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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Q22 Review: 3월부터 흑자전환 

매출액 93.5억달러(+125.3%yoy)는 시장 기대치를 5% 가량 상회함. 영업손실 7.83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적자전환, 조정 EPS는 -1.23달러(시장 기대치 -1.27달러)를 기록함.  

오미크론 확산으로 연초 타격이 컸던 만큼 1분기 적자는 예상된 것이었음. 그럼에도 여객 매출

은 2019 년 1 분기 대비 74.6% 수준으로 회복세가 이어짐. 공급(ASK)은 83%, 수송(RPK)은 

75%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탑승률(L/F)은 74.7%를 기록함. 아직은 수요 회복이 국내선(2019

년 대비82.9%)과 남아메리카 노선을 중심으로 나타남. 다만 동사의 강점인 상용 고객이 2019

년 1 분기 대비 국내선 70%, 국제선 50% 가량 회복한 점은 고무적임. 또한 프리미엄 좌석이 

일반 좌석보다 매출 회복력이 좋은 것으로 파악됨.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유류비가 전년동기비 105.7% 급증함. 다만 단위 비용(Non-fuel CASK)

은 1.8% 상승에 그쳐 비용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임.  

동사는 오미크론 확산이 둔화됨에 따라 3 월부터 강한 여객 수요 회복으로 흑자전환(조정 영업

이익률 약 10%)에 성공했다고 밝힘. 이는 직전 분기 동사 가이던스에 부합함.  

2분기 OPM 12~14% 타겟 

동사는 2분기 공급석이 2019년 2분기 대비 84%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함. 그럼에도 매

출은 93~97% 회복을 예상함. 즉 운임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임.  

2 분기 동사의 항공유 평균 가격은 전분기비 20% 가량 추가 상승이 예상(자체 정제 시설 운영

으로 인한 절감 효과 감안)되나 동사는 티켓 가격 인상으로 유류비 상승분 전가가 가능할 것이

라 언급함. 2분기 조정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는 12~14% 수준임. Adobe Digital Economy Index

에 따르면 이미 3월 미국 항공 운임은 2019년 동월 대비 20% 가량 상승한 것으로 파악됨. 이

는 공급보다 여객 수요 회복 속도가 가파름을 의미함.  

 

 

영어명 DELTA AIR LINES INC 

한글명 델타 에어라인스 

52주 최고/최저(USD) 49.5/29.8 

배당수익률(21, %) -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10.5% 

BLACKROCK 6.0% 

CAPITAL GROUP 
COMPAN 

3.5% 

  

 

 

    
(결산기 12월) 2022Q1 2021Q4 2021Q1 2021A 2022E 2023F 

(단위: 백만USD , USD,%,배) 실적(백만USD) 증가율(qoq) 증가율(yoy) (백만USD) (백만USD) (백만USD) (백만USD) (백만USD) 

매출액 9,348  -1.3  125.3  9,470  4,150  29,899  43,417  50,342  

영업이익 -783  -397.7  -44.0  263  -1,398  1,886  2,736  5,826  

세전이익 -1,200  203.8  -20.8  -395  -1,515  398  1,684  4,997  

순이익 -940  130.4  -20.1  -408  -1,177  280  1,266  3,712  

EPS(USD) -1.48  적지 적지 -0.6  -1.9  0.4  2.0  5.8  

증가율(%) - - - 적지 적지 흑전 344.5 198.3  

영업이익률(%) -8.4  적전 적지 2.8  -33.7  6.3  6.3  11.6  

순이익률(%) -10.1  적지 적지 -4.3  -28.4  0.9  2.9  7.4  

ROE(%) 29.7  19.4  205.9  10.3  -176.2  10.3  24.0  52.9  

PER(배) - - - - - - 21.0  7.0  

PBR(배) 8.5  2.0  -55.6  6.4  64.1  6.4  5.6  2.4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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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 Eugene Research Center 

도표 1.  델타항공 1Q22 실적 

(백만달러) 1Q22 1Q19 4Q21 (1Q19 대비, %, %p) (QoQ, %, %p) 

매출액 9,348  10,472  9,470  -10.7  -1.3  

여객 6,907  9,254  7,241  -25.4  -4.6  

화물 289  192  304  50.5  -4.9  

기타 2,152  1,026  1,925  109.7  11.8  

영업이익* -783  1,020  263  적전 적전 

영업이익률(%) -8  10  3  -18.1  -11.2  

당기순이익 -940  730  -408  적전 적지 

RPM(백만) 38,700  51,617  40,402  -25.0  -4.2  

ASM(백만) 51,810  62,416  51,744  -17.0  0.1  

L/F(%) 75  83  78  -8.0  -3.4  

여객 Yield(cents) 18  18  18  -0.4  -0.4  

TRASM, adj. 16  17  16  -5.7  -3.3  

Non-Fuel CASM 13  12  13  10.6  5.4  

자료: Delta, 유진투자증권 

 

도표 2.  델타 부문별 매출 추이  도표 3.  탑승률(L/F) 추이 

 

 

 
자료: Delta, 유진투자증권  자료: Delta, 유진투자증권 

 

도표 4.  여객 운임(Yield) 추이  도표 5.  단위 매출 및 비용 증감률(2019년 해당 분기 대비) 

 

 

 
자료: Delta, 유진투자증권  자료: Delta,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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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7%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2.03.3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