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tty Hawk Aircargo

키티 호크 에어카고

국  적 : United States / 미국

코  드 : KR / KHA

콜사인 : AIR KITTYHAWK

기준일: 2008.12.31



수입

회계연도종료일 2005-12-31 2004-12-31 2003-12-31

정기여객수입                   

부정기여객수입                   

화물및우편수입     151.9     154.0     127.4

기타     4.7     4.5     5.0

 

총운영수입     156.6     158.5     132.4

 

 

손익계산서

운영수입(손실)     -9.2     10.4     0.9

순수익 +/-     -0.3     -0.3     -0.4

기타수입/(지출) +/-     1.0     0.4     3.6
 

◎ 개요

▶ 주소

   PO Box 612787, DFW International Airport, Texas, 75261 United States 

▶ 전화 : (+1 972) 456 22 00   

▶ 팩스 : (+1 972) 456 22 21

◎ 역사

▶ 이 그룹은 Kitty Hawk Airways로 1976년 설립되었으며,1997년 American International과 Kalitta

사전부를 인수한 것을포함하여 인수를 통해서 확장을 하였다. 

 

1999년 2월, 여러항공사와 부서들이 4개의 운영단위로 합리화 되었다. : Kitty Hawk International - 

폭이넓은(wide-body) 항공기항공사; Kitty Hawk Air Cargo - 폭이좁은(narrow-body)항공기항공사 ; 

Kitty Hawk Charters - 물류 및 부정기소형항공기; Kitty Hawk - 정기야간화물업무 

 

2000년 5월 1일자로 주주회사 Kitty Hawk Inc는 미국연방파산법원(제11조)에 보호를 신청했다. 

 

2002년 9월 30일, 지주회사와 계열사인 Kitty Hawk Aircargo와 Kitty Hawk Cargo는파산에서 탈출했

으며 나머지계열사들은 합병되었다. 2003년 1월, 수정된구조 개편안이 승인을 받았다. 두계열사는 화물

운송업자, 뮬류회사와항공사들을 위한 정기화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항공사는 때때로 특별기 또는 

ACMI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006년 4월, 새로운 계열사인 Kitty Hawk Ground, Inc가 그룹의 성장하는 정기 LTL 네트웍을 관리하

기 위해서 설립 되었다. 2006년 6월, 새 계열사는 사업확장을 위해서 Air Container Transport, Inc를 

5백만달러에 인수하였다. 

◎ 재무현황
(Currency: US $ Million)



세전수익/(손실)     -8.5     10.5     4.1

세금 +/-           -4.0     1.5

 

순수익/(손실)     -8.5     6.5     2.6

 

 

대차대조표

고정자산     7.5     9.0     9.1

투자                   

기타자산           0.4     0.5

순자산(부채)     32.7     25.5     18.7

 

총자산(당좌부채)     40.2     34.9     28.3

장기부채                    

장기리스                   

기타부채     0.4     0.8     4.7

준비금                   

 

순자산     39.8     34.1     23.6

 

 

주식

주식자본     12.4              

자산보유액     24.1     22.3     18.3

잉여수익/(손실)     3.3     11.8     5.3

장기부채주비율                   

주당순수입(손실)     -USD0.17     USD0.13     USD0.05

배당                   

비행승무원 138
정비 101

◎ 경영진

▶ 이사회 : 

Robert W Zoller, Jr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 임원 : 

VICE PRESIDENT AND CHIEF OPERATING OFFICER KITTY HAWK AIRCARGO: Robbie Barron 

VICE PRESIDENT AND FLIGHT OPERATIONS DIRECTOR: Danny K Clifton 

VICE PRESIDENT AND CHIEF OPERATING OFFICER: Gary Jensen 

VICE PRESIDENT AND CHIEF FINANCIAL OFFICER: James Kupferschmid 

SENIOR VICE PRESIDENT AND CHIEF OPERATING OFFICER KITTY HAWK CARGO AND 

CORPORATE 

SECRETARY KITTY HAWK, INC: Steven E Markhoff 

VICE PRESIDENT AND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Randy P Smith 

CHIEF ACCOUTING OFFICER KITTY HAWK INC: Jessica L Wilson 

▶ 종업원 :



기타 380

총계 619

◎ 취항도시

▶ 50여곳의 목적지 

  

◎ 서비스

▶ 화물 : 

주문형 전세기와 신속대응 인벤토리 선적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화물서비스가 이루어 진다. 

 

인디애나주의 포트웨인에 있는 239,000 제곱미터부지의 분류시설은 항공기나 트럭운송에 의해서 유통

된 화물을최종목적지로 운송하는 허브이다. 

 

중량화물, 위험품목, 특대형화물, 특별취급을요하는화물, 소형패키지에서부터 살아있는 동물등을 수송하

고 있다. 

 

공항에서 직접배달을 해주는 옵션사양도 도입되었다.

▶ 오버홀 및 정비 : 

계약직종업원과 제삼자계약으로 자체라인정비를 수행하고있다. 중정비와 항공기엔진 오버홀은 Kitty 

Hawk의 직원의 검토하에 FAA 공인수리센타에서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