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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 CORPORATION,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와  함께   
역사상  가장  큰  항공기  주문에  대해  발표  

 
American Airlines에서  항공기  기단  변형  및  교체를  위해  460대의  Narrowbody Jets 

주문   
 

아메리칸  항공에서  향후  5년  내에  미국  항공업계에서  가장  최신형이자   
가장  연비  절감이  뛰어난  항공기  기단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   

 
계약서엔  2025년까지  465대의  추가  항공기  구입  권한  옵션  항목도  포함됨  

 
아메리칸  항공은  에어버스사의  A320neo 항공기종을  인도받을  최초의  항공사이자 , 

보잉사에선  앞으로  출시될  신종  737 항공기종을  약속받은  항공사가  되다    
 

FORT WORTH, 텍사스 – 아메리칸 항공사와 아메리칸 이글 항공사를 자사로 두고 

있는 AMR Corporation은 오늘 아메리칸 항공의 narrowbody 항공기 기단을 향후 5년간 

대대적으로 변형 및 교체하고, 앞으로 10여년 동안 항공기 기단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에어버스사와 보잉사와 합의한, 전례에 없던 계약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신형 항공기는 

아메리칸 항공이 연료 및 경영 비용을 절감하면서, 고객들에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자사의 경제적 융통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만들것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아메리칸 항공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460대의 

narrowbody, 통로가 중간에 하나짜리인 항공기들을 보잉 737 및 에어버스 A320으로부터 

구입하게 되며, 이는 항공업계 역사상 가장 큰 항공기 주문입니다.  이번 계약의 한 

부분으로, 2017년부터 아메리칸 항공은 연비절감을 증폭시킬 차세대 narrowbody 

항공기를 인도받게 될 최초의 미국 항공회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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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문이 실행되면 향후 5년 안에 아메리칸 항공이 미국 내에서 가장 신형이자 

가장 연비 절감이 뛰어난 항공기 기단을 보유한 항공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또한 대차대조표의 융통성을 최대화하고 재정적 위험성 감소를 

도울 리스 거래를 통해 약 130억 달러의 파이낸싱을 제조업체로부터 약조받았으며 이를 

통해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재원확보는 이번 항공기 주문의 첫 230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AMR 및 아메리칸 항공의 이사장 겸 CEO인 Gerard Arpey씨는 오늘 이뤄진 

주문이 미래를 위해 강력한 기반을 세우려는 자사의 전략 중에 또다른 중요한 스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잉사와의 계약서엔, 아메리칸 항공이 총 200대의 737 기종 항공기를 추가로 

주문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100대의 항공기 추가 옵션도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신형 항공기 주문 중 737 기종 내에 737-700, 737-800 및 737-900ER 항공기를 포함, 

다양하게 전환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보잉사와의 계약서의 일환으로, 아메리칸 항공은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실행된 3개의 737-800 옵션을 포함하여, 2013년부터 보잉사의 현 737NG 기종 100대의 

항공기를 인도받게 됩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연비 절감을 

제공할 새로운 엔진이 포함될 보잉사의 출시 계획 중인 신형 737NG 항공기 100대를 또한 

주문할 계획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보잉사의 최종 프로그램 확정에 따라, 새로운 수준의 

경제적 효율성과 뛰어난 가동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잉사의 새 737 기종 

항공기 구입 계약을 최초로 수립한 항공사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가장 최근 인도받은 160 좌석의 737-800 항공기는 787 

Dreamliner처럼 아래로 회전해서 앞으로 나오는 더 넓어진 오버헤드 빈, 넓고 현대적 

공간을 느끼게 하며 고급스런 캐빈 분위기를 선사하는 다양한 LED 전구 옵션을 제공하는 

등, 전혀 새로운 분위기의 보잉 스카이 인테리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또한 총 260대의 A320 기종 항공기를 에어버스사로부터 구매할 

것이며, 365 옵션과 추가 항공기 구입 옵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A319 및 A321을 포함, A320 기종 내에서 다양한 항공기 중 전환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융통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AMR Corp. Announces Largest Aircraft Order in History with Boeing and Airbus 
July 20, 2011 
Page 3 
 

-- 계속 -- 

아메리칸 항공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기존 에어버스 항공기 130대를 인도받을 

것입니다.  2017년부터 아메리칸 항공은 차세대 엔진 기술을 선보일 A320neo (신형 엔진 

옵션) 항공기 130대를 인도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신형 항공기는 기존 모델보다 약 15 

퍼센트 정도 더 연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항공기를 최초로 운행할 미국내 항공사가 될 것입니다.   

이 A320 항공기 기종은 증가된 오버헤드 저장 공간, 소음 감소, 고급 전구 옵션 등이 

포함된 캐빈 인테리어를 선보일 것입니다.  

 

비용  감소 , 단순화  및  미래를  위한  융통성  

이번 737 및 A320 기종 항공기들은 아메리칸 항공의 이전 기단을 교체하며 중요한 

비용 감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의 737 및 A320 기종 

항공기들은 MD-80 기종에 비해 좌석당 35 퍼센트의 연비 절감, 757 기종과 767-200 

기종에 비해선 좌석당 12 퍼센트와 15 퍼센트의 연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와의 계약은 기존의 4개의 기종 (MD-80, 737-800, 757 및 

767-200)에서 2개의 기종 (737 및 A320, 각 기종당 유사한 혜택이 제공됨)으로 전환되면서, 

아메리칸 항공의 단순화 노력을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총 465 옵션과 2025년까지 두 제조업체들로부터 추가 항공기 구입 권한 옵션까지 

포함되어, 이번 계약은 아메리칸 항공에게 교체할 수 있는 융통성과 총 12년 이상 동안 

최고 925대의 항공기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 적합한 경제적 및 재정적 상황 아래 

회사 성장의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 이후에도, 아메리칸 항공은 항공기 종류와 사이즈 범위 내에서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항공기 기단 재개발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 

최근 발표된 AMR Corp.의 기사 제보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www.a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