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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2개 공항의 고객만족도와 재무성과 자료(2006-2015)를 바탕으로 그랜저인과

관계분석을 시도하여 공기업의 재무성과와 고객성과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공항 유형별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고객만족도는 공익형, 수익형 공항 모두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익 지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면 기업의 재무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으며, 고객만족도의 향상은 공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선순환적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부 재무성과지표의 성장률은 고객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재무적 성장이 오히려 고객에 대한 서비스수준과 고객만

족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공익형 공항의 경우 재무성과와 고객만

족도간 상호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모형의 베타값의 방향성(+,-)이 달라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의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더라도 조직

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지표간 인과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차별화된 

BSC 전략지도 및 지표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실한 정보

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수익성과 공익성을 모두 추

구해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 상, 재무성과와 고객만족도 중 하나의 관점만을 최종 목표로 채택하

기보다는 양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공(公)조직으로서 장기적인 가치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

초가 되는 성과관리의 수단으로서 BSC의 활용 가치를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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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대 초반 사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

는 오늘날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성과관리 도구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BSC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의 성과를 재무관점(financial perspective), 고객관점

(customer perspective), 내부프로세스 관점(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 학

습과 성장관점(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각 관점의 하위지표 간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전사적 전략지도

(Strategy Map)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수의 BSC모델 실증연구는 성

과관점 또는 지표들 간 인관관계가 있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는지에 주목한다

(Banker et al. 2000, 정연도･박정대, 2001, 권오돈･권태환, 2004, 안태식 외, 2008: 43

재인용). 

민간 기업은 지속적인 수익창출 및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성과 측정과 관리

는 재무성과의 개선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재무관점 및 지표가 전략지도의 최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혹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 

공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BSC 체계를 그대로 적용

하기는 어렵다.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재무성과를 고객관점 성과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고객관점 성과를 최종적인 전략목표로 수립하는 공공기관도 상당

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

에 부응하는데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

라도 재무성과가 최종 목적이 되기는 어렵다(Niven, 2005: 60-63).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공기업은 공익성(publicity)과 수익성(entrepreneurship)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

(mixed)조직이면서, 기관마다 특성도 다양하다(유미년･박순애, 2013). 이러한 점을 고려

한다면 각 기관의 설립 목적뿐만 아니라 운영상에 있어서의 특성, 대상 고객집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관특성에 맞는 BSC 전략지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

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균형성과표를 살펴보면 고객관점을 상단에 배치한 점 이외에 

지표체계나 구축방법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BSC와 크게 다르지 않고, 각 기관의 사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이석환, 2006; 안경섭･유홍림,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공기업에 도입된 BSC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표간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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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성과관리 체계를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BSC를 구성하는 관점 중에서 고객관점과 재무관점에 초점을 

두었고,1) 분석대상은 한국공항공사로 선정하였다. 공항공사는 14개 공항을 관할하고 

있는데, 김포공항, 제주공항, 울산공항, 사천공항 등 각 공항의 운영목적과 운영 실적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BSC 모델을 일괄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

다. 즉,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과 같이 매출성장과 수익성 향상이 주요 목적인 공항에는 

민간기업과 유사한 체계의 BSC가 적절할 수 있으나, 국가기반시설로서 공공성에 보다 

중점을 둔 공항의 경우에는 이러한 체계의 BSC 제도 도입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BSC 지표간 연구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객만족도 향상이 고객충성과 재구매로 이어져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면(이종곤･허동욱, 2004; 송신근 외, 2005; Okongwu, Brulhart, and Moncef, 

2015; Eklöf and Hellström, 2016) 공기업도 민간기업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공항공사가 도입한 민간부문의 BSC모델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

분의 공기업에서 고객관점 성과가 재무성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공

항공사의 BSC 성과지표 체계가 조직 특성에 맞춰 설계되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기업에 도입된 BSC 제도가 과연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검토

하여 BCS체계의 타당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동일한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성과 공익성 추구 정도가 상이한 공항공사 관할 공항들을 분석하

여 수익형 공기업과 공익형 공기업에서의 BSC 운영 타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항공서

비스라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각 공항의 고객관점 성과와 재무성과 간 인과

관계는 조직의 재무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특정 공공기관 내 하위 조직의 

지향목표가 다르거나 다양하다면 그에 따라 전략지도와 성과지표 체계가 달리 설정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재무성과가 고객관점 성과에 

선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공공기관 BSC 이론과 배치되는 것이며, 민간기업 BSC모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 공항공사 BSC체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

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공항공사 BSC모델의 고객만족도 성과와 재무성과 간 인과관계

1) 기업이 BSC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재무관점의 성과와 고객관점의 성과이다. 즉, 기

업은 고객만족도 혹은 고객성과 개선을 통한 재무관점의 극대화를 모색하기 때문에 미래 재무적 성

과의 선행지표 혹은 동인으로서 고객관점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의 미래 전략 혹은 경제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비전을 수립한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은 재무관점과 고객관점의 성

과 달성을 위한 과정상의 효율성 및 기반조성을 제공한다(Kaplan and Norton, 2003. 송신근 외, 

2005: 158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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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항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방향성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공항공사가 채택하고 있는 민간

기업 BSC모델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항 유형별로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지표를 확인함으로써 조직 내 하부단위 특징에 따른 핵심성과지표

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공항공사 BSC모델이 전략관리시스

템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으며, 각 지방공항별 BSC 모형 운용의 효

과성(effectiveness)에 대해서도 분석가능 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균형성과표(BSC)와 공공기관 성과관리 

일반적으로 BSC(Balanced Scorecard)의 목적은 기업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서 성과 측정은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한 계량적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경영 과정을 포함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성과지표는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 장기지표와 단기지표, 내부

지표와 외부지표, 그리고 선행지표와 후행지표 등으로 구분되는데(안태식 외, 2008: 

43), 지표 간 균형을 강조하여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BSC의 주요한 특

징이다(Kaplan and Norton, 1992, 71-79). 이러한 측면에서 BSC는 단순한 성과측정도

구가 아니라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고려한 전략관리시스템으로서 정교한 성과평가･측

정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조직 전체의 전략과 비전을 개별 조직구성원의 구체적 

행동목표와 연계하여 전략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전략 수립과 실행에 있

어 효과적인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BSC는 조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도구

로, 전략과 측정지표 및 각 관점별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를 중시한다. 이때 인과관계란 

선행지표가 개선될 경우 후행지표 역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행지표의 개선 효

과는 선행지표의 일회성 성과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정기간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BSC는 조직의 장기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단기 재무목표가 기타 목

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관리도구적 성격을 띤다(Niven, 2005: 52).

공기업의 성과는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여 공공서비스 생산 및 제공 목표를 달성한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이때 공기업은 공(公) 조직으로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다. 물론 공기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 설립 목적과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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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르기 때문에 기관별 목표와 성과 수준도 상이하나, 한정된 자원과 정치적 제약하에

서 어떻게, 어느정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가는 대부분의 공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성과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민간기업이 투입 대비 산출로 정량화되는 

효율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과 다른 점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의 

BSC 도입은 조직의 성과 향상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제시되고 

있는데, 예컨대 김인(2008a: 865-866)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과는 기관유형, BSC 도입 

시기와 채택 동기 등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한 정순여 외(2010)의 연구에서는 BSC 도입 여부에 따라 기관의 성과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BSC 결과를 잘 활용하면 조직성과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

였다. 김인(2008b: 7-28)도 후속연구에서 BSC 도입으로 인해 2000~2007년 간 공공기관

의 수익률･노동생산성･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2.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

BSC는 다양한 관점과 지표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표 간 인과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Niven(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가 조직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

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직 활동을 이해시킴으로써 조직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유도하기 때

문이다. 즉, BSC는 내부의 성과지표가 상호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그 효

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Daft, 2010: 132). <그림 1>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BSC 

모델 간 인과관계 체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기업은 대체로 학습 및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가 내부프로세스 관점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고객관리 지

표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재무관점 지표에 영향을 주는 순차적 인과체계인 것으

로 논의되고 있다(김용훈 외, 2006: 252-254).3) 반면 공공기관 BSC 모델은 “학습과 성

장 관점-내부프로세스 관점-재무 관점-고객 관점”의 상호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다. 

Kaplan과 Norton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BSC모델은 조직의 미션이 체계도의 

최상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민간기업 모델과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은 수익 창출이라

2) 민간기업의 성과관리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체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를 재

무적 성과에 연동하는 순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창길, 2010: 57).

3) 지금까지 민간기업의 BSC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BSC의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재무적 관점 또는 비재무적 지표의 핵심인 고객관점 성과가 재

무관점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 이유는 기업들

이 BSC와 전략지도를 비전과 전략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수 있고, 실증모형의 

대부분이 동시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안태식･정형록･박경호, 200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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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달성보다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며, 주주 등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자의 가치실현보다는 대국민 혹은 정책대상집단의 가치 실현을 추구한

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BSC모델의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 체계는 상이하게 

설정되는 경향이 크다.4) 요컨대 공공기관에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BSC를 그대로 적용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객 관점 성과와 재무성과 간 인과관계의 연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불일치는 공기업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

합조직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SC 연구 중 상당수는 기업의 지속적인 이윤창출을 위한 정보를 생성하고 미래의 경

영전략 수립을 위해 성과지표 및 관점 간 인과관계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업

의 성과(재무적 성과)에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거나 혹은 재무적 관점-비재무적 관점 

간 직간접적인 인과관계와 방향성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Banker et al., 2004; Davis and Albright, 2004; Huang,et.al., 2009; Perlman, 2013).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경영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고객성과는 고

객만족, 기존고객 유지를 통한 매출확대, 신규고객 확보, 시장점유율 확대 등 재무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인과분석을 통해 고객만족을 

끌어내기 위한 직접적인 요인을 확인하고, 생산과정과 서비스 제공의 편의 제고를 위한 

내부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그럼에도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그 결

과는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Davis and Albright, 2004: 137; Geuser et. al., 2009; 

Khan et al., 2010: 46). 

국내 연구 역시 이러한 연구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종곤 외(2004)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BSC를 실증분석하여 네 관점 간 인과관계를 일부 확인하였다. 구체적으

로 학습 및 성장 관점은 내부프로세스 관점과 고객 관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간

접적으로는 고객 관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내부프로세스 관점을 

경유한 경우에 한정된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한편 김진환 외(2010)는 LG디스플레이(주)

의 전략지도에 나타난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네 가지 관점의 성과지표 간 유의한 상

호 인과관계를 발견하였다.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안태식 외(2008)는 재무지표와 

고객관점지표 간 일부 지표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하지만 

4) Niven(2003)도 Kaplan과 같이 공공기관은 주주가치 제고 보다 높은 차원의 사명 완수를 위해 조직

의 사명이 BSC의 맨 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기관의 사명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재무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조직의 고객들이란 점, 그리고 공공기관 BSC 모형에서 재무지표는 제약조건으

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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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고객관점 지표와는 대체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 관점과 내

부프로세스 관점에서도 결과가 혼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서 사

용하는 전략지도가 임의로 정한 가설에 불과하며, 향후 전략지도나 성과지표 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박

준완(2009)은 BSC의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에 있어 시차효과를 확인하였다. 비재무적 성

과지표가 재무적 성과에 순차적으로 연계되어 부분적으로 시차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

으나, 정작 비재무적 관점의 핵심성과지표인 고객만족도가 재무관점의 성과지표로 연결

된다는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림 1> BSC모델에 따른 성과지표간 인과관계 체계

민간기업 BSC 성과지표 체계 공공기관 BSC 성과지표 체계 

(출처 : Kaplan and Norton, 2003: 31) (출처 : Niven, 2005: 60)

이러한 연구들과는 달리 고객만족도를 결정하는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 선행연

구들도 상당하다. 기본 전제는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면 기업의 재무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고객만족도가 고객충성도를 향상시키고 재구매율을 높이면서, 가격에 대한 

고객의 민감성을 완화하여 종국에는 이익률을 높인다는 논리이다. 여기에는 제품에 만

족한 고객이 입소문을 냄으로써 자체 광고가 발생하여 고객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포함

된다(Reichheld and Sasser 1990, Fornell 1992, 안태식 외, 2008: 45재인용). 즉, 고객

만족도의 향상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고객을 창출함으로써 매출을 확대

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혜영 외, 2010: 169). 그

러나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객만족도가 절대적으로 재무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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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예컨대 안태식 외(2000)는 고객만족도가 단

기적 매출로 직접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이장희 외(2007)는 거래소 및 

코스닥 제조업 상장법인 225개를 대상으로 고객만족지수와 매출액 성장률 간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고객만족도가 재무성과의 선행지표라는 충분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

였다. 한편, 정혜영 외(2010)의 연구는 고객만족 수준에 대한 정보가 미래 재무성과의 

일부분에는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고객만족도지수

(NCSI)를 이용하여 기업의 미래 재무성과와 시장가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당해 연도 고객만족 수준과 지속성은 다음 연도 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음 연도 매출액성장률은 오직 

당해 연도의 고객만족 지속성만이 유의미하였다. 

Ⅲ. 연구방법과 설계

1.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중 12개를5) 연간 영업비용 대

비 자체 수입비율을 기준으로6) 수익형과 공익형의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체수입 비중이 영업비용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수익형 공항, 50% 미만

인 경우에는 공익형 공항으로 분류하였다. IMF의 GFSM(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ESA95에 따르면 공기업은 공공서비스의 재화와 용역을 시장가격으로 공급하

는 공공기업으로 정의되는데, 이때 시장가격이란 공급되는 가격이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비용의 50% 이상을 매출액으로 보전하는 경우로 규

정하고 있다. 즉, 매출액/생산원가를 평가하여 그 값이 50%를 초과하면 시장형 공공기

관으로, 그렇지 않으면 공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적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최진

현･이희섭, 2012: 79)7). 이러한 국제기준에 따라 영국에서는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이 

5) 2007년 10월에 개항한 무안공항은 BSC 도입 이후 2년간 고객만족도조사 점수 및 재무성과를 산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수행방법인 그랜저 인과분석의 수행에 필수적인 균형패널데이터를 생

성할 수 없고, 양양공항은 상당기간 항공수요 부족으로 여객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분석

에서 제외한다.

6) ‘12년 말 현재 김포 1.85, 김해 2.32, 제주 1.87, 대구 0.71, 광주 0.72, 청주 0.58, 울산 0.19, 여수 

0.25, 사천 0.11, 포항 0.14, 군산 0.26, 원주 0.1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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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수입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을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기

관을 비부처 공공기관(NDPB)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50% 기준을 

통해 공기업의 상업성 수준을 판단하여 상업성 이익과 공익을 추구하는 준시장형공기

업(CROC), 순수한 상업성을 추구하는 시장형공기업(SOE)으로 분류하고 있다(박정수･윤

태범･허경선, 2010: 57-127).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공공기관 분류 시 

자체수입비율을 고려하여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

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시장형공기업은 수익이 비용의 85% 이상, 준시

장형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항공사의 공항 중 자체수입 비중이 영업비용의 50% 이상인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및 청주공항 등을 수익형 공항으로, 자체수입이 영업비용의 50% 

미만인 울산, 여수, 사천, 포항, 군산 및 원주공항 등은 공익형 공항으로 분류하였다. 

수익형 공항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대체로 시장가격이 적용되며 특히 수익

성 추구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BSC모델과 같이 고객만족

도 성과가 재무성과의 원인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반면 공익형 공항은 국민들에 대한 

교통서비스와 지역성장에의 기여, 국가 기반시설로서의 기능 수행 등 공익적인 목표를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동시에 수익성 추구에 있어서는 매출성장보다는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 및 재무여건 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수익형 공항과는 지향 목표가 

상이하다. 그러나 공기업의 특성 상 중앙부처나 비영리공공기관과는 또 다르게 부분적

으로나마 수익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 BSC모델의 지표간 인과관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8) 

한편,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각된 BSC 성과를 측정한 반면

(Geuser et. al., 2009; Khan et al., 2010; Northcott and Taulapapa, 2012; 권오돈･권

태환, 2004; 장형욱, 2006; 장석인, 2010), 본 연구는 영업이익, 당기순익 등 실제 재무

성과 자료와 고객만족도(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PCSI) 결과 등 객

7) 최진현･이희섭(2012: 79)에서는 자체수입률에 따른 조직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차 분류(조직특성1)

비공공성: 100%  SRA > 50% 공공성: 50%  SRA > 0%

2차 분류(조직특성2)

경쟁형
100%SRA>75%

소비형
75%SRA>50%

공익형
50%SRA>25%

독점형
25%SRA>0%

주: SRA(자체수입률)=자체수입/총수입

8) 조직 외부에서 예산이 배정되므로 재무관점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정부조직과 달리 수익성과 공

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은 재무관점을 성과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용훈 외, 

2006: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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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실증 자료를 활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모형의 일반화와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 연구들이 고객만족도 성과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공기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

려하여 역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STATA 12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Granger 

causality test for panel data)을 수행하였다. 분석기간은 공항공사가 BSC를 도입하여 

운영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이다. 패널데이터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서는 시차(time lag) 또는 변화량(change)이 중요하므로, 종속변수 대비 독립변수는 전

년도 값(t-1, t-2)을 사용한다. 

2. 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재무성과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무지표는 과거에 이

루어진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다. 즉 재무지표는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반영하는 후행지

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다른 관점과 관련된 지표들을 통해서 실행한 전략이 향상된 

결과를 산출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재무지표는 기업의 수익성, 성장

성 및 주주가치 측면에서 측정되는데 예컨대 당기수익 증가율, 매출성장률, 경제적 부가

가치(EVA) 등이 주요한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Niven, 2003: 45). 공항공사의 BSC 모델

에서 재무관점 지표는 항공수익 증감률, 비항공수익 증감률 등으로 표시되는 매출지표

와 목표이익 달성도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항공사의 재무성과 

지표인 공항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과 “당기순익”을 종속변수로 하되 1인당 성장

률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공항별 규모차이를 통제하고, 변화량이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기업의 수익성 지표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익을 설정하였고, 

성장성 지표로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익성장률을 포함하되, 공항별 규

모의 통제를 위해 인당(per person) 지표를 활용하였다.9) 

고객관점의 성과지표는 “고객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성과지표

9) 기업의 수익성은 기업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사결정 및 전략, 경영방침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지표로, 기업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수익성은 기업의 자산이용 효율

성과 이익창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성장성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경영성과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등에 의한 매출액 증대 및 이에 

따른 순익증가, 증가기대 등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성이 높은 경우, 기업의 미래 기대현

금흐름이 높아지고 기업가치가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이균봉･류예린･지상현, 2012: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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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박준완, 2009: 29). 일반적으로 고객관점에는 고객만족도, 고객충성도, 시장점유

율, 고객확보 등의 측정지표가 포함될 수 있다. 공항공사의 BSC 모델에서 고객관점 지

표는 고객만족도 점수 및 청렴도 점수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관점 성과지표로 공기

업고객만족도(이하 PCSI) 점수를 활용하여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

고객관점 성과와 재무관점 성과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다중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회귀분석만으로는 변수 간 상호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시차효과를 통제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정확

한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그랜저 인과분석 모형 중 Hurlin과 

Venet(2001) 및 Hurlin(2004)의 고정효과모형을 채택하였다. 그랜저 인과분석의 기본 

내용은 “변수 Y의 시계열 자료만을 사용할 때 보다 변수 X와 변수 Y 모두의 시계열 자

료를 사용하여 변수 Y가 보다 잘 예측될 수 있다면 변수 X는 변수 Y의 원인”이라는 것

이다. 세부적으로, X가 Y의 원인이 아니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인과관계 추정식을 사용할 수 있다.

       Yt = α0 + 
  



αkXt-k + 
  



βjYt-j+ εt 

       H0 : α1 = …αK = 0

       H1 : α1 ≠ …αK ≠ 0

위 모형에서 귀무가설은 변수 X의 변화가 변수 Y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만일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변수 X가 변수 Y의 원인이다. 그랜저 인과분석에 대한 

귀무가설 검정을 위해서는 F검정을 사용한다.10)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계학

10) 그랜저 인과분석 검정을 위한 F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F = {(SSEr – SSEεr)/κ} / {SSEεr/(n-m)}. 

이 통계량은 분자의 자유도가 κ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n-m)인 점근적 F분포를 갖는다. 여기서 n은 

관측표본의 수이고 κ는 제약조건이 부과되었을 때의 제약조건의 수(K)이며, m은 제약조건이 없을 

때의 회귀계수의 수(j+k+1)이다. 이 검정결과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평균이 0, 분산은 등분산이며 공분산은 0인 백색오차이어야 한다. 이 때 귀무가설(모든 k에 대해 

αt=0)이 기각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채택되면 인과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주만수, 2000: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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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원인변수와 결과변수간의 시차를 결정하는 

것인데, 불충분한 시차 설정은 “자기회귀과정에 대한 시차설정의 오류(auto-correlated 

errors)”의 위험이 있는 반면, 간격이 너무 큰 경우는 검증의 설명력을 약화시킨다.11) 

즉 고객만족도 성과는 재무성과의 선행지표로서 고객만족도 성과가 재무성과에 즉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박준완, 

2009: 30). 둘째, 시계열인 개별 변수들의 안정성(stationarity)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그

랜저 인과분석에서 각 변수는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만일 변수들이 불안

정적(non-stationary)이라면, 그 변수들은 허위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비정상성의 여

부와 형태에 대한 판단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랜저 인과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단위

근 검정(panel unit root tests)을 수행한다. 

아래의 [모형 1]은 고객관점 성과가 재무관점 성과의 원인인지 검증하기 위한 함수이

다. 공항 i의 t년도 고객관점 성과를 CVit로, 재무관점 성과를 FVit로 각각 표기한다. δi

는 공항의 고정효과로서 상수항이 패널 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

한다. F검정을 통해 만일 귀무가설 α1=α2=0이 기각된다면, 고객관점 성과는 재무성과

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형 2]는 재무성과가 고객관점 성과의 원인인지 분석하기 

위해 [모형 1]의 인과관계를 역으로 설정한 모형이다. F검정을 통해, 만일 귀무가설 α1=

α2=0이 기각된다면 재무성과는 고객관점 성과의 원인이라고 본다.12) 그리고 본 연구의 

[모형1]과 [모형2]는 모든 공항에 대해 동일한 계수(coefficients)를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패널데이터에 대한 인과성을 기각하더라도 일부 개별 공항에서의 인과성은 가

능할 수 있다.13) 

11) 일반적인 문헌에서는 인과관계 추정식의 K와 J가 동일시차를 갖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간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1, 2 또는 3의 시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치의 

부족으로 인해 1 및 2의 시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12) 물론 쌍방향 인과관계도 가능하다. 즉 고객관점 성과가 재무성과의 원인인 동시에 재무성과도 고객

관점 성과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랜저 인과분석은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확고한 방법

은 아니며, 특히 변수 X와 Y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가 존재한다면 잘못된 인과분석에 도달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랜저 인과관계는 인과관계의 논리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주만수, 2000: 

235). 

13) 그랜저 인과분석의 결과는 결론적인(conclusive) 증거라기보다는 제안적인(suggestive) 것으로 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Kwon, 2011: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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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FVit = α0 + α1CVt-1 + α2CVt-2 + β1FVt-1 + β2FVt-2 + α3δi + Ɛ
[모형 2]

CVit = α0 + α1FVt-1 + α2FVt-2 + β1CVt-1 + β2CVt-2 + α3δi + Ɛ
* FV = 재무성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직원1인당 매출액증가율, 1인당 영업이익증

가율, 1인당 당기순익증가율)
* CV = 고객관점 성과 (PCSI 점수)
* 더미변수 δ   = 공항별 고정효과

Ⅳ. 실증분석

1. 자료의 안정성(stationarity) 검정

시계열자료는 외부 환경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 장기 추세로 회귀하려는 경향성을 보

이거나 확률보행(random walk)을 따르는 경향, 즉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어떤 

변수가 확률보행을 따르면 일시적인 충격의 효과는 일정 기간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영

구적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시계열 과정이 불안정성(non-stationary)을 보이

면 단순히 대수적 모형에 의해 과거와 미래 기간 동안의 시계열을 나타내는 것이 어렵

게 된다(정건섭 외, 2011: 185-1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시계열 변수

들의 안정성(stationary)을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Levin, Lin 및 Chu(2002)

의 단위근 검정(LLC test)을 수행하였다. 변수들이 불안정적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즉,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인과성 검정을 수행할 수 있지만, 만일 단위근이 존재

하는 불안정한 시계열의 경우는 차분 등을 통해 안정시계열로 전환한 후 분석해야 한

다. 

<표 2>에서 LLC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PCSI 점수와 재무지표의 매출액, 직원 1인당 

매출액성장률, 직원 1인당 당기순익성장률 등 모든 변수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 시계열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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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단위근 검정 (Panel Unit Root Tests)

LLC 단위근 검정 결과

PCSI 점수 -2.0662 (0.0194)

매출액 -6.2395 (0.0000)

영업이익 -6.5159 (0.0000)

당기순이익 -6.8756 (0.0000)

1인당 매출액 성장률 -5.3868 (0.0000)

1인당 영업이익 성장률 -11.3785 (0.0000)

1인당 당기순익 성장률 -13.1602 (0.0000)

주1) LLC 테스트는 adjusted t-statistics를 제시. ( )는 P-value
주2) LLC 테스트는 균형패널(stlongly balanced) 상태에서 검정이 가능함. 본 연구 자료에서는 포항공항의 

2014, 2015자료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LLC 검정 시 모든 공항의 2014, 2015년도 자료를 삭제하여 균
형패널로 단위근 검정을 시행하였음

2. 시계열 추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2개 공항의 2006년에서 2015년까지의 내부자료 및 경영공시 

등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고, 총 118개의 관측치를 사용하였다14). <표 1>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대상 공항별 PCSI 점수 및 재무관점의 평균 성과를 제시하

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항별로 고객관점 성과와 재무성과에 상당한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주공항의 경우 고객관점 성과의 PCSI 점수는 

평균 90점, 재무성과의 매출액 성장률은 평균 13.50%인데 반해, 여수공항의 경우 평균 

95.68점이라는 높은 PCSI 점수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성장률은 평균 –0.008%에 불과하다. 

<표 1> 전체 공항의 성과지표별 평균성과 (2006년~2015년)

평균 김포 부산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울산 여수 사천 포항 군산 원주

PCSI 91.45 92.9 90.0 94.23 95.62 93.01 92.59 95.68 93.77 95.06 93.2 89.99

매출액성장률 0.11 0.12 0.14 0.05 -0.01 0.14 -0.07 -0.01 -0.08 -0.07 0.05 -0.01

1인당매출액성장률 0.14 0.13 0.14 0.07 -0.00 0.14 -0.05 0.02 -0.07 -0.08 0.09 -0.00 

당기순익성장률 0.28 0.14 0.18 -0.01 -0.51 0.09 -0.12 -0.11 -0.09 -0.15 -0.01 -0.06

1인당당기순익성장률 0.32 0.15 0.19 -0.25 -0.56 0.08 -0.15 -0.13 -0.09 -0.13 -0.05 -0.04

출처: 한국공항공사, 2006-2015. 포항공항은 2006~2013년도까지만 분석

14) 종속변수에 대한 원인변수의 시차를 t-2로 할 때 최대 8개년, 96개의 시계열 자료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 포항공항의 2014, 2015년도 데이터가 누락되어 총 94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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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CSI 평균과 재무지표 평균 시계열 추이분석(’06년～’15년)
 ○ 공항 전체

･ PCSI 점수–매출액 지표 ･ PCSI 점수–당기순익 지표

 ○ 수익형 공항 
･ PCSI 점수–매출액 지표 ･ PCSI 점수–당기순익 지표

 ○ 공익형 공항 
･ PCSI 점수–매출액 지표 ･ PCSI 점수–당기순익 지표

<그림 2>는 2006년~2015년 기간 중 수익형 공항과 공익형 공항을 분리하여 PCSI 점

수 및 재무지표들의 평균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직원 1인당 매출액 성장률 지표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PCSI 점수와 재무지표의 변화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지표와 당기순익 지표 간에는 시차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매출액 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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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CSI 점수의 변동과 1년 시차를 두고 동조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당기순익 지표는 

PCSI 점수와 시차 없이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곧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만족도 성과는 매출액 성과에 선행하는 반면, 당기

순익 지표와는 상호인과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3. 성과지표간 그랜저 인과분석

1) 전체공항 분석

전체 공항에 대한 [모형 1]과 [모형 2]의 그랜저 인과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공항 분석 모형은 수익형 공항과 공익형 공항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재무지표는 공항

공사의 재무성과 지표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설정하였고, 인당 성장률 지표를 활

용하여 공항별 규모차이를 통제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PCSI 점수는 재무성과 지표 중 영업이익과 당기순익 지표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해 “–1”과 “–2”의 두 개의 

시차를 가진 PCSI 변수에 대한 F-test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즉, 

F-test결과, 모형적합도가 유의하지 않아 공항공사의 경우 고객성과가 재무성과에 대한 

예측력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재무성과가 고객만족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한 결과, 1인당 당기

순익 성장률은 PCSI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15) 모형의 적합

도 검정 결과(F-test)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과거의 

당기순익 성장률(직원1인당 성장률)이 증가하면 오히려 미래의 고객만족도는 저하될 가

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공항공사의 재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

로 임대수익 증대, 신규 수익원 개발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이러한 외형적 확장 

15) 성장성지표 혹은 성장성비율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경영규모 및 경영성과의 향상정

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별 규모의 차이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인당 성장성지표

를 활용하였다. 이 중 매출액증가율은 금기 매출액 증가분을 전기 매출액으로 나눈 증가율로, 기업

의 외형적 성장 정도를 나타낸다. 매출액 증가는 판매단가 인상, 판매량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당기순이익증가율은 기업활동의 최종성과인 순이익이 전기에 비해 증가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성과인 영업외손익뿐만 아니라, 특별손익을 모두 

반영한 총괄적인 경영성과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성과의 증가율만을 보고자 할

때는 영업이익증가율을 활용한다(정기만, 2011: 250). 공항공사의 경우 1인당 당기순익증가율은 영

업활동으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경상적인 경영활동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임시적인 손익, 예

컨대 정부 사업 수행을 위한 임시적, 비반복적 활동으로 인한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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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항 고객 → 재무 

종속변수

독립변수
(시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인당

매출액성장률
1인당 

영업이익성장률
1인당 

당기순익성장률

β std β std β std β std β std β std

PCSI 점수
(-1) 184.054 182.83 376.964** 177.65 352.382* 192.11 0.004 0.003 0.024 0.022 0.017 0.013

(-2) 54.184 163.94 -48.013 161.59 68.290 174.24 -0.003 0.003 0.003 0.020 0.008 0.012

매출액
(-1) 0.842*** 0.141

(-2) 0.104 0.153

1인당
매출액

(-1) 0.002 0.122

(-2) -0.107 0.125

영업이익
(-1) 0.730*** 0.117

(-2) 0.136 0.122

1인당
영업이익

(-1) -0.415*** 0.103

(-2) -0.212** 0.102

당기순익
(-1) 0.572*** 0.114

(-2) 0.212** 0.113

1인당
당기순익

(-1) -0.323*** 0.09

(-2) -0.277*** 0.09

관측치 94 94 94 94 94 94

R2

within 0.9119 0.7882 0.6229 0.0324 0.1851 0.2143

between 0.9995 0.9990 0.9975 0.7157 0.9211 0.8544

overall 0.9904 0.9630 0.9472 0.0023 0.0243 0.0230

F-test
(p-value)

0.73
(0.4848)

2.31
(0.1057)

2.21
(0.1162)

0.94
(0.3947)

0.74
(0.4822)

1.59
(0.2099)

전체 공항 재무 → 고객 

종속변수

독립변수
(시차)

PCSI 점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인당

매출액성장률
1인당 

영업이익성장률
1인당 

당기순익성장률

β std β std β std β std β std β std

PCSI 점수
(-1) 0.071 0.116 0.080 0.114 0.068 0.114 0.088 0.113 0.081 0.114 0.072 0.112 

(-2) 0.257** 0.104 0.280*** 0.104 0.272** 0.104 0.272*** 0.100 0.263** 0.101 0.275** 0.098 

매출액
(-1) 0.000 0.000

(-2) 0.000 0.000

1인당
매출액

(-1) -1.176 4.538

(-2) -7.681 4.645

영업이익
(-1) 0.000 0.000

(-2) 0.000 0.000

1인당
영업이익

(-1) -0.171 0.529

(-2) -0.333 0.528

당기순익
(-1) 0.000 0.000

(-2) 0.000 0.000

1인당
당기순익

(-1) -1.310* 0.724 

(-2) -1.365* 0.719 

관측치 94 94 94 94 94 94

R2

within 0.1093 0.1291 0.1245 0.1382 0.1121 0.1640

between 0.2985 0.7399 0.5771 0.8042 0.7024 0.6140

overall 0.1295 0.1903 0.1637 0.2152 0.1709  0.2189

F-test
(p-value)

0.08
(0.9235)

0.97
(0.3848)

0.76
(0.471)

1.39
(0.2553)

0.20
(0.8160)

2.64
(0.0780)

※ *** p<0.01,  ** p<0.05,  * p<0.1

<표 3> 전체공항 그랜저 인과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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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산 확충 요인 이외에 관리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노력이 병행될 수 있다. 이 경

우, 인력감축이나 경상비용 절감 혹은 아웃소싱 등을 적극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오히려 고객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재무성과→고객만족 분

석결과). 

요약하면, 전체 공항을 대상으로 F-test 검정 결과, “고객만족도 성과가 재무성과의 

원인”이라는 가정은 채택되지 않은 반면, “재무성과는 공항별 고객만족도 성과의 원인”

이라는 가정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관의 운영 목표와 자체수

입률이 상이한 공항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공항공사에 공공기관 BSC모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수익형 공항과 공익형 공항을 분리하

여 상호인과관계를 다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수익형 공항 분석

<표 4>에 제시된 수익형 공항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공항에 대한 그랜저 인과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PCSI 점수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F-test 결과도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수익형 공항의 재무성과가 고객만족도 성과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검정한 결과, 1인

당 매출액성장률, 1인당 당기순익성장률이 PCSI점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F-test 결과 전체공항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1인당 당기순익성장률만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익형 공항의 경우 고객만족도 성과는 공항별 매출액 지표 중 영업이익, 당기순

이익에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수익형 

공항은 민간 기업과 유사하게 “고객 만족도가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논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고객을 창출함으로써 매출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형 공항의 경우에는 고객만족도 지표와 같이 비재무 분야의 

성과를 통해 재무성과의 향상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객만족도 

지표가 1인당 매출액성장률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는 수익형 공항의 자산증가 효과 및 당기순이익 증가 원인에 비추어 조심스럽게 해석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수익형 공항 중 김포공항의 리모델링, 김해공항 국제선 증축 등

으로 인한 공항 확장, 투자사업 완료 등에서 기인하는 시설의 쾌적성 및 편의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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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공항 고객 → 재무 

종속변수

독립변수
(시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인당

매출액성장률
1인당 

영업이익성장률
1인당 

당기순익성장률

β std β std β std β std β std β std

PCSI 점수
(-1) 636.932 408.66 1109.445*** 381.75 1137.65*** 392.09 0.006 0.004 0.054 0.047 0.043 0.028 

(-2) 402.880 375.50 411.355 368.18 679.844* 374.09 -0.008** 0.004 0.012 0.041 0.020 0.024 

매출액
(-1) 0.793*** 0.201 

(-2) 0.110 0.213 

1인당
매출액

(-1) 0.126 0.183 

(-2) 0.049 0.186 

영업이익
(-1) 0.591*** 0.171 

(-2) 0.176 0.164 

1인당
영업이익

(-1) -0.416*** 0.146

(-2) -0.218 0.145 

당기순익
(-1) 0.441*** 0.158 

(-2) 0.197 0.148 -0.320** 0.122 

1인당
당기순익

(-1) -0.264** 0.122 

(-2)

관측치 48 48 48 48 48 48

R2

within 0.9170 0.8175 0.6872 0.1564 0.1987 0.2445

between 0.9984 0.9898 0.9741 0.9114 0.9043 0.8640

overall 0.9838 0.9242 0.8728 0.2336 0.0191 0.0182

F-test
(p-value)

1.55
(0.2257)

4.35
(0.0199)

5.24
(0.0098)

3.49
(0.0405)

0.71
(0.4988)

1.56
(0.2229)

수익형 공항 재무 → 고객 

종속변수

독립변수
(시차)

PCSI 점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인당

매출액성장률
1인당 

영업이익성장률
1인당 

당기순익성장률

β std β std β std β std β std β std

PCSI 점수
(-1) -0.208 0.185 -0.149 0.183 -0.183 0.176 -0.072 0.167 -0.127 0.170 -0.157 0.163 

(-2) 0.192 0.170 0.265 0.176 0.240 0.168 0.320* 0.155 0.263* 0.150 0.276* 0.141 

매출액
(-1) 0.000 0.000 

(-2) 0.000 0.000 

1인당
매출액

(-1) -6.671 7.542 

(-2) -13.119* 7.667 

영업이익
(-1) 0.000 0.000 

(-2) 0.000 0.000 

1인당
영업이익

(-1) -0.106 0.533 

(-2) -0.242 0.532 

당기순익
(-1) 0.000 0.000 

(-2) 0.000 0.000 

1인당
당기순익

(-1) -1.190 0.709 

(-2) -1.373* 0.708 

관측치 48 48 48 48 48 48

R2

within 0.1086 0.1291 0.1338 0.1557 0.0899 0.1930

between 0.2980 0.0000 0.1907 0.8403 0.8992 0.8014

overall 0.0037 0.1095 0.0465 0.2094 0.1303 0.2435

F-test
(p-value)

0.51
(0.6066)

0.97
(0.3899)

1.07
(0.3520)

1.60
(0.2161)

0.10
(0.9008)

2.55
(0.0916)

※ *** p<0.01,  ** p<0.05,  * p<0.1

<표 4> 수익형 공항 인과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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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만족도 수준의 상승과 더불어 자산총액 증가 및 여객수 증가로 인한 당기순이

익 증가 등 재무성과 향상으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긍정적(+)일 수 있다.16) 그러

나 1인당 재무성과 성장률은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건비 소요 등 경상비용의 상승

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17) 인당 매출액 증가폭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항의 

재무성과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1인당 당기순익성장률 지표에서 유의한 것으

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전체 공항 분석결과와 

같이 재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리효율화 방안에서 시행되는 경상비용 및 운영비용의 

절감에서 초래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수익형 공항만을 대상으로 한 이 결과는 민간 부문의 BSC 논의와 같이 고객만족도가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형 공항의 경우에 한해서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형 BSC 모델

이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공익형 공항 분석: 쌍방향 영향

공익형 공항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t-1, t-2) PCSI 점수

는 당해 연도 “직원 1인당 영업이익 성장률” 지표와 “직원 1인당 당기순익 성장률” 지표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test 결과도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익형 공항도 “고객만족도 성과가 재무성과의 원

인”이라는 민간 BSC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객만족도 성과는 수익형 

공항에서 뿐만 아니라 공익형 공항에서도 재무성과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익형 공항의 재무성과가 고객만족도 성과의 원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형 

2]를 적용한 결과, F-test를 통한 모형 적합도 검정에서 “1인당 영업이익 성장률”과 “직

원1인당 당기순익 성장률” 지표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공항을 대상으로 한 분석, 수익형 공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

한 1인당 성장률 지표가 PCSI 점수에 대해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의 영

16) 한국공항공사(2017)에 따르면 2012년부터 여객수, 영업매출, 영업이익은 상승추세로 볼 수 있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평균 cagr

여객수(천명) 19,207 19,664  21,306  22,869  24,717  21,553 5.2%

영업매출 (백만원) 317,865 320,385 352,836 342,364 341,024 334,895 1.4%

영업이익 (백만원) 154,491 140,788 169,958 155,858 166,607 157,540 1.5%

17) 김포공항의 재무 및 비용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한국공항공사 내부자료) 고정비 중 인건비(용역)는 

2012년 361억1400만원, 2013년 374억4400만원, 2014년 398억2400만원, 2015년 432억6700만

원, 2016년 477억16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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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공항 고객 → 재무 

종속변수

독립변수
(시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인당

매출액성장률
1인당 

영업이익 성장률
1인당 

당기순익성장률

β std β std β std β std β std β std

PCSI 점수
(-1) -4.061 7.135 3.206 18.744 5.255 18.437 -0.002 0.005 0.008** 0.003 0.009*** 0.003 

(-2) -2.264 6.480 1.852 16.632 1.340 16.316 0.003 0.004 0.006* 0.003 0.006** 0.003 

매출액
(-1) 1.176*** 0.149 

(-2) -0.413** 0.156 

1인당
매출액

(-1) 0.006 0.175 

(-2) -0.208 0.175 

영업이익
(-1) 0.459*** 0.162 

(-2) 0.588*** 0.172 

1인당
영업이익

(-1) -0.974*** 0.148 

(-2) -0.403*** 0.132 

당기순익
(-1) 0.458*** 0.162 

(-2) 0.581*** 0.172 

1인당
당기순익

(-1) -1.020*** 0.131 

(-2) -0.455*** 0.114 

관측치 46 46 46 46 46 46

R2

within 0.8388 0.8062 0.8163 0.0458 0.6096 0.6748

between 0.9984 0.9978 0.9978 0.7185 0.6521 0.6538

overall 0.9600 0.9724 0.9729 0.0018 0.2817 0.2860

F-test
(p-value)

0.42
(0.6629)

0.03
(0.9667)

0.06
(0.9389

0.23
(0.7961)

9.95
(0.0004)

14.39
(0.0000)

공익형 공항 재무 → 고객 

종속변수

독립변수
(시차)

PCSI 점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인당

매출액성장률
1인당 

영업이익 성장률
1인당 

당기순익성장률

β std β std β std β std β std β std

PCSI 점수
(-1) 0.268 0.172 0.270 0.182 0.267 0.183 0.276 0.169 0.440** 0.181 0.423** 0.177 

(-2) 0.143 0.156 0.074 0.162 0.073 0.162 0.173 0.150 0.194 0.150 0.200 0.147 

매출액
(-1) -0.001 0.004 

(-2) 0.001 0.004 

1인당
매출액

(-1) 1.482 6.022 

(-2) -4.352 6.037 

영업이익
(-1) -0.002 0.002 

(-2) 0.001 0.002 

1인당
영업이익

(-1) -17.066** 7.710 

(-2) -14.430** 6.869 

당기순익
(-1) -0.002 0.002 

(-2) 0.001 0.002 

1인당
당기순익

(-1) -17.440** 7.442 

(-2) -15.554** 6.508 

관측치 46 46 46 46 46 46

R2

within 0.1993 0.2321 0.2330 0.2060 0.3020 0.3223

between 0.4433 0.5447 0.5515 0.9803 0.8686 0.8539

overall 0.2237 0.2368 0.2398 0.2812 0.3762 0.3909

F-test
(p-value)

0.12
(0.8838)

0.90
(0.4168)

0.92
(0.4080)

0.28
(0.7597)

2.79
(0.0747)

3.41
(0.0440)

※  *** p<0.01,  ** p<0.05,  * p<0.1

<표 5> 공익형 공항 인과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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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해석은 전체공항이나 수익형 공항과

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공익형 공항은 세 모형 중 유일하게 고객성과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재무성과가 다시 고객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방향성이 시차별로 교차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18)

Ⅴ. 결 론

한국공항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공기업이다. 공항공사에서 도입한 

내부성과평가제도인 BSC 지표는 민간기업 모델을 따르고 있으나 이러한 지표간 인과관

계에 대한 실증 연구는 거의 없다(권순철, 2013). 더욱이 공항공사는 성격이 상이한 여

러 개의 지방공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BSC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류처럼 지방공항 중 공익성이 강한 곳에서 

민간기업과 동일한 BSC 모델을 기준으로 채택한다면 성과 측정 및 결과의 타당성이 훼

손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공항별 특성을 반영한 모형 분석결과는 합리적 

전략체계도 작성과 성과지표 체계 운용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공항 유형별 분석결과를 보면, 궁극적으로 고객만족도는 공익형, 수익형 공항 모두에

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익 지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면 기업의 재무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고객만족도의 향상은 공항공사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데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고객만족도 향상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 직원 1인당 매출액 성장

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

요된 비용이 단기적으로는 공항 이익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적어도 매출액 성장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객효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고

객은 더 높은 수준의 제품 및 서비스의 속성을 원하고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감소하게 된다는 경제이론”이 본 연구의 수익형 공항공사에도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다(이장희 외, 2007: 29).

18) 이는 고객만족도(t-1)가 재무성과(t)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재무성과(t)가 고객만족도(t+1)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고객만족도(t-1)가 고객만족도(t+1)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경우, 고객만족도(t+1)

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크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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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무성과는 대체로 고객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 공항과 수익형 공항의 경우에는 1인당 당기순익성장률이, 공익형 공항의 경우는 직

원1인당 영업이익 성장률과 직원1인당 당기순익 성장률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 성과에 

오히려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공항 특성을 

고려할 때 유추 가능한 결과이다. 지방공항에서 몇몇 곳은 유효수요 창출에 한계를 드러

내고 수년 간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통

한 적자폭 감소라는 경영 목표를 앞세우기 마련이다. 때문에 사업장에 투입하는 인력과 

경상비용 절감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고객만족도가 하락하는 현 상황

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익형 공항의 고객만족도와 재무성과간의 인과관계 해석은 보다 신중할 필

요가 있다. 공익형 공항은 수익형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객 요구 충족을 위한 추가

적 비용 투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익형의 고객만족도 관리는 프로세스 개선이나 

인적 역량 제고를 통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즉, 단순히 재무성과와 고객만족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높다. 또한, 영업실적의 급격한 하락과 매출 감소

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순익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유휴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수익발생 또는 상각처리를 통한 비용절감의 방법으로 회계적 순익을 기록할 수 있

기 때문이다(Spitzer, 2007: 445)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항공사가 전체 공항에 대해 획일적

으로 적용하고 있는 전략지도는 임의 설정된 가설에 불과하므로 전략지도 체계와 성과

지표 간 인과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유형별 특성에 따라 성과지표의 순서 

및 세부 성과지표를 수정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항공사

와 같은 시장형 공기업의 수익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BSC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타

당할 수 있으나, 공익형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 BSC모델을 획일

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공익형 사업장에 대해 과도한 재

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공익적 목표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 공항

이 가지는 공익적 운영목표를 도외시하고 적자폭 감소와 같은 가시적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때 공공서비스의 부실화, 즉 공익성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요컨대 

고객만족도와 재무성과 지표 간 인과관계는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의 경영목표(수익성 vs 공익성)와 전략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항 중에서 매출증대를 통한 수익추구를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 수익형 공항은 민간 기

업과 같이 고객만족도가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강하지만, 수익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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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보다는 주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공익형 공항은 고객만족도와 재무성과

가 양방향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

도 조직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지표간 인과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관별 차별화

된 BSC 전략지도 및 지표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성과 측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실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익형 공항이라도 사회기반시설로서 공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공익형 공항이라도 공기업으로서 수익창출을 경영 목표에 포함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수익형 공항과 공익형 공항은 고객만족도와 재무성과 중 어느 하나의 지표만 채택

하기보다는 양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장

기적인 가치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초가 되는 성과관리의 수단으로서 BSC의 

활용 가치를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BSC 성

과관리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항공사가 BSC체계를 도입한지 10년째로 획득 가능한 유효관측치가 

118개에 불과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종속변수에 대한 원인변수의 시차를 t-1 및 t-2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최대 8개년 94개 변수의 시계열 자료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

분은 아쉬운 점이다. 둘째, 공항을 수익형과 공익형으로 분류함에 있어 국제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체수입과 영업비용의 비율 50%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각 공항의 

설립 목적과 완전히 일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수익형과 공익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공익형 공항의 경우 상호 인과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는 연립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 모형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향후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포괄하는 연구를 통해 성과지표간 인과

관계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결론이 가능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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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usal Relationships in the Balanced Scorecard for Public Sector 
Organizations: A Focus on the Customer and Financial Perspectives 

of the Korean Airports Corporation

Sooncheol Ghwon, Soonae Park & Jieun Son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performance and 

customer performance in a public enterprise by analyzing Granger causality based on Public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data at 12 airports from 2006 to 2015. The results 

suggest in terms of analysis by type of airport that customer satisfa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operating profit and net profit in both profitable and unprofitable airports. It can be 

understood that improvement in customer satisfaction increases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firm and can be seen as part of a virtuous cycle in enhancing the profitability of public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financial growth of institutions 

may diminish the service level and customer satisfaction since the growth rate of some 

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s has a nega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Moreover, 

while there exists a mutu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performance and customer 

satisfaction the interpretation can be polysemous in the case of unprofitable airports, as the 

direction of the beta values of two models (+,-) are different. Such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ifferentiated balanced scorecard strategy maps and indicator 

systems for each institution becaus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indicators may vary 

depending on an institution’s purpose and function. In addition, the computation of 

accurate information is highly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policy goals. Finally,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usefulness of the balanced scorecard as a means of performance 

management that is fundamental to long-term value creation as well as continuing growth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enterprises, pursuing both profitability and the public 

interest, rather than adopting only one view, either financial performance or customer 

satisfaction, as the final goal.

【Keywords: Performance Management, Balanced Scorecard (BSC), Customer 

Satisfaction Index, Airport, Granger Causality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