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line & Airport Information

2019년 3분기 항공교통서비스 한눈에 보기

3,954만 명

832만 명

피해구제신청

지연 결항 원인

2,291만 명

(4.1% 증가)

(3.2% 증가)

(4.8% 증가)

(한국소비자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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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결항: 공항 사정, 지상 조업, 여객 처리 등

공항 지연/결항율

항공사 지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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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연,: 공항사정, 지상조업, 화물 처리, 복합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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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 소식
일본 불매 운동에 따른 일본 노선 실적 감소
- 2019년 9월 8월 대비 9개 노선 감소
(청주-치토세, 부산-사가, 대구-오사카,
인천-사가, 대구-오사카, 대구-기타큐슈,
대구-구마모토, 무안-오이타, 부산-오이타,
인천-오이타 9개 노선 단항)
태풍 영향으로 기상 지연, 결항 증가
-3분기 우리나라에 영향 준 태풍 개수 7개- 2019년 3분기 국내·국제 결항 2,780 건
기상결항(2,614건, 94.0%), 접속결항(95건, 3.4%)

- 2018년 3분기 결항 2,622건
기상결항(1,853건,70.7%),기타결항(543, 20.7%)

(제 13호 태풍 링링)

(제 18호 태풍 미탁)

Airline & Airport Information

2019년 3분기 항공교통서비스 한눈에 보기

태풍에 따른 지연 및 결항 증가

2019년 3분기 일본 불매운동에 따른 일본노선 실적 영향

전년 동월 대비 운항횟수
10,894

10,636

10,977

(9.9%)

(11.5%)

(11.0%)

2019년 3분기 태풍발생 7회

(단위: 회)

10,712
(9.3%)

1957년 이후 최대 태풍 발생

10,887
(8.1%)

2001-2010년 10년 평균 2.5회
10,401
(2.5%)
7,696
(-8.0%)

2019년 3월

4월

5월

전년 동월 대비 여객 수
1,933,071
(5.9%)

1,723,363
(0.5%)

2019년 3월

4월

6월

8월

9월

http://www.weather.go.kr/weather/typoon/statistic.jsp

1,753,664

1,800,315

(4.2%)

(7.5%)

5월

7월

6월

(단위: 명)

1,714,432
(2.3%)

7월

자료: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96355, 10월6일

국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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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국내선

9월
1,021,336
(-29.6%)

1,44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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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월 대비 탑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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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에 따른 지연 및 결항률 증가

77%

(기상원인 지연: 2.7%(‘18) 6.2%(‘19)) (기상원인 결항: 70.7%(‘18)94.0%(‘19))

(-3.8%)

79%
6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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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Airline Information

대한항공
국제선 96개도시

대륙별 점유율

TOP 10 여객 실적

국제선 여객 실적 5백9만 명
국내선 여객 실적 3백99만 명

국제선 지연/결항 원인

국제선 운항 노선 수: 정기+부정기

국제선 노선별 지연율

국내선 노선별 지연율

지연 984건/결항116건

국내선 지연/결항 원인

지연 1,654건/결항248건

Airline Information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65개도시

대륙별 점유율

TOP 10 여객 실적

국제선 여객 실적 3백49만 명
국내선 여객 실적 3백23만 명

국제선 지연/결항 원인

국제선 노선별 지연율

국내선 노선별 지연율

지연 965건/결항84건

국내선 지연/결항 원인

지연 2,473건/결항 337건

Airline Information

제주항공
국제선 38개도시

대륙별 점유율

TOP 10 여객 실적

국제선 여객 실적 2백25만 명
국내선 여객 실적 2백54만 명

국제선 지연/결항 원인

국제선 노선별 지연율

국내선 노선별 지연율

지연 622건/결항 86건

국내선 지연/결항 원인

지연 2,507건/결항256건

Airline Information

진에어
국제선 22개도시

대륙별 점유율

TOP 10 여객 실적

국제선 여객 실적 1백21만 명
국내선 여객 실적 1백84만 명

국제선 지연/결항 원인

국제선 노선별 지연율

국내선 노선별 지연율

지연 402건/결항 52건

국내선 지연/결항 원인

지연 1,723건/결항220건

Airline Information

티웨이항공
국제선 30개도시

대륙별 점유율

TOP 10 여객 실적

국제선 여객 실적 1백19만 명
국내선 여객 실적 1백49만 명

국제선 지연/결항 원인

국제선 노선별 지연율

국내선 노선별 지연율

지연 589건/결항 52건

국내선 지연/결항 원인

지연 1,585건/결항 164건

Airline Information

이스타항공
국제선 25개도시

대륙별 점유율

TOP 10 여객 실적

국제선 여객 실적 73만 명
국내선 여객 실적 1백63만 명

국제선 지연/결항 원인

국제선 노선별 지연율

국내선 노선별 지연율

지연 367건/결항 23건

국내선 지연/결항 원인

지연 1,759건/결항 136건

Airline Information

에어부산
국제선 21개도시

대륙별 점유율

TOP 10 여객 실적

국제선 여객 실적 83만 명
국내선 여객 실적 2백16만 명

국제선 지연/결항 원인

국제선 노선별 지연율

국내선 노선별 지연율

지연 165건/결항66건

국내선 지연/결항 원인

지연1400건/결항354건

Airline Information

에어서울
국제선 17개도시

대륙별 점유율

TOP 10 여객 실적

국제선 여객 실적 43만 명

국제선 지연/결항 원인

국제선 노선별 지연율

국내선 노선별 지연율

지연 124건/결항0건

국내선 지연/결항 원인

Airport Information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159개도시

대륙별 점유율

TOP 10 여객 실적

국제선 여객 실적1천792만 명
국내선 여객 실적 15만 명

국제선 지연/결항 원인
국제선 노선별 지연율

국내선 노선별 실적 및 지연율

지연 5,232건/결항281건

국내선 지연/결항 원인

지연 148건/결항4건

Airport Information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46개도시

대륙별 점유율

TOP 10 여객 실적

국제선 여객 실적 2백34만 명
국내선 여객 실적 1백83만 명

국제선 지연/결항 원인
국제선 노선별 지연율

국내선 노선별 실적 및 지연율

지연 774건/결항 332건

국내선 지연/결항 원인

지연 1,133건/결항 333건

Airport Information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17개도시

대륙별 점유율

TOP 10 여객 실적

국제선 여객 실적 1백6만 명
국내선 여객 실적 5백40만 명

국제선 지연/결항 원인
국제선 노선별 지연율

국내선 노선별 실적 및 지연율

지연 140건/결항0건

국내선 지연/결항 원인

지연 3,709건/결항 690건

Airport Information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36개도시

대륙별 점유율

TOP 10 여객 실적

국제선 여객 실적 74만 명
국내선 여객 실적 7백23만 명

국제선 지연/결항 원인
국제선 노선별 지연율

국내선 노선별 실적 및 지연율

지연 211건/결항153건

국내선 지연/결항 원인

지연 7,475건/결항133건

Airport Information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16개도시

대륙별 점유율

TOP 10 여객 실적

국제선 여객 실적 14만 명
국내선 여객 실적 64만 명

국제선 지연/결항 원인
국제선 노선별 지연율

국내선 노선별 실적 및 지연율

지연 78건/결항 11건

국내선 지연/결항 원인

지연 457건/결항 75건

Airport Information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20개도시

대륙별 점유율

TOP 10 여객 실적

국제선 여객 실적 64만 명
국내선 여객 실적 52만 명

국제선 지연/결항 원인
국제선 노선별 지연율

국내선 노선별 실적 및 지연율

지연 319건/결항39건

국내선 지연/결항 원인

지연 396건/결항 71건

Airport Information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16개도시

대륙별 점유율

TOP 10 여객 실적

국제선 여객 실적19만 명
국내선 여객 실적 5만6천 명

국제선 지연/결항 원인
국제선 노선별 지연율

국내선 노선별 실적 및 지연율

지연 50건/결항6건

국내선 지연/결항 원인

지연 28건/결항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