역>

* 출처 : Forbes, “U.S. Air Travel Dropped 60% In 2020 As Covid-19 Hammered Airlines”
https://www.forbes.com/sites/ginaheeb/2021/02/16/us-air-travel-dropped-60
-in-2020-as-covid-19-hammered-airlines/?sh=b7feb296978e

https://www.forbes.com/sites/ginaheeb/2021/02/16/us-air-travel-dropped-60-in-2020-as-covid-19-hammered-airlines/?sh=b7feb29697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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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항공, 백신접종 승무원 비행 투입 (2.11)

ㅇ 싱가포르 항공(SIA)은 싱가포르가 국제 여행 허브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승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할 것

이라고 발표

- 싱가포르항공은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3개의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한 조종사와 승무원이 화이자-바이오앤테크(Pfizer-BioNTech)의

백신을 2회 접종 받았다고 밝힘

- 그로 인하여 자카르타, 방콕, 프놈펜으로 가는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승무원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마친 세계 최초의

항공편이 되었다고 밝힘

ㅇ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항공을 모든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세계 최초의 항공사로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촉구

- 싱가포르항공은 객실 승무원과 조종사의 90%이상이 백신을 접종

받았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약 85%가 적어도 1차 접종을 받았

다고 덧붙임

- 또한 많은 직원들이 2차 접종을 받기 시작하였고, 3월 말까지 

전체 직원이 2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

ㅇ 국제무역과 여행의 중심지인 싱가포르는 국제여행이 2024년이 

되어야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특성 상 국내선 여행 시장이 부족 

ㅇ 한편 아부다비의 에티하드 항공은 “항공편은 백신을 접종한 조

종사와 객실 승무원에 의해서만 운항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변인은 승무원들이 “최소한 1회 접종을 받았다.”고 전함

* 출처 : Reuters, “Singapore Airlines begins flights with fully vaccinated crew”
https://www.reuters.com/article/idUSL4N2KH0AC

https://www.reuters.com/article/idUSL4N2KH0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