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우리는 일류가 되어야 하며. 

일류만이 아시아나에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변 항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박상구， 아시아나항공 사장) 

1999년 아시아나항공은 능률협회 컨설팅이 평가 

하는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I위 기업’ 에 선정되 

었다 1996년부터 4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것이었 

다 이와 동시에 2년 연속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1국내선 항공 서비스 부문 고객 만족도 1위’ 기업으 

로 선정되었고， 한국생산성본부의 ‘한국 생산성 대 

상’ 1 환경부의 ‘환경경영대상’ , 한국여성문화재단 

의 ‘항공부문 소비자 만족도 1위’ 를 수상하였다 

1999년의 9월까지의 누계만 보아도 영업이익은 

2 ， 875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1996년부터 계속 

적자이던 경상이익도 1 ， 605억원을 기록하며 후자 

로 돌아섰다 1999년 8월에는 유상증자를 실시하 

여 1998년 1 ， 422%이던 부채비율을 249%로 줄이 

는 데 성공했고‘ 1999년 12월 KOSDAQ 등록이 승 

인되어 거래가 개시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 

션 제 1청사로 이전하게 되었고， 일본지역 최다 도 

시 운항항공사， 중국지 역 최다 승객 수송항공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모든 성과가 창립한지 불과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곽수일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상욱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1. 아시아나항공의 창업과성장 

아시아나항콩이 창립된 1988년 2월 당시， 항공 

운송업계는 단일 국적항공사였던 대한항공이 독점 

하고 있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항공운송 서비스 

를 개선하고 항공운송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 

기 위해 정부가 복수민항체제를 도입하면서 아시 

아나항공이 출범하였다 회사가 설럽된지 만 10개 

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 제 1 호 항공기인 B737 

400을 인수하여 부산과 광주노선을 시작으로 국내 

선에 첫 취항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 항공운송사상 

창업 후 첫 취항까지의 최단시간 기록이었다 이듬 

해인 1989년 12월에는 전세기로 서울 센다이 간 

노선에 취항함으로써 국제선 첫 운항에 나서게 되 

었고 1990년 1월에는 서울←도쿄 간 정기편이 첫 

취항하게 된다 

창업 후 빠른 속도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영환경은 그리 순탄한 것은 아 

니었다 정부는 복수민항체제를 인정했지만 상황 

은 늘 기존항공사인 경쟁사에게 유리하게 톨아갔 

다 1990년 10월 정부는 정기 항공운송사업자 지 

도육성 지첨’ 을 제정한다 그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의 취항지역을 제한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구 

주 및 대양주로의 취항을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1994년에 이르러 폐지되기까지 이 지침은 아시아 

나항공에게는 매우 불공정한 경쟁조건이었다 

1994년 8월이 되어서야 이 지칩은 폐지되고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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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경쟁력 강화 지침’ 으로 새로이 개정되었다 부터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경상수지는 다 
새로운 지침은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 제한조항 시 적자로 돌아서게 되었고 1997년 L\IF 구제금융 
을 철폐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복수취항 체제의 시작으로 항공수요 급감과 환율변동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복수취항체제 인하여 어느 회사보다 심각하게 외환위기의 영향 

가 한층 공정하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양 을 받게 된다 
항공사의 운항규모비율이 대한항공에게 월등히 유 

리하게 정해져 있는 등 항공운수권이 불합리하게 2. 산업의 특성과제약조건 
배분되고 있었고， 창업 이후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던 적자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야 했던 아 

시아나항공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창립 초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시아나 

항공은 업계 후발주자로서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 

쟁은 물론， 항공기와 같은 고가의 유형자산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부담으 

로 경상손실이 누적되어 있었다 1994년을 지나면 

서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경쟁사와의 

격차가 정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초기 비용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통시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 

어나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은 정정 정상 궤도로 접 

어들고 있었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아시아 

나항공의 매출액의 변동 추이가 (그림 1 )에 나타나 

있다 1994년 아시아나 항공은 중국 노선과 러시아 

노선에 첫 취항하고 기내식 공장도 가동하기 시작 

했다 1994년의 경상이익과 영업이익은 창립 이래 

첫 흑자를 기록했다 1995년에는 유렵 노선과 호주 

노선에 처음으로 취항하였고， 경상이익과 영엽이 

익의 흑자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아 

시아나항공의 순탄한 성장세는 잠시였고 1996년 

('↑믿) 

20000 

15000 

10QOC 

5000 

68 

Q7948 

Q5223 

Q3434 

Q 
1724 • 

Q 15369 

Q 13643 

Q • 2055 

G10537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E) 
연도 

그림 1 매출액 

1970년대까지 세계의 항공산업을 주도하던 미국 

의 항공산업은 규제에 매여 정부기관이 노선과 운 

임을 결정했고 각 항공사는 일정한 이익을 보장 받 

으며 영업을 하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 규제가 

풀리며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로운 경쟁의 시 

대가 열렸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자 대형 항공사 

들은 더욱 효율적인 노선망과 시스템을 갖추며 경 

쟁력을 길러 나갔다 1990년이 되자 걸프전에 이은 

세계적인 불황에 의해 항공사틀은 적자누적과 재 

무구조 악화 등으로 곤란을 겪었으나 1993년을 고 

비로 회복세가 계속되어 1995년부터는 성장 국변 

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1997년부터는 초대형 항공 

사들 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은 초기 고정투자비용이 매 

우 큰 산업이다 항공기만 해도 회사 전체 자산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기의 구입 

비용은 물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기엽에 매우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자금 

확보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단기적 재무전략 

이나 영업전략보다는 장기적 재무전략이나 영업전 

략이 필수적이다 

항공운송서비스는 그 고유한 특성 때문에 환율 

이나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불황시에는 해외 

여행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더 저가의 운송수단 대 

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경기에 민감 

하게 반응한다 항공운송서비스의 고객은 내국인 

만이 아니며 그 사업지역도 국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구입하는 모든 원자재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은 국제 기준의 화폐 단위 

로 매겨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므로 L\1F와 같은 경제위기가 닥 

치면 경기 불황과 환율 불안정으로 큰 타격을 받기 



쉽다 

또， 새로운 노선에 취항할 때에는 자국과 상대방 

국가와의 상호 조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단 

순한 시장 논려가 아닌 경제 외적인 상황이 기업환 

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즉， 새로 

운 항로에의 취항이 기엽에게 자유롭지 않은 것이 

다 따라서 자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지리적 여건과 

같은 기업 외부적 환경요인이 기업 경쟁력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998년 

아메리칸 항공과 공통운항과 마일리지 제도 공유， 

공통마케팅 등에 대한 제휴를 맺었지만， 미국 정부 

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약 1년 동안 마일리지 제도 

공유만 해오고 있었다 1999년이 되어서야 한미항 

공자유화협 정 (Open Skies Agreement) 가 타결 되 어 

공동운항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제휴항공사 

유나이다드항공(미국) 

루프트한자 (독일) 

에어 캐나다 

에어 뉴질랜드 

St'" AJlümce 스칸디나비아항공， 

얀셋(호주) 

타이항공 

바라그항공 (브라질) 

ι앤~A(일본) 

아시아나항공 

아메라칸항공(미국) 

영국항공 

캐세이페시픽 항공 

One World 카나디안항공 

관타스항공(호주) 

핀에어(핀란드) 

이베리아항공 

알이탈리아항공 

텔타항공(미국) 

Sky Team 에어 프땅스 

아에로멕시코 

대한항공 

3. 최근 세계 항공 산업의 동향 

1978년 미국의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가 풀리자 

세계의 항공업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규 

제 완화의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 이 

에 따라 각국에서 대형화 민영화， 전략적 제휴의 

추세가 계속되었다 유럽 지역의 항공사들은 유럽 

의 경제적 통합을 계기로 국제적 제휴를 활발히 하 

기 시작했고 캐나다， 일본， 호주， 동남아 등의 지 

역도 규제가 완화되고 독점 체제가 무너지며 신생 

항공사틀이 생겨났다 

미국에서도 항공산업의 자율화 과정에서 신생항 

공사들이 생겨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항공사들은 선생항공사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써 몇 

개의 중요한 공항을 전략적 거점으로 하여 전국적 

제휴시기 규모 

15개 항공사 

1247H국 7297H , 노선 
1997 

원스톱체크인 서비스 

(Through Check~In Service) 

운영 

세계일주상품(oneworld expJorer) 

6개 할공사 

1999 114개국， 512개 도시 

265개 공항라운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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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망을 운영하는 Hub and Spoke system을 운영했 

고， 이를 바탕으로 초대형 항공사로 성장하며 신생 

항공사들을 흡수， 합병했다 1992년에는 상위 8개 

사가 전체 시장의 82% 정도를 점유하게 되었다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틀은 세계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고， 국제시장으로 눈을 

돌려 타국의 대형 항공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바 

탕으로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1997년 유나이티드 항공과 루프트한자 등이 주 

축이 된 Star Alliance가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One 

World와 Wings가 전세계 규모의 전략적 제휴군의 

시대를 열었다 최근 텔타항공 등 4개 사가 네 번 

째의 제휴군을 출범시키면서 세계항공시장은 (표 

1)과 같이 4개의 거대한 글로별 얼라이언스(global 

alliancε)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서비스 산엽의 환경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의 규제가 완 

화되고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자율적 경쟁이 치열 

해지고 있으며， 외국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가 활 

발해지고 있다 소비자의 수준도 점점 높아져 지불 

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기대하게 되었다 

국내 여행객의 항공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중 

국의 개방으로 아시아 시장의 항공운송서비스 수 

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내에서 지 

리적 이점을 지닌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었다 

4. IMF위기 이전의 기업경영 

아시아나항공은 신규 노선의 취항을 해마다 늘 

리연서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 왔다 1990년부터 해 

마다 꾸준히 평균 7개 정도씩 노선을 늘려나가 

1998년에 이르자 국내선 여객노선 24개， 국제선 여 

객노선 41개， 국제선 화물노선 137H를 보유하게 되 

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의 수와 탑승율을 중시 

하는 영업전략을 사용하였으므로 매출액은 계속 

상승하였지만 실제 수익률은 매우 낮아 경상이익 

은 1994년 전까지 적자가 계속되었다 아시아나항 

공의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의 변동 추이가 (그림 2) 

에 나타나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시 아나항공은 노선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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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본과 부채의 비율 

계속 늘리고 항공기 보유대수를 늘려갔다. 또 직접 

띔아시아나케이터링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합병하 

고 기내식 공장을 가동하였다 이러한 확장 위주의 

고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채는 점 

점 증가하였으며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감소하고 

있던 부채비율도 1996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럼 3)에 나타나 있는 부채와 자본의 변동 상황 

을 참조하여 부채비율(부채총액/자본총액)을 계산 

하여 보면， 1993년에는 6 ,954% , 1994년에는 

4,249% , 1995년에는 2,743% 이었으나 1996년에 

는 11 ， 003%가 되었고 1997년이 되자 부채가 총자 

산을초과하게 되었다 

5. IMF로인한회사사정의 급속한악화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영업환 
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국내 경기가 극섬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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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빠지자 내국인을 중심으로 항공수요가 급감 

하였다 또， 환율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환율의 인상 

으로 인해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의 수익성이 급격 

히 악화되고 원유가격이 상승하여 원가부담이 가 

중되었다 외화차입금과 관련해서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화환산손 

실의 경우， 1997년의 손실금액은 1994년의 손실금 

액의 39배에 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IMF로 인한 

영향이 커점에 따라 회사의 영업수지는 큰 폭으로 

악화되어 1997년 말 당기순이익률은 -29.3%로 떨 

어졌으며， 당해년도 이월결손금이 총자본금을 초 

과하면서 부채비율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1998 

년에는 총비용이 약 8천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에 달하였다 

결과적으로 누적손실이 크게 증가하여 손실이 누 

적된 금액인 이월결손금이 6천억 원에 이르게 되었 

는데， 이는 당시 매출액의 50%에 이르는 수준의 

금액이었다 

이러한 외부환경으로 인한 위기는 아시아나항공 

으로 하여금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을 절실히 느끼게 하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성 

장 단계의 회사였기 때문에 내부유보도 적고 시장 

에서의 지위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더욱 크게 위기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강력 

한 구조 조정이 요구되었다 

6, 경 영 합리 화어ationalization) 

기존의 아시아나항공은 매출과 외형을 중시하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는 항공 

운송엽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왼가 

절감과 경쟁력 향상에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항공 

기 보유대수를 늘리면 단위원가가 체감하는 효과 

가 있고 고정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운항회수 

를 늘릴수록 국내외 지점의 단위비용이 절감될 수 

있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은 원하는 대로 신규 노 

선에 취항할 수는 없었다 각종 규제와 경쟁상황으 

로 인하여 고수익 노선에 진입하기 어려웠고， 따라 

서 영엽력 확보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면서 적자 

노선에 취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객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적 

인 노선 확장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97년 말에는 

80여 개의 노선을 유지하였고 이를 계속적으로 늘 

리려 하였다 IMF이전의 아시아나항공은 시장진 

입기에 있었기 때문에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빈도 

를 늘리고 가격은 저렴하게 유지함으로써 최소한 

의 시장점유율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 패러다임은 불 

황의 시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핵섬역량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형만 키움으로써 기업이 위기 

에 직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아시아나항공 

은 시장진입기를 벗어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고 

객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며 성장/성숙기로 접어 

들고 있었다 이때에 마침 시작된 IMF로 인한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의 기업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수익성 위주의 안정 전략을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된다 

성장 위주의 경영 패러다임이 내실위주의 안정 

기조로 전환되면서 회사 내 자산과 인력， 조직에 

대한 전반척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회사 

의 자산 전반을 재검토， 수익력을 높여 회사 가치 

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기엽의 가치를 중시하고 효 

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회사 

의 여러 기본적 사업 전략틀에 반영되었다 이 시 

기에 아시아나항공은 철저하게 수익성을 고려하여 

비수익 노선과 저수익 노선을 폐쇄하면서 운항 회 

수를 줄여나갔다 (표 2)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998년 말까지 국내선 7개 노선을 폐쇄하였고 국 

제선 여객노선 또한 4개 노선을 줄였다 대신 수익 

성이 높은 화울노선을 3개 증설하여 1년 동안 총 8 

개 노선을 폐쇄하였다 전 세계의 가능한 한 많은 

지역에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노선에 취항하고자 했 

던 과거의 전략을 버리고，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 이 시기에 

수익성이 높은 화물사엽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 

다 화물시스템 ACRIS (Asiana Cargo ReseπatIon 

and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화물의 전반적인 

수송과정이 전산처리 되어지며， 고객이 인터넷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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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선구조조정 

구분 1997 증감 

국내선 여객 24개 노선 7개 노선 7개 노선 

여객 41개 노선 7개 노선 4개 노선 
국제선 

「→화물 13개 노선 16개 노선 +3개 노선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에 접속하면 예약， 화물추적 

빚 기타 부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시 

아나항공의 화물시스템은 국제파트너와의 협력제 

휴로 경쟁력 있는 글로별 서비스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으며， 항공사간 할인요율협정 (S.P.A)을 통하 

여 상호 사업증대 및 연계운송서비스 협력 강화에 

힘쓰게 되었다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에서 경쟁력을 갖춘 타 

항공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취약한 노선은 아웃소 

싱하고 강점이 있는 노선에만 집중하는 전략적 제 

휴 캉화 전략으로 바꾼 것도 이 시기의 변화이다 

운항회수도 조정하여 1997년 주 834회이던 총 운 

항회수를 1998년 말에는 774회로 줍였다 이전 성 

장기에 계획하였던 항공기 보유대수는 1998년 말 

56대였는데， 이를 대폭 감축하여 42대로 축소 조정 

하였다 보유기 2대를 매각하고 신규 항공기 6대의 

도입계획을 취소했으며 임차기 6대를 조기 반납함 

으로써 신규 차입을 억제하고 이자비용의 경감을 

도모한것이다 

또한 1997년말 19개 부문. 79개 팀 96개 지점으 

로 이루어져 있던 회사 조직규모를 줄여 3부문.14 

팀 1지점을 통폐합하여 1998년말 1M 부문 65개 

팀， 95개 지점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캐이터링 사 

엽 , 급유업 등 연관 산업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추 

진하던 계획도 중단되고 핵심 사업 위주로 구조조 

정이 이루어졌다 탑승율을 중시하는 외형 중섬의 

영업 전략은 단위수입 (yiεld)을 중시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영업전략으로 바뀌었고 이는 고객의 전 

체 숫자(volume)를 중시하던 전통적 마케팅 전략 

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핵심 고객군을 중심으로 하는 

목표 마케팅 전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시기에 본사를 공항과 가까 

운 위치의 강서구로 이전하였다 운항과 관련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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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부서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과 밀착된 경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사의 이 

전으로 영업과 운항 기능상의 각종 시너지효과가 

생긴 것은 물론 본사 면적이 2천여 평 감소하면서 

약 22억왼의 임차보증금과 월 1억 3천만원 정도의 

임차료가절약되고 있다 

7. 재무구조개선 

IMF위기를 맞으변서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누 

적되어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적 취약성이 노 

출되었고， 이로 인해 재무구조의 개선이 가장 시급 

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로서 대두되었다 1998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1 ， 400%에 달하였는데 

이는 미국 항공사 평균 278% , 유렵 항공사 평균 

358%. 아시아 지역 항공사 평균 612%와 비교하여 

(’ 97년 말 기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부채로 인 

한 차입금 비용의 부담은 경제 위기에 따라 환율이 

상승 하자 더욱 가중되었다 부채 중 외화차입금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외화환산손실과 외환차손의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1997년에는 총비용이 약 

9 ， 000억 원이었는데 그 중 외화환산손실이 41%에 

달했고 1998년에는 총비용이 약 8.000억 원이었는 

데 그 중 이자비용이 약 35% , 외환차손이 13% , 

외화환산손실이 약 13%에 달했다 아시아나 항공 

의 재무 구조는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었고， 경영진은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키 

고 안정적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였다 

먼저 외화보유와 유통성확보를 위해 각종 항공 

기와 엔진을 매각함으로써 회사의 손익과 자금수 

지를 개선하였다 1998년， 1999년 중에만 항공기 3 

대 (B737-400 , B747-400 , B737-500 각 1대 )와 항공 



기 엔진 4기 (CF6 엔진 3기， CFM5ó 엔진 l기)를 

매각하여 1 억 6 ，3 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고 

이에 따라 약 6천만 달러의 현금유입을 실현시키고 

약 8천만 달러의 매각이익을 기록하였다 항꽁기 

매각에 의한 외자유치의 자세한 사항은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또한 아시아나행공은 자사가 보유 

중이던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하였다 초창기부터 

보유하고 있던 EQUAAl의 주식 12만 주를 1999 

년 2월에 매각하여 약 101억 원의 현금유입 및 매 

각이익을 실현하였고 이후로도 약 28만주의 자사 

보유 EQUAl'‘T주식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약 335억 원의 현금유입과 매각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1998년 말에는 자산재평가를 실시 

하여 자산규모가 9천 6백억원 정도 증가하여 부채 

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했고， 세무상 이월결손금 규 

모도 줄일 수 있었다 (표 4)에서 암 수 있듯 증가 

한 자산규모의 98% 정도가 항공기의 재평가에 의 

한 것으로서， 핵심적 자산의 적정한 시가를 기업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금융비용을 줄여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기 위 

표 3 항공기 매각에 의한 외자유치 

해서는 자본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아시아 

나항콩은 유상증자와 더불어 주식시장 상장을 추 

진하였다 아시아나항공은 1999년 6월과 8월 2차 

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완료하여 2 ， 500억 원의 자본 

금을 확충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자금조달기능 

의 확충과 기업신용도 제고를 위하여 KOSDAQ 상 

장을 추진하였다 아시 아나항공은 1999년 12월 5 

천만 주의 일반공모를 통해 KOSDAQ 시 장에 상장 

되었고 여기에서 3천억원 이상의 현금유입이 이루 

어졌다 

8. Re띠talization 

한국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 

다 거대 시장인 일본과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있고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미추， 

유럽 및 대양주로의 연결지점 역할을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운송회사로서의 경쟁력 강 

화전략의 일환으로 2001년까지 범세계적 전략적 

제휴 네트워크 중의 하나인 ‘One World' 에 가입하 

l1(6877세l77 주44요에이내 ] 1익얘얘 I _Q_.,' ,,17' I 유치금액 ! 매각이익 구분 l’ 유치시기 (백만왼) (백만불) 외국투자가 

1998. 2 29 250 1J SUl\'ROCK 

항공기매각 1998.5 I 93 36411 QAI\'TAS 

_J_Bi3i→4001대 l Y99. 5 22 H ωo CIT 

• Ó 4 τ269그 LUFI뼈SA 
엔진매각 ) (꾀156 엔진 l대 1 ‘998 8 4 2 653 c; 

_j cF6 엔친 2대 r-1999. 3 11 1 929 \VILLIS 

표 4 자산재평가 

자산 

상각자산 

항공기 

비상각자산 

합겨1 

c__' ._. _ L 1(~_t77땐 

재평가전 금액 

1 i 11 820 088 502 

1 513 38i 452 8i6 

li.88153 iJ 68 

1i29)01.625870 

재평가후금액 

2 695 294437 570 

2454.000000.(JO。

32 512 003 086 

재평가차액 

947 4i4.349.068 

940 (>12.547 184 

15 043.441881 

2 ， 691 ， 8“44() ， β56 962 ,51i ,790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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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 항공사 

인 아메리칸항공， 싱 가포르항공， 관타스항공과의 

공동 운항으로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 및 성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틀과의 원활한 공 

동 운항을 바탕으로 영국항공， 캐나다항공 및 케세 

이퍼시픽항공과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140개국 

648개 노선을 연결하고 있는 전략적 제휴군인 One 

World에 참여하게 되면 공동운항과 좌석공유는 물 

론， 마일려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일팔탑승수속 

제도를 시행하며 항공편의 연결이 보다 순조로워 

지고 항공상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대 

고객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직접 미주나 유럽 등과 연 

결되는 장거리 국제 노선보다는 아시아 내의 고수 

익 노선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즉， 타 

국제항공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주나 유럽 

둥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을 아시아 내의 각국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일본， 중 

국 노선은 유상 승객의 떼1당 단위수입 (yield)은 각 

각 114센트， 14.0센트로 각각 국제선 평균 단위수 

입인 44센트의 2 6배3.2배인 중/단거리의 고수 

익 노선이다 

표 5 여객노선 

지역 운항회수/주 운항도시 

1998년 7월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지침’ 이 폐 

지되고 1999년 7월에 정부의 ‘국제항공 정책방향’ 

이 발표되변서 아시아나항공의 신규노선 취항은 

훨씬 자유롭게 되었다 ‘국제항공 정책방향’에 따 

르면， 그 동안의 운수권의 불공평한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 

항공사의 운항규모비율이 최소한 6:4가 유지되도 

록 하였다 또 양 항공사의 운항회수가 많이 차이 

가 나는 경우에는 증편분을 우선 배분하여 주도록 

하여 운항회수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 

함되어 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수익 노선인 일본과 중국 노 

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일본 노선의 경우 1999 

년 후쿠시마에 신규 취항하고， 오사카 여객 노선 

주 7회， 화물 노선 주 1회， 그리고 센다이 화물 노 

선을 주 2회 증편하였다 이로써 일본지역 11개 도 

시를 운항하게 되어 일본 최다 도시/최다 노선 운 

항 항공사로 부상하였고 최다 승객수송 항공사로 

우위를 선점하게 되었다 중국 노선의 경우， 한국 

기엽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립에 따라 상용수 

요와 중국인 방한수요가 늘었고 특히 아시아나항 

공의 취항지역인 상해， 광동 등 남부지역의 수요가 

국내 6691 
서울， 부산 제주， 대구 광주， 예천‘ 울산， 포항， 진주， 목포， 여 

수 강롱，군산 

13개 도시 17개 노선 

일본 14 70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센다이， 히로시마， 다카마쓰， 

오키나와， 도야마， 마쓰야마， 후쿠시마 

중국 8 38 북경，상해 홍콩，광주，장춘，연대 하얼빈 

동남아시아 7 38 방콕‘ 싱가포르‘ 호치민， 마닐라， 뉴렐리， 광， 사이판 

미국 8 83 
로스엔젤레스，샌프란시스코，뉴욕，시애틀，달라스 워싱턴，시 

카고，뉴어크 

러시아 2 7‘ 하바로프스크，사할린 

대양주 l 3 시드니 

중앙아시아 2 2 타슈켄트，알마티 

국제선 14개국 38개 도시 42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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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게 되었다 아시아나항공의 중국노선 승객 

은 1997년 263 ， 000명， 1998년 283 ， 000명 1999년 l 

월부터 9월까지 누계 333 ， 000명으로 급증하는 추 

세이다 중국 노선은 98년 연대， 하얼빈에 취항하 

여 중국지역 최다 도시/최다 노선/최다 승객수송 

항공사로 발돋움한 데 이어 99년 연대， 광주， 장춘 

에 각각 주 l회， 상해에 주 2회의 여객노선을 증편 

했다 1999년 10월의 아시아나항공의 여객노선 상 

황이 (표 5)에 나와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서비스의 전통적 판매경로 

였던 전화예약， 여행사를 통한 판매， 창구에서의 

직접 판매 외에도 사이버 판매 등으로 판매경로를 

다각화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사이버 지점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나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연 

시간표 조회， 노선 조회， 예약 가능한 좌석 수 조 

회， 가격 조회， 예약과 발권， 예약 확인과 취소 등 

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아시아나 보너 

스 클럽 (ABC)과 연계하여 시행되며 새로운 경쟁력 

의 원천이 되고 있다 ABC는 당초 1만 여 명의 회 

원으로 출발하여 99년 lO'월에는 530만 여 명의 회 

원을 확보하고 있다 ABC는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회원을 고정고객으로 확보하 

고 미래의 사이버 마케팅의 기반이 되어 주었다는 

의미를 지넌다 아시아나항공은 ι!\BC를 더욱 확장 

시켜 인터넷을 통한 보너스 클럽 프로그램인 Asiana 

Netizεn Bonus Club을 공식 출범시켜 2000년 상반 

기 150만 회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9, 아시아나의 기업문화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항공사로서의 고유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아시 아나가 금세기 

내에 세계 초일류 항공사가 되도록 합시다 (94 2 

박삼구， 아시 아나항공 사장) 

아시아나는 46년 택시회사로 출발하여 국내 굴 

지의 운송그룹으로 성장한 금호그룹에 뿌리를 두 

고 있다 금호그룹이 오랜 기간동안 운송업 을 하며 

쌓여온 경영철학이 아시아나의 경영철학으로 이어 

졌고， 이것이 아시아나가 유탈리 경영이념과 기업 

철학의 체계를 확실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 

었다 박삼구 사장의 경영철학은 ‘고용증대를 통한 

사회기여와 합리성에 기반한 경영’ 이다 박삼구 사 

장은 고용의 창출이 기엽의 사회적 책임이며 기업 

은 수익을 일부 사회에 환왼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 온정주의나 적당주의를 배격하 

고 합리적이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경영을 

해야만이 최고 항공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거듭 강 

조해왔다 이러한 그의 확고한 신념은 후에 IMF 

로 인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때 그가 실천한 고용 

조정 정잭에서 잘나타났다 박삼구회장은세계최 

고의 항공사 초일류 항공사가 되고자 하는 뜻을 

반복해서 직원틀에게 전달했고， 그에 수반하는 경 

영이념으로서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 을 강조했다 안전과 서비스의 대상은 고객이 

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직원을 자신이 

다 즉 인간을 무엇보다도 존엄하게 여기는 철학에 

바탕을두고있는것이다 

10 , 최고경영자의 인간중시 경영 

아시아나의 인간존중 경영철학은 아시아나의 직 

원들에 대한 인간존중 경영의 토대가 되었다 박삼 

구 사장은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의 

견을 나누는 경영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사내에 

다양한 포상제도를 두어 사기를 높이려 했고 능력 

과 적성에 따라 최대한의 성과를 유도하는 직군제 

를 운영하였으며 합리적 인사평가를 위해 공개 평 

가제도 및 상향제 평가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회사 내에 실명 1 익명으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 

고 현장에도 자주 나가보았다 

직원틀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최 

고 경영자라는 평소의 평판은 회사가 위기에 볼렸 

을 때 그의 고용조정 정책에서 잘 나타났다 1997 

년말 IMF로 인해 항공기 보유대수와 운항회수를 

감축시키고 199H년 말에는 3부문， 14팀 1지점의 

통폐합을 단행하게 되자 당시 총종업원수 6 ， 500여 

명중 1 ，2 00여 병의 여유인력이 발생하여 많은 수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아시아나는 

이들 여유인력 중 630여 명은 경영이 호전되연 다 

시 복직을 약속 받고 1년간 쉬는 장기안식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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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체적인 안전관리 목표로 세우고 안전관리 정 

책을 세워나갔다 사장을 최고기관으로 운항부문， 

정비부문， 공항서비스부문，캐빈서비스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자체적인 안전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중간단계에 중앙안전위원회와 부문별 

안전관리를 총팔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예방안전팀 

을 두었다 전 부문 또는 팀별로 안전담당자를 두 

고 안전， 보안관리 조직의 기능과 권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인 

력에 대해서는 독립적 업무기능을 부여하고 전문 

안전관리인력 양성과 장비， 설비에 많은 투자를 하 

였다 기종별 시율레이터， 운항관리 및 통제를 위 

한 ASCS (Aircraft Schεdu피19 & Control 5ystem). 정 

아시아나항공은 안전을 경영이념을 구성하는 가 비 전 산 시 스 템 인 AMIGOS (Asianairlines 

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쟁 ^,1ain tenance εngineering Information General 

사보다 비교적 역사가 짧은 항공사이기 때문에 보 Opεrating 5ystem)과 항행시스템인 ACARS (Aircraft 

유한 항공기 의 연 령 이 적 었다 아시 아나항공은 이 Communication Addressing & Reporting System) 을 

러한 점을 마케팅 컨셉으로 내세우며 대한항공에 도입하고 예방안전 시스템과 의료， 보건， 위생관리 

비해 비행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양보다는 시스템의 확립에 노력하였다 

칠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1994년 1509002인증을 

아시아나항공은 i세계 최저의 보험요율 항공샤 획득하고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전사적인 품질 경 

570여 영은 1년 중 11개월은 정상근무하고 l개월 

만 쉬는 안식휴직을 하게 하여 정리해고 없는 인왼 

감축으로 여유인력 조정의 방향을 잡았다 또 그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초창기부터 같이 일해온 직 

원들보다는 나중에 들어온 신입사원을 주로 내보 

내는 정책을 썼다 1998년 구조조정의 효과로 경영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자 실제로 이들을 복직시 

키기 시작하여 1999년 4월 이전에 장기휴직자 전 

원을 복직시키고 l개월 안식휴직도 완료했다 

11.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아시아나의 
고집입니다 

표 6 안전기반 구축에 대한 인증 및 포상내역 

님
눈
 

구
 

인증병 

품질/환경 인증 
ISO ‘씨02 

ISO 14川Jl

안전경영 포상 

인증기관 취득열자 

BVQI 
1994 

1995 

1998 

1997 

1994 

1994 

1997 

1994 96 

1998 

1995 

품질활동 

수상기록 

품질경영 10()선 기업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동상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1 은상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은상 

서울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장려상 

공업진흥청 

공업친흥청 

공업진홍청 

산엽자원부 

서울특별시 

1995 

1995 

1996 

199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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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1998년에는 노동부의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하였다 자세한 수상내역은 

(표 6)에 나와 있다 안전운항의 척도 중의 하나인 

기체 보험요율은 1998년과 1999년 0.0755%로 경 

쟁사의 1/15에 불과했다 1999년에는 평균기령 

4.16년의 항공기를 보유함으로써 세계 40대 항공 

사중 최신 기종 운영의 기록을 세웠다 

규정만 제대로 준수한다연 항공기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저 나릅대로 안전에 대한 소신과 확 

선이 없다면 저는 결코 항공사 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며，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96.7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사장} 

12. 우리는 고객만족을 실현시키는 프 
로서비스맨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철학은 ‘고객이 원하는 시 

간과 장소에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쾌 

적하게 모시는 것’ 이다 박삼구 사장은 아시아나항 

표 7 고객만족 서비스 구축에 대한 포상내역 

연도 f 수상내역 

1996 한국 서비스 경쟁력 항공부문 l위 

1 한국 산엽의 고객 만족도 1위 

(항콩 서비스부문) 

1997 _l고객만족 경영혁신 최우수 기업 

('일반서비스부문) 

항공업계 기업 이미지 및 의식구조 조사 

종합 1위 

공 창립 이전의 독점시장체제 하에서는 고객이 운 

임에 상응하는 당연한 서비스조차 받고 있지 못했 

었다고 생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만족의 수 

준을 넘어 고객감동의 실현에 다가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참신한 서 

비스’ , 정성어린 서비스’ , 장냥한 서비스’ , ‘고 

급스런 서비스’ 라는 모토를 세우고 이에 대한 세부 

적 실행전략을 마련해갔다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 

스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사적 차원의 서비 

스 지칩을 수립하고 전방위 고객관리를 위한 고객 

만족팀을 운영했다 전 직원의 서비스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포상제도와 점검제 

도릎 운영했다 좀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 

산 시스템을 이용해 집에서 예약하는 시스템을 개 

발하고 무항공권 서비스， 수화서비스， 유모차대여 

서비스 눈높이 서비스， 고객 접점부서 실명제 기 

내 경축전보 배달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고품격 서 

비스를 위해 정책적으로 고학력의 승무원을 채용 

하여 운영하고，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장직원 

1 평가기관 
소비자학회 

국내경쟁사 

l 능률협회 컨설팅 

다륜됩꽤팅 

인턴지 2위 

국내 취항항공사 서비스 만족도 종합 3위 l 이코노미스트 6위 
객 만족도 l위 ’ 능률협회 컨설팅 ’ 

부문) ’ ’ 
1 비스부문 고객 만족도 1위 

l객 만족도 1위 

부문) 

항공부문 소비자 만족도 l위 

한국 산업의 고객 만족도 1위 

(항공 서비스 부문) .연속 4년 l위 

한국여성문화재단 

능률협회 컨설팅 

77 



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지점 

및 팀별로 서비스 평가제를 운영하고 zero 

complaint 캠페인도 실시했다 또. 24시간 무정지 

시스템 및 지왼 인력 센터를 구축하고 24시간 전국 

통합예약센터를 구축하여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996년 한국 서비스 경쟁력 항 

공부분 l위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능률협회 컨설 

팅의 한국산업 고객만족도 1위 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되었고， 능률협회 컨설팅의 고객만족 경영혁 

신 최우수 기업， 인턴지의 항공엽계 기업 이미지 

및 의식구조 조사 종합 1위， 한국 생산성 본부의 

국내선 항공 서비스 부문 고객 만족도 1위， 이코노 

미스트의 국내 취항항공사 서비스 만족도 종합 3위 

에 선정되었다 또 19R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미국의 보잉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 중 최고의 

정시운항률을 기록하여 미국 보잉사로부터 최고의 

정시운항상을 수상했다 자세한 수상내역은(표 7) 

에나와있다 

프로서비스맨의 자세를 가집시다 회사， 사장‘ 

임원들은 물론 영업‘ 운송‘ 객실‘ 정비 등 모든 직 

원이 서비스 정선을 가져야 합니다 서비스란 대가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좋은 평가 

를 받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기 위한 것엽니다 

(96 .12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사장) 

표 8 우수광고 포상내역 

연도 수상내역 

13. When we were little, flying was 
special. It stiU can be. 

아시아나항공은 초창기부터 후발 항공사로서 질 

적인 서비스를 부각하는 이미지 광고로 시장을 지 

속적으로 공략하는 동시에 특정시점에는 새비행기 

및 안전을 강조하여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사용하 

고 있다 또한 서비스의 차별성을 또 다른 컨셉으 

로 잡고 있다 취항지나 마일리지 서비스 등의 상 

품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성 광고를 제작 

한다 

새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현 비행기를 타시겠 

습니까? 

새 비행기만 고집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 96년 경쟁사의 가격인하 정책에 대응하여 ‘새 

비행기‘ 를 강조하는 전략적 기획광고를 내보내고， 

98년부터는 소비자들의 항공사고에 대한 불안심리 

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 

아나의 안전수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와 통시에 정시운항’ , ‘참신한 서비스， ‘정직 

한 서비스’ ,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 등을 

강조하며 서비스의 우수성을 내세우는 광고가 계 

속되었다 아시아나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 

스， 슬리퍼 퍼스트 클래스， 프리미어 비즈니스 클 

래스 등 구체적인 객실 서비스를 무대로 아시아나 

주관 

1994 10 27 1994 한국광고대상 긍상 한국일보 

1996 4 12 소비자가 뽑는 Queen 광고상 서울신문 

차밍상(가장 마음에 드는 광고) 

1997. 3 Best Creative Award ADWEEK(미국) 

1997. 10. 31 1997 한국 광고대상 우수상 한국일보 

1997 11 11 1997 대한민국 광고대상 우수상 통아일보 

1997 11 19 마케팅상 경향신문 

1998 11 20 서비스유통부문우수상 국민일보 

1998. 12. 1 업종상 세계일보 

1998. 12. 2 기업 이미지 우수상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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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의 서비스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실무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조 

직내의 업무와 의사결정과정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싱그럽게 살아가는 그녀， 그녀의 이름은 아시 강화멜 수 있었다 

아나 

아시아나항공의 광고 중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 15. 경쟁항공사와의 차별성 
를 받고 있는 일련의 기업 이미지 광고는 고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여승무원을 주요소로 활용하여， 

지적이고 교양있는 여승무원으로서 아시아나인 전 

체의 이미지를 대변하였다 96년부터 시작한 ‘그녀 

의 이름은 아시아나’ 라는 가피의 연속광고는 참신 

하고 품위있는 여인의 이미지를 아시아나항공의 

이미지와 동일시하며 전달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 

은 반응을 얻으며 후발항공사로서의 참신한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광고분야의 

다양한 수상 경력이 (표 8)에 요약되어 있다 

14. 의사결정단계의 단순화 

과례는 비례이며. 비례도 비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997년 1월 1일부로 조직의 구 

조를 수평화1 단순화한다는 목표 하에 기존의 부/ 

과 제도를 포기하고 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아시 

아나항공의 팀제는 대팀제로서 , 업무 프로세스별 

로 조직을 재구성하였다 대팀제는 왼칙적으로 공 

식적인 중간관리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무 인 

력층이 확대되고 하부로 권한과 책임이 이양되며 

팀장 및 팀원의 전문적 소양이 제고되는 효과를 가 

져왔다 또한 계층간의 장벽이 줄어들고 유사 기능 

이 통폐합되어， 과거 2단계 이상의 검토과정이 필 

요하던 의사결정단계가 축소되고 조직의 유연성이 

증가되었다 

팀의 내부구성원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팀장은 결재형 관리자의 역할을 벗어나 자발적이 

고 적극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는 실력형 리더로 변 

화해야 했다 팀장은 업무수행 변에서 전문적 능력 

서비스개선을 통한 항공시장개방으로 세계항공 

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가격경쟁보다는 정시운항 등 서비스 경쟁에 주력.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91.8.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사찜 

아시아나항공이 창립하던 당시 대한항공은 창립 

20여년 째에 접어들며 이미 111대의 항공기를 보 

유하고 전세계 58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었다 1988 

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90년대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면서 내국인의 해외 출국은 해마다 10%씩 증가 

했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며 경쟁을 지속해 왔다 창립 초기 아시아나 

항공은 양적으로 대한항공에 크게 열세에 있었고 

당시 정부규제 또한 아시아나항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노선망 확대 둥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아 

시아나항공은 양보다는 질적향상블 주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한항공과의 경쟁에 임했다 대한 

항공의 잦은 사고로 소비자의 불안이 가중되는 시 

기에는 안전을 모토로 한 전략적 광고를 했고， 대 

한항공이 규모의 경제를 무기로 요금을 인하하면， 

서비스의 질적 차별성을 내세우는 전략을 선택했 

다 양 항공사의 경쟁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국적항 

공사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지금도 요금 

과 서비스， 안전관리 변에서 세계적 수준에 오르려 

는 경쟁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6. 미래성장 

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 팀원의 엽무분배와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은 운송서비스를 상품으로 

책임소재를 관리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여야 하기 제공한다 따라서 서비스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지 

때문이다 팀을 구성하고 있는 팀원이라 할 수 있 니고 있다 항공기가 제공하는 공간은 재고로서 보 

는 각 담당들에게는 명확한 개인별 업무분장의 강 유할 수 없으며 생산과 동시에 소모된다 또한 항 

화로 각 업무의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되어 구체적 공운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절， 요일，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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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1999년 1- 9월의 시장점유율 증가 

구분 1998년 1999년 증가 

국내여객 30.6% 37.3% 6 .7%p 

국제여객 18.9% 20.2% U%p 

국제화물 19.8% 20.6% 0.8%p 

따라 격차가 심하여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뚜 

렷하다 이처럼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은 물론， 수요에 증감에 따라 생산을 조정하는 것 

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항공기와 노선 운항계획 

은 고정비로서 작용한다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 

하는 기업은 노선과 운항스케줄， 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등으로 이미 공급이 결정된 공 

간에 대한 판매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안전과 서비스를 기업의 최대 

가치로 내세우고 대 고객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고객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표 9)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의 시장점유율은 1999년 국내 

여객의 37.3%로 1998년에 비해 6)% 증가하였다 

또한 (표 10)에 나타나 있듯 전체 항공운송 서비스 

에 대한 시장총수요의 증가율에 비해 아시아나항 

공의 수송증가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지표 

가 될 수 있다 (표 11)과 같이 L\1F위기의 극복과 

함께 항공수요는 점 차 늘어 나고 있다 1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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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999년 1- 9월의 수송증가율(1998년 대비) 

구분 | 아시아나 수송증가율 l 시장총수요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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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999년 1- 9월의 항공수요 증가율 

구분 

(1ntεm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자료에 의 

하연 2002년 국제선 수요증가율은 5.5%로 1998년 

의 4)%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산업을 

둘러싼 경쟁환경은 점점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 

며，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는 약화되어 자유로운 경 

쟁과 성장이 가능해졌다 전세계의 항공사들은 전 

략적 제휴를 통해 다가올 미래의 경쟁에 대비하고 

있으며 21세기에 전개될 거대 항공사들과 그들이 

속한 초대형 제휴군 간의 치열한 경쟁관계에서 살 

아남을 수 있다연 민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에게 

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국내여객 

국제여객 

국제화물 

1998년 대비 

8.7% 상승 

18.6% 상승 

15.1% 상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