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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리타공항, 외국항공사의 이용 감소 조짐
- 미국 델타항공, 나리타공항의 5개 노선을 철수하고 서울 노선 등을 강화 미국 델타항공은 금년 10월 나리타(成田)공항

인과 JAL 간의 제휴가 있는 다른 미국 경쟁사에

발착 5개 노선에서 철수한다. 구체적으로는 나리

비해 열세인 것이다. 그동안 미·일 항공교섭에 오

타공항(이하 나리타)과 뉴욕의 존 F 케네디공항,

랜 시일이 걸린 것은 일본~미주 간 7개 노선 전부

LA, 미네아폴리스, 방콕, 간사이국제공항을 연결

를 하네다로 이관해주지 않으면 나리타공항에서

하는 노선이다. 나리타는 그동안 델타항공사의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델타측의 강력한 요구 때

미국 외 최대 허브공항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델

문이었다. 이번에 2개 노선만 이관이 결정된 상

타의 나리타 발착 규모는 주당 수백편으로 일본

태이므로 향후 델타의 나리타공항 이탈이 가속화

의 ANA나 JAL에 필적할 규모였다. 델타는 나리

될지도 모른다. 델타의 아시아노선은 저가항공사

타를 정비거점으로 삼아 100명의 정비인력과 자

의 진입 등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도 좋지

체 격납고도 보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의

않다. 2015년에 겨우 나리타노선의 오랜 적자에

5개 노선 철수의 영향은 크다. 특히 뉴욕과 나리

서 탈출하였다. 델타는 중국노선의 강화를 추진

타의 직항편이 없어지면 디트로이트에서 환승하

하고 있다. 중국 동방항공에 4억 5,000만 달러를

지 않으면 안된다.

출자하여 지분 3.55%를 확보하였고, 중국 남방항
공과의 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대한항공

델타의 나리타공항 철수는 수익성 악화도 원인

과도 공동노선 확대(기존 22개에서 32개로) 등 제
휴 확대를 통해 서울(인천공항) 노선의 확대를 도

델타의 나리타 기피 원인은 하네다(羽田)공항

모하고 있다. 이는 나리타에서 철수하는 방콕 및

의 이용 확대와 무관치 않다. 다른 항공사들과 마

간사이공항 노선을 대체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는

찬가지로 델타 등 미국 항공사도 나리타공항보다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도쿄 도심 진입이 용이한 하네다공항

일본에서는 일차적으로 나라타의 부진을 하네

의 확장에 따라 하네다공항 발착 미국노선 증편

다로의 대체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델

을 일본측에 계속 요구해 왔다. 미·일 교섭 결과

타의 중국항공사 및 대한항공 접근 등 인천공항의

금년 2월 하네다~미국 노선은 당초의 주 8편에

허브공항화 강화 움직임이 향후 본격적인 나리타

서 12편으로 증편되었다. 델타는 그중 2개 노선

철수 등 일본 패싱(passing)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을 배당받았다. 이는 개별 항공사로서는 가장 많

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은 수치이다. 그러나 델타는 일본제휴 항공사가

자료 : 「週刊 東洋經濟」, 2016.10.8.

없다. 유나이티드항공과 ANA, 아메리칸 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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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아프리카 지역 기업환경(doing-business) 평가
최근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

거함으로써 기업등록 부문에서 작년 151위에 비해

ness 2017 report)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지역은

116위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사회에 이해관계자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

간 거래에 대한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부과하여 소

를 보여주었다. 르완다와 케냐는 순위가 상승한

수 투자자 보호 부문에서 115위에서 87위로 개선

것에 비해 부룬디, 남수단 및 소말리아는 전 세계

되었다. 또한 지급불능의 해결을 쉽게하기 위해 재

국가 중에서 가장 최악의 기업환경을 가진 국가

조직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지급불능 해결 부문에

로 평가되었다.

서 144위에서 92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탄
자니아는 신용국의 신용거래 대상자 확대 및 신용

르완다와 케냐가 기업환경 가장 많이 개선

정보 확산 등을 통해 신용거래에 대한 접근성 부문
에서 152위에서 108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르완다는 작년에 비해 순위가 3위 올라 전 세계
190개 국가 중에서 56위를 차지함으로써 동아프

정치적 불안정이 기업환경을 악화

리카 지역에서 가장 기업환경이 좋은 국가로 평
가되었다. 특히 이는 전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반면에 부룬디와 남수단은 지속적인 내부 분쟁

에서도 2번째로 좋은 기업환경을 갖춘 것으로서

으로 각각 157위와 186위를 차지하였으며, 소말

74위로 평가된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도 높은 수

리아는 끊임없는 전쟁, 테러리즘 및 신생 정부로

준이다. 케냐는 작년에 비해 21위나 순위가 올라

인해 190개 국가 중 190위를 차지하였다.

92위로 평가되었으며, 우간다와 탄자니아는 각각

동아프리카는 아직 내부적인 분쟁이 해결되지

122위에서 115위로 144위에서 132위로 순위가 상

못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기업환

향 조정되었다.

경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르완다와 케

국가별로 개선된 부문을 보면, 르완다는 국제무

냐가 최근에 가장 큰 개선을 보여주었다. 르완다

역 부문에서 크게 개선되어 작년에 131위에서 87

는 동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사하라 이남

위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수입품에 대한 의무적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기업환경이 좋은 것으로 평

인 선적전 검사를 폐지한 결과이다. 케냐는 3개 이

가되고 있다.

상의 부문에서 크게 개선된 10개 국가에 선정될 정
도로 다양한 부문에서 개선되었다. 그 중에서도 케
냐는 기업등록과 관련된 일련의 의무사항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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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The East African, 2016. 10. 29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7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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