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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제 항공 산업은 경제성장 및 항공자유화와 더불어 지속적

인 성장세를 보인 반면, 국내 항공 산업은 KTX(고속철도)의 확대

개통과 전국 내륙 고속 도로망 확대 등 경쟁 육상 교통수단의 발

달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의 14개 공항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각 공항별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 점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항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제도 운영이 하나의

Key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성과관리 제도 중

MBO 성격의 개인 성과관리 시스템인「부서장 경영계약제」의 실행이

지방공항의 성과향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항공운송 서비스 및 데이터들의 변화와

그 과정의 고찰을 통해 지방공항들의 경영성과가 MBO라는 성과관

리체제의 도입을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실증적

으로 연구해 봄으로써, MBO 및 성과관리제도가 실제로 성과 향상

에 기여한 지를 살펴보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지난 7년간의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과정의 변천을 살펴보

고, MBO의 핵심인 목표설정에 있어서 부서장별로 경영계약 목표

설정의 도전성과 핵심과제와의 연계성 및 개연성에 따라 경영성과

에 어떤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며, 경영성과의 범위를

재무성과나 항공수송성과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나 조직의 변동 등

으로도 확대하여 살펴봄으로써, MBO도입 전후로 어떻게 변화되었

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성과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MBO 제도를 도입,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key’ 가 되는 것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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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설정 부분이라고 보았는데, 초기의 부서장별 목표는 항공수

요 증대 실적과 현원 감축실적, 경비절감 실적의 세 가지로 고정

되어 있는 수준이었으나, 그 계약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제도가 정

착되어 가면서, 부서장들이 자율적으로 현안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평가내용 및 평가방식도 계량, 비계량의 종합적인 평가 및 목

표의 도전성과 합리성, 목표달성 결과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일상적 업무와 관련된 목표보

다는 보다 도전적인 항공수송 목표나 재무성과 향상 목표를 제시

하고 달성한 부서장의 평가결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2011년 이후부터는 부서장뿐만 아니라 산하 팀장의 성과와 성

과급, 인사까지 연계되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으며, 성과관리

제도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내부 역량을 결집시키

기 위해 계속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즉, 기관 전사 경영

목표와의 전략적 연계성 제고를 위해 전략부서 주관으로 당해 연

도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목표를 지방공항 단위별로 cascading한

현안과제 pool을 만들어 부서장 경영계약제 목표와 연동시키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체제를 만드는 등 지속적인 개

선을 꾀함으로써, MBO 제도의 도입이 공항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MBO의 도입과 관련하여 영향을 경영성과에 국한하지 않

고, 기관의 사업구조나 조직 등의 외적 성과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추가적으로 연구해보았다. 항공여객 수요의 발생을 통해

여객이용료 등 각종 수익을 창출하는 고유사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신규 사업 발굴을 중심으로 하는 확장

사업, 시장개척 사업 등으로 사업구조가 재분류되었고, 사업구조와

전략이 변화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구조가 변화하면서, 이

러한 변화에 초점을 맞춘 MBO의 목표들이 설정, 추진되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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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과제로는 높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고 계속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해야만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서장들의 경

영계약으로부터의 필요성에 의해서 상호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경기변동과 정책변동, 기타 환경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설립초기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인천

공항과는 달리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들여야 했던 김포, 김해 등

전국의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의 존폐 위

기 등을 이겨내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가진 항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왔고, 공항운영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자로서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변화, 발전하여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환경의 분석을 바탕으로 전사적 대응 전략이 필요

하였고, 그 전략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과관리체

제의 도입과 운용, 개선이 활용되었으며, 지난 수년간의 긍정적 경영성

과들의 기저에는 이러한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기대와 가정 하에 본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주도하에 도입된 MBO로서의 성과관리 제도인

‘부서장 경영계약제’에 대하여 연구해봄으로써 개인 성과관리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공공기관 전사적으로 지난 수년간 운용해

온 본 제도의 효과성을 들여다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MBO 평가 결과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개인에게 어떤

변화를 미쳤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MBO라는 제도를 통해 기관 전체의 성과에 어떤 변화

가 있었는지를 사례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별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MBO, 성과관리, 부서장 경영계약제

학 번 : 2015-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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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 항공 산업은 경제성장 및 항공자유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 반면, 국내 항공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방공항은 KTX(고속

철도)의 확대 개통과 전국 내륙 고속 도로망 확대 등 경쟁 육상 교통수

단의 발달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대구, 울산 등 전국의 14개 공

항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KTX 경부노선 개통 직후인 2005년

에는 2000년 대비 항공수요가 20%이상 감소한 데 이어, 잇따른 경부고

속철도 2차 개통(대구∼부산, 2010년 말) 및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용

산∼광주, 2014년 말) 등의 변화는 그 영향권에 있는 인근 지방공항의

항공여객 감소와 그에 따른 재정 악화로 항공노선의 폐지 뿐 아니라 공

항의 존폐 논의마저 불러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공항은 그 공항의 건설 시작부터 정치논리에 따른 무

분별한 건설 결정이 있었고, 400km 미만인 좁은 국토 내에서 공항의 지

리적 여건과 국내 항공시장의 규모를 고려해볼 때 경쟁 내륙교통 수단과

비교하여 그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김포나

김해, 제주공항 등 3대 공항의 수익으로부터의 교차 보조로 지방공항의

유지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망 등의 발달로 소위 황금

노선이라고 불렸던 ‘김포∼대구’, ‘김포∼사천’ 노선 등의 영화도 한순간

에 무기력해지는 것을 볼 때 결국 교차보조를 지원하는 김포공항의 흥망

도 지방공항 노선과의 쌍방적 호조가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공항을 관리하

는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지방공항의 수요부족 및 경영난을

해소하고 항공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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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구공항의 타격을 반면교사로 삼아, 고속철도와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대(對)항공사 인센티브 확대, 친 비즈니스 정책으

로 출퇴근 시간 운항 스케줄 유지, 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지방연고의 저가항공 노선 유치 및

확대 등으로 지방공항별 항공수요 감소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 전

략 수립과 실행에 힘썼으며, 그와 연계된 각종 성과·인사·보수 시스템을

풀가동하여 지방공항 수요 감소 최소화를 꾀하였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010년 말에 개통이 계획된 KTX 경부선 2차

확대개통과 관련하여 경부선과 경합 항공노선인 ‘김포∼김해’ 노선에 타

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KTX 경부선 확대 개통에 따라

동 노선의 항공수요 감소율을 △22.8%, ‘김포∼울산’ △60.7%, ‘김포∼포

항’ △43.6% 등으로 예측하였다(국토해양부,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

합계획, 2009). 이러한 항공여객 수요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김포공

항 및 김해공항뿐만 아니라 경부 항공노선을 관리하는 기관인 공사의 차

원에서는 KTX 1차 개통 때와 같은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전사적인 대

응과 노력을 펼쳤으며, 그 결과 일례로 실제 김해공항의 항공 여객수가

KTX 경부선 확대 개통 전과 대비하였을 때 결코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

은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다.

이처럼 전국의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기업 전체의 생존은 결국 각 공항

이용객 유치노력과 운항 증편, 생산성 등의 성과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

며, 환율변동과 경제위기, 고유가, 질병 유행 등 전 세계적 환경요인의

변동과 국내의 도로망, 고속철도 발달 등 대내적 경쟁 대체 교통의 도전

에 놓여 있다. 그 속에서 국내 항공사업은 더욱 많은 항공 마케팅 노력

과 노선 타결 노력, 공항건설을 통한 부대수익을 제고 노력 등을 요구받

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항공사, 특히 최근에는 지방을 연고로 탄생하는 저

비용항공사(LCC), 지방항공청, CIQ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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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공항의 항공성과는 비단 공항의 태생적,

입지적인 요건 외에도 지방공항의 환경을 극복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

자들과의 협의,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공항의 長(부서장 및 지사장)과 직

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도될 수 없다.

즉, 정부 및 본사의 전사적 지원과 의존에서 벗어나 각 공항별로 스스

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폐색이 짙은 노선

의 폐쇄를 막을 수도 없다. 이 점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항

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공사의 성과관리 제도 운영이 하나의 Key 요

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성과관리 제도 중 MBO 성격의

개인 성과관리 시스템인「부서장(공항長격인 지역본부장과 단장, 지사장

을 의미) 경영계약제」의 실행이 지방공항의 성과향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간의 각종 성과 관리와 MBO 제도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제도의 도

입 및 소개나 운영방식의 설명, 또 그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에 있

어서도 주로 설문조사에 의한 주관적 성과평가에 주로 치중되어 있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항공운송 서비스 및 데이터들의 변화와 그

과정의 고찰을 통해 지방공항들의 경영성과가 MBO라는 성과관리체제의

도입을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봄

으로써, MBO 및 성과관리제도가 실제로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보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지난 7년간의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과정의 변천을 살펴보고,

MBO의 핵심인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부서장별로 경영계약 목표 설정의

도전성과 전사 차원 핵심과제와의 연계성 및 개연성에 따라 경영성과에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며, 경영성과의 범위를 재무성

과나 항공수송성과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나 조직의 변동 등으로도 확대

하여 살펴봄으로써, MBO도입 전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성과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각 공항별 부서장들의 경영계약 체결과 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체제 확립으로 공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기관장 및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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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경영성과를 견인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고안된 MBO인 ‘부서장

경영계약제’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성

과관리제도의 활용방안 및 피드백 정보 또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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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공항공사의 부서장 경영계약제의 시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성과관리 제도가 공항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분석해봄으로써 개인 성과관리(MBO) 제도의 효과성 및 활용방안

에 대한 연구이다.

부서장 경영계약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효율화 정

책의 추진의 일환으로 시달된 「경영효율성 최소 10%향상」을 목표로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에 관한 정부방침(국토해양부 창의혁신담당관

-1434(2008. 8. 29))에 대해 공사 고유의 실행 방안의 하나로 고안, 2009

년부터 실시되었다. 기존의 이미 경영계약제를 시행 중인 기관장과 임원

은 제외하고, 전 지사의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 항로시설본부장, 항공기

술개발원장을 대상으로 1년 단위의 경영목표별 경영계약이 이루어졌으

며, 그 대상은 점차 본사 실장 및 2급 팀장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서장 경영계약제와 ‘지방공항’의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부서장을 주로 전국의 14개 공항과 관

련된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다. 즉,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본사

전략기획본부장 등 이사 대우와 실 단장, 김포·김해·제주공항의 지역본부

장 및 단장, 대구·울산·양양공항 등의 지방공항의 지사장으로 하여 34명

이 계약당사자가 되나, 논의의 특성상 항로시설본부장, 항공기술훈련원

장, 인재개발실장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서장 경영계약제 도입

연도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6년간을 도입 이후로 하고,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의 지방공항의 경영성과를 부서장 경영계약제 도입 전

과 후로 구분하여 그 효과성을 파악하고, 도입 이후의 연도별 지방공항

경영성과를 그 경영계약 목표의 내용을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그 효용의

차별성을 재차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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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항공운송성과와 재무성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으며, 운송성과는 각 지방공항별로 집계된 항공통계를

바탕으로 여객수와 운항횟수로 분석하였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국내

부문과 국제노선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재무성과는 공항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공항별 근무 인원을 고려한 노동생산성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부서장 경영계약제라는 성과관리제도의 유효성 분석의 실증적

검증을 위해 내 외부 보고서 등을 참고한 분석과 함께, 제도의 도입 전

후의 성과 변화에 대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 필요시 시계열 분석 및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부서장 경영계약제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과 지방공항의 성과

와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개인차원의 성과관리 시스

템의 의의와 목적 및 그 근본이 되는 목표관리제(MBO)의 효과성에 관

한 기존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에 관한 문헌적 고찰을 살펴보고, 실제

평가제도의 영향에 관한 분석에 관해서는 계량적 방법을 주로 활용하여

이에 대한 결과와 분석을 그 주요 내용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를 통해서 이끌어 낼 수 있

는 제도의 유효성과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성과관리제도의 운용 측면에

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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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제 1 절 항공수요의 특성 및 지방공항 운영현황

1. 항공 산업 동향 및 지방공항 운영현황

공항은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시설로서 건설에 대규모의 비용이

투자되나 그 회수기간이 오래 걸리며,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여객을 통한

항공수익과 공항이라는 장소의 사용료 등을 기반으로 그 영리성을 추구

하고 있다. 또한 최고속의 ‘항공’ 교통수단이라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제

공과 고용 창출 등 공항을 배후로 하는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 및 공

항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인한 지방의 명맥 유지 등 공익성 또한 상충되

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방공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SOC 공공기관들이 공익성 차원

에서는 기관의 미션과 설립목적으로서의 공공성을 요구받으면서도 한편

으로는 독립된 기업으로서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공기업의 부채 누적과 방만 경영, 실적 악

화 등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

록 한국공항공사 전체는 7년 이상 흑자를 달성한 기업이나, 지방공항의

여객 감소와 만성 적자가 늘 그 빚처럼 여겨져 왔다.

(1) 세계 항공운송 산업의 현황 및 트렌드

항공자유화와 운송시장의 확대로 글로벌 항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항공시장 성장(2020년까지 약 10～15억 명의 항공여객 수

요 전망)과 인도의 항공시장 물동량 증가(2020년까지 15%의 신장) 전망

은 한·중·일 및 아세안,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항공시장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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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확대 전망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LCC(Low Cost

Carrier, 저비용항공사) 점유율이 2009년 8%에서 2019년에는 약 15%까

지 확대되는 등 자본력을 통한 질적, 양적 성장이 확대되고 다양한 동북

아 항공사들의 진입과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면서 아시아 및 전 세계 항

공 노선의 다변화와 치열한 경쟁과 그를 통한 항공 수요 창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선진국의 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노동시간 감소는

고령자 여행인구 증가, 여가 활동 증가로 인한 국제 여행객 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

하며, 여성 소비계층의 신장 등 문화적 요인으로 항공레포츠 활동과 자

가용 항공기 이용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 집단에서는 예상하고 있

다.

한편으로는 유가불안과 금융위기 발발, 신종 플루 등 전염병의 창궐 등

환경요인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감축 정책 등은 항공사 등

전 세계 항공 산업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여객수속 및 수하물 처리 기술 등의 교통기술이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보이면서, ICAO, ACI 등 세계 기구에서는 2025년까지 중장기 항

공수요 전망으로 연평균 4∼6%의 성장률로 전망하고 있다.

(2) 국내 항공운송 변화와 지방공항의 운영현황

지리학적으로 짧은 국토와 KTX 등 대중교통수단의 발전에 따라 내륙

중심의 국내 항공수요는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한 실정이지만, 저비용 항

공사의 국제노선 확대 등에 따라 공항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한류 열풍 및 중국 중산층의 항공수요

증가로 중국 여행객이 급증하고, 세계 유네스코 등재 등 제주 여행 수요

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들 노선을 중심으로 전국 공항의 수요 진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중장기 항공수요 예측에 따르면, 항공여객의 경우 국내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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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평균 1.43%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반면, 국제선은 연평균 5.13%

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

안, 광주 등 지방공항은 1%미만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었으며,

KTX영향권의 노선은 급격한 항공수요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1-1] 국내 항공여객수요 전망                (단위 : 천명)

Source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2010.8, 국토해양부, 중성장 기준)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의 14개 공항과 전국의 항로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항로시설본부 및 항공기술훈련원을 운영하는 공항공사

의 전체적인 기관 수익은 흑자이나, 김포 및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나

머지 11개 지방공항은 적자로서, 일부 공항의 경우는 배후지 인구 및 관

광 인프라 부족 등으로 항공수요에 한계가 있으며, KTX확대 개통 등

내륙 경쟁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공항의 존립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

고 있으며, 아울러 3개의 교차보조 지원 공항들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2. 공항의 사업구조 및 공항별 수익구조

지방공항별 경영 성과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공항을 운영하는 공사의

사업구조와 수익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수익구조는 항공 서

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항공수익과 ‘공항’이라는

공간과 시설을 활용하거나, 기타 신 성장 사업 등을 포괄하는 비항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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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항의 사업구조

공항의 수익이 아닌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구조를 분류해보면 크게 공

항의 기반사업과 확장사업, 그리고 시장개척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기반사업은 공항시설 및 운영과 관련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

익을 창출하는 그야말로 핵심 주력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공항건설 및

고도화사업, 공항안전사업, 공항서비스사업, 상업시설 운영사업, 광고물 및

부대시설 운영사업 포함하는 개념이다.

확장사업은 기반(고유)사업에 기반 한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기능 확대 및

운영성과를 보다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공항

지역 개발사업, 항공노선 지원사업, 급유서비스업, 지상 조업업, FBO운영

사업, 항공교육사업 포함한다. 시장개척사업은 기존의 고객과 시장에서 벗

어나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발굴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세부사

업으로는 신기술개발사업과 해외공항사업 포함하며 이들을 표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표 1-2]  사업분류 기준에 의한 구분
구분 기반사업 확장사업 시장개척사업

개발사업 공항건설 및 고도화 사업 공항지역 개발사업 -
공항운영사업 공항안전사업, 

공항서비스 사업 항공노선 지원사업 -

컨세션사업 상업시설, 광고물 및 
부대시설 운영사업 - -

글로벌사업 - - 신기술개발사업, 
해외공항사업

운항지원사업 -
급유서비스업, 지상 

조업업,FBO 운영사업, 
항공교육사업

-

Source : 한국공항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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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3년을 기준으로 위의 사업 분류별로 수익을 분석해보면 공항

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전사적으로는 기반사업 중 컨세션 사업의 수익이

전체 수익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이 되는 공항운영

사업의 수익이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는 성숙기에

접어든 공항 운영 사업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항 여객 청사 면적 재설계 등 시설 확장이나 주변지역을 개발을 통한

수익원의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김포공항 중심의 배

후지 활용이 용이한 공항에 그 개발수익이 집중되어 있으며 항공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지리적으로 지역의 중심으로부터 인접하지 않은 위

치의 지방공항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항운영으로부터 창출되는 여객이용

료 등 항공수익이 지배적이며, 공항이라는 공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 1차적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2) 공항별 수익구조

공항별 사업경영 성과는 2014년까지 3개의 핵심공항(김포, 제주, 김해)

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항은 운영상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외주 경비 등의 증가요인으로 지방공항의

적자폭은 쉽게 줄어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2013년의 공항별 사업성

과를 보더라도 14개 공항 총 수익은 680,190백만 원이며, 이 중 수익이

발생하는 3개 공항의 수익이 전체의 95.4%인 648,742백만 원으로 나타났

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3개 공항의 순이익 250,788백만 원이 나머지 11개

공항의 적자를 보조하면서 총 순이익이 188,790백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

로 집계되었다.

특히, 지방공항의 비용 면에서 볼 때 아무리 작은 하나의 공항이라도

비행기 1대를 띄우기 위해서는 활주로 및 계류장 등 시설관리 인원과 조

업사, CIQ, 소방, 청경 등 항공법 및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공항운영

증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인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

한 인건비의 저감을 통해 재무성과를 증대시키기는 쉽지 않다. 결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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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증대로 당기순이익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항공여객 1명으로

부터 창출되는 직접적인 항공수익과 공항이라는 공간에 대한 시설임대

수익 등 비항공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며, 배후 개발이 쉽지 않는 열악한

지방공항의 경우는 항공수요 증대를 통한 항공수익 증대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1-3]  주요 공항별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공항 2012년

영업수익
2013년 영업수익 당기손익항공수익 비항공수익 소계

김포 338,325 87,581 252,116 339,697 119,930
김해 150,177 47,068 113,578 160,646 80,023
제주 133,488 55,290 93,109 148,399 50,835
대구 8,398 3,048 5,186 8,234 ∆3,727
울산 2,139 1,001 990 1,991 ∆9,236
청주 7,595 4,022 4,207 8,229 ∆5,178
무안 1,381 789 911 1,700 ∆7,624
광주 5,715 3,027 2,563 5,590 ∆2,504
여수 2,684 1,036 1,226 2,260 ∆8,821
포항 1,348 499 570 1,069 ∆8,656
양양 540 267 534 801 ∆8,113
사천 515 262 166 428 ∆4,128
군산 782 558 273 831 ∆2,159
원주 287 187 128 315 ∆1,852

Source : 한국공항공사 내부자료 분석

기업 전체적으로는 핵심공항이 나머지 지방공항의 적자를 교차 지원함

으로써, 수익을 지탱하고 있으나, 핵심 공항의 시설확장 및 배후지 개발

등으로부터 창출하는 컨세션 사업의 경우도 건설기간의 소요와 개발면적

의 한계로 인해 성수기에 접어들 것이므로 교차 지원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핵심공항과 비 핵심 공항들과의 국내 in-out 쌍방 노선

의 운영으로부터 창출되는 항공수익과 핵심공항 및 비핵심 공항들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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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out bound 항공노선의 다변화를 통한 항공수익이 뒷받침 되어야 경

영성과를 견인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지방공항 마케팅의 의의

항공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개

념은 항공 수요 유발 측면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엄승모, 2012)

지방공항의 항공수요 마케팅은 지방공항 이용고객의 욕구와 패턴, 경쟁

교통수단 및 사회 환경 변화 등의 외생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 코레일은 고속철을 직접 운행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고객 마케팅이 가능한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비행기를 직접 운송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사를 유치’하고, 노선을 개발하여 항공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2중 구조로 되어 있어 마케팅의 개념이 조금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공항공사의 고객은 여객이기에 앞서 항공사가 1차 고객

이 되는 셈이고, 이 항공사가 지방 공항에서 충분한 유효 여객 수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운항을 결정하게 되며, 공항공사는 이들의 운항을

더욱 활발히 하고 운항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여야 여객

수요를 창출하여 그를 통한 부수 이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데 이러한 항공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항공사, 여

행사, 지역 숙박업체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맞아야만 가능하다.

최근에는 제주를 기반으로 하여 탄생한 ‘제주항공’ 등과 같은 지방을 연

고로 한 저비용항공사의 적극적인 유치와 그들의 취항 노선 확대 유도는

지방공항 마케팅의 가장 큰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

사 등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공항공사 자력으로만은 불가능하며,

전국의 14개 모든 공항을 본사 차원에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

며, 지방공항별로 자구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별 이해관계자

와의 지속적이고 돈독한 교류와 협력이 종합적으로 구축, 가동될 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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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의 유발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사의 이해관계자는 내부 임직원과 공항이용객, 항공

사, 지상조업체,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대학, NGO 그리고 국토교통부

와 기획재정부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들은 크게 5가지 범주로 구

분하여 이해관계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1-1] 공항운영기관인 한국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 분류

공사 내부

이해관계자로서

임원 및 직원

등으로 구성

공사가 사업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을 지리적

범위로 하여 인근주민 등

항공사 및 지상 조업체를

비롯하여 각종 분야에서 공사와

거래하는 다수의 계약대상

공항시설을 통해

항공수단을

이용하는 고객과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공사에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기관

정부

공항
이용객임직원

지역
사회 파트너

Source : 한국공항공사 비젼 2020 참고 

  

 
 우선,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공항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철도·도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항공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근하

는 것이 필요하다. 대 항공사를 대상으로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

종 인센티브와 시설사용료 감면 등 재정 지원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

고 또한 이는 공항공사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등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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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사 내부관계자로의 임직원은 명확한

경영이념과 비전 공유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협력업

체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원활한 공항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

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공항 마케팅은 결국 지역별 항공수요의 니즈 파악과 항공

사,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한 항공수요 유발이 핵

심적이며, 그에 대한 노력은 본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직원

들과 공항장의 적극적인 노선 유치 노력과 수요유발 노력이 없이는 어렵

다고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 지방공항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공사

의 비전 달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인 부서장 경영

계약제가 임직원의 노력을 얼마나 잘 평가하고 어떻게 지방공항의 경영

성과로 연계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경

영계약제의 근본이 되는 개인 성과관리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MBO의

유효성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개인 성과관리 제도와 MBO

1. 성과관리의 도입 및 배경

성과관리 제도는 기업 또는 기관의 비전 전략, 경영계획 및 목표의 효

율적 달성을 위해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

고, 경영성과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

함으로써 성과지향 조직문화 형성 및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궁

극적으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성과관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공

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에서 언급된 후 현재까지 공공

부문 및 민간의 행정관리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장주의와 신관

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은 정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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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제의 운영체제를 경쟁의 원리에 기반한 시장 체제를 모방하여 계층제

적 통제를 대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그 의의를 두었다1). NPM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인력 감축, 민영

화, 재정지출 억제, 책임운영기관, 규제 완화 등이 있는데 성과관리 시스

템의 발전은 책임 운영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사나 예산 등에서 내부 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선 관리자에게 관리상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일선 관리자가 책임을 지

고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기업가적 정부를 실

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사조와 맞물려 더욱 강력한 행정관리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신공공관리는 회사이론(Boston, 1991), 관리주의(Aucoin, 1990)등과 같은

다양한 지적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

되어져 온 이러한 신공공관리 운동은 공공영역에서의 시장 효율성을 강

조하고, 다양한 정부 수준에서 다양한 관리 재창조를 촉진하였다. 즉, 신

공공관리 운동에 따라 공공영역도 민간관리기법의 도입, 민영화, 분권화

등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성과관리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성과측

정은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대응성, 그리고 질을 요구하는 시민과

정치인에 의해 전 세계적 정부 개혁의제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어왔다.

특히,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심을 두고, 행정성과가 창출되었는가를 핵심

과제로 하는 성과관리는 성과목표의 설정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율성

의 부여, 성과의 측정 및 피드백, 그리고 사후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

련의 절차들로 이루어진다(OECD, 1995)2).

또한 성과의 측정과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의 정확한 측정에 따른 인사

상, 보수상의 보상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동기 부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고성과의 조직 및 개인에게는 그에 따른 승진, 급여차등, 예산증감,

권한부여 등의 보상체계의 가동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극대화

하는 데에 원활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조직적 차원

1)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학 사전 참고

2) 김송일(2009),「중앙행정기관 개인 성과관리 제도 연구」,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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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지표 및 목표제시와 활동, 평가, 그리고 동일한 조직 차원 내에서

유사한 성과 보상의 차등이 이루어지는 조직 성과관리와 개인수준의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성과관리로 나눌 수 있다.

2. 개인 성과관리의 의의와 한계

 일반적으로 개인 성과관리는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를 상호 약속된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조직

의 활동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세구, 2003). 개인 성과관리의 정의는 “공공부문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한편 이를 조직 전체와 개개인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로 변환시

키는 과정”(Pollit, 2002) 이라고 보았으며, “다 영역적인 활동으로서의 성

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이를 환류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조직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으로 확장한 것”(Rashid, 1999)을 의미한다. 또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며, 목표했던 산출과 결

과가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시키는 것”(고영선

외, 2004)을 개인 성과관리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개인 성과관리를 공공부문에도 연계시킨 연구도 있었는데

공병천(2004)은 공공기관의 이러한 개인 성과관리는 정부 부문에도 민간

과 같은 경쟁과 성과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이를 통한 대

국민 책임성 제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만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개인 성과관리가 정부의 조직과 구성원들로 하여금 투입과 산출,

그리고 수단 위주의 행정관리로부터 산출과 결과를 지향하는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성과를 제고하고, 정부

의 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희소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적은 세금으로 보다 높은 정책 성과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개인 성과관리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하

미승, 2004).

그러나 공공부문의 업무는 그 목표의 모호성 때문에 지향하는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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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상충하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를 개인 성과관리의 차원으로 대

입할 경우 목표와 성과의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질적인 과정보다는 양적

인 결과에 치우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또한 SOC와 같은 공공부문의

성과는 단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활동을

통해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가 있을 수 있으며, 당연히 그에 따르는 상당

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기피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단점이 존재하

기도 한다. 김송일(2009)은 공공부문의 개인 성과관리는 목표의 모호성

및 다양성, 활동과 효과 간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최고 관리층의 관심

부족, 조직 구성원의 저항이라는 장애요인들을 갖고 있어서 그 성과평가

가 어렵다고 하였다.

3.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제도 운영과 기관의 평가시스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것

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는 공공

기관 조직 차원의 평가와 개인수준의 평가인 기관장 평가와 상임이사 평

가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의 계약 규정을 기본으로 제 31조 제 3

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 46조의 규

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인사․보수 상 연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지침을 통하여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

며,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

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성과관리 체

계를 운영하고 규정 등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

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승진 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 운영할 것을 기관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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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기관의 성과관리 종류와 구분

구 분 평가개요

외부평가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 48조에 의거 

정부(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단)이 시행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 31조에 의거 

공사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해야할 경영목표, 성

과급 등에 대하여 주무부처 장관과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내부평가

내부경영

실적평가

사규「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소관

소관부서의 업무실적을 사전적으로 설정된 평

가지표에 의하여 평가

경영계약

대상자평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 31조에 의거 

공사 사장이 상임이사와 체결하는 성과 계약과 

관련하여 상임이사의 계약 내용 이행실적 평가

부서장 현안

과제 평가

(부서장 

경영계약제)

공사의 비전목표 달성 및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공사 경영 전반에 영향력이 높은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부서장별로 과제를 위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이행 실적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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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약

대상자평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 31조에 의거 

공사 사장이 상임이사와 체결하는 성과 계약과 

관련하여 상임이사의 계약 내용 이행실적 평가

부서장 현안

과제 평가

(부서장 

경영계약제)

공사의 비전목표 달성 및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공사 경영 전반에 영향력이 높은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부서장별로 과제를 위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이행 실적을 평가

Source :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 및 한국공항공사 내부경영평가 편람

위의 평가체제는 조직차원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와 내부경영실적평가

및 개인차원의 기관장성과평가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계약대상자

평가 그리고 부서장(본사 실단장, 지역본부장, 지사장 등)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서장의 경영성과 및 리더십 역량을 계약

에 의해 평가하여 얼마나 전사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가를 측정하는

부서장 경영계약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4. 목표관리제도(MBO)에 대한 선행연구

이러한 개인 성과관리는 그 형식만 바뀌었을 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그에 대해 평가받는 실질로 보았을 때에는

사실상 목표관리제 (MBO: Management by Objectives)와 그 성격이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박민경, 2007).

목표관리제는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단기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조직단위 및 구성원들의 업적을 평가하여 환류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서는 1998년 공직사회에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피터 드러커가 1954

년 ‘경영의 실제’에서 처음 언급한 이 성과방식은 기존의 상사에 의한 부

하의 업적평가 대신에, 자기 자신이나 상위자와의 협의에 의해 구체적이

고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스스로가 평가해서 보고하게 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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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과적인 계획과 목표수립을 통해 효과적인 통제와 성과를 창출하는

장점이 있고 이것이 보수 및 인사와 연계될 경우 조직 구성원들에게 성

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할 수 있는 제도이나,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간 이해가 상충할 수 있고, 성과의 계량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과정

이나 질적 요소가 경시될 수 있는 단점 등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MBO

는 단순히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사목표와 개인 목표의 연결

고리, 피드백, 분권화와 자율적 통제 등 총체적인 성과관리의 ‘시스템’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MBO가 생산성 향상 등 각종 경영성과증대, 직무만족도 향상

등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

재하는데, Raia(1965), Ivanisevich(1974), Rodgers&Hunter(1991/1992),

Odiorne(1976) 등은 목표관리제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에, Caroll ＆ Tosi(1970), Guzzo, Jette & Kondurasuk(1981)

등의 연구 결과는 목표관리제가 예상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하고 있다. 또한 Kopleman(1986) 등은 목표관리제의 효과가 미약하다거

나, 집행 방식에 따라서 도입 목적 달성 여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3)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행정자치부 주도로 도입된 공공부문 목표관리

제의 실시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목표관리제는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이 낮고(윤태범, 2000), 실

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존재하며(김판석 · 권경득, 2000),

전담기구와 인력이 부족하고, 평가결과가 인사 및 보수와 연계되지 못하

는 등(박영강, 2000) 등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섭·

박광국(1999)은 우리나라 정부에서의 목표관리제의 성과가 불투명한 것

은 프로그램의 내용에 문제가 있고, 도입·운영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

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서순복은 목표관리제의 성공요인

을 최고 관리층의 관심도, 교육 및 공개적 논의 등을 적시하고 있다. 목

표관리제는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나름

3) 박민경(2007), 「목표관리제도의 변동에 관한 연구」,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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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공직사회에 정책 가능성이 모색되기도 하였으나, 조직목표와 무관

한 개인목표의 설정, 성과의 측정과 평가에 관한 관심과 이해부족, 온정

주의적 조직 문화 등의 영향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공

직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정광호, 2003). 실제로 개인별 업무

목표의 달성도에 대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자들은 심리적으로 연공이나

직제 등에 따른 서열을 미리 상정하고 점수를 역산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함으로써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실질적인 목표는 하나의 사업이 그 조직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이지만, 목표관리제에서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목표를 달

성했다고 보는 수단과 목표의 전치현상이 발생하는 경향마저 띠게 되었

다(이석환, 2004)4).

이처럼 목표관리제(MBO)의 전격적인 도입과 그에 대한 적용실태, 운영

의 내용 및 효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선행연구가 있었으며, 연구는 대부

분 2000년도 초기인 도입 직후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그 효과성에 대

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동 제도에 대한 소개나 운영에 관한 연구였고,

실제로 동 성과관리 제도의 운용을 통해 MBO가 궁극적으로 도입된 목

적인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그 마저도

설문지 위주의 주관적 평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후반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효율화 정책 및 더욱 강화된 공기

업 경영평가의 시행, 성과관리 문화의 정착 등으로 인해 명확히 ‘MBO’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그와 원리가 유사한 기관장 성과평가

등 개인 성과관리 시스템이 도입 및 확장되었고, 성과관리에 관한 별도

의 비계량 평가지표가 존재하고 평가되면서 공공기관에 있어서 기존의

목표관리제가 가졌던 한계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과 시도, 성과들

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목표관리제

(MBO)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영계약제를 기관의 사례로 보아 그 유효성

과 한계점 등을 고찰해 보고 피드백을 도출해 내는데 그 목표가 있다.

4)박민경(2007), 「목표관리제도의 변동에 관한 연구」,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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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의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SMART)기법’이 응용되었는데 이는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현실적 목표 등을 협의에 의해 설정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MBO에서는 목표설정에 개인이 참여하고, 환류의 활성화로 조직생산성

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는 개인별로 다양하고 그 목표수

준 또한 도전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설정’ 자체가 성과에 미치

는 견인적 역할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본 논문에서는 MBO의 도입 전후로 공항의 경영성과가

어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부서장 경영계약제(MBO)가 지방공항(조

직)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그 계약과제(목표)의 설정과 내

용을 되돌아보며 경영성과와의 유의성 및 연관성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즉, 개인 성과관리인 부서장 경영계약 제도 자체가 그 시행 전후 지방공

항 성과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록 도전적이고 달성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지방공항의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

여 계약한 부서장의 경영계약과 그렇지 않은 경영계약에 따라 지방공항

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의 유의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는 다양한 외부 환경적 요인이 존재하

므로 이들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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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모형 및 연구설계

제 1 절 분석틀 및 연구가설

목표관리제가 도입된 2000년 초중반 MBO의 운영 실태와 효과성 등에

관해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고, 그 후 무늬는 다르지만 기관장 경영평가

의 기관에 미친 영향 등(신현민, 2011)과 개인 성과평가의 성과에 관한

연구 또한 그 맥락은 모두 개인에 대한 성과관리가 어떠한 유효성을 가

져다주는지에 대한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제도 설계와 그 운영상에 있어서 마주치는 한계 등에 의해서 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완성도 등 제도 자체가 중

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과관리의 ‘시스템’이 작동함으로써, 공공기관

에서도 온정주의가 아닌 성과로서 평가하는 성과평가 문화가 정착되는데

크고 작은 제도 등의 운영이 일조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부서장 경영계약제의 운영과 지방공

항의 경영성과의 경우도 그러한 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지방공항의 경영성과는 비단 임직원의 목표에 대한 달성

노력으로, 단시간 내에 창출해 낼 수 없는 것이나, 기관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역시 내부고객이고 그러한 임직원의 성과 관리 시스템의

작동으로 보다 많은 동기부여를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KTX 2차 개통이 예정되었던 영

향권 공항(김해, 포항공항 등)의 수송성과가 예측치보다 악화되지 않았다

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

에서 부서장 경영계약제의 운영 성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첫째, 지방공항의 현황 및 공항마케팅의 특성, 개인 성과관리의 효과성

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그 대상을 전국의 14개 지방공항을 운

영 및 관리하는 기관 내부로 하여 개인 성과관리 시스템인 부서장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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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의 시행이 공항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기관의 부서장 경영계약제의 도입과 변화, 변

천 등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시스템 운용상의 유효성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공항의 수요 예측치와 실제치의 비교 등을 통해 그 효과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지방공항의 경영성과에 MBO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한 지방공항의 ‘경영성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순이익 등 재무

성과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들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나,

명확한 수치로 확인되는 공항별 고객성과(고객만족도) 외에는 명확한 주

관적인 비재무적 성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그러한 고객만족

도 또한 너무나 작은 편차 범위 안에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분석하기

에 유효하지 않다는 점, 일반적으로 공항의 실적이라고 하면 여객수와

운항횟수와 같은 가시적인 항공통계 수치가 중요하다는 면에서 이러한

수송성과와 수익성, 성장성 등 재무적 성과로 그 범위를 한정하기로 하

였다.

셋째, MBO의 특성상 목표를 합의에 의해 설정하기는 하지만, 개인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특성과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목

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부서장별 경영계약의 내용을 항공수요와 수익증

대와 관련된 이른바 직접적인 ‘지방공항 활성화’와 관련된 목표와, 그렇

지 않는 지엽적인 수행과제나 단순 시설개선, 기타 비성과적 목표 등으

로 제시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함께 분석

해봄으로써 기관의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 제시 및 시사점을 도

출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가시적이고 재무적인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조직의 변동이나 사

업구조의 변화 등 비재무적인 상호 영향에 의한 변화도 함께 살펴봄으로

써 다양한 성과 창출 측면도 알아보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공항현황 및 수익구조, 마케팅의 특성과 개인 성과관

리 제도 및 MBO에 관한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한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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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분석틀> 
 

부서장경영계약제(MBO) 지방공항성과 : 수송성과

  부서장 경영계약제의 도입

ㆍ공항별 여객수 

ㆍ공항별 운항횟수

ㆍ국내선 부문/ 국제선 부문

지방공항성과 : 재무성과

ㆍ수익성지표 :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ㆍ성장성지표 : 매출액증가율, 당기순

              이익증가율 등 

ㆍ생산성지표 : 직원1인당 노동생산성 

ㆍ안정성지표 : 부채비율

부서장 경영계약제(MBO)라는 제도의 도입이 공항의 경영성과에 영향

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는

이러한 제도나 정책의 도입 전후의 변화에 대한 가설의 설정과 검증이

있을 것이다. 즉, 부서장 경영계약제의 도입으로 인해 공공부문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성과가 없었다는 영가설을 설정

하고 이를 검증해볼 수 있으며, 그 검증을 위해 경영성과의 시계열적 분

석과 통계적 분석을 뒷받침하여 그 성과의 변화를 검증해볼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도의 도입 전후로 경영성과가 달라

졌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제 1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부서장 경영계약제 도입 및 시행은 지방공항 경영성과에 차

별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이후에, 경영성과를 항공수송성과, 재무성과의 지표별로 구분하여

MBO의 도입 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한 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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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부서장 경영계약제 도입 및 시행은 수송성과 및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부서장 경영계약제 도입 및 시행은 공항별 국내 및 국제 여

객수와 운항횟수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부서장 경영계약제 도입 및 시행은 공항별 매출액 및 당기순

이익 등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부서장 경영계약제 도입 및 시행은 공항별 직원 수에 따른

노동생산성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부서장 경영계약제 도입 및 시행은 부채비율과 같은 기관의

안정성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부서장 경영계약 과제(목표)에 따라서 그 평가 결과 및 성과 정도

가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설3) 부서장 경영계약의 목표의 특성에 따라 지방공항 활성화 정

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1 부서장 경영계약의 내용이 지방공항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

련되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보다 수송성과가 더 향상되었

을 것이다.

가설 3-2 부서장 경영계약의 내용이 지방공항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

련되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보다 재무성과가 더 향상되었

을 것이다.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자료수집 방법

1.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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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경영계약제는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효율화의 실행과제의 하

나로 처음 도입이 결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었고, 매년마다 부서장과

사장의 계약에 의해 1년 평가로 실시된다. 본사 실 단장 및 지역본부(김

포, 김해, 제주)의 본부장 및 단장 그리고 대구공항 등 10개 지사의 지사

장 들이 그 계약의 대상이 된다. 1년간의 목표설정과 계획, 집행 산출 성

과에 대한 보고서를 연말 제출하여 다음해에 외부 전문가 및 CEO에 의

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단위 부서장이 부득이하게 연중 변경될 경우는

계약의 자동승계 원칙이 이루어지며, 성과급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서장 경영계약제에 의해 차등되는 등 보수와도 연계되어 있다.

표본 추출 대상과 관련하여, 그 계약 대상은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

을 때 본사 전략기획본부장 등 이사 대우와 실 단장, 김포·김해·제주공항

의 지역본부장 및 단장, 대구·울산·양양공항 등의 지방공항의 지사장으로

하여 34명이 계약당사자가 되나, 논의의 특성상 항로시설본부장, 항공기

술훈련원장, 인재개발실장은 제외한 지역본부 및 지사 부서장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부서장 경영계약제 시행연도인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의 6년인 총 14년간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부서장별 경영목표는 문서에 의해 그 목표설정 및 기한이 시달되고, 각

경영목표를 취합하여 평가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문헌자료의 열람

을 통해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2. 종속변수

지방공항의 경영성과의 정의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

겠지만 지방공항의 활성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그 성과라고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공수송성과와 당기순이익 등 재무성과라고 보아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재무성과에 있어서는 감사보고서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활용

한 재무지표를 분석하였으며, 단순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성장성 지수인 매출액순이익증가율 등을 추가적으로 알아봄과 동시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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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인당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노동)생산성 분석을 겸하기로 하였다.

공항별 수송성과는 통계법 제 18조 1항에 의하여 승인된 국가승인(승인

번호 제 38101호) 항공통계 시스템에서 전국 14개 공항의 항공수송(운

항, 여객, 화물)에 관한 현황을 한국공항공사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공되

고 있으며, 작성주기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익 월에 작성,

공표되고 있다. 따라서 항공통계시스템을 통하면 최근 14년간의 여객, 운

항횟수 등 수송에 관한 통계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

공항의 재무성과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의 결산서를 통해 10년간의 손익

계산서의 확보가 가능하며, 노동생산성 산출의 기본이 되는 인원에 대한

정보 또한 HR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통제변수 및 기타

항공여객 수요는 경기변동이나 질병, 경제 위기 등 외부 환경적 영향을

그 어떤 교통수단의 수요보다 크게 받으므로 이에 대한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외부환경 변수의 영향을 고려, 즉 제거하기 위하

여 국토교통부에서 연도별 GDP 및 물가상승률,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예측한 공항별 항공수요 예측치를 비교함으로써, 실제 수요와의 갭분석

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전망한 전 세계 항공수요 증감율 및 아태지역 항공

수요 증감률 등도 함께 제시하여 공통적인 항공수요 트렌드와 실제 트렌

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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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의 분석

제 4장에서는 부서장 경영계약제로 대변되는 개인 MBO시스템의 효과

성,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부서장 경영계

약제의 도입원인과 시행 전후 공항 전체의 경영성과 추이를 그래프 및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여 검증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검증한

MBO 시행에 대한 순수한 효과를 알기 위해 대표적인 지방공항의 경영

성과인 항공수송 성과값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예측치나 세계 평균 항

공여객 증감률 등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외부변수를 최대한 제거한 효과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부서장 경영계약제(MBO)의 운영 과정에서의 성공요인과 그 효과

성 제고를 위해 계속적인 변화를 꾀한 기관의 MBO 적용대상의 확대,

목표설정 방법 등의 변화 등 제도의 변천과 개인별 MBO 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봄과 동시에, 수송성과

나 재무성과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시행 후 기관의 사업구조나 조직 등

비재무적인 변화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도 병행함

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그 성과를 들여다보았다.

제 1 절 MBO 시행 전후의 경영성과 변화 분석

1. MBO의 도입과 운영실태

대부분의 공기업이 2007년부터 기관장 경영계약제 체결을 통해 실질적

으로 기관장 개인에 대한 MB8O를 실시하기 시작한 데 이어, 기관평가

와 기관장 평가 양대 평가의 목표정합성과 목표연동성을 강화하며 개인

성과주의 확산을 통해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증진하려는 MB정부의 공기

업 선진화·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2008년말 부서장 경영계약제라는 MBO

체계가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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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공기업 효율화 방안은 크게 ‘경영효율성 최소 10%향상’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자회사 매각, 비용예산 10%절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조직 구조 등 하드웨어와

성과관리체계 등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성과관리 차원에

서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정부의 경영효율화 방침≫

◆ 임원 등 단위 부서장과의 경영계약제 도입 등

내부성과관리 강화

즉, 전략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중심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객관적인 측정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사장과 단

위 부서장간 성과목표 등에 관한 MBO형태의 ‘경영계약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목표관리제인 MBO의 도입

과 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그 적용이 주춤해진 이후,

경영계약제라는 이름으로 개인단위 MBO 성과관리제가 2008년말 재등

장하였고 이는 점차 공공기관 부서장 뿐 아니라,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공기업 경영평가라는 공공

기관의 인센티브 등 보수·인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제도의 하나

의 평가지표로 포함됨으로써 공공기관마다 그 도입 시기는 약간의 차이

가 있으나, 그 강력한 실효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3급 이

하의 직원에까지도 확대하고자 하는 성과연봉제도 개인 MBO의 확대와

이의 연봉, 인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이어진 성과관리

체제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공기업 경영평가의 선봉장의 위치에 있었던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코레일, 수자원공사의 경우 이미 2008년 초부터 기관장,

임원뿐만 아니라 단위 부서장에 대해서도 경영계약제를 도입, 시행중에

있었으며,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는

2009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전국 공항별 본부장(김포, 김해, 제주) 및 지

사장(대구공항 등 11개 공항), 그리고 전국의 항로관제시설을 관리하는

항로시설본부장, 인력개발원을 운영하는 항공인력개발원장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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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MBO평가제도인 부서장경영계약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평가방법은 계량지표 위주의 단위사업장 지표평가 90%와 비위, 사고,

노무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비계량적 사장평가 10%로 구성되었

으며, 6등급 평가로서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에 활용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조직평가인 내부경영평가결과 50%와 개인MBO평가인 본

부서장 경영계약제 평가결과 50%를 합산하여 이를 7등급으로 차등하고,

이에 따라 기본급의 100%내에서 최고 최대 75%까지 차등이 이루어졌으

며, 또한 이는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에도 활용되도록 설계되고, 이러한

평가는 보수뿐만 아니라 승진, 고과 등 인사에도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MBO가 보수, 인사와 연계되는 정합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의 부서장 경영계약제의 목표 설정은 모두 계량지표적인 성격으로

서 정부의 선진화·효율화 정책과 연관된 세 개의 카테고리로 하달되었는

데, 각 공항별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들 모두 공히 항공수요 증대 차원의

목표와 정원감축 목표, 그리고 경비절감 목표로 작성하되, 그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공항별로 부서장들이 본인이 1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목표의 도전성과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는 2009년 당시의 본 공공기관이 당면

하였던 기관장 경영계약의 목표인 정원감축과 경비절감 목표에 철저히

기여하기 위한 부서장 경영계약제와의 연계가 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

이며, 이후에 목표 설정의 방식이나 성격 등에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가

이어지기는 하였으나, “항공수송”목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목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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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단위부서장 경영계약제 목표작성 가이드라인>
□ 작성기준 : 2009년도에 달성할 목표
□ 지표별 목표작성 
   ○ 지표 1 : 항공수요 증대 (지역본부장, 지사장)
         - 운항 : XX % 증대      
       - 여객 : XX % 증대
       - 산출근거 자료 첨부
   ○ 지표 2 : 정원감축 (지역본부장, 지사장, 항인원장, 항시본부장)
       - 정원 : XX 명
       - 목표 : XX 명
       ※ 조직개편후 새로운 정원기준으로 목표 작성

   ○ 지표 3 : 경비절감 (지역본부장, 지사장, 항인원장, 항시본부장)
       - 절감대상 : 광고선전비, 연료비, 보험료,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포상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차량비, 시설  
                    관리유지비, 지급수수료(경상경비, 월정용역비)
       - 절감목표액 : XX 억원
       - 산출근거 자료 첨부  

따라서 MBO 시행전후의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공항의 경영성과

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여객 수 및 운항횟수와 같은 “항공

수송성과”를 기준으로 비교해보고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

다. 즉, 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기업에서 가장 절대적인 성과지표는 항공

수송 서비스와 편의시설 만족도를 제고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수를

증진시켜 여객이용료, 임대수익 등을 통한 기업의 수익 창출 및 확장이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이를 위해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지방공항별로

부서장 MBO에서는 항공여객 증진을 대부분의 MBO 달성 목표로 세웠

기 때문에 MBO를 실시한 효과를 항공여객수를 이용하여 그 전후 추세

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렇게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한 항공여객 이

용수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MBO를 시행한 2008년 말을 전후로 과연 여

객수의 증진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엑셀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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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성과 변수 가 설
여객수 총 여객수 before < 총 여객수 after

그램을 사용한 t-검정 프로그램 및 시계열 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2. 부서장 경영계약제(MBO) 도입 전후 경영성과의 시계열적 분석

(1) 항공수송 성과의 비교

MBO 즉, 부서장 경영계약제는 강력한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와 인사 등과 연계되어 있으

며, 그 목표의 중심에는 각 공항별로 주로 항공수송 성과 증대에

focusing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MBO의 도입 이후 공항의 수송

성과는 개선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해공항의 부서장이

도전적 목표설정을 통해 전년대비 김해공항 여객수 10% 향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노선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토부 등 운수권

자와 항공사, 지상 조업체, 그리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김해공항

의 운항노선 및 운항편수를 늘리거나, 기존의 노선에 대한 인센티브, 공

격적 마케팅 등을 통해 탑승률을 늘려야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연히 공

항의 여객 수는 전보다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수송성과의 두

축은 여객과 운항횟수(편수)이며, 공항의 여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선

노선을 이용하는 여객 수 뿐 아니라 ‘돈이 되는’ 국제선을 많이 유치하

여, 이를 이용하는 여객을 많이 탑승토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

서 제도 시행전후의 총 여객수는 증가하였을 것으로, 즉 (+)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국내여객 분야와 와 국제여객 분야로 나

누어서 보았을 때에는 그 부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워 그 성과의 영향을 알아

보았으며, 아래의 “before”와 “after”는 부서장 경영계약제 도입 “전”과

“후”를 의미한다.

[표 4-1] MBO 시행전후 항공수송성과 변화에 대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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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여객수 before <  국내선여객수 after
국제선 여객수 before <  국제선여객수 after

운항횟수(편수)
총 운항횟수 before < 총 운항횟수 after

국내선 운항횟수 before <  국내선 운항횟수 after
국제선 운항횟수 before <  국제선운항횟수 after

수송성과 MBO 시행전 MBO 시행전 변화방향
총 여객수 40,712,842 51,552,967 +

국내선여객수 36,159,781 42,622,230 +
국제선여객수 4,553,061 8,930,737 ++

운항횟수(편수) 307,769 366,043 +
국내선 운항횟수 275,149 305,551 +
국제선 운항횟수 32,620 60,492 ++

위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통계청 및 한국공항공사, 인천

국제공항공사, 국토부 FOIS시스템 등이 합동으로 집계, 작성된 연도별

「항공통계」의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공항

의 경영성과를 MBO 도입 전(2003년~2008년, 6년간)과 후(2009년~2014

년, 6년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표 4-2] MBO 시행전후 항공수송성과 평균값

[표4-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의 방향으로 예측되었던 공항의 총

여객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 여객수를 주로 국내와 국

제부문으로 나누는 항공통계의 특성상 총 여객수의 증가가 국내선 여객

수에 기인한 것인지, 국제선 취항 증대를 통한 국제선 여객수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의문은 일단 둘 다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 고르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운항횟수 역시 가설과 마찬가지로 정(+)의 방향으로 예측되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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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익 국내선 국제선 비율(국제/국내)
착 륙 료 857천원 2,806천원 3.27
정 류 료 396천원 1,287천원 3.25
공항이용료 4천원 17천원 4.25

구성하는 국내부문과 국제선 부문의 운항편수 역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전국 공항에서 항공노선의 탑승률 제고 노력뿐만 아니라, 정규

운항편수 증편, 각종 특수노선 전세기 취항 유치 등을 통하여 노선개발

및 증편 노력에도 힘쓴 결과 취항하는 비행 운항편수와 그에 따른 여객

수를 증대시켰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노선 분야의 여객수와 운항횟수의 경영성과 증감의 방향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였는데, 특히 MBO의 도입 이후 국제선 여객수

와 운항횟수는 그 전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강한

양의 방향을 보였음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국내선 대비 국제선의 취항이

각종 여객이용료나 착륙료 등 항공수익에 있어서 부가가치 우위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전 공항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국제선

노선 유치에 열을 올린 결과로 분석되며, 이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열

위 및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지방공항들의 경영

난 타개책으로 전사적으로 펼친 국제선 노선 유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참 고] 동일한 항공기가 국제선/국내선 취항할 경우별 창출수익 비교

B737 1대 기준

항공통계를 통해 전국 공항의 여객 수 및 운항횟수를 집계한 결과 그

시계열적 변화 추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점선으로 나타나는 추세선의

방향 또한 양의 방향을 그리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KTX의 1차 개통 이

후 감소하였던 수송부문의 수치가 2010년 이후로 완전히 회복하였으며,

2010년 말 KTX 2차 확대 개통에도 불구하고 점차 꾸준히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 37 -

[그림 4-1] 연도별 총 여객수의 시계열적 변화

[그림 4-2] 연도별 총 운항횟수의 시계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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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성과 분석

마찬가지로 MBO 도입 이후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제

일 먼저 살펴본 항공수송성과 이외에도 기존 연구논문들이 분석한 바와

같이 기업의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 등의 지표에 대해 MBO 도입 전과

이후로 나누어 그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각

경영지표에 대한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수송성과 분석과 마찬

가지로 아래의 “before”와 “after”는 부서장 경영계약제 도입 “전”과 “후”

의 재무성과를 의미하며, 물음표(?)로 표현한 것은 가설 설정에 있어서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함을 의미함을 표현하였다.

[표 4-3] MBO 시행전후 재무성과 변화에 대한 가설
수송성과 변수 가 설

수익성
- 매출액대비순이익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대비순이익 before < after
총자본회전율 before <   after

매출액영업이익률 before <   after
안정성
- 부채비율 부채비율 before > 부채비율 after
성장성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세전이익
- 매출액증가율
- 당기순이익증가율

매출액 before < 매출액 after
당기순이익 before < 당기순이익 after

세전이익 before < 세전이익 after
매출액증가율 before ?  매출액증가율 after

NI증가율 before ?  NI증가율 after
생산성
-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before < after
고 용 
- 연평균인원 평균인원수 before < 평균인원수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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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성과 MBO 시행전 MBO 시행후 변화방향
매출액 306,054,945,615 597,700,322,204 +

당기순이익 8,322,987,497 103,096,735,077 +
세전이익 11,851,305,441 124,046,849,207 +

매출액대비순이익 2.72% 17.25% +
매출액영업이익률 -5.13% 18.74% +
총자산회전율 13.22% 17.38% +

부채비율 6.78% 10.21% -
매출액증가율 15.48% 11.37% -

당기순이익증가율 -23.09% 43.79% +
1인당 부가가치 95,630,361 216,131,534 +
연평균인원 수 1,960 1,750 -

위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한국공항공사의 외부감사보고

서 및 대차대조표,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등의 2003년부터 214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공항의 경영성과인 재무성과를 MBO 도입전과

후로 나누어 그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표 4-4] MBO 시행전후 재무성과 평균값

[표4-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의 방향으로 예측되었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세전이익 등은 모두 MBO도입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매출액 증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의 매출액

돌입 이후 그 성장성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출

액 증가율과 함께 성장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었던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MBO시행 이전인 2008년까지는 KTX 2차 개통

의 영향으로 수송량의 감소 및 대구, 사천 등 지방공항의 적자가 큰 폭

으로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으

로써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가설을 설정할 당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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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이유는 한국공항공사가 전통적으로 금융성 부채가 전무하여 공

공기관 중에서도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

는데 이러한 무부채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운데, 각종 지방공항의

수송성과 증대 및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나 인력 투자

등은 늘어날 것이므로 총자산은 증가하여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도입 전과 후에 부채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성 부채의 도입 또는 증가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여전히 공사가 무부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김포나 김해, 제주공

항 및 지방공항들의 여객청사 활용률이 늘어나면서 임대수익이 폭발적으

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부채성격의 임대보증금이 늘어나면서 부채가 꾸

준히 증가한 반면 자산 증가율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채비율이 증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각종 수송성과와 재무성과 증대를 위해서는 투입인원의 확보가 필요하

며, 이로 인해 평균인원이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서는 결과적

으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인원, 즉 공항공사의 정규직원

수는 앞서 최초의 부서장 경영계약제 도입 시 경영계약의 일률적인 목표

였던 부서장별 “당해 연도 정원감축 목표” 설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

거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의한 대규모 정원 감축과 이

어 3년간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자연감소분이 유난히

많았던 부분이 기관의 평균인원의 감소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의 정현

원 부분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또는 청년고용 확대 정책 등 정책

적 변수,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원은 엄격히 공공기관 운영의 법률에 의

거, 기획재정부의 협의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

는 점 등을 미루어 유효한 성과지표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노동생산

성” 지표나 “계량인건비” 등의 지표에서 평균인원이 적을수록 유리한 지

표들이 많이 존재하여 이를 의식하여 기관장이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혹은 동 기관이 적은 인원만으로도 큰 경영성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성과관리 구조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분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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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을 의미하는 1인당 부가가치 역시 정으로 나타났

으며, 그러나 이것이 인원의 증감으로 인한 변화인지 부가가치의 증감으

로 인한 변화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평균인원을 2003년의

인원수에 고정시켜 수정 1인당 부가가치를 연도별로 측정하여 보았는데,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생산성은 MBO 도입 전후로 증가한 것으

로 판별되어, 인원의 효율적 활용과 부가가치의 증가가 함께 맞물려 공

항의 노동생산성을 증대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 12년간 총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시계열적 변화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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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의 시계열적 변화
(단위: 원)

[그림 4-5] 부채비율의 시계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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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BO 시행 전후의 항공수송성과에 대한 t-검정

부서장 경영계약제의 도입이 공항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검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도나 정책의 도입 전후의

변동에 대한 가설의 검증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시계열 분

석을 통하여 각종 경영성과들의 추이를 알아본 데 더하여, MBO의 시행

이 기관의 대표적인 경영성과인 여객수송성과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

을 미쳤다는 가정 하에, 도입 전후 6년씩 총 12년간의 전국 공항 총 여

객수를 대상으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대응표본 t검정은 동일한 하나의 집단에 대하여 특정 제

도나 정책의 시행 전후 성과를 비교할 때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공항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공항의 MBO시행 전의

여객 수 평균과 시행 후의 평균을 비교하여 그 차이 값의 평균이 0값인

지를 검정하였다.

[표 4-5] MBO 시행전후 공항 여객 수 변화의 대응표본 t-검정 
　구 분 MBO시행전 MBO시행후
평 균 14,502,161 18,725,045 
분 산  1,591,762,600,492  4,521,572,747,245 

관측 수 6 6
피어슨 상관계수 -0.757375969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5

t 통계량 -3.242450555
P(T<=t) 단측 검정 0.011443437
t 기각치 단측 검정 2.015048373
P(T<=t) 양측 검정 0.022886874
t 기각치 양측 검정 2.57058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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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아래 [표 4-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MBO도입에 따라 여객

수송성과는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서장 경영계약제의 시행 후의 수송 평균과 시

행 전의 수송 평균이 각각 18백만과 14백만으로 나타난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p값은 0.0228로서 0.05보다 작게 나타

나, MBO는 수송성과 증대에 유의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더불어 MBO 시행 전후의 성과의 차이에 대해서 시행

전후의 수송성과 및 재무성과 지표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세우고,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해보았다.

[표 4-6] MBO 시행전후 경영성과 지표의 독립표본 t-검정 
　구 분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평균(전) 평균(후) t통계량 p값
매출액 306,054,945 597,180,201 -5.049572623 0.00049956

당기순이익 8,322,987 103,096,735 -3.349998806 0.007365351
평균인원 1959.5 1749.833333 5.205551904 0.00039809

매출액대비순이익 0.002320402 0.161798732 -2.018394401 0.071170797
매출액영업이익률 -0.051291567 0.187378494 -3.872524181 0.003096402
총자산회전율 0.132146112 0.173820603 -5.171330618 0.000418298

부채비율 0.06775821 0.10205 -2.730916611 0.021160092
매출액증가율 0.154753444 0.120096238 0.504978611 0.627188102

당기순이익증가율 -0.230899978 0.532917087 -1.875452479 0.097585594
1인당 부가가치 95,630,361 216,131,534 -4.843813837 0.000677617

t-검정 실시 결과를 살펴보면 매출액대비순이익, 매출액증가율, 당기순

이익증가율 지표에서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그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로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당기순이익 그리고 생산성 지표인 1인당 부가가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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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도입 전후 집단 간의 차이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

되어, 도입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함에 따라 도입 전후 집단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즉, 수익성과 관

련된 재무성과 지표는 MBO의 도입을 계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또는 표

면적으로는 분명 그 실적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매출액대비순이익

지표에 비하여 매출액 영업이익률 지표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고 판단되어, MBO 도입시기 전후에 영업외손익의 영향에 의한 당기순

이익의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은 분명 증

가하였다고 보임으로써, 공항의 본래 활동 성과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증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부서장 경영계약제(MBO) 도입에 따른 지방공항별 시계열적 분석

앞서 공항 전체의 MBO 도입 “전과 후”의 경영성과의 시계열적 분석을

해본 것에 이어, 이번에는 MBO를 “도입한 후”의 각 지방공항별 경영

성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기간은 MBO의 도입(2009년) 전후인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으로

역시 알아보았으며, 기간에 따라 알아보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공항의 대

표적인 성과지표인 “항공수송성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재무성

과와 항공수송성과, 특히 수익성 지표와 항공수송성과가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을 시계열 분석 등에 의해서 확인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앞서 공항 전체의 수송성과를 분석한 것과 달리, 전국 공항별 부서장

경영계약제 도입에 따른 지방공항별로 분석해보기 위해 역시 객관적 데

이터인 항공통계를 이용하여 전국 공항별 여객수의 시계열 자료를 집계

한 결과 그 변화 추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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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전국 14개 지방공항별 여객수의 시계열적 변화

본 통계는 MBO 시행 기점인 2009년을 전후로 6개년의 전국 14개 공항

의 여객수를 공항별로 집계한 것으로서, 2009년까지 하락 또는 변동 없

음을 보이던 추세는 이후 KTX 경부선 및 호남선 확대 개통 등으로 인

한 악재로 포항, 사천, 여수 등 일부 공항의 실적 저조가 있었으나, 저비

용항공사(LCC) 및 국제노선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여객 수 증대를 꾀한

김해, 제주, 양양 등 지방공항의 약진에 힘입어 전체적으로는 그림과 같

이 상승세로 전환된 국면을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국 공항의

운항편수를 분석해 보면 [그림 4-7]과 같이 우 상향 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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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전국 14개 지방공항별 운항횟수의 시계열적 변화

 
2000년대에 들어 대진고속도로(대전-진주), 중앙고속도로, 서해안 고속

도로가 개통되고, 2004년 중부내륙 고속도로 등이 연달아 개통되면서 제

주를 제외한 항공 내륙 전 노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한때는

황금노선이라 불리웠던 김포-사천 노선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무안, 군

산 등 공항은 점차 국내선 이용 여객수가 줄어들어 이들의 전체적인 영

향을 받는 김포공항 여객 감소가 예견되었다. 전국 고속도로 망의 발달

뿐만 아니라 KTX라는 고속철도의 개통이 이어지면서 그 직접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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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있는 김해, 대구, 광주공항의 내륙노선 항공수요는 [표 4-7]과 같이

개통 이전인 2003년 대비 개통 이후인 2009년의 수요 감소율이 각각

53%,92%,56%로 그 영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으며, 이들 공항은 고속도

로보다 KTX 개통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대구공

항의 경우 결국 2004년 이후 김포-대구 운항노선이 폐지됨으로써, 김포

와 김해, 제주공항에 이어 제 4공항으로 중부거점공항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타격을 입었다고도 볼 수 있다.

[표 4-7] KTX개통에 따른 주요 공항의 내륙노선 항공실적 변화
(단위: 명, %) 

공 항 여객운송실적 증감률개통전(2003) 개통후(2009)
김해공항 5,526,087 2,576,696 -53
대구공항 1,501,632 113,115 -92
광주공항 1,195,682 528,544 -56

 자료: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보고서 1권, 항공통계 각 년도

또한, 이러한 전례로 인하여, 1992년부터 시작된 경부고속철도의 사업이

2단계까지 완료되는 2010년 말에 이르면 서울-부산 간 이동시간은 [표

4-8]과 같이 KTX로 138분까지 단축됨으로써5), 2010년 말 이후 김해공

항의 내륙노선 항공이용 여객 이탈 및 울산, 포항에 이르는 경부권 항공

노선의 타격이 더욱 확대되어 기관 전체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항공수

요 감소 및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국토부 중장기 계획보

고서 뿐만 아니라 교통연구원 등 각종 연구 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예견

된 일이었다.

5) 국토교통부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보고서(1권 종합) p71, p.74



- 49 -

[표 4-8]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  
구 분 구간 사업기간 운행시간 비 고
1단계 서울~부산 ‘92.6~’04.4 160분 (대구~부산‘10.11.1개통)2단계 대구~부산 ‘02~’14 138분

 자료: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보고서 1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이러한 위기 가운데 여전히 기관의 입장에서는 한층 강화된 공기업 경

영평가에 더불어 기관장 경영평가까지 도입되었고, 이와 연계된 내부조

직평가와 부서장 경영계약제까지 도입되면서 각 공항별 항공여객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대한 타

개책으로 철도교통 운임과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LCC(저비용항

공사)의 활성화를 통한 내륙노선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국제 노선

활성화에 더욱 눈을 돌림으로써 국내 노선에서의 항공여객 감소분을 국

제노선으로 만회, 전체적으로 공항의 총 여객 수에 있어서는 그 감소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실제로 이 시기의 김해공항 부서장인

부산지역본부 운영단장의 2010년 부서장 경영계약 목표를 살펴보면, 김

해공항의 국제선 이용여객수의 실태를 파악하여 저비용항공사의 단거리

국제노선 신규취항 및 운항횟수 증대를 통해 국제선 운항분담률을 인천

대비 9% 이상까지 높이겠다는 목표 설정과 실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KTX 2차 개통에 대비하여 국제 노선을 확대하는 자구

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김해공항

의 경우 2003년 당시 약 360만 명이었던 국내선 이용 여객수는 KTX의

개통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 2010년 230만 명까지 떨어졌으나, 김해공항

을 거점으로 하는 LCC항공사인 ‘에어부산’의 출범을 위시하여 항공운임

의 가격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그 수요가 점차 회복 2014년에는 280만 명

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국제선 이용 여객수의 경우

2003년 불과 160만 명 정도가 김해공항을 통해 국제 노선을 이용하였으

나, 2009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 2014년에는 490만 명에 이르는 것

에 힘입어 김해공항의 총 여객수는 오히려 KTX가 확대 개통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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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이후인 2012년부터는 2003년의 총 여객 수준인 878만명을 회복, 2014

년에 김해공항 이용 여객수 ‘천만 명의 시대’ 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김포와 김해, 제주공항 즉 흑자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항의 수송성과는 대구와 광주, 울산, 사천 공항이 여전히 2003년

수준의 여객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8] 김포,김해,제주를 제외한 지방공항 여객수의 시계열적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O가 도입된 2009년 이후 대구공항의 경우 제주

노선 활성화와 국제노선 운항증대를 통해 여객수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

되고, 청주공항을 중부권의 새로운 거점공항으로 부각시키면서 충청권의

단거리 국제노선 이용 여객이 증가하여 민영화 대상으로까지 지정되는

등 2009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광주, 무

안공항, 사천, 원주 공항 등은 수송능력 회복이나 배후지 활용 능력 등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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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MBO의 도입이 지방공항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의 14개 지방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부서장 경영계약제 (개인성과 관리제도, MBO) 도

입 전후의 경영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볼 때, 항공수송성과 및 각종 재

무성과가 그 전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MBO 도입 전

후 경영성과가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세우고 대응표본 T-검정 및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매출액, 당기순이익, 1인당 부가가치 등

의 지표에서 95% 유의수준에서 경영성과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고, 대

응표본 검정을 통해서도 시행 전과 후의 항공수송성과가 차이가 나타난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항 전체의 경영성과 뿐

만 아니라, 지방공항별로도 일부 공항의 특수적 요인 및 기타 영향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거나, 수송량 감소폭을 줄이

는 모습을 그리는 것을 시계열적 그래프 분석으로도 확인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항의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MBO 라는 제도의 도입 및 시행만이 아니라, 경기 변동 요소 및 경

쟁 교통수단의 영향, 국제금융위기나 유행성 질병의 창궐 등 여러 가지 환경

적 요인과 기업 내부의 대응 역량 및 성과창출 노력 등 내부적 요인과 같이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여객수

송량의 증가가 MBO 도입으로 인해 계약 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

공항 부서장들과 임직원들이 노력한 요소 뿐 아니라, 그 해의 환율 하락이나

경기회복으로 인한 해외여행의 증가나 중국인 비자면제 등 외부 환경 및 법

률 등의 변화 등에 기인하는 등 다양한 대립 논거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외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리 좋

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그 운영과 활용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과 경영 환

경에의 대응 및 정합성 강화 노력이 없이는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

에 외부적 환경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로서의 제도의 시행을

통한 임직원의 역량 결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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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동 절에서는 부서장 경영계약제라는 MBO의 도입 이후에 제도의

개선과 활용방안 강화 방향, 그리고 내부역량 결집을 위한 노력이 경영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 MBO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있어

서 추가적으로 외부 환경요인의 통제 또는 감안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교통

연구원이 예측한 항공수요와 국제 항공통계에서 나타난 세계 전체 항공수송

증감 비율 대비 기관의 수송성과와의 비교를 통해 기관의 자구적 노력 및

성과관리에 의한 성과가 추가적으로 작용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분석해보기

로 한다.

또한, 비단 MBO의 도입 이후에 나타난 공항의 수송성과, 수익성과 같은

재무적 성과 측면뿐만 아니라, 비 재무적 성과인 조직 구조의 변화나 사업구

조의 개편, 해외사업 등 신규 사업 개발 등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성과관리체제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

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1. 제도의 개선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 요인의 분석

앞서 MBO 제도의 도입 이후에 각 지방공항별 경영성과(항공수송성과)

의 시계열적 변화를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은 과

연 MBO 제도의 실행 속에서 각 지방공항별 부서장들의 목표(계약)내용

과 실제 지방공항별 결과와 얼마나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즉, 공항 장(長)인 부서장이 얼마나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송성과 증대에 힘썼는가에 따라 종속변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MBO라는 성과관리제도가 가지는 목적이기도하기 때문이다.

먼저, 2009년 최초의 부서장 경영계약제의 계약 대상은 김포, 김해, 제

주공항의 지역본부장과 11개 공항의 지사장, 그리고 표지소 등을 총괄

운영하는 항로시설본부의 장, 그리고 항공인력개발원장의 총 16명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앞서 설명했듯이 초기의 부서장 경영계약 목표는 일률

적으로 항공수요 증대 실적과 정원감축 실적, 경비절감 실적의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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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해져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9년 말, 부서장 경영계약제 확대

시행계획에 의해 2010년부터는 계약 대상이 기존의 16명에서 본사 실장·

센터장 및 지역본부 단장까지 총 31명으로 확대되었으며, 평가지표 또한

부서장별로 주요 현안과제를 직접 선정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

고, 그 평가 또한 주요 현안과제의 계획부터 집행, 성과에 이르기까지 비

계량 평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렇게 하여 기존의 목

표대비 실적의 일률적 계량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부

서장이 직접 현안과제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MBO라는 목표관리제의 취

지에 부합하는 형태를 띠었으며, 그 결과 또한 계량적, 비계량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내용도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설정해 놓음

으로써 보다 시스템의 정합성을 높여나갔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부서장 경영계약제 현안과제 세부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단 계 평가 지표 세부평가내용

계 획
1.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성과지표가 측정가능하며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지표로서 타당성이 있는가?

2.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성과지표별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집 행
3.문제해결의 

합리성
 현안과제 추진 중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요인이나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4.사업집행의 
  효율성

 주요현안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는가?

산출
/성과

5. 성과목표치
  달성도

 주요현안과제의 성과가 계획대로 충분히 달성 되었
는가?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2010년에 부서장들이 제출한 주요현

안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포, 김해 등 지역본부와 지사에서는 주로

항공수요 증대를 통한 공항활성화에 관한 목표가 대부분이었으며,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와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

로써 MBO에서 요구하는 목표설정의 요건들을 비교적 만족시키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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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울산공항, 청주공항 등의 일부 부서장의 경영계약 목표는 단

순한 제도 도입이라든지, 일상적 업무 처리에 관한 다소 지엽적인 성격

을 띠는 것도 있었으며, 그러한 부서장의 평가 결과도 비교적 하위에 그

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록 항공수요나 재무성과 개선에 초점

을 맞춘 목표라 하더라도, 그 목표가 도전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 경우

도 결과적으로 상위에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4-9] 2010년 지방공항별 부서장 경영계약 목표 및 결과
공항 경영계약 내용(목표) 결과
김포 김포공항 국제선 항공수요 증대위한 여객처리시설 확충 중
김해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분담률 인천대비 9.1% 증대 상
제주 제주공항 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3.24%) 상
대구 항공여객 3% 증대를 통한 공항활성화 중
양양 에어택시를 이용한 국내노선 다변화추진 중
군산 신규노선 개설을 통한 항공여객 7%증대 중하
광주 다각적인 비항공수익 증대모델 도입 하
무안 무안공항 국제선여객 전년대비 20% 증대 중
여수 항공수요 3%증대를 통한 공항활성화 추진 중하
원주 항공수요 3%증대 중하
사천 공사 비전 2015 여객목표인 188,505명 달성 하
포항 만성적인 경영적자 개선(적자 6억 저감) 하
울산 임시출입증 예약접수 발급제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중하
청주 민영화 대비 공사재산 일체조사 중하

 * 개인평가 특성상 순위를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본 연구에서는 동일 
평가 그룹 30명(본사 실장, 지역본부 단장, 지사장 그룹) 중 그 평가결과 
순위를 편의상 1위~5위까지를 상위권, 6위~15위까지를 중위권, 16위~24
위를 중하위권, 그 이하를 하위권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부서장 경영계약제 평가결과 높은 순위를 기록한 김해공항의 경우

KTX 2차 확대 개통으로 타격을 이게 될 국내 노선을 감안, 국제선 운

항 증대에 포커싱하여, 국제선 이용객에 대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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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분석하여 잠재수요가 있는 김해공항의 국제선 중단거리 운항을

증대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아도 김

해공항에서 출발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이용하도록 여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과 인센티브 제공에 집중하는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저비용항공

사(LCC)의 단거리 국제노선 신규취항 유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축하

며, 그 목표도 인천공항 대비 김해공항의 국제선 분담률 9.1% 수준까지

증대한다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또한 전년대비 국제선 여객수가 30% 이상(2009년 국제선 여객수

230만 명 대비 33.3%증가한 309만 명 기록)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양양공항의 경우에도 대한항공의 운항중단과 감사원 지적 등에 의해 존

폐위기까지 몰렸던 상황에서 ‘에어택시’라는 18인승 소형항공기 유치항공

사를 선정, 김해와 김포공항 노선을 재개하고 제주노선까지 확대하며 향

후 국제노선까지 늘릴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

를 받았으며, 특히 양양지사장과 강원도지사 등 지자체, 항공사와의 협력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양양공항의 수송성과

도 2009년 수송성과 제로‘0’에서 2010년 8,930명으로 재개, 2012년 2만명

돌파, 2014년에는 무려 20만 명 돌파 등 꾸준히 향상되었음을 앞선 시계

열 분석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2011년에 중에는 부서장 경영계약제의 계약 대상이 기존의 지역본부장

과 지사장, 본사 실장 및 지역본부 단장에서 확대, 부서장 경영계약의 현

안과제 평가결과를 2급 팀장까지 연계(기존 팀장 경영평가는 내부조직평

가 100%에서 2011년 내부조직평가 90%+부서장 경영계약제 주요현안과

제 평가 10%)하였다. 따라서 부서장의 현안과제에 추가할 현안사항이

있으면 새로 과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러다 보니 다수의 팀

장을 거느리고 있는 지역본부나 본사 실장의 현안과제는 김포공항의 경

우 “동북아 특화공항 육성 및 글로벌 서비스수준 달성”, 본사 경영관리

실장의 “공항활성화” 등 광범위한 성격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인

성과평가제도인 MBO를 2급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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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부서장 경영계약제를 시행하면서 그 제도 시행의 관리주체인 경영평가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취하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 및 효

과성, 기관 전체의 전사 경영목표와의 전략적 연계성 제고를 위한 변화

를 꾀하였다. 특히, 앞서 부서장 경영계약제 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부

서장 경영계약제의 목표 설정 방법에 있어서도 종전의 부서장의 자율적

인 현안과제의 선정과 목표설정을 유도하고 이를 익 년도 평가 시에 목

표의 도전성과 목표설정의 합리성, 목표달성의 노력도 및 결과를 종합적

으로 평가하던 bottom-up 방식으로부터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2013년부터는 비전 2020 등 기관의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전략기

획본부와의 결탁을 통해, 기관 전체의 전사목표와 전략, 당해 연도 경영

목표를 전국의 각 지방공항 단위별로 cascading한 공항별 목표 수송성

과, 비전2020 중장기 경영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실행 부서에서 수

행하여할 특정한 사업의 수행 등을 현안과제로 삼게 하는 등 목표를 할

당하는 ‘top-down’ 방식으로 지정해 줌으로써, 전사목표 달성에 용이하

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러면서도 현안과제 선정과정에

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현안과제 pool”을 관리하여

비전 전략 달성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발굴하는 데에는 전략부서와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top-down’ 방식으로 발굴하고, 추가적으로 전사적

지원이 필요한 신규 사업이나 부서 업무 중 전사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기 미해결 업무 등 신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bottom-up 방

식으로 현안과제를 제출토록 하여 현안과제 관리 pool을 형성, 피드백

하는 예비기간을 거친 후에 부서장 경영계약제와 연동토록 하여 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2013년의 전국 공항 부서장별로 지정된 경영계약의 현안과제 내

역은 표 [4-10]과 같았으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연중 추진실적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MBO 시스템의 효과적인 관

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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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서장 경영계약제 현안과제 지정에 따른 성과관리절차 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계 획
 신규도출 현안과제 대응계획 제출 각부서→전략부서, 

평가부서
 부서장 의견수렵(본사실장, 지역본부 단장 참석) 
임원의견수렴(부사장, 각 본부장, 센터장 참석) 전략부서

 부서장 경영계약 체결, 통보 평가부서

성 과
관 리

 전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현안토론회 개최 주1회, 전략부서
 현안과제 진행경과 관리 및 보고 
  (담당부서) 현안과제 관리카드 작성
  (전략부서) 종합보고 (분기 1회)

격월 CEO에 보고

산출
/평가

 현안과제 보고서 등 자료 제출
 연말 평가 평가부서 

이처럼 지정된 부서장별 현안과제 목표에 대해서 전략부서가 지속적으

로 그 과정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극

대화하고자 함을 알 수 있으며, 부서장 경영계약 목표 최종 지정에 있어

서의 수차례에 걸친 의견 조회와 그 심사를 통한 목표 수정, 창조경영

전략회의 및 임원간담회 등을 통한 부서장 경영계약 진행현황 발표 및

현안사항공유, 지방공항 수송성과 실적보고 등을 통해 임직원의 끊임없

는 성과관리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MBO가 지향하는 ‘목표설정’

과 그 ‘관리’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운용을 해 나감으로써, 임직원의 내적

역량을 집결시켜 나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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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2013년 부서장 경영계약제 현안과제 지정 현황(예시)
공항 경영계약 내용(목표) 분야
김포

김포공항 ASQ 4연패 
국내선 여객 감소 대응 및 국제 전략노선 유치 
국내선 리모델링 및 국제선 상업시설 환원 업무 지원

수송
사업수행

김해 공사 주도의 중장거리 직항노선 개설
임대수익 극대화를 위한 면세점 운영자 선정 

수송
재무

제주
제주공항 관광거점 공항 육성위한 국제노선 전략적유치
고속탈출 유도로 설치
제주공항 시설 과부족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시행

수송
서비스

대구 자율경영성과 목표(여객 1,131천명)달성 수송
양양 국제선 신규노선 유치 및 노선 다변화 및 편의시설 개선 수송
광주 자율경영 국내여객 성과목표(1479천명) 달성 노력

항공보안 업무숙련도 제고 노력 수송
여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통한 공항활성화 사업수행
사천 항공수요 목표달성(148천명) 및 국제선 부정기노선유치 수송

마케팅실장 국내외 항공수요 확충을 통한 공항활성화 추진
신성장사업 강화를 위한 해외사업 매출액 8억 원 달성

수송
재무

항공연구소장 항공분야 연구개발(R&D) 강화 및 신기술사업 매출 확대(111억) 재무

전략부서에서 지정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체결된 경영계약 내용은 지방

중소공항의 경우 수송증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김포·김해·제주 등 거점

공항의 경우는 국제선 유치와 더불어 늘어나는 여객에 대비한 시설확충

등을 추가적으로 지정함으로써 고객성과를 함께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

한 신성장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마케팅실장 및 R&D사업센터 항

공연구소장의 목표는 신사업 매출액 목표가 주어졌으며, 여수공항의 순

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완벽지원과 같은 특정 시기의 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현안과제 목표도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는 편의상 “수송”

이나 매출과 관련된 부분은 “재무”, 기타 “고객”, “사업수행” 등으로 목

표의 성격을 카테고리화 하여 구분해보았다.

이와 같이 부서장 경영계약제는 그 목표의 정합성의 강화를 통해 전사적

경영목표 달성과 연계되도록 크고 작은 제도적 개선을 꾀하면서 현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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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목표설정의 방식을 ‘top-down 방식’ 에서 더욱 개선하여,

top-down과 자율 경영 목표식 bottom-up 방식의 결합과 더불어, 목표설

정 및 달성에 대한 ‘난이도평가’까지 도입함으로써, 그 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자구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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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환경요인의 고려

ICAO나 ACI, AIRBUS와 같은 항공기 제작사 등에서는 항공여객과 화

물의 중장기 수요 전망으로 연평균 4∼6%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표 4-11] 세계 여객수요 전망
발표기관 여객킬로발표기준 예측기간 연평균(%)

ICAO 국내선+국제선 여객킬로 2005~2025년 4.6
ACI 국내선+국제선 여객수 2009~2029년 4.1

Airbus 국내선+국제선 여객킬로 2010~2030년 4.8
Boeing 국내선+국제선 여객킬로 2010~2030년 4.9
Embraer 국내선+국제선 여객킬로 2010~2029년 4.9

Airline survey 국내선+국제선 여객수 2010~2014년 5.8
Source : IATA, World Air Transport Statistics, 2012
최근 DAMA에서 발표한 중기 항공수요 전망에 따르면 2014년∼2018년

5년간 연평균 국제여객은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4-12] DAMA Mid-term Forecast                                  
구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2017 성장률 전망 4.3% 3.5% 4.2% 4.5% 4.6% 4.5% -
2014-2018 성장률 전망 4.5% 4.6% 4.6% 4.5% 4.4% 4.4% 4.3%
Source : DAMA, Medium Term Forecast 2013-2017, 2014-2018

특히, 세계 지역별 증가율 및 점유율을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30년 3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아태지역 중심의 국제여객 수요의

고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국제노선 개발 강화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리학적으로 짧은 국토와 KTX 등 내륙 대체교통수단의 발전에

따라 제주 노선을 제외한 내륙 중심의 항공 수요는 한계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며, 경기변동과 환율 영향, ‘신종플루’나 ‘메르스’ 등과 같은 질병의

유행, 인접 국가들의 법정 개정이나 정책변동 등 외부환경의 영향 또한

국내 항공 산업의 크고 작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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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전국의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공사의 경우에는 2000

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김포공항의 인천국제공항으로의 국제선 기능 이관

이후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권 운영규정(노선개설 대상공항 반경

2,000km로 제한)에 따른 단거리 국제 셔틀(김포-하네다-홍차오) 노선이

나 제주 노선 및 국내 내륙노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타

종합적인 요소 등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09년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국내 항공여객 수요에 대해 연평균 1.43% 증가

수준의 저성장을 전망하였다. 반면, 국제선 여객 수요의 경우에는 우리나

라가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창출 기능 강화에 기인, 2030년까지

연평균 5.13%의 지속적인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림 4-9] 국내 항공여객수요 전망                             (단위 : 천명)

Source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2010.8, 국토해양부, 중성장 기준) 

특히, 인천을 제외한 전체 14개 공항 중 8개 공항(무안, 광주, 여수 등)

의 경우는 1% 미만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었고, 특히, KTX 경부

선 개통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3년의 대구공항에 이어, 서울∼부산까지

최고 2시간 7분이 소요되는 KTX 경부선의 2차 확대 개통에 따라 김해,

포항, 울산 공항의 항공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최소 20% 이상의 항공수

요 하락을 전망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

면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는 환경적 요인의 여러 가지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시나리오별 예상 가능한 수요를 다양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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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 위해 예측한 항공여객 수요 전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다.

[표 4-13] 여객수요 예측 방법론 개요
구 분 방법론 기초자료

국
내
선

내륙
노선

4단계 수요추정 모형 적용
(단, 양양공항의 경우는 제주노선을 
포함하여 2008년의 분담률을 적용)

KTDB 전국권 자료
예비타당성지침(안)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주
노선

계량경제학적 방법론 적용
적정한 독립변수를 포함한 회귀식을
추정하여 예측

GDP(국내총생산), 
지역별 GRDP 
항공운임, 저비용 
항공사출현 더미변수
월별 실적치 자료 등

국
제
선

중추
거점

계량경제학적 방법론 적용
적정한 독립변수를 포함한 회귀식을
추정하여 예측 우리나라 GDP, 

중국 및 일본 GDP, 
환율
실적치 자료 등일반

공항
우리나라 전체 국제선 수요를 우선 추정한 
뒤 권역별 여객수 비중을 산출
발생량에 인천 및 권역내 공항의 국제선 
선택 확률을 곱하여 결과 도출

Source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2010.8, 국토교통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항공수요 전망과 지방공항의 실제 항공수송성과를

비교하여 그 GAP을 질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본 연구에 있어서 의미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예측치와 실적치의 갭 차이에서는 분명 추

가적인 외부환경의 충격에 기인할 것이나, 그 외에도 내부역량과 체계적

인 전략과 성과관리의 시스템적 유기작용을 통한 정(+) 또는 부(-)의 영

향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는 본 연구의 주제인 MBO의 시행과 성

과와의 관계와도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GDP 증가율 등 외부환

경을 고려한 수요 전망치보다 실적치가 높게 나타났다면 이는 추가적인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호조 외에도, 기관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통한 성과도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기관의 전략, 목표 등을 과제로 삼고

있는 부서장 경영계약제인 MBO의 시행 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비교할 수요 예측 전망치를 국토교통부 공항개발계획에서 그



- 63 -

수치를 차용하였으며, 실적치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항공통계에 의한 수

치로 적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세계 공항협의회인 ACI에서 발표한 세

계 항공여객 증감률을 고려하였다.

[그림4-10] MBO도입 이후 수요예측 대비 실제치와의 갭 비교

국토교통부에서 예측한 항공수요(여객)는 2010년 중에 확정되었기 때문

에 사실상 2009년과 2010년의 예측치와 실측치의 갭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예측한 예측치에 대비하

여 실제 항공통계에 의한 항공수요의 차이(Gap)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2011년의 경우 KTX의 2차 개통으로 인하여 그 영향을 받는

국내 내륙 항공노선의 감소폭이 김포-김해가 약 22.8%, 김포-울산이

60.7%. 김포-포항노선이 약 43.6% 등으로 나타나 제주 노선의 수요 증

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내선 항공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데 반

해, 실제 국내선 여객수가 감소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그

리고 KTX로 인한 영향은 과거 KTX 1차 개통의 전례를 참고한다면 개

통 후 약 2∼4년 정도 지나야 안정화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국내와

국제 부문별로 살펴본 예측치와 실제치와의 갭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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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 MBO도입 이후 수요예측 대비 실제치와의 갭 비교(국내선)

또한, 2013년 이후의 갭 차이는 국내선 부문뿐만 아니라, 국제선 부문에

서도 아래와 같이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예측치에서 사용된 GDP 증가

율에 대해 고성장의 경우 2010년 5.9%, 2013년까지 4.09%,이후 3.01% ,

저성장의 경우 2010년 5.2%, 그후 연평균 4.0%로 예측하였으며 중성장

은 그의 평균치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GDP증가율은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로 나타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5% 성장에서 2015년 3%이하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수요 예측에 사용된 GDP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

준으로 나타났다.

[그림4-12] MBO도입 이후 수요예측 대비 실제치와의 갭 비교(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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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3] 연도별 GDP증가율 예측치와 실제치 비교 

따라서 2009년 경기위축을 불러왔던 “신종플루” 이후 비교적 큰 폭의

성장률을 나타냈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GDP 성장률의 영향을 받는 항

공수송성과가 실제 성장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치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경기변동이라는 외부환경 변수를 이겨낸 추가적인 외부

환경 변수나 내부역량 등이 작용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즉, 국제선 항공수요의 경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09년 신종플루 발

생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경기회복 및 노선 신․증설, 중국 중산층의

증가와 2012년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에 따른 중국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국제노선 진출 확대 등 외부환경의 긍정적 요인이 작용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선에도 저비용 항공사(LCC)의 급성장과 올레

길 등 제주관광 활성화에 힘입어 2008년 이후 제주노선을 중심으로 꾸준

한 성장 추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관 내부적으로도 내륙 대체 교통수단의 위협 등으로부터 적

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사업구조인 국제선 여객부문 성장전

략으로 전환하고, 증가하는 제주노선 및 중추공항인 김해노선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핵심성공요인으로 판단되었던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각종 공항운영상의 편의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

며, 여객청사 확장과 시설개선 등 활용률 제고를 통한 수익 증대, 지자체

나 여행사, 항공사와 연계한 적극적인 항공노선 유치를 위한 항공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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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비전과 전략을 세움으로써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였다는 점은 그간의 공사의 대내외 평가 등을 통해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잘 짜여진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이와 연계된

공기업 경영평가와 내부경영평가, MBO 성격의 부서장 경영계약제 등

개인평가와 같은 성과관리 시스템이 전략과 성과관리, 인사와 보수에 연

계됨으로써 그 내부역량과 실행능력을 강화하였다는 것도 실제수요와 예

측수요의 커져가는 갭을 설명하는 데에 작용하였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

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도 본 연구의 주제인 부서장 경영계약제가

전략과 실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되었듯이 끊임없는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서도 부서장 경영계약제의 핵심인 목표 설

정에 있어서 지방공항의 부서장별로 각기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항공수요 증대’를 지속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은 예측

대비 실제 항공수송성과가 증대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3. 사업구조 변화

MBO의 도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종 수송성과나

재무성과의 분석 등을 통해 분석해 볼 수 있으나, 그 밖에도 조직 전반

에 걸쳐 조직의 사업구조나 조직 구조 등의 형태적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역으로 그러한 형태적 변화들이 MBO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기

도 한다. 그렇기에 성과관리 시스템이 공사의 비전 전략의 구성, 기관 사

업 구분체계, 조직도, 사업법 등 조직구조나 행태적인 변동과 상호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MBO’ 라는 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공항의 경영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기 위해 기관의 사업분류 체계와

조직도, 전략체계 등과 그러한 전략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성과

관리, 개인MBO와의 연계 형태 등을 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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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분류 체계 및 법령의 변화와 MBO

전국의 14개 공항 및 항로시설분부를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기

존의 사업분류는 고유사업과 신성장사업 만으로 분류되었으나, 신성장사

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부족하고, 고유사업과 신성장사업 경계의

모호함, 신사업의 확대로 인한 기존 사업분류 체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 분류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객항

공 운송수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고유사업만으로는 지방공항의 부가

가치 창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항의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본사 실단

장 들의 목표체계에도 계속적인 새로운 사업과 다양한 목표의 수립과 달

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항공여객 수요의 증대 노력에 따라 국내 및

국제 여객이용료 수입 등 공항운영사업의 수입은 꾸준히 성장할 수는 있

으나, 경기변동이나 메르스 등과 같은 대규모 질병 등의 창궐 등 외부환

경의 영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항공여객산업의 특성상 꾸준히 증가

하는 수입을 기대하기 힘들며, 그 수익 증가율 역시 점차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4-14] 공항운영 사업 수익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수익항목 2011 2012 2013 2013 비중

공항
수익

착륙료 47,239 50,772 49,417 18.2%
정류료 2,367 2,803 2,771 1.0%
조명료 8,222 7,916 8,474 3.1%

계류장사용료 1,797 1,890 1,878 0.7%

시설
이용
수익

국내여객이용료 71,900 74,002 76,546 28.2%
국제여객이용료 53,342 61,104 65,550 24.1%
시설관리유지료 25,075 27,839 29,466 10.9%
주차장사용료 32,428 34,209 37,600 13.8%

유료대합실사용료 20 21 17 -
계 242,390 260,556 271,719 100.0%

Source: 공항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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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공항운영사업 수익 연도별 전년대비 수익증가율 추이

따라서 기업 전사적, 그리고 각 지방공항별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전략과 사업 발굴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졌고, 점차 확대되어가는 신

규 사업의 명확한 정의 및 기존사업과의 구분을 위해 기존의 고유사업과

신성장사업으로 이분되어 있던 사업분류 체계가 기반사업과 확장사업,

시장개척사업으로 재정립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5] 사업분류 기준 재정립

즉, 기반사업은 공항시설 및 운영과 관련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안정

적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주력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공항건설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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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사업, 공항안전사업, 공항서비스사업, 상업시설 운영사업, 광고물 및

부대시설 운영사업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고유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확장사업은 기반(고유)사업에 기반 한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기

능 확대 및 운영성과를 보다 제고시키기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공항지역

개발사업, 항공노선 지원사업, 급유서비스업, 지상조업업, FBO운영사업,

항공교육사업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고유사업과 신성장사업만으로 이루

어져있던 사업분류 체계로는 담아낼 수 없는 사업들을 재분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시장개척사업은 아예 새로운 사업체계로서 기존의 고객과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발굴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사업

으로, 세부적으로는 신기술개발사업과 해외공항사업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의 특성에 맞는 사업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향후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구조의 변화와 실행을 가능하게하기 위해

서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법령과 정관에 의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공사는 새로운 공항건설이나 개발

사업 참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등 정

부, 국회, 민간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사소통과 지속적

설득 활동 등을 통한 입법 추진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였

으며, 이는 당연히 개인 MBO 인 부서장 경영계약제와도 연계되어 담당

부서장(기획조정실장)의 연간 목표로서 추진됨으로써, 사업구조와 법령,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공사법의 개정(2014)을 통해 항공시장 성장에 따

른 조종사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현재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조종사 교

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장비, 시설 인프라 제공에 있어 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투자사업에 대비한 법적 근거를 명

확히 하며, 급성장하고 있으면서도 자체 정비능력이 부족한 저비용항공

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위한 공사의 항공기정비업과 항공

기취급업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새로 건설되는 공항의 공항시설을 신설·증

설·개량하는 사업에 대해 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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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사업구조 개편과 이를 위한 공사법의 개정, 그리고 이의 추진
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MBO)의 연계 (예시: 기획조정실장)

사업구조
변   화

해외투자사업, 조종사교육업, 저비용항공사 지원 정비업, 신
공항 건설사업 등 신규수익원 발굴과 사업구조 개편 필요

ÃÄ

성과관리
(MBO)

“해외공항투자사업 관련 공사법 개정”(2013)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공사법 시행령 개정” 
“항공산업발전 인프라 구축(개정법 후속사업 추진)”(2014)

ÃÄ

법령개정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목적) 및 제9조(사업) “개정”(2014)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 9조(사업) “개정”(2014)

[표 4-16] 한국공항공사법 개정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

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추가>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1의2. 「항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3.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ㆍ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의2. 「항공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같은 조 제3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

항에 한정한다)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수정>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수정>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 또는 제3호의2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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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구조의 변화와 MBO

또한 조직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장 개척사업의 효과적 추

진을 위해 기존의 R&D사업센터의 ‘사업센터’ 개념에서 확장한 본부 형

태의 ‘미래창조사업본부’라는 사업본부가 신설, 이사대우인 본부장 체제

로 전환되었으며(2013), 확장사업 즉, 기반사업에서 기반한 핵심역량을

‘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팀 및 조직들을

기획조정실에 대거 신설·편입함으로써, 공사가 기존의 사업 외에도 그간

민영에 의존했던 급유서비스업이나 지상조업 사업, FBO 사업 등으로 사

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하고 기획하는 조직의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기존의 ‘실’ 체제가 아닌 본부 격의 ‘전략기획본부’로 발전하는

(2014)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업 분류나 조직구조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성과관리

시스템 또한 변화를 요구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서장 경영

계약제인 MBO는 이러한 전략과 사업 실행력 강화를 위해 Top-down방

식으로 그 목표를 기획조정실에서 지정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성과관리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항별로 부서장들은 “XX공항 여객 전년대비 10%증대” 와 같은

기반사업에 치중한 목표만으로는 실적향상 및 성과평가 결과에서의 우위

를 점하기 어려워지고, 또한 여객 증대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컨세션

등의 사업을 선 추진해야할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목표로 하고 역

량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 MBO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즉, 김포공항의 경

우 김포공항을 둘러싼 항공운송산업 전반의 변화와 Biz-Port육성에 대비

한 시설 개발 계획의 수립과 그 수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대변하는

부서장들의 MBO의 목표도 이에 초점을 맞춘 과제들이 주를 이루었으

며, 기타 공항들도 공항주변 인프라 개발 등 공항의 복합기능을 강조하

는 과제들을 목표로 내세움으로써, 변화하는 전략 및 사업구조를 반영,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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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다양화되는 부서장 경영계약의 과제(목표)들 
부서장 경영계약 내용(목표) 비고(사업)

운영보안실장 FBO 글로벌 정비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
서울시설단장 김포공항 국내선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설확장
울산지사장 울산공항 활성화(여유시설 활용증대) 주변지역개발
공항안전실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중장기 대응전략 환경

운영보안실장의 과제를 예를 들면, 2000년 이후 중국이나 인도를 중심

으로 아시아 태평양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비즈니스제트 항공기 수요를

증대시켰으며, 국내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를 위한

전용 운항지원시설이나 ‘one-stop’ 서비스(구매력이 큰 자가용항공기의

정비, 급유, 입출국․지상조업․호텔 등 서비스 일체) 지원을 수행하는

FBO(Fixed Base Operation)사업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확장사업

의 하나로 전략적으로 김포공항의 비즈포트화 정책의 일환으로 FBO 사

업을 추진, 그 운영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조직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과제로 관련 부서장의 경영계약이 체

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국내선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한 과제들, 지방공항의 공항 주변지역의 여유시설을 활용한 비항공

수익 증대 방안 강구 등 다양한 과제들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미래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 구조 개편이 본사 중심

으로만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지역본부 및 지사의 조직구조나 인력구조

의 개편과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득, 공감 없이 실행력 강화만을 요구함

으로써, 본 지사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3) 시장개척사업과 부서장 경영계약의 한계

앞서 기반사업의 성장성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채택

하게 되는 전략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공항운영

기관인 공사의 경우는 사업구조 측면에서 시장개척사업과 확장사업을 그

돌파구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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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의 경우도 기반사업의 수익 증가율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이

를 대체할 새로운 사업 분야를 찾으면서도 기존의 핵심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의 확장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즉, 공항건설이나 운

영 관련 경험과 노하우, 항행장비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려는

노력이 특히 2007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항행 안전 장비 시장은 성장하는 아태지역의 신공항 건설과 항공 교통

량 급증에 대비한 안전개선 사업 증가, 후진국 공항들의 개축 등의 과정

에서 점점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 시장은 항행안전

장비 제작기업인 프랑스의 탈레스 社 등 글로벌 대기업의 독과점 형태의

시장구조로 되어 있어, 국내 항행장비시장은 세계 시장의 약 1%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력장비를 선정,

개발하여 수출 타겟 공항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간

다면 새로운 수익창출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항행안전장비

와 관련된 R&D사업이 시작되었고, 인력 지원, 외부 전문가 채용, 조직

확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예산 지원, 장비 판매 조직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연구에서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략이 추진되었고, 이는 몇 년의

기간을 걸쳐 실제 수주로 이어졌다. 표 [4-18]은 실제로 지난 2011∼

2013년간의 기간 동안 세계 항행안전장비 시장에 참여한 현황과 그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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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8] 항행안전장비 해외참여 현황 (2011~2013)
년도 참여사업 결과 비고

2013

우즈벡 ILS/DME 1식 탈락
사우디 ILS/DME 1식 지연
필리핀 프린세사 공항 ILS/DME 1식 진행 한국차관사업
알제리 ILS/DME 20식 입찰 탈락 가격 1위 업체 Thales
터키 ILS 2식 낙찰 수의계약
터키 ILS 8식 낙찰 최저가 입찰
터키 LLZ 1식 낙찰 수의계약
인도 LLZ 3식/GP 2식/ DME 3식 탈락 가격 1위 업체 Thales

2012

브라질 DVOR/DME 24식 입찰 탈락 가격 1위 업체 Thales
이집트 공군 TACAN 지연
터키 LLZ/DME 1식 낙찰 수의계약
터키  ILS/DME 3식 낙찰 최저가 입찰
필리핀 ILS/DME 1식 DVOR 1식/DME 1식 낙찰 한국 차관사업 
가나 ILS/DME 1식 지연 가격 1위 업체 Thales
사우디아라비아 ILS 5식, DME 8식, DVOR 1
식, CVOR 7식,  고정형 TACAN 4식 탈락 가격 1위 업체 Thales
파키스탄 TACAN 4식 입찰 탈락 기술서류 미흡
우즈베키스탄 DME 1식 탈락 가격 1위 업체 러시아 Azimuth
모로코 ILS/DME 1식 탈락 가격 1위 업체 Thales

2011

스페인 ILS/DME 1식 탈락 가격 1위 업체 SELEX
페루 FTS 5식 낙찰 ILS CE 인증결여
터키  ILS/DME 3식 낙찰 최저가입찰
콜롬비아 ILS/DME 1식 탈락 가격 1위 업체 NORMAC
방글라데시 ILS/DME 1식 지연
케냐 ILS 3식/DME 3식, DVOR 4식/DME 4식
콩고 ILS 1식/DME 1식, DVOR 1식/DME 1식 탈락 가격 1위 업체 Thales
차드 ILS/DME 1식 DVOR 4식/DME 4식 지연 전쟁으로 인한 지연
베트남 ILS/DME 1식 탈락 가격 1위 업체 Thales

Source : 한국공항공사 내부자료, 2014

또한, 공항운영의 컨설팅이나 투자개발, 지분참여, 위탁경영 등 공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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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노하우와 솔루션이 결합의 상품화로 해외공항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의 추진을 위해 해외기획팀, 해외사업팀 등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었

고,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의 해외사업 확장 기조와 더불어 한국공항공사

또한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꾀하였다.

이러한 ‘시장개척사업의 추진’은 기획재정부와 기관의 기관장과의 계약

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장 경영평가제도에서 그 계약 목표의 하나로 여러

공공기관에서 단골 목표로 제시되었고, 이는 기관평가, 기관내부 조직평

가, 그리고 부서장 경영계약(MBO)로도 연계되면서 그 실행력을 강화하

고자 하는 모습을 띄었다.

[표 4-19] 2012년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 부서장 경영계약의 연계
비전·전략 전사적 역량 결집을 통한 신규사업 개발·추진을 통해 지

속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필요
ÃÄ

기관장평가
기관평가

“신성장사업 매출액 47억 달성”
“신성장사업 성장률” (계량지표, 가중치 4점)

ÃÄ

부서장
경영계약

R&D사업센터장 경영목표
“항공분야 국내외 장비 수주(41억 달성) 확대”
마케팅실장 경영목표 
“신성장사업 확대기반 조성(해외사업매출 6억 달성)”

그러나, 항행장비 기술 개발의 역사가 짧은 만큼 그 기술력과 원가경쟁

력, 해외 정보력 등이 부족하여 유럽 중국 등 대형시장 판매를 위한 인

증미비에 따라 진입이 불가능하여 이로 인해 남아메리카나 아시아, 아프

리카 등 약소국에 진출하는데 그치고, 해외 영업 인프라나 에이전시 등

영업기능이 취약하여 해외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이

를 과제로 하고 있는 부서장들의 MBO평가는 해마다 낮은 수준의 평가

결과를 받으며, 전략적 실행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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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김포 등 전국의 14개 지방공항을 관

리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부서장 경영계약제라는 개

인 성과관리시스템인 MBO를 도입한 이후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

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MBO의

도입초기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그 영향에 대해 주로 설문조사 등에

치중하거나, MBO의 진행 추이 등 문헌 조사에 의존하였던 반면, 실제적

인 사례와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 영향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먼저 전 공항의 부서장 경영계약제 도입 전후에 공항

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지표인 항공수송성과 뿐만 아니라 각종 재무성과지표를 정리하여 도입

전후의 성과변화를 측정하였다. 항공수송성과지표의 핵심인 여객과 운항

횟수 성과의 경우 MBO도입시기인 2009년을 전후로 2003년부터 2014년

까지의 12년간의 항공통계에 의한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선 이용 여객수

및 국제선 이용 여객수 모두 도입 이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국제선 여객수의 경우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공항이 KTX, 도로망의

발달 등 내륙대체교통수단의 외부환경적 위협요소로부터의 타개책으로

국제노선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방공항별 제주노선의 활

성화와 저비용항공사(LCC)의 적극 지원을 통한 국내선 항공노선의 운임

경쟁력 강화로 과거의 선례 대비 그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각

지방공항별 부서장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MBO 도입이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수익성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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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 등 수익성

지표는 도입 이후 모두 증가하였으나, 의문이었던 성장성 지표의 경우는

매출액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고속 성장하였던 매출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그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안정성 측면에서도 MBO 도입 이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한 것에 반해서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는데, 기관

이 금융성 부채는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김포나 김해, 제주공항 등의

시설투자를 통한 공간 활용률이 증가하면서 이의 임대를 통해 파생된 임

대보증금(부채성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생산성 측면의 노동생산성 지표(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함)또

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원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부가가치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한 결과 두 요소가 다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또한 수송성과 지표에 대해 MBO 도입 전후에 성과 차이가 없었다는

가설을 세우고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성과의 경우에도 도입 전후에 성과차이가

없었다는 가설에 대해 이번에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해본 결과, 수익

성, 생산성 지표 등은 영가설을 기각하고 MBO 도입을 계기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항 전체의 성과인 기관 수준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지방공항 수준에서 측정 가능한 항공수송성과에 대해서도 지방공항별로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였다. MBO 도입 전인 2009년까지는 하락하거나

거의 변동이 없었던 공항별 여객 수는 2009년의 일부 공항의 신종플루

위기를 겪은 이후부터는 대부분 우상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항횟수 또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김포, 김해, 제주 등 거점공항

과 양양, 청주 등 일부 지방공항의 경우 모두 우상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항공수송성과의 시계열적 변화

는 내륙교통의 경쟁운송수단인 KTX의 개통과 더불어 파악해 보았는데

2003년 KTX 경부선 1차 개통 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외부환경의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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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었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이후 공항별로 부가가치가 높은 국제선

노선의 유치 및 제주 노선의 운항 증대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또한 저비용항공사 확대를 통한 국내 국제 항공운임 요금 경쟁력 강

화를 통한 자구책 마련, 그리고 그러한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진 성과관

리 시스템의 운영이 유효했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이후 대표적 공항별

성과관리 시스템의 일환인 부서장 경영계약제(MBO)가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보게 되었다.

이를 위해 MBO 제도를 도입,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key’ 가 되는 것

은 목표의 설정 부분이라고 보았고, 부서장들의 경영계약 과제, 목표들이

지방공항의 경영성과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고 아

울러 그 평가방식과 인사, 보수와의 연계정도를 살펴보았다. 초기의 부서

장별 목표는 공항별 항공수요 증대 실적과 현원 감축실적, 경비절감 실

적의 세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수준이었으나, 그 계약대상이 점차 확대

되고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공항별로 부서장들이 자율적으로 현안과

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평가내용 및 평가방식도 계량, 비계량의 종합적인

평가 및 목표의 도전성과 합리성, 목표달성 결과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

하여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지엽적이거나 일상적 업무와 관

련된 목표보다는 보다 도전적인 항공수송 목표나 재무성과 향상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한 부서장의 평가결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결과가 2011년 이후부터는 부서장뿐만 아니라 산하 팀장의 성과와 성

과급, 인사까지 연계되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으며, 성과관리 제도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내부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계속

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즉, 기관 전사 경영목표와의 전략적 연계성 제고를 위해 전략부서 주관

으로 당해 연도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목표를 지방공항 단위별로

cascading한 현안과제 pool을 만들어 부서장 경영계약제 목표와 연동시

키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체제를 만드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꾀함으로써, MBO 제도의 도입이 공항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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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경영성과가 개선된 현상은 온전히 부서장경

영계약제라는 MBO 형태의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

려우며, 경기변동이나 환율, 경쟁자, 대규모 질병 발생 등 다양한 외부

환경적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요인의 감안을 위하여 정부

(국토교통부) 및 연구원에서 예측한 수요모델 및 국제기구의 항공수요

전망치 등과 실제 성과와의 갭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항공수

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GDP성장률이 예측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쟁자(경쟁 교통수단)의 발달에

도 불구하고, 국내선 여객 부문 또한 예측치와 큰 갭을 보였으며, 중국

관광객의 증가나 제주 ‘올레길’의 인기 등과 같은 긍정적 외부환경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갭의 크기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외부환경

요소에 적극적으로 부흥 또는 대응하기 위한 기관 전사적 전략과 성과관

리가 유효하게 작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MBO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영향을 경영성과에 국한하지 않고,

기관의 사업구조나 조직, 법률 개정 등의 경영 외적 성과에도 어떠한 상

호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가적으로 연구해보았다. 항공여객 수요의 발생

을 통해 여객이용료 등 각종 수익을 창출하는 고유사업만으로는 지속가

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신규 사업 발굴을 중심으로 하는 확장

사업, 시장개척 사업 등으로 사업구조가 재분류되었고, 사업구조와 전략

이 변화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구조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변화

에 초점을 맞춘 MBO의 목표들이 설정, 추진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고유

과제로는 높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고 계속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확

장해야만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서장들의 경영계약으로부터의

필요성에 의해서 상호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경기변동과 금융위기, 정책변동, 경쟁자의 도전,

기타 내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설립초기부터 운영까지 정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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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지원을 받고 탄생한 인천공항과는 달리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들

여야 했던 김포, 김해, 제주, 대구 등 전국의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

공항공사는 지방공항의 존폐 위기 등을 이겨내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가

진 항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왔고, 공항운영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자로서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변화, 발전하여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환경의 분석을 바탕으로 전사적 대

응 전략이 필요하였고, 그 전략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과관리체제의 도입과 운용, 개선이 활용되었으며, 지난 수년간의 긍정

적 경영성과들의 기저에는 이러한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작용

하였을 것이라는 기대와 가정 하에 본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도출

하였다.

MBO에 대한 연구들이 정부에 의한 도입시기인 2000년도 초기에 활발

하게 그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목표관리제’ 라는 하나의 유행 같은 성과

관리제도에 대한 연구가 그 후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관

련 연구들은 그 도입효과와 성공요인에 대해 주로 설문이나 내부 인사자

료, 문헌연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설

계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도 공공기관의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라든지 부서장 경영계약제 등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보수와 인사 등과 연계되면서 공공기관도 더 이상 ‘성과주의’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는 경쟁체제에 돌입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주도하에 공공

기관 전체에 도입된, 변형된 MBO로서의 성과관리 제도인 ‘부서장 경영

계약제’에 대하여 연구해봄으로써 개인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전사적으로 지난 수년간 운용해 온 본 제도의

효과성을 들여다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MBO 평가 결과에 미치는 요인이나 요소에 대해서 개인의 성과

적, 비성과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이 대

부분이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MBO라는 제도를 통해 기관 전체의

성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사례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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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본 연구가 지닌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경영성과가 향상된 요인에 대하여 MBO의 도입에 의한 영향과

외부환경에 의해 증감된 영향, 기타 요인에 의한 영향을 수치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외부 환경적 요인을 통제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수요 예측치 자료 등을 인용,

비교하였으나 그 해석이 단편적이고 해석의 방법 또한 질적인 측면에 의

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하게 MBO의 효과만을 양적으로 뽑아내기는 어

려웠다. 그러나 분명히 GDP성장률과 같은 경기변동 요인을 뛰어넘는 성

과가 나타났으며, 그러한 성과관리 측면에서 동 제도의 유효성은 분명

존재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이자 핵심이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의 초점이 부서장 경영계약제라는 제도의

도입 전후의 경영성과 변화와 그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그 기간 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이나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등의 정부 정책 등이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

해서는 미처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공항뿐만 아니라 철

도, 도로, 전력 등 전 공공부문간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영향

이 다루어져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가 MBO의 도입이 공항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그 영향에 대해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조직구성원이나 항공사, 행정기관 등 대내외 이해관계

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이 병행되었어야 하

나, 자체 보고서나 외부 보고서에 의한 분석이 본 연구의 계량적 분석을

보완하는 면에서만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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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BO' and Airport

management performance

Choi, Sun You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international aviation industry has sustainably grown in line 
with  aviation liberalization, economic growth,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irline industry in 14airports exclusive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as sharply fallen  due to the advance of road 
transportation vehicle such as KTX’s (high speed railway) expansive 
opening and expansion of national inland highway. So each airport 
searched for measures to save  itself,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regional airport’s performance enhancement seemed to be 
judged the key  in this study which intended to verify how much 
“Management contract for department supervisors”-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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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MBO effected regional 
performance enhancement. This study focused on empirical research on 
whether we could see how regional airports’ management performance 
was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MBO through the 
change of Korean air transport services and data and the process 
consideration. So we’d like to see that MBO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as the meaningful contributor for actual 
performance enhancement. Also we saw 1. past 7 year transition of  
system operation process, and 2. the challenge in setting 
managementgoals,theconnectivityandprobabilitytocore assignment by 
MBO of each supervisor had  meaningful relationship to management 
performance 3. the range of management performance was enlarged to 
business structure and organization change as well as financial 
performance and air transportation performance  so that we could see 
that the meaningful change of performance analysis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MBO. A setting goals was recognized as the‘key’ina 
dopting and implementing MBO and the objects by department 
supervisor were an increase of aircraft demand , staff cut results and 
cost-cutting results at initial stage. When the scope of MBO was 
gradually expanded and the systems were established,   department 
supervisors set MBO including an autonomous basis pending tasks 
and the content of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system deepened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 Afterwards the challenge 
and rationality of MBO and a comprehensive assessment result were 
collectively evaluated. As a result, the assessment result of supervisors 
who set a challenging goal of air transportation and enhanced 
financial performance was verified more superior to supervisors with a 
goal associated with daily duties. Also, after2011, MBO was linked 
up to the team leader's performance (under department supervisor), 



- 86 -

compensation and human affairs as well as department supervisors’, 
and its influence grew even more. And system improvement was 
made for better compatibility and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continuous improvements have been made to 
concentrate the internal capacity. Namely, the adoption of MBO 
system was verified for maximizing management performance of 
airport in that the strategy department organized to enhance the 
strategic collaboration with department supervisors’ management goals 
linked with regional airport’s current pending tasks which were 
cascaded from yearly administrative and strategic  objectives and tried 
to improve monitoring system for performance tracking. The research 
was focused not only for the effect for management performance but 
also for the effect for external performance of business structure and 
organization. Business structure was reclassified as business 
enlargement of searching new business area and new frontier market 
under the judgment that sustainable growth was impossible only with 
previous business of various fees including passenger fees. Changing 
organization structures, to reflect structure and strategy changes, these 
changes was focused on MBO of goal settings, and implemented.. 
Supervisors’ need was interactive to these changes , because they 
recognized that they could not expect high evaluation result with 
current tasks and should widen new business area and frontier market 
under the management contract.  
With this rapidly changing global business cycle and fluctuations, 
changes in other environment and policy, while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receive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from 
the beginning, We, Korea Airports Corporation had to face the 
endless challenge of 14 regional airports including Gimpo, Gimhae 
airport and overcome existence crisis. Also KAC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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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ability and supply of air service with public services and 
provision of air services with public services, and have performed its 
role in the area as expanding the markets with change and 
development as well as its role of the airport operator.
We needed an enterprise counter strategie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environment  adopted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implement its strategy effectively and efficiently. Over the past years, 
positive business performance was driven from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under expectation and assumption of this 
study.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research on MBO, “Management 
contract by department supervisor” which was driven and adopted by 
government  and  it was verified as effectiveness of public institution 
implementation in last years. This research wa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tudy in that this study focused on MBO effectiveness of the 
overall performance of organization rather than individual effectiveness 
of MBO.

key words : MBO,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ternal evaluation, airpor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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