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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제안된 IPO공모와 관련하여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에어부산㈜ (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본 Presentation에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

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증권거래법률에 대한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성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각 계열사, 자문역 또는 Representative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문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 

및 청약을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투자 결정은 오직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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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항공운송산업의 성장01 Industry Overview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도 세계 항공운송산업 지속적인 성장

2037년 전세계 항공 여행객은 82억명까지 성장할 전망

*자료: IATA Forecast Predicts Air Travelers in 2037 

: 항공시장규모 (명) : CAGR (%)

Europe North America

2.0 2.418억 13억

Middle East

Africa Latin America

4.44억

3억
6억

4.6
3.6

Asia Pacific

38억 
(전체의 4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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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운송 시장의 성장 지속02 Industry Overview

2018년 국내 항공 수요는 다수의 호재성 이슈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동시 회복 기대

항공수요 긍정적 이슈 다수 항공수요는 국제선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

'11 '13 '15'12 '14 '16 '17.3Q'17 '18.3Q

①

②

(2018.10월 평균)(USD/bbl) (2018.11월 평균)

유가 하락 및 안정화

뚜렷한 국제선 회복세

두바이유

브렌트유 80.63 67.05

79.39 66.63

· 6개성 단체여행 허용

· 중국 관광 수요 상승 추세

· 지진 등 단기악재 불구

  연평균 두자리 성장세 지속

국제선 여객수 (단위: 백만명)

국내선 여객수

63.6

42.6
47.7

51.0
56.8

61.4

73.0
77.0 국제선

10.3%

국내선

7.5%21.0 21.6 22.4 24.6 28.0 30.9 32.4
24.4 23.9

71.5
63.6

69.3
73.3

81.4

89.4

103.9
109.4

CAGR
('11 - '17)

88.0

95.4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

CAGR 9.5%

(2011~201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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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운송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LCC03 Industry Overview

LCC는 근거리 · 지방공항 · 여행 수요의 3가지 Keyword로 공급과 수요를 견인하며 지속적인 성장 전망

국내 LCC는 국제선 중심 성장과 함께 글로벌 LCC 대비 추가 성장 매력 보유

LCC 성장 요소 Keyword

'15 한국'17 북미'16 글로벌 평균'18.3Q 서유럽 동남아

국내 LCC 점유율 상승 지속 지역별 글로벌 LCC 점유율

국내 및 세계 80% 여행객이 근거리 이동 지방 공항을 통한 국제선 수요 증가
[ 공항별 국제선 여객 실적 CAGR ('13 ~ '18.3Q) ]

여행수요 성장여력 여전히 유효

54.7% 56.8% 56.9% 58.4%

29 30
40

60국내 LCC 글로벌 LCC 대비 상승여력 유효

35
14.6%

19.6%
26.4% 29.1%

*자료: 국토교통부, CAPA, 한국투자증권

(단위: %)

*자료: World Tourism Organization(WTO), 이베스트투자증권

14.1%
김해

10.4%
전체

34.6%
대구

22.4%
무안

개인의
여가소비확대

사회적
정책지원

[ 근거리 ] [ 지방 공항 ] [ 여행 수요 ]

국내선 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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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로 충성고객 확보상용화 노선 개척

에어부산 취항 10년의 기록01 Company Overview

금호아시아나 그룹 항공사 영남권 지방 수요 창출

*자료: 국토교통부, 당사 자료

41.6%
(김해 국내선) 20,084개

회원사
('18.10월말 기준)32.9%

(김해 / 대구 전체선)

영남권 최대
수송 점유비

상용노선 중심
기업우대 회원 확보

취항 후 최단기간 
흑자 실현 (2010년) 및 
9년 연속 흑자 달성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국적사 유일 5년 연속 A등급

(2018)

KCSI 고객만족도조사
저비용항공부문 6년 연속 1위

(2018)

부산지역 사회책임경영 
최우수 기업

- 일자리창출 유공 철탑산업훈장 등

LCC 최단기간
 누적 탑승객 3천만 명 돌파

(2017.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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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소개02 Company Overview

회사 개요

노선 및 항공기 보유 현황

탑승률 (L/F) 및 ASK 성장 추이 시장 점유율 추이

법인명 에어부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태 근

출범일 2007년 8월 31일

자본금 500억원

임직원수 1,364명 (2018년 11월말 기준)

사업영역 국내여객운송, 국제여객운송, 화물운송 등

본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7번가길 6 (신사옥)

홈페이지 www.airbusan.com

국내선 7개 노선 / 국제선 29개 노선 운항

A321-200 A320-200

17대 8대

220 / 195 / 191 석 180 / 162 석

4,991 Km 4,247 Km

'13

'16'15

'15

'18.3Q'17

'17

'17.3Q

'14

'17'16

'16 '18.3Q

'18.3Q

*자료: 국토교통부

ASK(Available Seat Kilometers): 판매 가능한 좌석 수에 이동거리를 곱한 값
*자료: 국토교통부

79

1,267 1,398 1,546
1,138 1,289

2,592

3,367

4,747

3,428

4,086

74

80

74

85

80

87

85

88

84

88

86

7.4%

21.0%

29.5%

국내선 탑승률 김해공항 점유율(단위: %)

(단위 : 백만 Km)

국제선 탑승률 대구공항 점유율

국내선 ASK
국제선 ASK

32.6%
34.6% 35.9%

YoY
 국
제선

+19.2%

영남권
점유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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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03 Company Overview

영업이익(률) 추이매출액 추이

2015 20172016 2018.3Q 2018.3Q20172017.3Q 2017.3Q2016

영업이익률(단위: 억원) (단위: 억원)

CAGR 21.9%

(2015~2017)

3,780

4,430

5,617

359
345

258

303

8.1%
6.1%6.1% 6.3%

4,066

4,964
YoY +22%

성장

*자료: 증권신고서 기준 *자료: 증권신고서 기준

영업이익

YoY +23%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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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화를 통한 수요창출04 Company Overview

동북아시아 1일 생활권 시대의 준비된 아시아 대표 LCC, 에어부산

국내 최초 부산 - 김포 노선 셔틀화
· 하루 15편 운항으로 노선 셔틀화 최초 도입 (2010.10.31)
· 3060 정시 출발 제도 도입으로 정시성 확보

국내 항공사 최초 해외 특정노선 최다 운항
· 부산 - 후쿠오카 일일 5회 왕복 운항

· 국내선 셔틀화 성공 경험 바탕 지역적 특성·고객수요 분석 반영

김포

제주

후쿠오카
1940/2030

타이페이

오사카

나리타

15/D

11/D
5/D

3/D

2/D

2/D

부산
0720/0830

성공적인 항공노선 셔틀화를 통한 수요 창출 사례

(단위: 천명)
: 공급석 : 탑승객

부산 - 김포

2008 2017

150
1,336

71 1,022

탑승객

약 14배
증가

부산 - 후쿠오카

2010 2017

92
585

66 519

탑승객

약 8배
증가

국내선 1일 생활권을 넘어
동북아시아 1일 생활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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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노선별 매출 비중매출액 구성

2015 20172016 2018.3Q

안정적인 매출 포트폴리오05 Company Overview

*자료: 증권신고서 기준 *자료: 증권신고서 기준

2015 20172016 2018.3Q

CAGR 국내
선 12.1% / 국제

선 28.5%

(2015~2017)

국제선 일본 중국

국내선

동남아 대양주

화물 및 기타

(단위: 억원)

4%

5%

5%

5%

1.5% 2.9% 2.6% 2.4%

32.9% 30.4% 30.7% 31.3%

26.9% 26.1% 21.5% 20.9%

38.7% 40.6% 45.2% 45.4%

32%

63%

34%

61%

38%

57%

40%

55%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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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그룹내 항공사업 시너지 창출06 Company Overview

항공운송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성장성 및 수익성 입증

그룹내 항공운송 3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취항 후 LCC 중
최단기간 흑자 실현

 (2010년)

19분기 연속 흑자

노선 및 네트워크

정비 인프라

영업 · 안전관련 시스템 

아시아나항공의 노하우 활용 빠른 시장 선점

자체 정비 & 위탁 밸런스를 통한 안전성 및 수익성 동시 확보

모바일 리뉴얼, 정비전산시스템 강화 등 Infra 구축

· 에어부산 - 아시아나항공 28개 노선 공동운항

· 아시아나항공 판매기여액 총 3,208억원 (08년 ~18.3Q 누적)

· 자체 운항 정비 수행 + 우수한 OZ 정비 인프라 활용

· 항공기 경정비에서 중정비까지 대부분 정비 국내에서 수행 
  → 비용 및 정비시간 감소

· 아시아나IDT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스템 효율적 구축

  + 비상사태에 빠른 대응 가능

13Investor Relation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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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14 '17 '17'13 '16 '16'15 '18.3Q '18.3Q

안정적인 재무구조07 Company Overview

19분기 연속 흑자 및 무차입 경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지속

*자료: 연도별 사업보고서 기준 *자료: 증권신고서 기준

CAGR 97.7%

(2012~2017)

19
65

237

432

653

891

1,106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84.9%

0.0% 0.0% 0.0% 0.0%

100.0%

119.8%

102.9%

재무구조의 안정성19분기 연속 흑자경영
(단위: 억원)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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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된 안정적 서비스08 Company Overview

예약에서부터 여행까지 고객 중심의 Service 최우선 시행세계 최고의 안전운항 / 항공정비 경쟁력 유지

최고의 “ Safety ” 차별화된 “ Service ” 

Pre-Flight

Onboard

Departure

Arrival

· 사전 좌석 구매

· 인터넷 할인

· 기내면세품

· 사전 기내식 주문 
· 라운지 서비스

· 투게더서비스

· UM서비스

· 노선별 맞춤서비스

· 셀프체크인

· 3060셔틀

· 모바일 탑승권

· 기업우대프로그램

· 여행사우대프로그램

· FLY & FUN 서비스 
· 호텔 / 렌터카

· 여행자 보험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국적사 유일 5년 연속 A등급

(2018)

2018년 국내선 / 국제선
정시율 1위
(2018.1~8월)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인적·물적
서비스 차별화

영남지역민 충성고객

항공기 정비 품질
및 고신뢰성 확보

운영 비용
절감

정
비

자체 정비 인프라
구축 / 강화 

우수한 정비 
인프라 제공

안
전
문
화

[ 엄격한 채용 + 완벽한 교육 훈련 + 차별화 된 안전문화 ]

전사적 안전대회의 실시 

안전회의체 운영

안전문화 공유

항공안전 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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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 약 400억원 
비용 약 315억원
매출 증대 및 비용 절감

효과 발생 예상

대내외 리스크 해소01 Growth Strategies Ⅰ

단기적 대내외 리스크 극복을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

유가
하락 및 안정화

유가 하락
→ 비용감소

(2018년 1~11월 평균) (2018. 11. 29)

86.27 $
항공유 
(MOPS)
평균

74.15 $ 280억원 감소비용

중국 및 일반 수요 
원상 복귀 기대

중국 한한령 등 규제로 인한
방한 수요 감소

중국 방한
수요 감소

100억원 감소매출

자체정비로
비용절감

정비인원

70명 증가
정비인력
양성

비용 35억원 증가

영업이익 440억원
개선 기대

2018.3분기 
일본 여행 수요
성장률 회복

일본
관광수요 감소

일본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요 감소 135억원 감소매출

부가서비스

6.5% 달성 목표
(업계 평균 8%)

본격적인 유료서비스 도입
(2018.4월)

유료화
서비스

매출 16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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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재 (A321 NEO LR) 도입을 통한 노선 다양화02 Growth Strategies Ⅰ

수익성 중심의 다양한 중장거리 노선

아스타나

델리

부산

싱가포르

발리

기존 기재 운항가능 대권 거리

A321 NEO LR

수익성 중심 중장거리 노선 검토

[ 인천발 중장거리 노선 수익성 분석 ]

도착지 공급 수송 L/F

싱가포르 1,721,630 1,434,845 83.3%

쿠알라룸푸르 1,013,007 837,489 82.7%

자카르타 600,075 486,170 81.0%

발리 421,905 332,239 78.7%

델리 317,075 224,887 70.9%

타슈켄트 262,314 226,353 86.3%

*A312 NEO LR (New Engine Option Long Range)

2019년 신규 기재 도입
(A321 NEO LR)

① 부산 / 싱가폴 노선 운수권 확보 

② 운항거리 확대로 신규 노선 개척
→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양곤,
    카트만두, 델리 등 영남권 최초 운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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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1 NEO 신규 기재 도입을 통한 성장03 Growth Strategies Ⅰ

신규 기재 도입을 통한 운항효율성 확보로 수익성 제고

항공기 도입 현황 및 계획A321 NEO 도입 효과

항공기

도입

스케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중형기 0 0 0 0 1 2

A321 NEO 0 2 4 8 11 16

A321 CEO 17 18 17 15 12 9

A320 CEO 8 8 8 8 8 8

합계 (누적) 25 28 29 31 32 35

A320 CEO (단위: 대)

A321 CEO
A321 NEO
중형기

7,600kg 
증가

833km 
증가

최대이륙중량 최대운항거리

기존 자사 항공기 대비

부산 - 김포
운항 1편당 

운항
횟수

항공기

1대당

330,000원 
절감

2,900편 
운항

연간 10억원
비용 절감

15% 
감소

연료절감

경쟁사 도입 예정 모델 대비

부산 - 김포
운항 1편당 

운항
횟수

항공기

1대당

1,700,000원
 매출 증대

2,900편 
운항

연간 50억원
매출 증대

운항 효율성 상승으로 비용절감
+ 신규 수요 창출

타사 대비 운항
효율성 +23% 향상

에어부산
A321 NEO

232석

경쟁사

737 MAX 8
189석

2
A321 NEO 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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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최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수요 및 수익성 유지01 Growth Strategies Ⅱ

양양

청주

울산

대구

부산 (김해)

무안

영남권 최대 M/S

김해 + 대구공항
국내 및 국제선 기준

2018.6월2015

에어부산 기타 (단위: %)

32.929.7

김해공항 국내선 이용객 10명 중 4명은 에어부산의 고객

국내선 + 국제선

[ 김해공항 내 당사 점유율 ('18.6월) ][김해공항 연간 이용객 ]

32.4%
증가

국내선2015 2017

에어부산

기타

(단위: %)(단위: 만명)

41.6 35.91,238
1,640

영남권 내 브랜드 인지도 강점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

부산 교육메세나탑 5년 연속 수상 (2014~2018)

부산시 사회공헌장 베풂부문 버금상 수상 (2018)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2년 연속 선정 (20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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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HUB공항 진출 및 김해 신공항을 통한 성장02 Growth Strategies Ⅱ

인천

호남
부산

① 인천 및 호남지역 신규 진출
· 부산 - 인천 내륙 노선 선구축 후 인천기점 해외 노선개척

· 호남지역 신 HUB공항 진출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 창출)

② 김해 신공항 확장의 최대 수혜자
· 영남권 1등 항공사로서 수혜 전망

  ① 가동률 향상

  ② 지상조업 시장 진출 가능

  ③ 부산 -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 이점

  ④ 남북관계 개선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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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 & System 구축을 통한 성장 동력 강화03 Growth Strategies Ⅱ

신규 PSS 도입에 따른 마케팅 확대 및 비용 절감

“ 영업력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 ”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서비스기능 및 신기술 구현 용이

다양한 부가서비스 수익 모델 활용

타 항공사와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Interline & Codeshare 확대 용이

신규 PSS 도입
(2021년 도입 예정)

솔루션 3개사 기능 / 전략 분석 및 도입 솔루션 선정2019

차세대 여객시스템 전환 및 연계시스템 개발2020

서비스 적용2021

위 치  김해공항 내

면 적  6,500평

자체정비 수행능력 강화 위한 정비격납고 구축

① 자체정비 확대를 통한 안정성 향상
· 정비이월기간 단축 등으로 안전성 향상

② 부대 수입 창출 (MRO)
· 자사 항공기 뿐만 아니라 타사 장비외주로 부대수입 창출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③ 항공운항 시뮬레이터 도입
· 교육훈련비 절감

· 전문인력 양성 및 안전성 강화

*PSS (Passenger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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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04 Growth Strategies Ⅱ

2022년 매출 1조 3,000억원, 영업이익 1,300억원 달성
업계 최고 1등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기업, 에어부산

영남권 기점 항공이용객

시장점유율 50% 달성
영업이익률 업계 1위 달성

국토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안전성 부문 1등급 달성

2019년 A321 NEO
항공기 도입으로 신규 노선 개발

부가서비스 매출 본격화로

수익성 제고

6,500평 규모 정비격납고 구축

김해 신공항 확장에 따른

M/S 확보 및 성장  
자체 조종사 모의훈련센터 구축 

수익성성장성 안전성

신규 PSS 도입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비용 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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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공모 후)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등주1) 23,108,000 주 44.38 %

공모주주 4,165,600 주 8.00 %

기존주주 23,755,000 주 45.62 %

우리사주 1,041,400 주 2.00 %

합   계 52,070,000 주 100.00 %

IPO Information01 Appendix

공모 주식수 5,207,000주

배정 비율
기관투자자: 60% / 일반투자자: 20%

/ 우리사주조합: 20%

공모 희망가액 3,600 ~ 4,000 원

공모 예정 금액 187 ~ 208 억원

공모 예정 시가총액 1,874 ~ 2,082 억원

수요예측일 2018년 12월 13일 ~ 14일

청약예정일 2018년 12월 18일 ~ 19일

납입예정일 2018년 12월 21일

매매개시예정일 2018년 12월 27일

대표(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공동) BNK투자증권

구분 주식수 지분율 기간

최대주주 등 23,108,000 주 44.38 % 상장일로부터 6개월

우리사주조합 1,041,400 주 2.00 % 예탁일로부터 1년

합   계 24,149,400 주 46.38 %

*주1) 자기주식 108,000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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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8.3Q '17 '16 '15

유동자산 104,867 90,606 103,687 102,883

비유동자산 186,445 177,889 102,929 69,414

자산총계 291,312 268,495 206,615 172,297

유동부채 120,636 120,629 82,859 67,165

비유동부채 27,078 25,701 20,467 11,951

부채총계 147,714 146,330 103,326 79,116

자본금 50,000 50,000 50,000 50,000

자본조정 (16,970) (16,970) (11,970)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43 - -

이익잉여금 110,569 89,093 65,259 43,181

자본총계 143,599 122,166 103,289 93,181

구    분 '18.3Q '17 '16 '15

매출액 496,364 561,657 442,997 377,964

매출원가 (432,337) (488,882) (375,053) (314,077)

매출총이익 64,027 72,775 67,944 63,886

판매관리비 (33,736) (38,302) (32,092) (28,025)

영업이익 30,291 34,472 35,852 35,861

기타수익 5,732 7,332 3,421 3,030

기타비용 (4,737) (9,725) (5,355) (3,705)

금융수익 4,404 5,576 4,328 2,356

금융비용 (1,356) (535) (808) (490)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34,334 37,120 37,437 37,052

법인세비용 (7,906) (8,656) (8,916) (8,302)

당기순이익 26,428 28,464 28,522 28,751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요약 재무제표02 Appendix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 출처: 증권신고서 기준 ※ 출처: 증권신고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