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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A 진행경과
❖ (20. 11. 17) 투자합의서 체결 (KE-OZ-산은)
❖ (20. 12. 03) OZ 신주인수권 계약금 납입 (0.3조원)
❖ (20. 12. 29) OZ 영구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 (0.3조원)
❖ (21. 01. 14) KE 국내외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필수 9개국/임의 5개국)

❖ (21. 03. 15) OZ 신주인수 중도금 납입 (0.4조원)
❖ (21. 03. 17) KE PMI 계획서 제출
[해외 관련국] 해외 13개국 중 4개국 승인 완료 (21.06.11 현재)
[공정위] 국적사 기업결합심사 경제분석 용역 (6월 → 10월 종료)
❖ 필수신고국(9) :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베트남, 터키, 대만, 태국
임의신고국(5) :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 승인기준 → 국가기간산업, 항공주권, 상호주의에 입각한 운수권교환, 항공자유화 등
(항공운송업의 특성상 상대국 항공사간 합병을 불승인한 사례는 없음)

II. 쟁점들
1. 어떻게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 KE 경영평가위원회
▪
▪
▪

양사 통합작업(PMI) 및 통합 항공사의 경영감시, 경쟁력 강화 (목적)
금융기관·경영경제·산업계 등 외부전문가 참여 (구성)
매년 경영성과 평가 (활동)

❖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제 강화
▪
▪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산은 추천)
지주회사(한진칼)와 OZ의 사회-의장 분리 (‘21 3월 주총)
윤리경영위원회 및 경영평가위원회 (산은의 감시/감독)

❖ 산은-한진칼 투자합의 ‘각서’ → ‘한진칼 7대 의무사항’

II. 쟁점들
1. 어떻게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한진칼 7대 의무조항

① 한국산업은행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 선임
②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③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
④ 경영평가위원회가 대한항공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감독할 책임
⑤ PMI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
⑥ 대한항공 주식등에 대한 담보제공, 처분 등 제한
⑦ 투자합의서 중요 조항 위반시 5천억원 위약벌과 손해배상책임 부담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권한 위임 및 질권을 선정할 의무

II. 쟁점들
2. 경쟁의 제한으로 소비자 편익의 훼손은 없는가?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들
❖ 항공을 왜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하는가?
▪

National Flag Carrier 간의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

❖ COVID-19 팬데믹에 각국 정부가 왜 전격적인 지원을 결정했는가?
▪

파산으로 인한 회생비용 > 금융지원에 드는 비용

❖ 네트워크산업, 해운업계가 국가별/지역별로 묶이는 이유
▪

사업과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 ‘범위와 밀도의 경제’

❖ 최초의 M&A(국내) vs. 메이저/국가대표 간의 M&A 경험(미국/유럽)
▪

경쟁과 M&A의 순기능 > 역기능

▪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는 보호가 아닌 자유로운 경쟁

II. 쟁점들
2. 경쟁의 제한으로 소비자 편익의 훼손은 없는가?
KE는 독점적 지위인가?
❖ 공급력(Capacity) 우위로 시장가격을 선도할 수 없는 구조
<표> KE/OZ vs. 경쟁사의 거점공항 슬롯 점유율

II. 쟁점들
2. 경쟁의 제한으로 소비자 편익의 훼손은 없는가?
업계의 새로운 조류는 제휴(Alliance)에서 조인트벤처(JV)로 이동 중
❖ 2000년대의 새로운 시장 현상. 노선별 공동 영업 &수익 배분
❖ 경쟁 노선의 공급력을 강화
(예) 태평양 구간의 공급력 경쟁 : 일본과 중국이 주도

❖ 중국(2006, CZ-AF/KLM), 일본(2011, JAL/ANA-AA/UA) 에 비해 늦은 출발(KE-DL, 2019)

JV에 따른 운임의 변화
❖ 좌석의 가격은 재고 불능의 상품 특성을 고려해 결정(Revenue Management의 배경)
❖ 외생변수의 직접적 영향 (유가, 금리, 계절성, 정치/경제 상황 등)
❖ 공급력 변화는 운임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에 불과. M&A 및 JV가 운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뚜렷하지 않음
❖ KE-DL 간의 JV 이후 태평양 구간의 운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Big 3 체제’가 정착된 기간(‘04~’13)에 미국 국내선 운임은 인플레이션 고려 시 평균 0.5%
하락된 것으로 나타남(LA TIMES, 2014. 1. 26일자).

II. 쟁점들
2. 경쟁의 제한으로 소비자 편익의 훼손은 없는가?
국내선 운임에 미치는 영향 “독점적 지위는 가능한가?”
❖ 통합 LCC/KE vs. LCC 경쟁
❖ 통합 LCC/KE vs. KTX 경쟁

❖ 새로운 사업자(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리미아)의 시장진입
❖ 소형항공(50인급 미만 A/C)의 시장참여(하이에어 등)

<그림> 국내선 - KTX 비교 (자료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II. 쟁점들
3. 저가항공사(LCC)의 생태계 보호
<표> LCC의 좌석공급 구성 (2019년 기준)
항공사명

공급(석)

공급 점유율(%)

진에어

10,002,717

19%

에어부산

9,576,749

18%

에어서울

2,195,602

4%

제주항공

15,160,068

28%

이스타항공

7,220,370

13%

티웨이항공

9,341,853

17%

플라이강원

34,596

0%

계

53,531,955

100%

자료 : 국토교통부 Airportal 항공통계

II. 쟁점들
4. 항공 MRO산업의 경쟁력 강화

❖ MRO 시장은 항공기의 운용규모와 기종, 사용 연한 등의 영향을 받으며, 항공기 공급과 비례하여
성장. 항공 MRO 시장은 완제기 시장 전체 규모의 약 75% 수준으로 추정되며 군용, 운송용 및
일반항공 목적의 항공기 중 운송용 항공기의 비중이 약 48%를 차지함.

❖ 글로벌 MRO 시장은 현재 약 4,800개의 MRO 사업자가 참여. 다종 소량의 산업 특성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유리하여 전체 사업자의 약 80%를 차지함. 항공 MRO의 핵심인 엔진 MRO 시장은
대표적인 엔진 제작사 들인 GE(GE Aviation), PW(Pratt & Whitney Division), 롤스로이스(Rolls Royce)
등이 주도
❖ 코로나19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기체 부분 1.3%, 엔진 부분 2.5~5.7%의
성장이 예상됨. 2023년 이후부터 MRO 시장은 약 3.9%의 연평균 성장률이 기대됨.

II. 쟁점들
4. 항공 MRO산업의 경쟁력 강화
<표> MRO시장의 성장률 전망

자료 : Oliver Wyman analysis, July 2020

II. 쟁점들
4. 항공 MRO산업의 경쟁력 강화
<표> MRO 시장의 구성비

자료 : Oliver Wyman analysis, July 2020

II. 쟁점들
4. 항공 MRO산업의 경쟁력 강화
❖ 해외 의존도가 높은 MRO산업의 내수 전환이 필요한 이유
▪
▪

자체 정비능력이 없는 LCC는 전적으로 해외 MRO업체를 이용
특히 엔진/부품 MRO 부문 외주정비비는 전체 외주비용의 90% 수준에 달하며 연간 약 1조 1,250억원
외화 지출이 발생
(단위 : 억원)
분야

총 정비비

비용 비중

해외 외주비용

해외의존도

기체 중정비

2,420

9%

869

36%

운항정비

5,117

19%

458

9%

엔진정비

14,518

53%

7,960

55%

부품정비

5,566

20%

3,293

59%

계

27,621

100%

12,580

46%

II. 쟁점들
4. 항공 MRO산업의 경쟁력 강화
❖ 핵심사업 엔진 MRO의 육성 필요
▪

외국은 MRO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엔진 MRO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엔진제작사와 JV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 산업 육성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국내외 업체의 투자 환경 조성 필요
▪
▪
▪
▪

인천공항 부지 등 엔진 MRO 사업 유치 지역 신설/임대료 등 지원
(사례) 이스라엘 IAI - 국내 STK 간의 JV 설립에 합의 (2021.05)
인천공항의 엔진MRO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KE의 MRO 역량을 활용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TCA) 추진하여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사천 MRO 클러스터와 인천 MRO사업은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

III. 외국의 M&A 사례가 주는 시사점
1. M&A의 유형 : 항공업계의 생존전략
(유럽형) 대형항공그룹 중심으로 개편 → 각국 대표 항공사 간의 합병 (브랜드 유지)
(미국형) Mega Carrier 체제로 재편 → 자국 메이저 간의 합병 (브랜드 소멸)
(일본형) ‘구조 조정’에 의한 회생 (2010년 JAL 파산)

III. 외국의 M&A 사례가 주는 시사점
2. 유럽의 항공업계 재편
❖ 대표 항공사간 M&A를 통해 ‘대형 항공그룹’ 중심으로 재편
▪

현재 시장은 “FSC BIG 3 + LCC 1 체제”로 정착 (에어프랑스-KLM, 루프트한자 그룹, IAG 그룹 + 라이언에어)

❖ 에어프랑스-KLM (2004)
▪
▪
▪

그룹 구성 : 에어프랑스, KLM, 트랜스아비아, 마르틴에어, 에어코르시카, 에어프랑스 HOP 등
2000년대 초반 9.11테러/이라크전/SARS 등 악재 및 유럽 저비용항공사 경쟁 심화 상황
에어프랑스, 당시 유럽 4위 규모였던 KLM 인수하며 대형 항공그룹화

❖ 루프트한자 그룹 : 스위스항공 (2005), 오스트리아항공/브리쉘항공 (2008) 인수
▪
▪

그룹 구성 : 루프트한자, 오스트리아항공, 브뤼셀항공, 스위스항공, 유로윙스
루프트한자, 부실 항공사 인수로 대형 항공그룹화

❖ IAG(International Airlines Group) : 영국항공-이베리아항공 (2010)
▪
▪
▪

그룹 구성 : 영국항공, 이베리아항공, 부엘링항공, 에어링구스
금융위기 및 신종플루 위기대응 목적, 영국항공-이베리아항공 대등합병 (55% : 45%)
시장분할 통한 경영효율화 (영국항공 북미 시장, 이베리아항공 중남미 시장을 타겟)

III. 외국의 M&A 사례가 주는 시사점
3. 미국의 항공업계 개편
❖ 대형항공사간 합병을 통해 ‘메가 캐리어’ 중심으로 재편
❖ 현재 시장은 “FSC BIG 3 + LCC 1 체제”로 정착
❖ American Airlines-US Airways (2013)
▪
▪
▪

아메리칸항공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11년 파산보호 신청
US Airways 그룹이 아메리칸 항공 모회사인 AMR 인수 결정
‘15년 통합 마무리 후 브랜드를 아메키란 항공으로 통일

❖ Delta-Northwest (2008)
▪
▪

9.11테러, 파업, 경쟁심화 등 악재로 ‘05년 두 항공사 파산보호 신청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 거쳐 ‘07년 회생, 생존을 위한 대규모 합병

❖ United Airlines-Continental (2011)
▪
▪

9.11테러 영향으로 UA 2002년 파산보호 신청 후 대규모 구조조정
2006년 흑자전환 성공 이후, 경영효율화를 위해 컨티넨탈 항공과 합병

❖ Southwest-AirTran (2011)
▪
▪

미국 대형 LCC 간의 합병으로 초대형 LCC 탄생
Southwest, AirTran 인수로 미국 동부/중미 노선 확장하며 경쟁력 강화

III. 외국의 M&A 사례가 주는 시사점
4. 일본의 사례 : “JAL의 파산과 회생”
❖ 낙하산 관료 출신 CEO들의 무능과 무리한 합병, 방만경영으로 경쟁력 약화
▪
▪

2010년 1월 JAL 파산
혹독한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로 2012년 9월 회생에 성공 (주식 재상장)

❖ JAL의 경영효율화 주요 내용
▪
▪

노선 감축 (국제선 : 75 -> 65개, 국내선 : 148 -> 109개 노선)
인원 감축 (51,900명 -> 32,600명 : ⅓ 규모)

❖ 기재 규모 축소 : ‘08년 279대 -> ‘12년 215대

III. 외국의 M&A 사례가 주는 시사점 : 지역별/국가별 대표 항공사들

III. 외국의 M&A 사례가 주는 시사점
5. 코로나 위기와 각국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
국가

주요 지원 내용

미국

- 항공업계 종사자 임금 보조금 620억 달러 지원
- 긴급경영자금 대출 및 대출보증 290억 달러 지원
- 2020년 항공운송 및 항공유 부과 세금 면제

독일

- 항공사 포함 피해기업 대상 긴급구제금융 지원
- 루프트한자에 공적자금 90억 유로 지원
* 정부가 2023년까지 지분 20% 소유 조건

프랑스

- 항공사 포함 피해기업 대상 450억 유로 지원
- 에어프랑스에 70억 유로 지원

영국

- 기업 구제 계획(Project Birch 프로젝트)으로
국가경제 핵심 기간산업 대상 대출 지원
- 영국항공 20억, Easyjet6억 파운드 등 무담보 대출
- 항공업계 종사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21년 9월)

중국

- 저금리 대출 및 대출 납부유예 등 항공사 금융지원
- 국제여객 운항 항공사 보조금 지원
- 공항사용료ㆍ사회보호금감면 및 유류비유예

일본

- 217조 엔 규모 기업 긴급경제대책 지원
- ANA, JAL 2.5조 엔 규모 금융지원
- 공항시설 사용료 유예 및 세제 지원

III. 외국의 M&A 사례가 주는 시사점
5. 코로나 위기와 각국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
국가

주요 지원 내용

홍콩

- 케이세이퍼시픽50억 달러 규모 구제금융 지원
- 항공업계 대상 5.9억 달러 지원안발표

싱가포르

- 싱가포르항공 133억 달러 금융지원
- 항공업 임금보조 및 세금감면 5.3억 달러 지원

대만

- 중화항공 및 EVA항공, 각 13.4억 달러 지원

캐나다

- 에어캐나다 49억 달러 대출지원

호주

- 항공업계에 6.1억 달러 세제지원

스웨덴/덴마크

- 양 정부 스칸디나비아항공에 13억 달러 지원

네덜란드

- KLM에34억 유로 규모 대출 지원

뉴질랜드

- 에어뉴질랜드 5.4억 달러 대출 및 세제지원

태국
인도네시아

- 타이항공 18억 달러 지원
- 항공/관광 7.3억 및 가루다항공1억 달러 지원

IV. 결론 : 양사의 통합방향

❖ 첫째, 항공운송업의 특성, 글로벌 업계의 신 조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2000년대 들어 규모의
경제를 위한 업계의 ‘몸집 불리기’는 위기 때마다 M&A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세계 업계에선
미국, 중국,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1國 1社 체제’로 정착되어 있음.
❖ 둘째, KE-OZ 합병은 부실기업의 파산에 대해 정부가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접근. 따라서 산업의 보호
및 유지 효과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우선해야 함. 고용안정, 투명/윤리경영 등의 이행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경쟁 제한으로 인한 운임 상승 우려, 마일리지 손실 등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ㅇ 저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국의 M&A 사례처럼 보호되어야 할 것임.
❖ 셋째, 향후 수년 내 국내 LCC업계의 재편이 예상됨.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업계 내에서 자유로운
M&A가 이루어지고, 시장의 진입과 탈퇴를 원활히 환경을 조성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함.
❖ 넷째, 항공시장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MRO 산업은 노동집약적 업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유리함. 인천공항은 인프라와 접근성의 이점을 극대화할 전략이 필요하며, 핵심사업 유치를 위해
대한항공 등 관련 사업자에게 외국 투자 기업 수준의 유인을 제공해야 성공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양대 항공사 통합 관련 산업은행 입장

□ 통합항공사에 대한 견제장치

□ PMI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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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C 지배구조

□ MRO 사업

□ 소비자 편익 제고(운임, 마일리지, 노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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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관련 산업은행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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