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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대부분 정부나 공사형태인 준정부기관이 공항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공항들 간에는 경쟁
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공항의 민영화 추세, 허브앤 스포크 시스템(Hub
and Spoke System)의 출현 및 동북 아시아지역에서의 대형공항 건설 등으로 인하여 공항
간의 경쟁이 촉발되었고, 특히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치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남부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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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항간 경쟁촉발 요인은 공항의 민영화이다. 공항의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경쟁분위기
를 확실하게 느끼게 한다. 독일과 이태리의 일부공항이 법적으로 민영 공항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공항 민영화는 영국정부에서 추진하였다. 1987년 영국내 7개 공항을
운영하는 순수 민간기업인 BAA plc가 발족되었으며, 1990년대 초 영국의 Luton공항과
Liverpool공항도 민영화되었다. 영국이외에서도 1988년 뉴질랜드의 3개 대형공항이 민영화
되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공항(40% 지분매각), 덴마크 코펜하겐공항(49% 지분매각), 그
리스 스파타 공항(25년간 BOT1) 컨세션 운영), 호주 멜버른, 브리스베인 및 퍼스공항의 운영
컨세션 계약 체결 등 민영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추세는 공항의 상업적 활
동 강화와 함께 운영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인근 여타 공항과의 차별화에 노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의 출현도 공항간 경쟁의 계기라고 볼 수 있다. 미국
과 유럽지역의 항공자유화 추세에 따라 항공노선이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공
항들이 항공사를 유치하고 허브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셋째,
아시아지역에서도 일본의 간사히 공항, 홍콩의 첵락 콕 공항, 상하이 푸동공항, 인천공항 등
대규모 용량의 공항이 건설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나갈 전망이어서 공항들 간에
허브공항의 위치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외부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공항운영당국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 경쟁 대상으로서 승객과 화물운송의
시장 점유율, 높은 이윤, 컨세션업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하다. 경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항
운영당국은 공항을 주요 상업적 기업으로 보고 더 이상 정부기관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비
용-효과성과 고객만족 및 새로운 수입원 등을 고려하게 된다(Feldman and Shields,1998). 허
브공항으로 위치를 확보하고자 경쟁하는 대규모 공항당국은 그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에 적합한 경쟁전략을 수립, 실행해 나가야 한다. 허브공항화 전략으로서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항운영당국의 전략적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자 한다. 공항운영당국과 관계를 맺는 기관은 구매자로서 항공사와 공급자로서 컨세션업자,
지상조업자, 교통서비스기관, 정보통신회사 등이 있다. 여러 가지 경쟁전략중 하나로 일부
공항들은 공항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컨세션업체, 지상조업업체 등과 긴밀하고 장기적인
유대관계 구축을 통해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항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는 공항의 경쟁력 향상, 허브공항화 전략에 크
게 도입될 전망이다.

2. 연구 목적
허브공항화 전략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관계에 대하여 장기지향성을 갖도록 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유도
1) 민간자본 활용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공항시설을 건설한 후 일정기간 운영함
으로써 수익을 보전한 후 정부에게 기부 채납하는 방식(BOT : Build Operat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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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항운영당국이 다른 공항운영당국과 협력적 관계를 맺고, 항공사, 공
항내 소매상점 및 음식점 등 컨세션업체, 지상조업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혜택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공항운영당국의 네트워크에 속하는 컨세션
업체들에 대한 지배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컨세션업체들이 공항운영 당국과의 관계에서 기
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장기 지향성을 갖도록 하는 전략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허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항운영당국 입장에서 컨세션업체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운영당국은 여러 가
지 독립적인 기관들과 장기적인 관계아래 상호작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소
비자 입장에서는 컨세션업체와 공항운영당국과의 관계가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공항구
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컨세션업체의 서비스를 공항운영당국이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공항들과 경쟁을 하는 공항 운영당국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
여 컨세션업체의 서비스 질과 가격 수준면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컨세
션업 서비스의 질과 가격수준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겠지만 컨세션업체가 공항
운영당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장기 지향성을 갖고 컨세션업체가 공식적인 계약내용을 충실
히 이행하고자 하는 요인이 가장 클 것이다. 본 연구는 공항운영당국 입장에서 컨세션업체
와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하여야만 파트너로서 그들이 기회주의 행동을 지양하고 장기
거래 지향성을 갖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체계
1. 연구 범위
이 논문에서는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대형 공항의 운영당국입장에서 경쟁우위 전략을 분
석하였다. 따라서 세계적인 대규모 공항이나 국가의 관문공항 등과 같이 국가 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공항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며, 스포크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항공 전담공항 등은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직의 경쟁력 우위확보 전략에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
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거점 접근방법과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을 두고
공항운영당국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개념은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운송망을 네트워크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용어와는 달리 경영전략이론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
에서는 Jarillo(1988)가 정의한 대로 “독자적이면서 서로 오랫동안 관계를 갖는 두 개 또는
그 이상 조직 사이의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공항운영당국의 네트워크 파
트너로는 취항 항공사, 컨세션업체, 지상조업업체, 광고회사, 정보통신회사, 호텔, 렌터카 회
사 등 다양한 조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공항운영당국간, 공항운영당국과 취항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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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컨세션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컨세션업체와의 네트워크관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연구 체계
본 연구는 먼저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지역 공항의 허브화 경쟁상황을 분석하였고, 허브
화를 위한 공항의 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하여 자원거점 접근방법의 시각으로 개괄적 분석을
하였다. 공항의 경쟁력 결정요인의 하나로서 전략적 네트워크를 고찰하였다. 또한, 최근 선
진국의 허브공항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항운영당국간, 공항운영당국과 취항 항공사, 공항운
영당국과 컨세션업체, 공항운영당국과 기타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실태를 살펴보고 경쟁적
우위 전략과 자원의존 접근방법 및 네트워크에 대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하였다. 컨세션업체
들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인식하는 공항운영당국과의 네트워크 지배메커니즘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실증분석을 통해 공항운영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적합한 네트워크 관리전
략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제 1 절 경쟁력 우위원천
공항을 일종의 기업으로 보는 관점에서 경쟁력 우위의 원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조직론적 접근방법이 있다. 산업내 기업의 수와 규모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집중도와 새
로운 기업이 그 산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 등으로 인
하여 형성되는 산업구조가 경쟁의 본질, 양상 및 강도를 결정한다는 시각이다(조동성 1998).
이 산업조직론적 분석은 외부적 경쟁요소와 장벽에 초점을 맞추어 그 산업에 몸담은 참여자
들의 이윤 확보 잠재성을 평가하는데 는 유리하나, 기업의 관리적 재량을 무시하고 특정기
업을 얼굴의 특색이 없는 단일의 행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Amit &
Schoemaker 1993). 이와 유사한 접근방법으로서 Porter(1980)에 의하면 한 기업은 그의 공
급업체, 고객, 경쟁기업과 잠재적인 신규 진입기업 등을 경쟁자로 보아야 하며, 그 기업은 공
급기업과 고객 등에 대하여 유리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품-시장 위치를 확보하도록
전략을 구상하고, 신규 진입기업과 경쟁기업이 그 제품-시장 위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접근방법으로는 자원 거점이론(resource-based view)이 대두
되었다. 이 접근방법은 기업을 경쟁시장에 요구되는 자원(resources)과 역량(capabilitie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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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로 보고 있다. 이 접근방법(Barney 1989; Teece, Pisano, and Shen 1990;Peteraf 1991)
은 요소시장(factor market)의 불완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회사 간 이질성, 전문화의 다양한
정도, 기업 자원의 제한된 이전 가능성 등을 강조하였다. 이 접근방법은 기업의 자원 및 역
량의 종류, 크기 및 성격이 해당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Gulati, Nohira and Zaheer(2000)는 자원거점 접근방법에서는 기업이 렌트 생성
자원을 창조하는 과정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그런
자원을 개발해 낼 것이라고 단정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기업의 네트
워크가 모방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자원으로서 그리고 다른 자원과 역량에 접
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렌트 창조 근원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기업의 네트워크가
모방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자원으로서 그리고 다른 자원과 역량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렌트 창조 근원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기업의 네트워크는 기업으
로 하여금 그 환경으로부터의 핵심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정
보, 자본, 제품, 서비스 등 기업의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고 재고할 수 있는 잠재력
을 갖는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들의 네트워크는 각자 상이하고
독특한 경로에 의존하여(path dependent) 생성되며, 접근하는 자원 역시 독특하고,
네트워크 결합을 통해 생성되므로 모두 모방하기 힘들고 대체하기 힘들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지속 가능한 경쟁적 우위의 근원으로서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 2 절 네트워크
Thorelli(1986)는 네트워크란 용어를 오랜 기간의 관계에 관여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조직들이라고 정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단일 기업과 시장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
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인데 그들 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하위 집
단 시장을 생성시킨다.
네트워크는 이와 같이 시장과 계층구조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는 독자적인
파트너들 간에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어 최종 원가를 낮추게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당
성이 있다. 네트워크는 신뢰를 창출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장기 결합력(bonds)으로 인하여
유지될 수 있다. 신뢰와 가치 자체를 소중히 함에 따라 공동으로 산출한 가치를 배분하는 것
도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고 구체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한다. Bjorn and
Easton(1992)은 네트워크를 네 가지의 시각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1) 관계로서 네트워크
만약 구매기업과 공급기업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유 시장 모방형이 최적으로 적
용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산업 네트워크에 대한 한 접근방법은 네트워크를 관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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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합체로 보고 있다. 관계들의 집계가 단순하거나 합산이 가능하다는 기본 전제가 불투
명하지만, 관계들은 네트워크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며, 그들의 형태를 보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관계는 4개의 요소인 상호 지향성, 의존성, 결합력, 관계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요소는 의존이다. 의존은 관계를 통해 얻는 혜택의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의존하게 될 수 있는데 가장 극단
적인 예가 독점기업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이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의존
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단일의 원천에 의존하지 않도록 운영상 변화를 도모할 것이
다. 그와는 반대로 관계로부터 얻은 혜택을 위해 신축적 운영을 포기하고 의존을 택하기도
한다. 의존은 힘과 통제의 문제를 제기한다. 만약 기업들이 상호 의존적이면 다른 관계를 맺
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심적 관계는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힘이 불균
형적으로 배포되어 있다면 관계를 관리하기도 힘들고 파트너는 혜택을 확보하기도 힘들 것
이다. 셋째 요소는 두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력(bonds)이다. 결합력이란 파트너 기업 사
이에 구체적이지 않지만 서로를 묶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합력은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물
류적, 행정적, 정보, 법적 및 시간 차원을 갖는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제품과 서비스의 배합
및 가격수준은 경제적 특성의 증거가 된다. 사회적 교환도 기업 간 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기술적 결합으로 두 기업 간에 상호 호환(interface)되도록 제품과 과
정이 적응하게 된다. 넷째 요소는 투자이다. 고유한 관계에 대한 투자이다. 예를 들면 특정
고객기업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투자가 관계에 특유할수
록 다른 대안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

(2) 구조로서 네트워크
기업들이 상호 의존적이면 네트워크는 구조를 갖게 된다. 상호 의존성을 구조를 만들어
내는 개별기업들의 행동에 제약을 준다. 상호 의존성이 더 클수록 네트워크 구조는 더 분명
해지고 개별 기업들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조화정도(structureless)는
네트워크내에서 상호 의존성의 일반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화가 확실한 네트워크에
서는 기업들은 강한 결합력을 갖고 분명하게 구분된 활동을 수행한다.

(3) 위치로서 네트워크
Mattsson(1984)은 위치를 한 조직이 다른 관련된 조직들에 대하여 수행하는 역할로 정의
한다. 따라서 한 기업은 위치와 관련된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치의 특성도
규명하였다. 기능으로서 위치는 기업들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활동을 말하며 중심 기업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네트의 동질성이 위치의 특성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위치
의 특성은 네트워크내에서 한 기업의 크기나 힘으로서 상대적 중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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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정으로서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안정적이지만 정적이지는 않다. 기업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은 기
존의 관계 상황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안정화 된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관계 외적 사건에
반응하여 변화하기도 하고 거래로 인하여 변화하기도 한다. 게다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도 하고, 오래된 관계는 사라진다.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고, 통합되며, 초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구성원의 변화가 발생한다.

Ⅲ.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제 1 절 연구방법 및 연구가설
1. 조사설계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공항, 싱가포르 창이(Changi) 공항, 인천 국제공항에서 영
업 중인 컨세션업체를 표본으로 하여 관리자를 상대로 설문조사 하였다.
유럽공항에 대한 사례분석 시 순수 허브형에 속하는 공항들을 표본으로 선정하고자 당국
영국 히드로 공항과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도 설문조사대상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히드로 공
항운영당국(BBA plc)과 스키폴 공항운영당국이 설문조사 불허함에 따라 조사하지 못했다.
창이공항은 아시아지역에 소재한 공항중에서 환승승객 유치를 통해 순수 허브형 공항 요건
에 해당되는 공항이기 때문에 신청하였다. 연간 처리승객수가 2010년도에 약 35백만 명에
이르며, 전체국가 인구가 350만 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체 수요에 의존하기보다는
환승객 유치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당시 환승객 비율이 60%수준이었으며 현
제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의 공항에 대하여는 공항에 주
재하는 대한항공 주재원들에게 설문지를 송부하여 현지에서 조사를 부탁하였다. 인천 국제
공항은 공항주재 컨세션업체 협의회를 통하여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공항마
다 100개 컨세션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되 면세점, 식음료점, 편의점 등 각 업종별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하였다. 프랑크푸르트공항은 42개 업체, 창이공항은 55개 업체 경영자가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지는 조사자가 직접 취지를 설명하고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2. 연구가설
거래비용 이론이 간과한 점은 사회적 네트워크내에서의 기업 간 유대관계를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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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다. 사회 네트워크내에서의 기업 간 유대관계가 함축하는 의미는 기업 간에 향상되
는 신뢰이다. 기업사이의 신뢰란 한 기업이 다른 파트너의 취약한 점을 악용하지 않을 것으
로 확신함을 말한다(Barney and Hansen, 1994). 이전의 거래를 통해 구축한 유대관계는 기
업 간의 신뢰를 형성시킬 것이다(Gulati 1998). 상대방이 협력의지를 표명하여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서로를 더 알게 되고 규범을 더 익히게 됨에 따라 신뢰가 구축될 것이다. 신뢰구축
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을 때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우려를 하여 나쁜 행동을 저지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Burt and Knez, 1995). 공항운영당국은 공급기업과는 달리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공항당궁은 컨세션업체에게 제공하는 여건을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 특유투자를 하는 것은 컨세션업체에게 공항운영당국이 선의이고 협력하
고자 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 결과, 컨세션업체는 공항당국이 그들과 협력하고자 하고 기꺼
이 희생하고자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공항당국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H 1 : 공항운영당국이 컨세션업체에 특유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인식할수록 컨세션업체
는 공항운영당국을 더 신뢰할 것이다.
H 2 : 공항운영당국이 컨세션업체와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한다고 인식할수록 컨세션업체
는 공항운영당국을 더 많이 신뢰할 것이다.
H 3 : 공항운영당국이 컨세션업체와 운영적 제휴를 더 많이 한다고 인식할수록 컨세션업
체는 공항운영당국을 더 많이 신뢰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설계
1. 변수의 조작적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특유투자, 정보공유, 운영연결, 볼모, 모니터링, 상벌, 신뢰(선
량도, 신인도), 인지된 경제적 영향력, 기회주의 자제, 장기지향성 등이다. <표 3-1>과 같이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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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constructs)

조작적 정의

특유투자
(specific investment)

공항운영당국이 컨세션업을 위해 투자한 시설, 장비중
회수할 수 없는 투자의 정도

정보공유
(information sharing)

공항운영당국이 컨세션업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
를 컨세션업체에게 제공하는 정도

운영 제휴
(operational linkages)
인 질
(hostages)

공항운영당국과 컨세션업체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
행하는 정도
컨세션업체가 공항에 투자한 시설, 장비, 교육중 영업
을 그만둘 경우 회수할 수 없는 투자의 정도

모니터링
(monitoring)

공항운영당국이 컨세션업체의 서비스 질, 가격의 경쟁
력을 조사하는 정도

상 벌
(rewards and punishments)

공항운영당국이 서비스의 질과 가격 경쟁력, 수익의 정
도에 따라 상과 벌을 주는 정도

신뢰
(trust)

선량성
(benevolence)

공항운영당국이 컨세션업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컨세션업체가 인식하는 정도

신인도
(credibility)

공항운영당국이 컨세션업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컨세션업체가 인식하는 정도

영향력
(influence)

컨세션업체가 공항운영당국의 의사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는 정도

기회주의 자제
(opportunism forbearance)

컨세션업체가 공항운영당국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이익
만을 위해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참는 정도

장기 지향성
(long-term orientation)

컨세션업체가 공항운영당국과 공동목표를 갖고 장기적
인 관계를 맺고자 지향하는 정도

그 항목들은 Cannon and Perreault(1999)가 사용한 항목들을 각색하였다. 일방적 지배관
련 변수로서 컨세션업체로 하여금 특유투자를 하도록 하는 인질 변수는 컨세션업체가 공항
운영당국과 컨세션계약을 맺으면서 그 일환으로 강요받은 당초의 투자정도를 측정한다. 그
항목들은 Stump and Heide(1996)이 이용한 항목을 다소 각색하였다. 모니터링 변수는 공항
운영당국이 컨세션업체의 행동을 관측하고 컨세션업체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그 항목들도 Stump and Heide (1996)가 사용한 항목을 다소 각색하였다.
상벌 변수는 공항운영당국이 가격 또는 이윤 프리미어와 같은 인센티브시스템을 운영하거
나 벌을 주는 노력의 정도를 측정한다. 신뢰항목은 Ganesan(1994)이 사용한 것을 다소 각색
하여 사용하였다. 그에 의하면 신뢰는 선량성(benevolence)과 신인도(credibility)로 구분하였
다. 선량성은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의도와
동기가 있을 것으로 믿는 정도이다. 신인도는 상대방이 직무를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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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한다. 영향력 항목은 컨세션
업체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다가 발각되면 제재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입을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그런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공항운영당국의 의
사결정대로 따르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기회주의 자제 항목은 Smith and
Barclay(1997)이 사용한 것을 다소 각색하였으며, 장기지향성 항목은 Ganesan(1994)이 사용
한 것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서 공항의 규모를 나타내는 공항의 여객 처리수와 컨세션업체가 공항에서 영
업을 해 온 기간, 컨세션업 종류, 컨세션료 지불방법을 사용하였다. 구내영업 종류는 음식점,
면세점, 편의점과 기타로 구분하였다. 컨세션료를 지불하는 방법에는 계약당시 일정금액을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방법과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
는데 그 방법에 따라 공항운영당국과 컨세션업체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Ⅳ. 분석결과

제 1 절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 타당성(validity) 검사를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
였다. 이 방법은 변수와 요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 준다. 상벌분석결과 높은 상(reward)
에 해당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프리미엄 제공정도”의 요인은 벌칙(punishment) 항목과 함
께 묶을 수 없어 그 측정항목을 제외하고 벌칙 측정항목만을 활용하였다. 신뢰 이론 변수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한 “공항운영당국에 대한 경계 필요성 인식정도”항목과 기회주의 자제
이론변수에 해당하는 “공항운영당국의 관계악용 우려 정도” 측정항목을 요인 값이 낮아 제
외시켰다. 그 이외에는 <표 4-1>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이론 변수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신뢰성을 측
정하는 방법에는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 평행양식법(parallel-forms technique), 반분
법(split-half method) 그리고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Cronbach's α(알파) 계수를 이용하는 내적 일관성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값이 0.7이상이면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평가 한다. (Nunnally 1978). 분석결과
<표 4-1>과 같이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s α의 값이 0.75~0.93으로서 모두 신뢰도가 확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항목이 일관성 있게 각 요인을 측정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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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이론 변수
특유투자

정보공유

운영제휴

볼모

모니터링

벌칙

선량성
신
뢰
신인도

경제적
영향력
기회주의
자세
장기
지향성

측정항목
특유의 공간 마련 정도
투자한 시설과 장비의 재활용 곤란 정도
특유의 장비 투자 정도
중요한 정보의 공유정도
여객 수요예측 내용 제공 정도
여객의 구성 및 각 구매 특성 정보 제공 정도
영업의 긴밀한 연결정도
공동 프로젝트 수행정도
기회활용을 위한 공동 노력정도
시너지 효과를 위한 공동 노력 정도
공항내 시설 및 교육 투자정도
영업 중단 시 상실할 투자정도
영업 중단 시 상실할 지식의 규모
시설을 다른 분야로 재활용 불가능 정도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 정도
가격 경쟁력에 대한 모니터 정도
수익 규모에 대한 모니터 정도
판매 촉진활동에 대한 모니터 정도
수익 규모에 대한보고 소홀시 불이익 처분 정도
낮은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불이익 처분 정도
낮은 서비스 질에 대한 불이익 처분 정도

요인
적재량
0.907
0.845
0.916
0.922
0.931
0.924
0.804
0.888
0.868
0.897
0.853
0.824
0.679
0.845
0.858
0.898
0.881
0.861
0.851
0.881
0.864

공항의 제공 정보에 대하여 믿는 정도

0.931

회사영업 성공을 바랄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

0.914

전체적으로 믿는 정도

0.919

공항의 약속준수 인식 정도

0.880

운영역량과 지식에 대한 믿는 정도

0.892

전문성 확보 인식 정도

0.888

컨세션 사업 이해에 대한 인식 정도

0.898

기회주의 발각시 입을 경제적 손실 인식정도

0.852

상대방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손실 인식정도

0.798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손실 인식정도

0.804

속임수와 사기 활용 자제 정도

0.923

기회주의적인 행동 자제 정도

0.875

협력의 정신에 의한 행동 정도

0.906

장기 목표 공유 정도

0.927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정도

0.944

단기 희생의 장기적 만회가능 인식 정도

0.902

신뢰도(α값)
0.8664

0.9151

0.8868

0.8157

0.8968

0.8305

0.9317

0.8720

0.7526

0.8803

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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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형의 분석 및 가설검정
1. 표본공항에 대한분석
공분산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SAS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였다. 최
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였다. <표
4-2>에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2> 전체 표본모형의 경로계수와 부합도 지수

가설

경로명

경로

계수추정치

t-값

가설검정

1

ϒ11

특유투자→신뢰

0.0570

1.14

기각

2

ϒ12

정보공유→신뢰

0.3021

3.49

채택

3

ϒ13

운영제휴→신뢰

0.6825

7.41

채택

* p <0.10, ** p <0.05, *** p < 0.001
※ '-'는 ANCOVA분석결과 너무 유의성이 떨어져 모델 변수로 활용하지 않았음을 표시

모형의 부합수준을 살펴보면, <표 4-2>에서와 같이 카이자승값은 31.49이며, p값이
0.0865로서 이론모형이 실제모형과 부합됨을 알 수 있다.(카이자승값은 작을수록, p값은 0.05
보다 클수록 바람직).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는 0.9649로서 이론적 모형이 실
제 모형과 근접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으며 (GFI는0.9보다 클수록 바람직), 원소간 평
균 잔차(RMR은 0.05보다 작으면 대체로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하여 0에 가까울수록 바람직).
공항운영당국의 특유투자는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ϒ11계수값
= 0.0570, t 값 = 1.14, p 값 > 0.1). 따라서 공항운영당국이 컨세션업체에 특유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인식할수록 컨세션업체는 공항운영당국을 신뢰할 것이라는 가성 1-1은 기각되었다.
이 분석결과는 공급 기업이 구매기업을 위하여 특유투자를 한 것으로 인식하면 구매기업은
더 많은 신뢰를 한다는 선행 연구결과(Ganesan 1994, Doney and Cannon 1997)와 상반된다.
공항내에서 컨세션업 운영에 필요한 설비나 시설을 컨세션업체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보공유(ϒ12계수값
= 0.3021, t 값 = 3.49, p 값 < 0.01), 운영제휴(ϒ13계수값 = 0.6825, t 값 = 7.41, p 값 < 0.01)
는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와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가설 2에
대한 검정결과는 정보공유가 신뢰의 선행요인이라는 그 동안의 폭넓은 연구결과(Andrerson
and Narus 1990, Heide 1994, Cannon and Perreault 1999)와 일치 하였다. 가설 3에 대한 검
정결과는 운영 제휴가 정보 흐름의 촉진, 상호 역할의 구체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거
둔다는 덕을 발견한 기준이 연구결과(Andrerson and Narus 1990, Heide 1994, Cannon and
Perreault 1999)와 일관성을 유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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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과 관련된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 상관관계(Pearson 계수)

특유투자

정보공유

운영제휴

1.0

0.674
(0.00)

0.621
(0.00)

0.625
(0.00)

1.0

0.886
(0.00)

0.861
(0.00)

1.0

0.897
(0.00)

특유투자
정보공유
운영제휴
신
(

뢰

신

뢰

1.0

)내는 p값임. *p<0.1, ** p<0.05, *** p<0.01

위의 상관관계 분석표를 보면 특유투자도 신뢰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
어 특유투자도 잠재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이 추론이 맞는
다면 쌍방적 지배 메커니즘으로 제시한 세 가지 선행변수 모두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항의 유형별 분석
장기 지향성과 기회주의자제 등 주요 변수에 공항 및 컨세션운영의 특성(명목변수)이 영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ANCOVA(An Analysis of Covariance)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4>과 같다.
<표 4-4> 공항 및 컨세션운영 특성별 영향 차이 분석

종속변수

기회주의 자제

장기 지향성

독립변수

평균 자승값
(Mean Square)

F값

p값

공항 소재지

1.49

3.11

0.04

컨세션업 종류

0.30

0.63

0.59

운영 기간

0.22

0.48

0.69

계약 상대기관

0.52

1.09

0.35

영업료 지불방법

0.87

1.81

0.15

공항 소재지

1.38

3.99

0.02

컨세션업 종류

0.14

0.40

0.75

운영 기간

0.20

0.59

0.62

계약 상대기간

0.18

0.53

0.66

영업료 지불방법

0.12

0.35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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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장기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는 각 공항별로 유의한 차이(F값 = 3.99,
p값 = 0.02)를 보고 있다.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창이공항(t값 = 2.19, p값 = 0.03) 및 프랑크푸
르트공항(t값 = 2.83, p값 = 0.005)과 모두 차이가 있었다. 기회주의 자제에 영향을 미치는 측
면에서도 세 공항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p값 = 0.047), 공항별로 보면 인천공
항을 기준으로 창이공항(t값 = 2.05, p값 = 0.042), 프랑크푸르트공항(t값 = 2.48, p값 = 0.014)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인천공항은 다른 순수 허브형 공항과는 다른 유형에 속한
다고 볼 수 있으며 당초 예상했던 대로 자기 수요의 존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회주의 자제와 장기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는 컨세션 영업의 특성(통제변수)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컨세션 영업의 종류, 영업운영기간, 컨세션영업의 계약
당사자, 컨세션 영업료 지불방법 등은 기본 모형에 차이를 줄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항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를 기준으로 유럽지역 공항(프랑크푸르트공항)
과 아시아 지역 공항(창이공항과 인천공항)으로 구분하여 모형상 차이를 줄 것인가에 대해
서도 분석하였으나, 기회주의 자제와 장기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모형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업 종류 등 통제변수를 기준으로는 모형을 각각 별도로 분석하
지 않고 모형의 차이가 줄 것으로 추정되는 허브 공항의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교 검
토해 보았다. 즉, 프랑크푸르트공항과 창이공항을 순수 허브형 공항그룹으로 분류하고, 자기
수요 의존형으로서 인천공항과 별도로 분석을 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표 4-5>과 같다.
<표 4-5> 순수 허브형 공항과 자기수요 의존형 공항의 비교 모형 경로계수

가설

경로명

경로

1-1

ϒ11

특유투자→신뢰

1-2
1-3

ϒ12
ϒ13

정보공유→신뢰
운영제휴→신뢰

공항유형

계수추정치

t-값

가설검정

순수 허브형

0.2086

1.03

기각

자기수요 의존형

-

-

기각

순수허브형

0.1880

1.96

채택

자기수요 의존형

-

-

기각

순수허브형

0.6581

2.39

채택

자기수요 의존형

0.7605

8.76

채택

※‘-’는 ANCOVA분석결과 너무 유의성이 떨어져 모델변수로 활용하지 않았음을 표시

창이공항과 프랑크푸르트공항의 자료에 기반을 둔 모형의 부합수준을 살펴보면, 카이자승
값은 22.03이며, p값이 0.2829이며, 기초부하지수는 0.9611, 원소간 평균 잔차 (RMR)는 0.04
로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 된다. 인천공항의 자료를 활용한 모형도 카이자승값은 34.23이며,
p값이 0.1293이며, 기초부합지수는 0.9115, 원소간 평균 잔차 (RMR)는 0.08로 적합한 모형
으로 볼 수 있다. 두 모형에서 차이를 살펴보면 가설 1-2에서 순수 허브형 공항의 경우 공항

허브공항과 컨세션업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전략에 관한 연구

운영당국이 컨세션업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할 때 신뢰감을 얻었다는
반응이 있었던 반면에, 자기수요 의존형인 인천공항에서는 정보공유가 신뢰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

Ⅴ.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허브공항화를 추구하는 공항운영당국은 인근 공항당국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
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거점 접근방법과 네트워크이론에 기반을 두었다. 공항운영당
국의 네트워크 관리전략 중 컨세션업체와의 관계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하였다. 컨세션업
체의 친절도와 가격 경쟁력 등 공항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는 궁극적 지향 목표는 컨세션업
체가 장기지향성을 갖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컨세션업체에게 신뢰감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 지향성을 갖도록 하고 기회주
의를 자제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신뢰는 공항운영당국과
의 운영 제휴를 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구축되었다. 반면 공항운영당국이 컨세션업체에
게 개별적 공간을 마련하여 주고 독특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해주는 특유투자는 신뢰감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유투자를 제외한 운영 제휴와 정보 공유라는
쌍방적 지배메커니즘은 신뢰감 조성을 통해 장기 지향성을 갖게 하고 기회주의 행동을 자제
토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컨세션업체가 공항운영당국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
하는 정도도 기회주의 감소와 장기 지향성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당초 기대
와는 달리 모니터링과 벌칙은 영향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공항내 시설을 투자
하여 영업을 중단할 경우 회수할 수 없는 투자인 인질(hostage)이 클수록 공항운영당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크게 인식하였다. 쌍방적 지배메커니즘을 통한 신뢰감과 일방적 지배를 통
한 영향력이 모두 공항운영당국과 컨세션업체간의 관계에 장기 지향성을 갖도록 하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두 지배 메커니즘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서로 상승작용을 일
으킬 것인가 아니면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기 지향성이나 기회주의 자제에 유의한 상호 작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신뢰수준과 영향력 수준이 동시에 작용할 때 서로 상승시키거
나 상쇄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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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본 연구는 공항운영당국에게 컨세션업체로 하여금 거래의 장기 지향성을 갖고 기회주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관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허브 공항이 되고자 경쟁하고
있는 공항운영당국은 여러 가지 전략을 수행하면서 컨세션업체와의 네트워크 관리전략을
통해 환승객의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인근 지역 국가에서 그 공
항에 오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환승 시에 음
식점, 기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컨세션업체를 유도해 나갈 필
요가 있다.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관리전략을 활용
하여 컨세션업체가 장기 지향성을 갖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 행동을 자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 개항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의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자 하는 인천국제공항도 이러한 노력에 매진하여야 할 시점이다. 본 논문의 실증연구결과
컨세션업체와의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광고를 하고 판매촉진활동을
하며, 매점의 위치를 협의하는 등 운영제휴를 하는 것이 신뢰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와 함께 공항운영당국이 그 공항을 이용할 여객수와 여객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 구매 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공항운영당국에 대한 신뢰감
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공항운영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급
적 공항내에 특유시설을 투자하도록 하여 공항운영당국에 의존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향력
을 증대하는 전략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방적 지배메커니즘을 신뢰와 함
께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이를 통제라기보다는 협력적 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하고자 하
는 마음을 갖도록 함으로써 장기지향성을 갖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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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y of Managing the Network with Hub Airport and Concessionaires
Kim, Yong-W an
M ost airport operators in the hub competition are seeking to secure high level of service to
passengers. They allow concessionaires to provide various services to passenger by contracting
with concessionaires including duty free shops and restaurants. An airport operator needs to
manage the network with them to ensure that passengers are satisfied with the service quality
and that prices and quality are competitive with those of neighboring airports.
The effects of interaction between the two mediating variables - trust by the bilateral
governance mechanism and influence by the unilateral governance mechanism - are
hypothesiz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long-term orientation and forbearance of
opportunistic behaviors. The pure hub type airport operators are found to monitor
concessionaires more than the Incheon Airport operator doe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ther unilateral governance mechanism between the two types of airpor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discover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rust by the bilateral
governance mechanism and influence by the unilateral governance mechanism are not
significant in having an impact on long-term orientation and forbearance of opportunistic
behaviors. However, since both trust and influence have positive influence on long-term
orientation and forbearance of opportunistic behavior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integral type
of governance type in which both bilateral and unilateral governance mechanism are adopted
simultaneously is adeq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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