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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최근 소비자 심의 공공개 에 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공부

문에서의 고객만족도 조사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정부에

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공공서비스에 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고객헌장제도 등을 의무 으로 도입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경 실

평가에 반 토록 함으로써 공공기 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한 선행연구

와 실증 분석을 통해 공공서비스에서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한

의미와 이해, 략 활용방안을 제시하 다.특히 재 련법령

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와 공항의 특

성을 반 하여 개발된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등 2개 조사

모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공항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몇 가지 시사 을 제시하 다.

그 시사 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고객만족은 사용 인지된 기 수 과 사용된 후 지각된

불일치와 련하여 나타나는 심리 상태로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신뢰,재구매,타인추천 등 소비자의 행태변화도 포함하는 개념으

로 서비스품질요인이 그 원인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고객만

족과 서비스품질요인간의 계를 계량 으로 분석하여 활용할 경

우 기업의 략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은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진

공공기 간의 비교와 평가를 목 으로 개발된 평가모형으로 직

측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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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비스개선모형으로서 서비스품질요인의 가 평균을 통해 종

합만족도를 산출하는 간 측정법을 사용하고 있다.이 두 가지 모

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한계 등을 이해함으로써 조사결과에

한 효과 이고 체계 인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셋째,공항서비스는 여객과 화물의 운송을 한 시설과 그 부

시설 지원시설 등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인 공항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공항

운 자의 비교평가와 서비스 경쟁력 향상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해 여객을 상으로 공항운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만족

도 조사 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본 연구의 상이 되

는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와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는

이러한 목 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그 특성상 용어의 의

미 달 등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고객만족과 불만족을 연속 계 는 불연속 계로 보느냐

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재 시행되고 있는 만족수 과

향력의 크기만을 측정하는 기존 단순회귀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입체 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특히 만족의 정도나 강

도에 따라 고객을 분류․분석하고 이를 고객만족을 한 서비스

개선정책에 활용할 경우 보다 효과 인 고객만족 향상 략을 수립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고객만족경 은 고객만족의 극 화가 아닌 최 화에

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나타

난 만족수 과 고객만족에 한 향력을 토 로 략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선 고객만족 향상을 한 략 선택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서 공공기 으로 유입되는 각종 고객의 요구와 불만을 분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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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할 수 있는 VOC시스템과 서비스품질수 의 진단과 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품질의 표 화 제도가 운 되어 고객만족

도 조사결과가 가진 정보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유효한 고객만족

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주요어 :고객만족,서비스품질,조사모형,서비스개선방안

학 번 :2011-2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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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목   필요성

최근 고객주권주의와 로벌 무한경쟁체제의 확산,서비스산업비 의

증가로 인해 민간기업 뿐 만 아니라 공공기 에 있어서도 고객만족경

이 세로 자리 잡고 있다.공공서비스는 정부나 공공기 에 의해 생산

되어지고 국민 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

특성상 독 이거나 체재와 경쟁재를 찾기가 쉽지 않는 등 필수 인

성격을 갖고 있어 경쟁시장이 존재하는 민간부문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

비스에 비해 그 품질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그러나

지난 수년간 고객만족도 조사가 공공부문에 도입되면서 공공서비스의 품

질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무성격상 고객이 존재하

지 않거나 고객만족도의 측정이 본질 으로 불가능한 일부 공공기 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공기 을 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가 확 실시

되고 있다.정부에서도 ‘공공기 간의 서비스품질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

고’를 해 정부주 으로 공공기 고객만족도조사를 의무 으로 매년

실시하여 경 실 평가에 반 하고 있으며 고객헌장제도를 련법을 통

해 의무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한 고

객만족도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한,각 공공기 에서도 자체 으로

고객만족경 략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품질 리체

계를 운 하는 등 나름 로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기 한 노력을 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한 가시 성과로 공공서비스에 한 고객만족도

가 체 으로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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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객만족도 조사는 앙행정기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

공부문 체를 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일회성 평

가의 성격에서 벗어나 정기 으로 실시되고 있어 그 요성이나 업무의

비 은 물론 이에 한 국민들의 심도 커지고 있다.하지만

커지는 요성이나 업무의 비 에 비해 고객만족도에 한 개념이나 이

론,조사 방법론에 한 논의나 합의는 상 으로 충분하지 못한 채 공

공서비스의 몇 가지 서비스품질요소에 해 이용객들의 주 만족도를

단순히 수치화하고 이를 근거로 서열화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도 서비스의 객 수 이나 측

정방법에 한 충분한 고려나 합의 없이 주 만족수 만을 계량화하

여 조사함으로써 만족도가 어떠한 요인과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지 어떤

수 까지 만족도가 향상되어야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공공기 이 노력

과 경 자원을 어떤 요인에 얼마만큼 기울여야 하는지에 한 정확한 정

보를 알기가 곤란했다.뿐 만 아니라 고객만족이나 서비스품질요인에

한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의미의 구분 없이 유사한 개념으로 단정 짓고

사용함으로써 상호간 의미의 혼란과 활용상의 시행착오 등을 야기하고

있다.

고객만족도조사들은 궁극 으로 해당기 의 서비스수 을 진단하고 이

를 통해서 서비스품질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산업 체의

발 을 도모하고자하는 동일한 목 을 가지고 시행해오고 있지만 개념

정의나 만족도 산출방법,조사결과의 통계 처리와 해석 등 조사방법론

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이론 근거를 배

경으로 하고 있으며 논리 오류는 없는 것인지에 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객만족도 조사와 련된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들을 검토해보고 몇 가지 시사 을 도출코자 한다.

첫째,고객만족의 개념 정의와 선행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토 로 공

공서비스인 한국공항공사가 제공하는 공항서비스에 해 재 실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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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와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의 이론

배경과 측정방법론을 비교․ 검해 으로써 공공기 에서 고객만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들의 이해를 제고하여 고객만족도 조사와

활용업무의 효과 이고 효율 인 실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이미 시행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한 실증 인 분석을 통해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해 볼 뿐 만아니라 선행이론에

서 제시된 새로운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분석방법에

서 제공하지 못했던 입체 인 분석정보를 확보하여 서비스개선과 고객만

족향상 업무의 개선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셋째,선행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인 공항서비스의 개념과

특성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상인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과 한

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특히 공

항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에 해 유사한 두 조사모형을 복해서 시

행해야할 근거나 타당성이 있는 지를 검토해 으로써 공공기 들의 련

정책이나 활동의 정당성을 검하게 될 것이다.

넷째,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고객만족도조사의 이론 배경과 결과

의 분석에 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 인 한국

공항공사에서 실제로 고객만족도 향상 서비스개선을 해 활용하고

있는 분석틀과 고객만족 련제도의 효과 인 운용 방법론을 보여 으로

써 향후 공공기 의 서비스 경쟁력제고를 한 시사 을 제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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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 효과

본 연구는 법령에 따라 재 시행되고 있는 공항서비스에 한 고객만

족도 조사방법과 평가모형을 실증 으로 검토․분석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조사의 개념과 방법론에 한 이해도를 넓 조사 방법와 그 결과에

한 일반국민들의 신뢰도와 피평가기 의 결과수용도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 된다.뿐 만 아니라 고객만족도 조사에 한 국민의 신뢰도와 기

의 결과수용도 제고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련정책의 실행력과 활용도를

담보하는 계기가 되며 반 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간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지 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집 되어왔던 조사방법론과 고객만족

요인에 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조사결과의 활용을 서비스 개선노력과

련활동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공공

기 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활용역량 향상은 물론,공공서비스인 공

항서비스 품질수 의 반 향상을 진함으로써 세계화와 무한경쟁 시

를 맞이하여 우리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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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연구-이론 논의

제 1 고객만족의 개념 정의

일반 으로 고객이란 기업 는 조직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일정

가와 노력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외부의 객체를 의미한다.고객만족이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기 그리고 소비하는 과정,소비 이후에

나타나는 심리 상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련된 연구들이 많

은 학자들에 의해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왔고 그 연구들은 이론 검토에서

실증연구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고객만족에 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Howard와 Sheth(1967)는 ‘소비자들이 구매상황에서 제공한 희생

의 가가 히 혹은 부 히 보상되어 있다고 보는 인식 상태’라고

하 고 Hemper(1977)는 ‘기 했던 제품의 효익과 실 된 효익과의 차이정

도’라고 해석하 다.

Oliver(1981)는 고객만족은 기 와 성과의 불일치 함수로서 태도 변화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고 Goodman(1981)은 고객만족은 고객의

요구와 기 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

고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라고 정의하 다.노재택(2005)은 고객

만족이 고객의 기 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

를 구매,비교,평가,선택하는 구매 상황과 구매 후 상품,서비스 자체

의 성과에 해 소비자 개인의 성격 인구 통계 특성에 따라 느끼는

포 인 감정으로서 구매 상품에 한 기 와 사용 후에 느끼는 제품

성과간의 지각된 불일치에 한 소비자의 평가과정’이라고 정의하 다.

한 김 찬과 차재성(2003)은 고객만족 그 스스로가 다차원 개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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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 때문에 고객만족 개념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품질과 직 련

되어 있고 고객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그

측정은 고객만족의 수 과 더불어 그에 의한 경제 보상과의 계까지

측정하는 것이 보다 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박 호와 조형지(2000)는 고객만족에 해 ‘인지된 기 와 사용 후 지각

된 불일치에 한 소비자의 심리 반응’이라고 정의내리고 고객만족은 인

지 상태,소비자의 평가,인지 단과 정서 반응이 결합된 단 등

4가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 으로 검토해보면 고객만족(CS ; Customer

Satisfaction)은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한 기업의 마 활동

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사용 의 기 (expectation)와 사용 후에 느끼는

제품성과(performance)간의 지각된 불일치에 한 고객의 평가과정이라

는 이론이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의 결과로서 해당 제품이

나 서비스,기업에 한 신뢰와 재구매,주변사람에 한 호의 인 추천

이나 구 등의 발생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이와 같이 선행

변수와 결과변수 그리고 고객만족도간의 련성에 한 이론 근거를

도식화하면 <그림 1>의 고객만족도의 선행 결과 변인 구조(김 찬,

차재성 2005)로 나타낼 수 있다.

경제 성과고객충성고객만족품질노력

<그림 1>고객만족도의 선행  결과 변인 구조(김 찬,차재성 2005)

한편,심리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고객만족의 개념을 연구한 사례로

인간의 만족과 불만족을 단일의 차원으로 보는 견해(Russell,1979)와 만

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개념에 근거하여 만족

과 불만족을 두 가지 차원으로 보는 견해(Lazarus,1991)가 양립하고 있

다. 자의 견해는 만족과 불만족의 계가 선형으로 존재하며 만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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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이 제로섬(ZeroSum)의 계를 형성한다고 해석한다.즉 만족이

높으면 당연히 불만족이 낮은 것을,반 로 만족이 낮으면 불만족이 높

은 것을 각각 의미하며 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후자의 견해는 만족과 불만족의 계가 각각 독립 으

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고객의 불만족이 낮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의

향상이 항상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이러한 개념에서 고객만족은

품질요인의 만족수 의 평균을 구하거나 체감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

니라 체고객 만족한 고객의 비율로 측정하며 각 서비스품질요인이

만족이나 불만족에 독립 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에 해 마 과 심리학분야에서의 소비자 는

인간의 만족도에 한 경험 연구에서는 만족과 불만족이 이차원으로

존재한다는 불연속 개념의 측정모형이 더 지지되는 경향(이유재,2000)

이 있다.

하지만 두 가지 견해 한 가지 견해가 일방 으로 ‘옳다’거나 ‘틀리

다’라고 단정 으로 결론내리기는 힘들다고 단된다.실증 사례를 들

자면 필수 인 서비스요인들의 경우 평상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만족이나 인식을 느끼지 못하지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거나 오

류가 발생함으로써 인지되는 불편 등으로 인해 불만족을 느끼게 될 수

있다.이처럼 필수 인 서비스요인은 만족상태에서는 별다른 향을 가

지고 있지 않지만 고객의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불연속모형의 개념을 용할 수 있는 사례이다.반 로 고객이 사 에

기 하지 못했던 서비스요소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야기하지

는 않지만 일단 인지하게 되는 경우 만족에는 결정 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불연속모형의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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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고객만족의 측정방법론

고객만족은 사람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인지 상태(CognitiveStates)

는 감정 반응(emotionalresponse)이라고 볼 수 있는 데(박명호・조

형지,2000)불평행 는 재구매나 구 등의 반응행동에 의해서 표면

으로 나타나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고객의 행동을 토 로 만족 는

불만족 여부를 단하거나 계량 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실 으로 불가

능하다.이는 고객의 심리 상태가 변화한 후 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

구매나 구 의 행 를 확인하기에는 시간 공간 제약이 무나 크기

때문에 실 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이러한 행 를 추 하여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무나 많은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커 고객만족과 재구매

는 타인추천행 간의 인과 계를 정확하게 단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일반 으로 고객만족을 측정하기 한 수단으로 설문조사가 가

장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데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어진다면 직설 인

질문 답변에 의한 뚜렷한 인과 계 확인 등의 조사특성으로 인해 매

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만족을 측정하는 방법에 한 주요한 논 들은 ‘고객이 얼마나 만

족했는가?’즉,종합만족지수의 산출과 고객만족 결정요인 그 향력

에 한 문제이다.고객의 만족여부와 만족의 강도를 계량 으로 측정하

기 해서 고객설문을 통해 종합만족지수(CustomerSatisfactionIndex)

를 산출하게 되며 기업 는 기 들은 종합만족지수를 토 로 시계열

으로 비교하거나 경쟁사 는 산업평균과의 비교를 통해 경 성과를 측

정・분석하게 된다.그러나 고객만족은 매우 다차원 (Multidimensional)

개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제품의 품질과 매우 높은 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고객유지와 수익성에 기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Zeithmal2000)여기서 고객만족의 다차원성이라는 의미는 고객만족

의 정의나 개념구조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설문내용이나 설문



-9-

구 분 산출방식 장  단  

직  

측정법

단일 는 복수 항

목에 한 평균

조사모델 간명

복측정방지
컨설 정보 제한

간  

측정법

서비스품질 는 

차원의 가 평균

컨설  정보제공

복측정방지

가 치 부여 등 조

사모델 복잡

혼합 

측정법

직 측정  간

측정의 가 평균
컨설  정보제공

복측정

조사모델 복잡

<표 1>  종합만족지수 측정방법의 내용과 장단 (이 희, 2005)

진행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완석,강용주(1998)는 종합만족지수의 측정유형으로 하나 는 복수

의 설문항목으로 측정하는 직 측정법과 서비스의 하 품질 는 서비스

차원을 산술 는 가 평균하는 간 측정법,그리고 이 두 가지 측정법

을 혼합하여 산출하는 혼합측정법으로 분류하 다.<표-1>은 세 가지

고객만족도 측정방법에 한 내용과 장단 을 요약한 것이다.

소비자만족의 이론 연구들은 직 측정법을 체 으로 선호하지만

실용 연구에 있어서는 혼합 측정을 선호하는데 이는 종합만족지수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이면서 서비스의 개선방향을 구체 으로

악할 수 있다는 장 때문이다.(이 희,2005)

고객만족의 측정에 있어서 략 기능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한

논 인데 이는 ‘고객만족을 높이기 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즉 고객만족도 조사를 략 차원에서 활용한

다는 것은 기 이 보유한 인원과 산 등 한정된 자원의 제약조건하에서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 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서는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확인하고 각 결

정요인들의 향력을 계량화 할 수 있어야한다.어떤 결정요인을 개선시

켰을 경우 고객만족도가 얼마나 개선되는가 하는 고객만족도에 한 임

팩트를 계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만족도 개선을 한 투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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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품질 고객만족

정의

재고되는 서비스의 상  

우수성/열등성에 한 반

인 인상

불일치된 기 와 사  감

정이 경합되어 발생하는 복

합  심리,상태

태도와의 

계

장기 이고 반 인 평가

인 태도와 매우 유사

일시 이고 특정상황에 따

른 단으로 장기  태도의 

선행변수 역할

기 의 

개념

규범 인 기 (어떤 서비스

가 제공되어야만 하는지에 

한 소비자 믿음)

측  기 (서비스 제공자

가 제공할 것이라고 소비자

가 느끼고 있는 것)

구성 속성 한정 포

<표 2>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의 비교(이유재, 2001)

순 를 결정하게 된다.(김 찬,차재성 2003)따라서 고객만족의 측정에

있어서 종합만족지수의 측정방법과 함께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과 그 향력의 측정이 매우 요하다.

고객만족의 결정요인에 한 표 논의로는 고객만족과 서비스품질

의 계에 한 것(이 희,2005)인데 무엇이 선행변수냐에 따라 ‘선 품

질 후 만족’과 ‘선 만족 후 품질’이라는 두 가지 견해로 나 다.(이학식・

김 1999) 자의 경우는 개인이 경험한 서비스품질에 해 주 의

미를 부여하게 되며 경험 에 가지고 있던 기 와 비교되어 만족/불만

족이 발생한다.후자의 경우는 서비스품질은 장기 이고 반 인 평가

를 토 로 형성되는 반면 만족은 거래특유의 평가로서 만족/불만족이 발

생하고 이에 따라 반 인 서비스품질로 나타난다고 본다.

체 으로 고객만족과 서비스품질간의 계는 ‘선 품질 후 만족’의 견

해를 체 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 불일치 패러다임(Oliver,198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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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차원 서비스품질요인별 속성

유형성

(Tangibles)

물리 인 설비,도구,종업원 등의 서비스의 유형

화

신뢰성

(Reliability)

서비스를 정확하고 믿음직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반응성 

(Responsiveness)
서비스제공자의 신속한 응의지나 능력

확신성

(Assurance)

종업원들의 지식  공손함,그리고 신뢰와 안정성

을 유발시키는 능력

공감성

(Empathy)
고객에게 제공하는 개인 인 주의 집

<표 3> PZB의 서비스품질의 차원과 속성(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 1988)

의존한 경우가 많았다.Parasuraman(1985)이 제시한 SERVQUAL척도가

표 인 사례인데 서비스품질의 속성을 유형성(Tangibles),신뢰성

(Reliability), 반응성(Responsiveness), 확신성(Assurance), 공감성

(Empathy)등 5개 차원으로 개념화하 으며 고객만족은 기 -성과 불일

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 다.한편,Cronin & Taylor(1992)는

SERVQUAL의 5가지 구성차원은 그 로 사용하 지만 서비스품질이 경

험되어 인식되었을 때는 이미 과거의 기 가 반 되었으므로 기 를 따

로 측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성과측정에 을 맞춘 SERVPERT모형을

제안하 다.이들은 SERVQAUL식의 서비스품질의 개념화와 조작화가

부 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서비스품질을 서비스의 성과로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 다.(CroninandTaylor1992)

고객만족의 결정요인에 한 규명과 함께 결정요인의 향력 즉 상

요도를 측정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결정요인의 요도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는 통계분석을 활용하는 방법과 고객이나 문가에게 직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통계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은 서비스품질을 독립

변수로 고객만족지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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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두 변수간의 상 계 분석을 통해 산출된 상 계수를 이용하는 방법

이 있다.통계 산출방법을 사용해 요도를 악하는 경우 가 치의

산출이 간편하고 논리 이고 실증 이라는 장 이 있다.이와 같이 고객

만족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를 고객만족도와 함께 시스템 으로 측정하

기 한 목 으로 개발된 모형이 구조방정식 모형인데 이를 그림으로 도

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X1

X2

X3

X4

X5

X6

서비스

품질
만족도 성과

Y4

Y5

℥1

℥2 Y2Y1 Y3

(선행변수) (결과변수)

<그림 2>고객만족의 계  측면에 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희 2005)

직 설문방법은 설문 조사시 각 항목에 한 요도를 고객이 직

단 하는 것과 문가의 견해를 수집하여 반 하는 델 이법이 있다.

직 설문방법은 고객의 의견을 반 할 수 있다는 과 문가의 지식이

나 노하우를 용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실증 이고 논리 이라는 장

을 가지고 있다.(이 희 2005)그러나 고객에 한 설문과정에 있어서

요도와 만족도를 혼동하거나 요도를 추가 으로 질의함으로써 응답

자의 답변충실도가 하되는 등의 비표본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문가

의 견해를 수집하는 델 이법에 있어서는 문가집단의 구성이나 선발방

식에 따라 문가의 주 인식이나 주장으로 인해 자료의 편향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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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소결론

본 장에서는 지 까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고객만족의 개념과 특징을

검토해보았다.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고객만족은 사용 의 기 와 사용 후 인지간의 불일치로 발생

하는 심리상태로서 정의할 수 있는 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은 바람직한

심리상태로 인해 나타나는 제품이나 기 에 한 신뢰,지지,재이용,구

등을 측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고객만족도 조사모형 구조는 조사 상이 되는 서비스항목의

향력과 신뢰성을 고려해서 구성해야하고 의미의 복이나 모호성으로 발

생하는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 설문구성에

있어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뿐 만아니라 공 자인 기 의

입장과 특성을 반 되어야 한다.

셋째,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은 반 인 만족수 의 비교,분석을 해

종합만족도는 물론 이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에 한 만족수 과

요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통해 제한된 경 여건 하에서 략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은 단순한 비교와 측정 뿐 만 아니라 해당

기 의 서비스수 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개선정보를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이 개선정보를 토 로 해당기 에서는 효과 인

서비스개선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만족

도를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의 바람직한 조건 등을 토 로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과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을

실증 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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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공항서비스품질의 측정모형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공항서비스품질 측

정모형의 조건을 토 로 재 한국공항공사를 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PCSI;Public-serviceCustomerSatisfaction

Index)와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KAC-CSI;Korea Airports

Corporation-CustomerSatisfactionIndex)모형을 분석할 것이다.

우선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품질요인들을 검토하고 조사의 취지와

목 에 부합하는 공항서비스품질요인들을 도출한 후 두 가지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이 이를 잘 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이는 앞서

언 한 고객만족도 조사의 략 기능 즉 한정된 경 자원내에서 고객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 의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유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만약 고객

만족도 조사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고객만족향상에 필요한 서비스요인들

이 락되거나 생략되었다면 해당 조사모형은 유효한 서비스개선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왜곡된 서비스개선정보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두 조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수인 각 설문항목들에 한 신

뢰도와 품질요인들 간의 구성타당성을 검토하기 해 계량분석을 실시할

것이다.구체 으로 측정모형들에 의해 측정된 결과치의 일 성과 정확성,

안정성, 측가능성에 련된 개념인 신뢰성을 측정하기 해 신뢰성분석

을 그리고,요인들 간의 상 계를 토 로 요도가 낮거나 동일하게 묶

여지는 요인들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본 계량분석의 상은 최근에 실시된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표본크기가 100샘 이상인 김포국

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의 국내선 여객 설문조사결과를 활

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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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비스 시스템 내  용

여객  화물처리
-ticketing,check-in,보안검색,수하물처리,통 검

사,세 검사

기 장소 -게이트라운지,환승라운지,출발  도착장소
(concourse)

공항내 이동시설 -curb지역,복도,도보지역,환승  탑승

부 시설 -화장실,은행,컨세션,우체국,안내시설

근 교통시설 - 근속도,편리성,요 ,터미 과 연계

<표 4> 공항서비스 구성요소 : Ndoh & Ashford(1994)

제 1 공항서비스 만족도조사의 이론 배경과 측정

방법론

항공법에 따르면 공항을 ‘항공기의 이륙․착륙 여객․화물의 운송

을 한 시설과 그 부 시설 지원시설 등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

행장으로서의 국토해양부장 이 그 명칭․ 치 구역을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즉 ‘항공기의 이륙(이수[離水]를 포함한다.이

하 같다)·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하여 사용되는 육

지 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정의되는 비행장보다 의의 개념으

로서 여객과 화물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도모하기 해 법령 는 규정

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비행장의 일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공항서비스는 공항이라는 지역 공간에서 여객에게 제공되는 운송서

비스의 일체로서 Ndoh& Ashford(1994)는 공항서비스를 상으로 한

수 평가에 한 연구에서 <표 4>와 같이 5개 역으로 분류하기도 하

다.

한 Dawna와 Blaise(2000)는 여객을 상으로 하는 공항서비스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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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측정

방법
품질요소 해당상황

외부 

통로

정량
도보거리, 여객 지원, 여객 도, 직  

흐름, 조명, 장애인을 한 보조기구
출발,도착, 

기
정성

탑승객의 기상 황 노출(게이트 유무), 

안  정보, 시스템  표지, 여객 도, 

청결, 보안, 환경

수하물 

체크인

정량 처리 시간, 서비스 변동 범
출발

정성 편의, 차의 복잡성, 직원의 친 , 환경

발권
정량 처리시간, 서비스 변동 범 , 편의

출발
정성 차의 복잡성, 직원의 친 함, 환경

공항내 

이동

정량
도보거리, 여객 지원, 여객 도, 직  

흐름, 조명, 장애인 편의시설, 요 출발,도착,

연계,통과,

기정성

탑승객의 기상 황 노출(게이트 유무), 

안 , 정보 시스템  표지, 여객 도, 

청결, 보안, 환경

기지역

정량 좌석 수, 구역 크기, 조명
출발,도착,

연계, 기정성
좌석 배치, 안락, 개인 정보 보호, 시설, 

편의 시설

보안
정량

처리 시간, 서비스 변동 범 , 상업시설 

치 재편성 출발,연계, 

기
정성 편의, 차의 복잡성, 직원의 친 함, 환경

출발 

라운지

정량
처리 시간, 서비스 변동 범 , 좌석 수, 

구역 크기, 조명, 상업시설 치 재편성 출발,연계,

통과, 기
정성 편의, 차의 복잡성, 직원의 친 , 환경

탑승 

방법

정량 도보거리, 층간 이동, 장애인 편의시설 출발,도착,

연계,통과,

기정성
탑승객의 기상 황 노출(게이트 유무), 안 , 

편의

수하물 정량 처리 시간, 서비스 변동 범 , 구역 크기, 도착, 

<표 5> 공항서비스 황과 품질요소 : Dawna & Blaise(2000)

항시설에 따라 12개 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상황별 서비스품질요

소를 <표 5>와 같이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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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곳

여객 도, 수하물 인계지역, 핸들링 

보호수 , 장애인 편의시설, 

커 사이드까지의 거리
기

정성

편의, 차의 복잡성, 직원의 친 함, 환경, 

보안, 공항포터의 이용성, 상업시설 치 

재편성, 좌석

정보 

서비스

정량 일 성, 반복, 읽기 쉬움, 장애인 편의시설
출발, 

도착,

연계, 

통과,

기

정성 이해하기 쉬움

상업시설 

 기타 

서비스

정량
상업시설 수와 형태, 치  크기, 장애인 

편의시설, 코드 합성

출발, 

도착,

연계, 

통과,

기
정성

서비스 품질, 직원의 친 함, 환경, 편의 시

설

국제선

정량 처리시간, 서비스 변동 범 출발, 

도착,

연계, 

통과,

기

정성 편의, 차의 복잡성, 직원의 친 함, 환경

상  요인 세부 요인

유형성

-  시설 구비

-서비스와 련된 제반 자료 구비

-서비스안내 표시의 이해 용이성

-시설 설비의 외 이 아름다움

-직원의 단정하고 깔끔한 용모

-공항내 한 온도와 습도

-무인 안내 단말기의 한 배치

<표 6> 공항서비스품질요인(박용화 2007)

박용화(2007)는 Parasuraman& Berry가 제시한 SERVQUAL모형을

바탕으로 공항 서비스 품질에 합하도록 재구성하여 공항 서비스 품질

요인을 5개 상 요인과 26개 세부 요인으로 분류하여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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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

-고객의 요구에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고객 요청에 한 친 한 응

-바쁜 시간에도 고객에게 친 로써 응

-고객에게 문제 발생시 성심성의를 다함

-직원들이 항상 고객을 도우려는 자세 습득

편의성

-고객지향 인 항공스 쥴  게이트 선정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

-장애인,어린이,노약자에 한 배려

-다양한 부 시설  상 을 완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취득의 용이

-환승 기시간  이용 가능한 여가시설물 구비

근성

-다양한 교통수단 구비

-다양한 노선 구비

-새벽이나 늦은 밤,교통시설 이용가능성

- 한 주차시설을 구비

경제성

- 렴한 공항 이용료

- 렴한 공항 부 시설 이용료

-다양한 가격 의 면세  상품

-다양한 가격 의 식음료  시설

서비스 제공자 공항서비스

공항운 자

-보안(Security)

-카트 서비스

-비행 정보

-안내

-터미 시설(출도착 합실,일반 합실,화장실,승객

<표 7> 서비스제공자별 공항서비스 정의(교통개발연구원/2011)

한,교통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공항서비스 평가항목 평가지표 개

발(2011)’에 따르면 공항서비스를 <표 7>과 같이 분류․정의하 는데 이

는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즉,서비스제공자가 구인가에 따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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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련 시설,상업시설)

-탑승교

- 근교통

-순환,지상운송

-안내

항공사
-체크인 서비스

-수하물 시스템

정부 -CIQ서비스

지 까지 살펴본 선행이론에서의 서비스정의와 범 그리고 공공기

운 에 한 법률의 취지를 검토해 볼 때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

(PCSI)와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KAC-CSI)는 공항운 자인 한

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공항서비스의 한도 내에서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는 체크인 수하물서비스 등 항공사에서 제공

하는 일부 공항서비스나 정부기 이 제공하는 CIQ1)서비스에 한 고객

의 평가 즉 만족도를 근거로 한국공항공사의 서비스개선노력이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한국공항공사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나타난 성과와 평

가결과 간의 인과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되어 조사 결과에 한 수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와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는 품질요

인의 구성과 설문항목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서비스평가모형으로 인과

성의 문제를 체 으로 해결했다고 단된다.그러나 선행이론에서 제

기된 공항서비스의 정의와 범 를 각 설문내용과 모형의 구성과 비교할

때 평가모형으로서의 구체성은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모형

(KAC-CSI)이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PCSI)에 비교해 높다고 볼

수 있다.이는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이 공항 간의 서비스품

1) 세 (Customs), 출입국 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의 약칭으로 공

항 는 항만 등에서 출입국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  수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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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항서비스 요소 비 고

제공시설

주차장, 구내도로  교통시설, 화장실, 이동

시설(에스컬 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탑

승교 등), 합실, 기타 여객편의시설, 상업시

설( 매시설)

서비스
주차, 안내, 보안검색, 환경미화, 상업시설, 청

사간 이동(순환버스)

인 서비스 종사원의 친 성, 외모, 

본원 서비스 안 한 여행(여객과 공항의 안 리)

이미지측면
공항운 자의 차별  이미지(서비스아이텐티

티)

기타 문화이벤트 등 즐거움

<표 8> 여객이 경험할 수 있는 공항서비스 범

질평가를 해 개발된 데 비해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은 이질

인 업종과 서비스범 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 간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두 조사모형이 다루어야할 주요 공항서비스 범 는 공항운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정되어야 하며 여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

출되어있어야 한다는 을 제로 할 때 서비스범 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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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 (PCSI;Public-

serviceCustomerSatisfactionIndex)모형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 13개 공항2)을 운 하고

있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에 해 3가지 고객만족도 조사3)등을 정

기 으로 실시하고 있다.이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 운

에 한 법률 제 13조에 의거하여 년 1회 실시되고 있는데 동법 제 4

조와 제 5조에 의해 공공기 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 은 의무 으로 실

시토록 되어 있다.공공기 고객만족도조사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

아 한국능률 회가 개발한 PCSI(Public-serviceCustomerSatisfaction

Index)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 하는 공공기 경 실 평가

에 성과지표로 반 되어 있다.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의 측정방법론인 PCSI모형은 만족-불만족의

연속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객만족과 서비스품질 지수간의 인과 계를 기반으

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EquationModel)을 토 로 개발되

었다.

PCSI모형은 종합만족지수의 산출에 있어서 체감만족도를 측정하는 직

측정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의 종류나 특성이 다양한 공공기 의

고객만족도를 측정ㆍ비교하기 해서는 간 측정법보다 직 측정법이

합하기 때문이다.PCSI모형은 종합만족도를 산출하는 만족모형을 비롯

하여 원인변수인 선행요인모형과 결과변수인 성과모형으로 구성되어있

2)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등 총 14개 공항을 리운 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연구 상인 2010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당시 정기항공기 운항

이 없었던 양양국제공항은 설문에서 제외되었음.

3) 국제공항 의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이 실시하는 ASQ(Airport 

Service Quality)는 항공사, 출입국 등 공항운 자의 범 를 과하는 공항서

비스를 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김해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은 평

가 상이 아니므로 본 연구의 분석 상에서 제외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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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종합만족지수를 산출하는 만족모형은 반 만족차원,요소만족차

원,사회 만족차원 등 3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개의 만족요

인의 산술평균을 통해 산출된다.다만 만족차원에서는 반 만족과 요

소만족,사회 만족을 50%와 30%,20%로 가 치를 고정시켜 종합만족

지수를 산출하고 있지만 각 차원에 한 가 치를 구체 으로 설정하게

된 정확한 이론 배경이나 근거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한

PCSI모형은 이용 기 를 제외한 성과만을 측정하고 있어

SERVPERT모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PCSI(Public-serviceCustomerSatisfactionIndex)모형

선행요인모형은 만족모형의 원인변수로서 서비스개선정보를 제공하기

한 서비스품질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비스품질요인을 상품

품질요인, 달품질요인,환경품질요인으로 분류하 으며 공공기 의 특

성을 반 해 사회품질요인을 측정항목에 포함시켰다.고객으로부터 고객

만족요인을 측정하기 해 각 품질요인들이 3개씩 모여서 각 품질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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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있으며 그 품질요인들은 개념 이고 추상 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업종이 다른 다양한 공공기 간의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개념 용어인 서비스품질의 속성을 개별

기업의 서비스요인을 통해 설문으로 구성하 기 때문에 품질속성에 한

의미를 개인별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를 들어 설문지상의 편익성

이나 응성,지원성 등에 한 정의나 의미가 응답자와 설계자간에 일

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인데 편익성이 응답자에게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거리나 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

람에게는 해당서비스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로 서로 다르

게 해석할 수 있다.

X3

X2

X1

X24

X23

X4

∙
∙
∙

∙
∙
∙

편익성

문성

사회 사

종합만족지수
(PCSI)

반 만족

요소만족

사회 만족

만족

상 만족

감정 만족

서비스상품만족

서비스 달만족

서비스환경만족

사회 책임만족

사회공공만족

원인변수

결과변수

<그림 4> PCSI에서의 고객만족  서비스품질간 인과 계

선행요인모형의 상품품질차원과 달품질차원,환경품질차원은 만족모

형내 요소만족에 그리고 사회품질차원은 만족모형의 사회 만족에 각각

응되도록 구성되어있다.성과모형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에서는 재구매

나 타인추천 여부를 척도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PCSI모형에서는 공공기

의 특성을 반 하여 신뢰,지지,인식 환,국민행복,국가발 을 결과

척도로 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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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차원 품질요인 설 문 내 용

서비스 

상품

품질요인

편익성

항공기 탑승을 한 안내,보안검색 등이 정하게 

이루어진다.
한국공항공사의 여객 편의시설은 항공여행에 도

움이 된다.

문성

도착,출발,편의시설 리가 체계 으로 이루어

져 있다.

도착,출발,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이 목 에 맞게 잘 갖

추어져 있다.

신성

고객의 편리를 해 공항시설과 서비스를 개선

하고 있다.
고객 서비스 개선을 한 업무 신에 극 이

다.

서비스 

달

품질요인

응성
보안검색  안내직원의 업무처리가 신속하다.

고객의 의견(요구사항)이 잘 반 된다.

지원성

고객의 편의시설 유지 리를 잘한다.

여객청사내 항공기운항정보  안내물 제공이 잘 

이루어진다.

공감성 보안검색  안내직원은 고객을 배려하고 극 으로 

<표 9> PCSI 선행품질모형의 구성

1.조사모형의 설문구성

공공기 의 고객만족도 측정을 목 으로 지난 2007년부터

NCSI(NationalCustomerSatisfactionIndex)모형을 체해 도입된 PCSI

모형은 고객만족의 선행변수인 서비스품질을 측정하기 해 4개 서비스품

질차원와 12개 품질요인(구성요소)을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요인을 측정

하기 한 설문항목은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해 각각 2개의 복수질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기 고객만족도조사모형에서의 원인변수는 12개 품질요인

(구성요소)으로 그리고 결과변수는 만족모형을 통해 산출된 종합만족지

수(PCSI)로 구성하되 회귀분석에 의해 산출된 회귀계수와 상 분석을

통해 산출된 상 계수를 해당 품질요인의 요도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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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한다.

보안검색  안내직원의 태도가 친 하다.

서비스 

환경

품질요인

쾌 성

공항내 시설물 환경이 쾌 하다.( 기공간,화장

실 등)
보안검색  안내 직원의 복장  용모가 청결

하다.

편리성

기실 등 고객편의시설(주차장, 기실 등)의 이용

이 편리하다.

시설물 이용 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심미성

기공간 등 시설물의 공간배치  구성이 

하다.

홈페이지 구성  디자인이 양호하다.

사회품질

요인

청렴성
직원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우한다.

직원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높다.

공익성

항공교통산업발 에 기여한다.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여행수단을 국민에게 제

공한다.

안 성
고객의 안 을 해 노력한다.

고객의 정보보호를 해 노력한다.

체 설문문항 답변빈도가 특정이용객에 한정되어 결측치가 상

으로 많은 응성 구성설문 두 번째 설문(응답률 15.6%)과 심미성 구

성설문 두번째 설문(응답률 37.4%)은 분석 상에서 제외토록 할 것이

다.이는 결측치 응답자의 잘못된 답변 즉,공항운 자와 항공사를 혼

돈하는 경우로 인해 분석결과가 왜곡되는 상을 방지하기 해서이다.

2.신뢰성 분석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에 사용된 개념들을 측정하기 한 측정변수들의

신뢰도는 신뢰도 분석계수인 Cronbach-α를 사용하여 산출하 다.

Cronbach-α는 측정항목간 내 일 성을 가지는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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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차원 품질요인 설문항목
항목이 제거된 

경우 Cronbach-α
Cronbach-α

서비스 

상품

품질차원

편익성
Q01 .940

.943

Q02 .933

문성
Q03 .928

Q04 .929

신성
Q05 .930

Q06 .932

서비스 

달

품질차원

응성
Q07 .928

.938

Q08 .922

지원성
Q09 .928

Q10 .918

공감성
Q11 .926

Q12 .899

서비스 

환경

품질차원

쾌 성
Q13 .916

.934

Q14 .919

편리성
Q15 .920

Q16 .925

심미성
Q17 .916

Q18 .896

사회품질 청렴성 Q19 .677 .734

<표 10> 선행품질요인에 한 신뢰도 분석 : PCSI

가 될 수 있으며 신뢰성을 검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을 구성하는 각 품질차원에 한

Cronbach-α는 .934～.967로 신뢰할 만한 수 이었으나 사회품질차원에서

는 .734로 나타났다. 한 고객만족에 한 Cronbach-α는 .967로 신뢰수

이 매우 높게 나왔다.

사회품질차원에서는 공익성 Q21설문항목(항공교통산업발 에 기여한

다.)을 제거하는 경우 신뢰수 이 .934로 높아지므로 이를 제거토록 하

다.제거 후 사회품질차원의 Cronbach-α는 0.934로 나타났다.최종 으

로 측정변수들의 Cronbach-α는 .934～.967로 매우 높은 신뢰수 을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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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Q20 .667

공익성
Q21 .902

Q22 .659

안 성
Q23 .673

Q24 .659

고객만족

반  

만족

Q01 .959

.967

Q02 .960

Q03 .962

요소만족

Q04 .963

Q05 .962

Q06 .963

사회만족 Q07 .966

품질차원 품질요인 설문항목 1 2 3 4

서비스 

상품

품질차원

편익성
Q01 .436 .694 .380 .056

Q02 .469 .683 .278 .271

문성
Q03 .390 .701 .363 .301

Q04 .349 .765 .201 .183

신성 Q05 .200 .767 .342 .264

<표 11>선행품질요인에 한 타당도 분석 :PCSI

3.타당도 분석

요인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사용된 모

형은 주성분분석(PrincipalComponentModel)으로 요인수는 상품품질,

달품질,환경품질,사회품질 등 각 품질차원별 구성의 타당성을 확인하

기 해 4개로 지정하 고 그 재값은 83.6% 다.회 방법은 해석의

간명함과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해 배리맥스 회 방식을 채

택하 다.

요인분석결과에 따르면 상품품질차원과 사회품질차원에서의 요인간의

별 타당성은 체 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달품질차원

과 환경품질차원의 요인들은 다소의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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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6 .234 .659 .506 .295

서비스 

달

품질차원

응성
Q07 .402 .473 .657 .127

Q08 .359 .663 .466 -.031

지원성
Q09 .391 .561 .566 .271

Q10 .532 .383 .657 -.084

공감성
Q11 .291 .517 .695 .263

Q12 .354 .313 .819 .177

서비스 

환경

품질차원

쾌 성
Q13 .338 .330 .712 .345

Q14 .433 .286 .679 .295

편리성
Q15 .393 .369 .459 .492

Q16 .720 .320 .461 -.043

심미성
Q17 .770 .324 .367 .228

Q18 .736 .390 .328 .201

사회품질

차원

청렴
Q19 .807 .250 .281 .177

Q20 .739 .335 .338 .257

공익성 Q22 .607 .289 .460 .339

안 성
Q23 .433 .485 .290 .610

Q24 .676 .408 .197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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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KAC-CSI;

Korea Airports Corportation - Customer

SatisfactionIndex)모형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KAC-CSI)는 한국표 회컨설 에 의

해 개발되었으며 공항에 특화된 고객만족도 조사로서 당시에 이미 실시

되고 있던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4)나 서비스품질모니터링(QSM ;

QualityServiceMonitoring)의 서비스개선정보 제공 미흡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한 목 으로 설계되었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공공기 고

객만족도 조사모형은 다양한 공공기 의 고객만족성과를 비교하기 한

목 이었으며 미국의 민간부문 고객만족도조사 모형인 ACSI(America

CustomerSatisfactionIndex)를 그 로 도입한 결과 시행과정에서 우리

나라 공공부문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 등 문제 들이 수차례 지

되어 왔다.

한,한국공항공사가 자체 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QSM의 경우 1990

년 이 에 세계공항 회(AirportCouncilInternational)가 회원사인 세계

공항들에 해 유료로 시행하고 있던 QSM5)을 벤치마킹하여 자체 으

로 실시하 는데 각 품질요소의 만족수 만을 측정하는 단순모형으로 서

비스개선의 활용측면이나 그 효과가 제한 이었던 것으로 단하고 있었

다.공항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해 2006년 한국표 회컨설 과 공동

으로 공항서비스 특성의 반 과 개선정보 제공기능이 강화된 KAC-CSI

모형을 개발하 다.따라서 KAC-CSI모형은 종합만족지수 산출방법으로

간 측정법을 선택하고 있는 데 평가반 시 각 서비스품질요인의 만족수

4) 2006년 이 까지 공공기  고객만족도조사는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Index)모형에 의해 실시되었음.

5) 국제공항 회(Airport Council International)에서 재 주 하고 있는 

ASQ(AirportServiceQuality)이 에 실시된 모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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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차원 설문내용

제공시설차원
1.안내 표지  등 공항 

안내시설
12.화장실

2.공항 안내방송(소리크기,

선명함)
13.공항 내 이동 편리성

3.공항 안내 콜센터( 화문의) 14.온도,습도 등 쾌 성

4.엘리베이터 15.조명 밝기 정도

5.에스컬 이터
16.여객터미 , 기장소의 

청결성

6.자동문 17.공항 내/외 조경시설

7.카트
18.공항 내 

교통시설(승하차장)

8.음수
19.주차장  주차 행 등 

주차시설

9.기의자 20.주차장 이용요

10.흡연실
21.다양한 여객 필요 

매시설의 구비

11.어린이 놀이터 22.여객필요시설 편리한 

<표 12> KAC-CSI의 선행품질요인

을 합산하여 종합만족지수에 산출함으로써 피평가자의 조사결과에

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부서별 담당 품질 역에 한 성과를 명확하

게 구분할 수 있어 서비스개선에 한 유인효과가 높은 장 을 가지고

있다.

1.조사모형의 설문 구성

KAC-CSI모형은 원인변수인 서비스품질요인을 측정하기 해 6가지 차

원 124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방 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PCSI모

형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서비스개선자료를 담을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답변해야하는 특징 때문에 설문응답자

의 답변충실도가 낮아지는 비표본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KAC-CSI모형의 세부 인 서비스품질차원과 품질요인은 <표 12>와

같으며 각 품질요인의 요도는 상호 비교분석을 해 PCSI모형과 같은

회귀분석과 상 분석에 의한 가 치 산출방법을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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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편의 ,식당 등)

본원 서비스
1.공항 내 시설  서비스 련 각종 문제 발생시 

믿음직하게 처리한다

차원 2.공항 시설과 서비스 이용은 안 하다

3.공항 내 안 리(보안  비상사태 리/이착륙 지원 등)

차별 서비스
1.공항 내 문화시설,문화 행사 등 이벤트를 경험해 본 이 

있다

차원
2.문화행사,이벤트,배경음악 등으로 공항 이용시 즐거움을 

느낀다.

3.한국공항공사의 차별화된 서비스 이미지를 달하고자 

노력한다

서비스품질(주차,주차 행,보안검색,신분확인,안내,순환버스)

인 서비스
1.주차장 직원은 고객이 들어가고 나올 때 친 하게 

인사한다

차원 2.주차장 직원은 의 바른 태도로 고객을 한다.

3.주차장 직원의 유니폼,명찰 등 복장이 단정하다

4.주차장 직원은 두발 등 용모가 단정하다

5.주차장 직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극 으로 고객을 

돕고자 한다.

6.주차장 직원은 고객의 말을 경청하는 등 고객응 에 

집 한다.

업무처리차원 1.주차 행 업무 처리가 신속하다

2.차를 맡기고 찾을 때 기시간이 짧다

3.주차 행 직원들은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이행한다.

4.주차 행 서비스 차 련 요청  안내사항을 

명확하게 달한다.

5.주차 행 직원들은 충분한 업무지식을 가지고 있다

시설환경차원 1.주차 행 장소  주변시설의 청결상태는 깨끗하다

2.주차 행 안내카운터  주변 물품(카트 등)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3.주차 행 안내카운터  기실 등은 세련되어 보인다.

4.주차 행 안내카운터  기실 등은 주변 시설환경과 

잘 어울린다.

5.주차 행 장소를 찾기 쉽다

6.주차 행 안내카운터, 기실 등 시설이나 물품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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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차원 품질요인 설문항목
항목이 제거된 

경우 Cronbach-α
Cronbach-α

제공시설

안내표지 Q1 .762

.788

안내방송 Q2 .766

에스컬 이터 Q5 .771
자동문 Q6 .766

카트 Q7 .783

음수 Q8 .820
기의자 Q9 .768

화장실 Q12 .763
이동편리성 Q13 .773

온습도 Q14 .771

조명밝기 Q15 .766
청결성 Q16 .768

조경시설 Q17 .768
교통시설 Q18 .808

<표 13>품질요인에 한 신뢰도 분석 : KAC-CSI

2.신뢰성 분석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신뢰도분석을

해 분석계수인 Cronbach-α를 사용하여 산출하 다.측정변수에 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기 에 결측값 비 이 높은 콜센터와 엘리베이터,

흡연실,어린이 놀이터,주차장 주차 행시설,주차장이용요 등의

설문항목들에 해서는 분석 상에서 제거토록 하 다.이는 해당 시설

과 서비스에 한 이용경험을 가진 이용객수(콜센터,엘리베이터,흡연

실,주차장)가 상 으로 거나 일부공항에서는 해당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김해 제주공항의 경우 주차 행이나 어린이놀이터)가 있기

때문이다.

각 품질차원에 한 Cronbach-α는 .613～.953으로 신뢰할 만한 수 이

었다.그러나 제공시설의 품질요소 음수 와 교통시설을 제거할 경우

그리고 차별 서비스의 품질요소 즐거움을 제거할 경우 Cronbach-α

가 각각 .820와 .825로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해당 품질요

인을 분석 상에서 제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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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설 구비 Q21 .769

필요시설 배치 Q22 .786

본원 서비스
문제처리 CQ01 .764

.841안 성 CQ02 .811

안 리 CQ03 .762

차별 서비스
이벤트 DQ01 .359

.613즐거움 DQ02 .825

차별 이미지 DQ03 .339

서비스

인사 EQ01 .950

.953

행동&태도 EQ02 .953

복장단정 EQ03 .949

용모단정 EQ04 .950
극성 EQ05 .950

경청 EQ06 .949
신속 EQ07 .950

기시간 EQ08 .950

서비스정확성 EQ09 .949
안내사항 달 EQ10 .949

청결상태 EQ11 .950
정리정돈 EQ12 .949

세련미 EQ13 .949
주변환경조화 EQ14 .950

 품질차원/품질요인
성분

1 2 3 4 5 6

제공

시설

안내표지 .435 .396 .071 .604 .040 .081
안내방송 .307 .530 .137 .425 .120 -.053

에스컬 이터 .366 .600 .018 -.006 -.006 .046

<표 14>품질요인에 한 타당도 분석 :KAC-CSI

3.타당도 분석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요인간의 타당도분석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재값은 65.3% 다.차별 서비스의 품질

차원의 경우 요인간 타당도가 확보되어 있으나 본원 서비스나 제공시설

(서비스), 서비스 차원에서의 품질요인간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다

소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4-

자동문 .492 .644 -.015 .032 -.037 .101
카트 .180 .182 .015 .058 -.005 .726

음수 .055 .018 -.006 .181 -.054 .722
기의자 .483 .578 .007 .109 -.070 .044

화장실 .463 .460 .028 .511 -.011 .159

이동편리성 .232 .674 .336 -.064 .164 .018
온습도 .292 .653 .140 .133 .065 -.005

조명밝기 .394 .662 .190 .192 .048 -.016
청결성 .220 .703 .328 .157 .114 .096

조경시설 .202 .624 .303 .144 .215 .127

교통시설 .028 .342 -.484 .108 .007 -.368
매시설  구비 .245 .505 .289 .250 .014 .079

필요시설  배치 .080 -.122 .035 .840 -.005 .237

본원

서비스

문제처리 .412 .319 .190 .631 .141 .049

안 성 .247 .401 .453 .322 .221 -.064
안 리 .455 .387 .252 .446 .110 -.068

차별

서비스

이벤트 .230 .205 .105 .079 .776 -.120

즐거움 -.170 -.131 -.086 -.017 .682 .067
차별 이미지 달 .208 .233 .247 .074 .756 -.061

서비스

인사 .622 .155 .243 .479 .014 .034
행동&태도 .329 .383 .610 .002 .120 -.113

복장단정 .762 .272 .145 .208 .111 .062

용모단정 .720 .288 .171 .212 .129 .048
극성 .446 .240 .660 .124 .086 .044

경청 .678 .283 .343 .128 .042 .072
신속 .679 .256 .222 .171 .109 .056

기시간 .422 .315 .594 .224 .074 -.007
서비스정확성 .754 .309 .186 .162 .036 .095

안내사항 달 .755 .291 .214 .109 .036 .069

청결상태 .448 .326 .539 .226 .039 .021
정리정돈 .731 .337 .193 .162 .017 .103

세련미 .718 .307 .254 .130 .041 .057
주변환경조화 .476 .402 .518 .174 .001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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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항서비스 요소 PCSI KAC-CSI

제공 

시설

주차장, 구내도로  교통

시설, 화장실, 이동시설, 

합실, 기타 여객편의시

설, 상업시설

구내도로  교통

시설, 화장실 등

과 같은 구체  

품질요인 없음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에 한 

상세한 설문조사

 

서비스

주차, 안내, 보안검색, 환

경미화, 상업시설, 청사 간 

이동(순환버스)

환경미화, 상업

시설에 한 품

질요인 락

별 설문구성

으로 세부품질요

인에 한 구체

인 조사가능

인  

서비스
종사원의 친 성, 외모

공감성과 쾌 성 

요인에 포함

별 종사원 

품질요인 측정

본원

서비스

안 한 여행(여객과 공항

의 안 리)

품질요인 구성에 

포함
좌동

이미지

측면

공항운 자의 차별  이미

지
해당내용 없음

서비스아이덴티

티 측정

기타 문화이벤트 등 즐거움 해당내용 없음
문화행사 성 

포함

<표 15> 공항서비스 품질요인과 각 조사모형 설문내용 비교

제 4 소결론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공항서비스요인들에 해 검토하여

공항운 자를 상으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시에 포함될 선행요인들을

검하 으며 이를 근거로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과 한국공항공사 고

객만족도 조사의 모형구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공항서비스는 공항이라는 항공법상에 정의되어 있는 여객과 화물을 운

송하기 한 공간에서 여객을 상으로 제공되는 일체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으며 두 조사모형의 개발과 활용 목 을 고려할 때 공항운 자가

제공하는 공항서비스를 평가내용으로 특정해야 한다.이러한 면에서는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와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모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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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체 으로 잘 반 하고 있지만,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

은 업종이 다른 공공기 간의 서비스품질비교를 통한 경쟁력강화라는 개

발목 으로 인해 품질요소의 구체성이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모

형에 비해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설문응답자와 설문시행자 간의 설문내

용에 한 이해나 개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은 업종이 다른 공공기 간의 비교,

경쟁을 해 편익성, 문성,심미성, 신성 등과 같은 12가지 서비스속

성을 사용하되 공항서비스품질요인 각 속성의 의미를 잘 표 하고 있

는 품질요인을 이용해 각 속성의 만족수 을 측정하고 있다.따라서 각

서비스 속성이 서비스품질요인에 의해 그 의미가 응답자에게 달되는

과정에서 개인별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를 들어 심미성이라는

서비스 속성에 한 정의가 개인별 는 공공기 의 업종별로 다르게 해

석될 수 있어 설문과정이나 조사결과의 해석과정에서 의미상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은 공항서비스에 한정된 평가

모형이라는 특성으로 각 설문내용의 구체성이 상 으로 높아 설문응답

자와 설문 시행자간의 의미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이러한 한

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의 특성으로 인해 공공기 의 서비스개

선담당자에게 달되는 정보가 명확하고 서비스개선을 한 기 자료로

서의 활용도가 상 으로 효과 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장에서 검토한 다른 내용은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

와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을 구성하는 품질요인들 간의 조사

결과치에 한 일 성과 정확성, 측가능성에 한 것이며 이를 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두 조사모형에 한 신뢰성을 분석하기 한

Cronbach-α는 몇몇 요인을 제거할 경우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가

.934～.967로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가 .820～.953으로 나

타나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가 설문구성에 있어서 다소 높은 신뢰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으며 두 모형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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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신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한 조사모형의 구성항목내 변수들 간의 잠재요인 등 타당도를 악

하기 한 요인분석에서는 두 조사모형 모두 다소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만 타당도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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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공항서비스

품질요인

앞서 선행연구에 한 검토에서 고객만족도 측정에 있어서 략 기

능은 반드시 고려해야할 논 이며 이는 고객만족을 높이기 한 서비스

개선정보의 제공을 의미한다고 밝혔다.본 장에서는 실제 조사결과를 이

용해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들을 실증 으로 분석함으로써

두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의 략 기능에 검토할 것이다.

조사 상은 최근 실시된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와 한국공항공사 고객

만족도 조사가 실시된 14개 국내공항 표본수가 100표본인 김포와 김

해,제주공항의 조사결과이다.희귀분석과 상 분석을 이용해 만족모형인

종합만족도와 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각 공항별 품질요인들을

도출할 것이다. 한 두 조사모형에 의한 품질요인의 분석결과 간에 어

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형의 분석결과가 보다 유효한 서비스개

선정보를 획득하는데 유효한 지를 검토하게 될 것 이다.

이와 함께 만족과 불만족이 선형 계가 아닌 불연속 계에 있다는 심

리학 이론에 근거하여 만족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과 불만족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을 각각 도출할 것이다.이를 통해서 연속모형에

의해 도출된 고객만족 품질요인과 불연속모형에 의해 도출된 만족과 불

만족 품질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의 략

기능에 해서 비교․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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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1 (상수) 1.381 .144 　 9.558 .000

달품질-지원성 .749 .026 .889 28.476 .000

2 (상수) .916 .124 　 7.411 .000

달품질-지원성 .434 .036 .516 12.133 .000

사회품질-안 성 .399 .037 .463 10.902 .000

3 (상수) .590 .117 　 5.022 .000

달품질-지원성 .339 .034 .403 9.969 .000

사회품질-안 성 .346 .033 .401 10.414 .000

<표 16> PCSI 선형회귀분석(종속변수 : 종합만족도) 결과 : 

김포국제공항

제 1 만족-불만족 연속개념에 의한 고객만족에 향

을 미치는 요인

1.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PCSI)

⑴ 김포국제공항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

종합만족도에 한 각 품질요인들의 다 회귀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다 공선성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향력을 갖는 품질요인을 선별하기

해 진선택법(ForwardSelection)과 후진소거법(BackwardElimination)

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단계 방법(StepwiseMethod)를 사용하 다.

체 12개 품질요인들 종속변수인 종합만족도에 해 0.05에서 유

의한 향력을 갖는 품질요인은 지원성과 안 성,심미성,청렴성,공감

성,편익성 등이며 종속변수에 한 설명력을 의미하는 R제곱은 0.9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분산분석결과에 따르면 다 회귀모형 모두 0.05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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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품질-심미성 .205 .027 .239 7.704 .000

4 (상수) .415 .115 　 3.608 .000

달품질-지원성 .278 .034 .330 8.208 .000

사회품질-안 성 .296 .033 .343 9.095 .000

환경품질-심미성 .183 .025 .214 7.233 .000

사회품질-청렴성 .167 .031 .182 5.418 .000

5 (상수) .239 .117 　 2.049 .042

달품질-지원성 .230 .034 .272 6.725 .000

사회품질-안 성 .281 .031 .326 9.000 .000

환경품질-심미성 .156 .025 .182 6.246 .000

사회품질-청렴성 .145 .030 .158 4.850 .000

달품질-공감성 .138 .030 .148 4.546 .000

6 (상수) .125 .120 　 1.038 .301

달품질-지원성 .207 .034 .245 6.028 .000

사회품질-안 성 .277 .031 .322 9.043 .000

환경품질-심미성 .137 .025 .160 5.415 .000

사회품질-청렴성 .125 .030 .137 4.176 .000

달품질-공감성 .107 .032 .114 3.404 .001

상품품질-편익성 .116 .038 .113 3.083 .002

종합만족(PCSI)에 향을 미치는 서비스품질요인으로는 안 성(.277)을

비롯하여 지원성(.207)과 심미성(.137),청렴성(.125),공감성(.107),편익성

(.116)등이 있으며 모두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에 한 서비스품질요인의 향력을 측정하기 해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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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요인 상 계수 품질요인 상 계수 품질요인 상 계수

편익성 .826 지원성 .889 심미성 .771

문성 .794 공감성 .802 청렴성 .811

신성 .789 쾌 성 .772 공익성 .728

응성 .818 편리성 .783 안 성 .879

<표 17> PCSI 서비스품질요인에 한 상 분석 결과 : 김포국제공항

품질요인 회귀계수 상 계수 품질요인 회귀계수 상 계수

편익성 .826 쾌 성 .823

문성 .236 .888 편리성 .868

신성 .851 심미성 .109 .868

응성 .823 청렴성 .863

지원성 .888 공익성 .202 .849

<표 18> 서비스품질요인에 한 선형회귀분석  Pearson 상 분석 

결과 : 김해국제공항

⑵ 김해국제공항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에 한 품질요인의 향력을 분석하기 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김포국제공항과 동일하게 단계선택법을 사용하 다.

체 12개 품질요인들 종속변수인 반 만족에 한 0.05에서 유

의한 향력을 갖는 품질요인은 문성과 공익성,공감성,안 성,심미

성 등이며 종속변수에 한 설명력을 의미하는 R제곱은 0.9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분산분석결과에 따르면 다 회귀모형은 0.05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에 한 서비스품질요소의 향력을 측정하는 다른 분석방

법인 Pearson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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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성 .243 .851 안 성 .188 .868

품질요인 회귀계수 상 계수 품질요인 회귀계수 상 계수

편익성 .812 쾌 성 .170 .830

문성 .085 .820 편리성 .817

신성 .101 .808 심미성 .850

응성 .741 청렴성 .136 .822

지원성 .844 공익성 .208 .858

공감성 .132 .829 안 성 .140 .867

<표 19> 서비스품질요인에 한 선형회귀분석  Pearson 상 분석 

결과 : 제주국제공항

⑶ 제주국제공항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에 한 품질요인의 향력을 분석하기 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김포국제공항과 동일하게 단계선택법을 사용하 다.

체 12개 품질요인들 종속변수인 종합만족도에 한 0.05에서 유

의한 향력을 갖는 품질요인은 안 성과 쾌 성,공익성, 신성,청렴

성,공감성, 문성 등이며 종속변수에 한 설명력을 의미하는 R제곱은

0.89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분산분석결과에 따르면 다 회귀모형은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품질요소와 종합만족도(PCSI)간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한

Pearson상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2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KAC-CSI)모형

⑴ 김포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반 만족도에 한 각 품질요인들의 다 회귀분석결과는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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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차원

품질요소
회귀
계수

상
계수

품질
차원

품질요소
회귀
계수

상
계수

제공 안내시설 .327 차별 이벤트 .207

시설 안내방송 .406 서비스 차별  이미지 .297

에스컬 이터 .362 인사 .348

자동문 .387 서비스 행동&태도 .175 .457

카트 .151 복장단정 .427

기의자 .398 용모단정 .381

화장실 .129 .408 극성 .448

이동편리성 .385 경청 .420

온습도 등 쾌 성 .389 신속 .464

조명밝기정도 .418 기시간 .426

<표 20> KAC-CSI 서비스품질요소에 한 선형회귀분석  Pearson 

상 분석 결과 : 김포국제공항

다.다 공선성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향력을 갖는 품질요인을 선별하

기 해 진선택법(Forward Selection)과 후진소거법(Backward

Elimination)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단계 방법(StepwiseMethod)를 사

용하 다.

체 32개 품질요인들 종속변수인 반 만족에 한 0.05에서 유

의한 향력을 갖는 품질요인은 안 리,조경시설, 종사원의 행동

태도,필요시설의 배치, 의 청결상태,화장실 등이며 종속변수에

한 설명력을 의미하는 R제곱은 0.4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분산분

석결과에 따르면 6개 다 회귀모형은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고객만족에 한 서비스품질요소의 향력을 측정하기 해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44-

청결성 .473 서비스정확성 .421

조경시설 .173 .481 안내사항 달 .430

매시설 구비 .276 청결상태 .164 .449

필요시설 배치 .080 .314 정리정돈 .383

본원 문제 처리 .460 세련미 .359

서비스 안 성 .422 주변환경조화 .392

안 리 .193 .481

품질
차원

품질요소
회귀
계수

상
계수

품질
차원

품질요소
회귀
계수

상
계수

제공 안내시설 .198 차별 이벤트 .040 .111

<표 21> KAC-CSI 서비스품질요소에 한 선형회귀분석  Pearson 

상 분석 결과 : 김해국제공항

⑵ 김해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체 32개 품질요인들 종속변수인 반 만족에 한 0.05에서 유

의한 향력을 갖는 품질요인은 여객 필요시설의 배치, 종사원의 친

한 인사,이벤트 등 문화행사 개최, 종사원의 행동 태도,문제

처리능력, 의 청결상태 등이며 종속변수에 한 설명력을 의미하는

R제곱은 0.56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7개 다

회귀모형 모두 0.05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화장실(307)’,‘ 종사원의 친

한 인사(.256)’와 ‘친 한 행동 태도(.174)’,‘필요시설의 배치(.120)’,

‘문화행사 등 이벤트 개최(.040)’등으로 나타났다.

각 서비스품질요인과 반 만족도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한

Pearson상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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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내방송 .242 서비스 차별  이미지 .016

에스컬 이터 -.023 인사 .256 .573

자동문 .032 서비스 행동&태도 .174 .041

카트 .243 복장단정 .306

기의자 .163 용모단정 .425

화장실 .307 .577 극성 .177

이동편리성 -.03 경청 .329

온습도 등 쾌 성 .704 신속 .296

조명밝기정도 .501 기시간 .185

청결성 .134 서비스정확성 .301

조경시설 .086 안내사항 달 .340

매시설 구비 .044 청결상태 -.13 .157

필요시설 배치 .120 .645 정리정돈 .182

본원 문제 처리 -.18 .458 세련미 .317

서비스 안 성 .104 주변환경조화 .169

안 리 .295

⑶ 제주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32개 품질요인들 종속변수인 반 만족에 한 0.05에서 유의한

향력을 갖는 품질요인은 화장실, 종사원의 행동과 태도,그리고 친

한 인사,여객 필요시설의 배치,고객 의 세련미,문화행사 등 이벤

트 개최 등이며 종속변수에 한 설명력을 의미하는 R제곱은 0.734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6개 다 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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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차원

품질요소
회귀
계수

상
계수

품질
차원

품질요소
회귀
계수

상
계수

제공 안내시설 .751 차별 이벤트 .079 .497

시설 안내방송 .665 서비스 차별  이미지 .517

에스컬 이터 .411 인사 .187 .764

자동문 .541 서비스 행동&태도 .230 .595

카트 .132 복장단정 .630

기의자 .535 용모단정 .634

화장실 .307 .765 극성 .574

이동편리성 .503 경청 .656

온습도 등 쾌 성 .588 신속 .607

조명밝기정도 .630 기시간 .599

청결성 .586 서비스정확성 .667

조경시설 .526 안내사항 달 .639

매시설 구비 .609 청결상태 .613

필요시설 배치 .064 .488 정리정돈 .657

본원 문제 처리 .712 세련미 .166 .704

서비스 안 성 .609 주변환경조화 .634

안 리 .654

<표 22> KAC-CSI 서비스품질요소에 한 선형회귀분석  Pearson 

상 분석 결과 : 제주국제공항

모두 0.05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품질요소와 반 만족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해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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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만족-불만족 불연속개념에 의한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

고객만족도의 측정방법론에 있어서 만족-불만족이 선형 계가 아닌

불연속 이고 단 계를 가지고 있다(Lazarus1991;Shaveretal

1987)는 개념은 서비스개선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의 PCSI모형과 KAC-CSI모형을 비롯한 부분의 고

객만족도조사모형은 만족과 불만족을 연속개념으로 간주하고 5 내지는

7 리커드척도를 사용하고 있다.1 (매우 불만)과 7 (매우 만족)을 양

극단으로 하여 100 으로 환산하고 이를 가 는 단순 평균하여 해당

기 의 만족지수로 간주하고 있으며 만족지수가 높으면 고객의 만족정도

가 높고 불만족정도는 낮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만족-불만족 연속모

형은 고객만족의 정도를 표 화된 수치로 단순화함으로써 시계열 기

업간 비교를 가능 하며 이에 따른 조사결과의 해석과 활용이 용이해 기

업경 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객의 만족이 높아지면 불만족이 낮아지거나 고객의 불만족이

낮아진다고 반드시 만족이 향상된다는 연속 개념에 의문을 제시하고

만족도조사의 경험 연구에서 나타난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는 불연속 개념이 만족도 측정모형에 더 합하다는 주장

이 나타나고 있다.(Halvena and Holbrook,1986;Mano and Oliver,

1993)

우리나라의 표 고객만족도 조사 하나인 KCSI(Korean

CustomerSatisfactionIndex)는 연속모형에 의한 종합만족지수 산출방

식 신에 리커드 7 척도 에서 7 (매우 만족)과 6 (만족)에 해당

하는 Top2의 비율을 종합만족지수로 활용하는 데,이는 불연속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경쟁자가 존재하는 민간시장에 있어서 재구매나 타인

추천 등 기업의 매출과 수익을 향상시켜 만족 고객의 크기는 향후 경

성과를 측하고 향상시키는 데 매우 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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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속모형 불연속모형

만족과 불만족의 

계
선형 계 독립 계

고객만족도 

산출방법
각 요인의 만족도 평균 만족고객비율

품질요인의 요도 

산출
회귀분석,상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장  
만족지수 산출  단순 

명료한 해석이 가능

만족  불만족 

요인에 한 다양한 

정보제공

연구과정상의 

문제
결측값의 처리문제

만족/불만족 지 의 

경계 설정

<표 23>고객만족에 한 연속모형과 불연속모형 비교(이 희,2005)

경우 만족한 고객이 요하게 인식하는 서비스품질요인과 불만족한 고객

이 요하게 인식하는 서비스품질요인이 달라 상호 독립 으로 작용한다

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연속개념에 의거한 일차원 정보보다 훨씬 더 많

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표 23>은 고객만족에 한 연속모형과 불연속모형의 차이 을 요약

하여 정리한 것이다.불연속모형에 따른 품질요인의 향력을 악하기

해서는 만족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6)로 범주화한 후에 범주화된

결과변수에 한 원인변수의 향력을 각각 산출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이 희 2005)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품질요인의 향력을 분석하기 해

연속모형에 의한 품질요인의 향력 분석결과(회귀분석)와 불연속모형에

의한 품질요인의 향력 분석결과(로지스틱 회귀분석)를 상호 비교하

으며 PCSI모형과 KAC-CSI모형 모두 상 2개 는 1개 척도를 만족고

6)고객의 만족유형을 만족과 불만족이 아닌 만족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나

 것은 고객의 유형이 만족범주(6∼7 )나 불만족범주(1∼2 )에 속하지 않는 무

만족범주(3∼5 )의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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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경우 내  용 개선 략

연속+불연속

(만족/불만족)

핵심 이고 본원 인 서비스품질 

요인으로 만족과 불만족에 동시에 

향을 미침.고객의 해당서비스

에 한 이용목 을 제공 

만족을 높이고 불만

족을 낮추는 방향으

로 ( 요도가 가장 높

음)

연속+불연속

(만족)

부가  서비스에 해당되며

경쟁사로부터 자사서비스를 인식

시키는 차별  품질요인에 해당 

만족을 높여 경쟁사

와 차별화시킴

(Positive 략)

연속+불연속

(불만족)

필수 인 서비스품질요인으로 고

객만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

건은 아닌 품질요인들.

일정수 이하로 품질이 하락할 경

우 고객의 불만을 일으키는 요인

일정 수 의 품질을 

지속 으로 유지

(Optimization 략)

연속개념에서

만 유의함

비교  고객들로부터 사소하게 인

식되는 서비스품질요인

해당 품질요인에 한 

고객의 인식을 최소화

(Blind 략)

불연속개념에

서만 유의함

공정성이나 형평성,청렴도와 

련된 사회  이슈나 사회  품질

요인들이 주로 해당

불만족을 낮추는 

략

(Negative 략)

<표 24> 서비스품질요인에 한 다차원분석 해석과 개선 략(이 희 

2005)

객으로 그리고 하 척도 분석가능한 정비율의 척도를 불만족고객으

로 각각 범주화하여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의 향력을 독립 으로 분석

하 다.

연속모형에 의한 만족요인의 향력과 불연속모형에 의한 만족 불

만족요인의 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품질요인의 다차원

분석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을 인식하게 되었

는데 <표 24>은 연속ㆍ불연속모형을 사용한 다차원분석을 분석 틀과 이

를 활용한 개선 략에 한 시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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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1단계a

편익성 -.313 .629 .248 1 .619 .731

문성 1.632 .588 7.707 1 .006 5.115

신성 -.212 .407 .271 1 .603 .809

응성 -.316 .477 .439 1 .508 .729

지원성 .850 .574 2.195 1 .138 2.340

공감성 1.213 .568 4.556 1 .033 3.365

쾌 성 -1.015 .533 3.624 1 .057 .362

편리성 1.217 .453 7.216 1 .007 3.376

심미성 .508 .489 1.080 1 .299 1.663

청렴성 .626 .446 1.968 1 .161 1.870

공익성 .602 .441 1.863 1 .172 1.826

<표 25>만족 향을 미치는 서비스품질요인(PCSI:김포국제공항)

1.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

⑴ 김포국제공항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PCSI)

만족과 불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불연속 모형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해 종합만족도를 범

주형 변수로 환하 다.7 리커드척도로 구성된 각 만족도에서 6 과

7 의 경우 만족으로 그리고 4 이하7)를 불만족으로 분류하 다.이는

본 연구에서 불만족을 만족과 같이 하 2개 척도(1 과 2 )로만 분류

할 경우 불만족 사례가 매우 어 계량분석을 한 충분한 표본을 확보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불연속모형에 따른 만족(종합만족도 6 이상)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

인을 구분하기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5>와 같다.

7)불만족을 2개 하 척도(1 과 2 )으로 분류하지 않고,4 이하로 확 분

류한 것은 종합만족도가 2 이하로 응답한 표본수가 매우 어 정한 계량분

석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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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성 1.361 .604 5.082 1 .024 3.901

상수항 -36.086 6.398 31.811 1 .000 .000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1단계a

편익성 -.751 1.432 .275 1 .600 .472

문성 .865 1.246 .482 1 .488 2.375

신성 -.775 1.385 .313 1 .576 .460

응성 -.303 1.220 .062 1 .804 .739

지원성 -3.482 1.771 3.865 1 .049 .031

공감성 -.252 1.056 .057 1 .811 .777

쾌 성 .262 1.517 .030 1 .863 1.299

편리성 -1.571 1.908 .678 1 .410 .208

심미성 -.864 1.002 .743 1 .389 .422

청렴성 -2.679 1.472 3.309 1 .069 .069

공익성 1.427 1.011 1.994 1 .158 4.167

안 성 -2.544 1.272 3.996 1 .046 .079

상수항 43.763 18.412 5.649 1 .017

<표 26> 불만족에 향을 미치는 서비스품질요인(PCSI : 

김포국제공항) 

분석결과에 따르면 품질요인들 문성(1.632)을 비롯해 공감성

(1.213),편리성(1.217),안 성(1.361)등이 불연속모형에서 고객만족에

0.05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6 과 7

을 응답한 고객들에 한 상 으로 큰 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이 해당서비스를 경험한 후에 만족으로 인식하는데 결정 인 향력을

갖고 볼 수 있다.

불연속모형에서 불만족(종합만족도 4 이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별하기 한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는 <표 2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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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상 계수

연속모형

(회귀분석)

불연속모형

만족 불만족

1단계a

편익성 .826 .116

문성 .794 1.632

신성 .789

응성 .818

지원성 .889 .207 -3.482

공감성 .802 .107 1.213

쾌 성 .772

편리성 .783 1.217

심미성 .771 .137

청렴성 .811 .125

공익성 .728

안 성 .879 .277 1.361 -2.544

<표 27>종합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들(연속  

불연속모형/김포국제공항)

불연속 모형의 종합만족도 불만족에 0.05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 즉 고객들이 불만을 느끼게 하는 데 유의미한 향력을 가지고 있

는 품질요인으로 지원성(-3.482)과 안 성(-2.544)이 분류되었다.

앞서 고객만족에 한 서비스품질요인의 향력을 측정하기 해 실시

한 선형회귀분석과 상 분석 불연속모형에 근거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로 정리하면 <표 27>와 같다.

12개 품질요인 종합만족도에 해 연속모형과 불연속모형의 만족과

불만족에 모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은 안 성으로 나타났다.즉 안정

성 요인은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 역에 걸쳐 상당한 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우선 으로 응해야할 요인으로 단할 수 있

다.

반면 공감성은 연속모형에서도 종합만족도에 해 유의한 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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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상 계수

연속모형

(회귀분석)

불연속모형

만족 불만족

1단계a
편익성 .826

문성 .888 .236 1.759 -1.957

<표 28> 종합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들(연속  불연속모형/

김해국제공항)

면서도 불연속모형의 만족고객에 해 향력을 가지고 있는 데,고객의

불만족에는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만족에는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연속모형과 불연속모형 고객불만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원성으로

고객의 불만족에는 향을 미치지만 고객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데는

향력이 작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편익성,심미성,청렴성은 연속모형에서만 그리고 문성과 편

리성은 불연속모형에서 만족고객(6 과 7 응답고객)에게만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⑵ 김해국제공항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PCSI)

불연속 모형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해 종합만족도를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범주형 변수로 환하되 김포국제공항과 동일하게 6 과 7

의 경우 만족으로 그리고 4 이하를 불만족으로 분류하 다.

불연속모형에 따른 만족(종합만족도 6 이상)에 향을 미치는 품질

요인과 불만족(종합만족도 4 이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별하기

한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는 <표 28>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품질요인들 문성(1.759)과 심미성(1.216)이 불연속

모형에서 고객만족에 0.05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불연속 모형의 불만족에 0.05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을 문성(-1.957)과 공익성(-1.90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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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851

응성 .823

지원성 .878

공감성 .882 .243

쾌 성 .823

편리성 .868

심미성 .863 .109 1.216

청렴성 .849

공익성 .868 .202 -1.908

안 성 .868 .188

12개 품질요인 종합만족도에 해 연속모형과 불연속모형의 만족과

불만족에 모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은 문성으로 나타났다.반면 심

미성은 연속모형에서도 종합만족도에 해 유의한 향을 가지면서도 불

연속모형의 만족한 고객에 향력을 가지고 있다.연속모형과 불연속모

형 불만족한 고객에게 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익성으로 고객의 불만족

에는 향을 미치지만 고객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데는 향력이 없는 요

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감성과 안 성은 연속모형에서만 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⑶ 제주국제공항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PCSI)

불연속 모형에 따른 만족 역(6 이상)과 불만족 역(4 이하)에서

의 품질요인의 향력을 측정하기 해 김포국제공항과 동일하게 로지스

틱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 ,불연속모형에 따른 만족(종합만족도 6 이상)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과 불만고객(4 이하 응답고객)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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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상 계수

연속모형

(회귀분석)

불연속모형

만족 불만족

1단계a

편익성 .812

문성 .820 .085

신성 .808 .101

응성 .741

지원성 .844

공감성 .829 .132

쾌 성 .830 .170

편리성 .817 2.193

심미성 .850

청렴성 .822 .136

공익성 .858 .208 2.959 -1.410

안 성 .867 .140

<표 29>종합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들(연속  

불연속모형/제주국제공항)

측정하기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는 <표 29>와 같다.

6 이상을 응답한 만족고객에 해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품질요

인은 편리성(2.193)과 공익성(2.959)으로,그리고 불만족 고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은 공익성(-1.410)으로 나타났다.

12개 품질요인 종합만족도에 해 연속모형과 불연속모형의 만족과

불만족에 모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은 공익성으로 나타났다. 한 연

속모형에서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은 쾌 성과 안 성,청

렴성,공감성, 신성, 문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편리성은 만족고객에

있어서만 향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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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상 계수

연속모형

(회귀분석)

불연속모형

만족 불만족

1단계a

AQ01 .327

AQ02 .406

AQ05 .362

AQ06 .387

AQ07 .151

AQ09 .398

AQ12 .408 .129 .946

AQ13 .385

AQ14 .389

<표 30>만족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들(연속-불연속모형에 

의한):김포국제공항 

2.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KAC-CSI)모형

⑴ 김포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KAC-CSI)

고객 만족과 불만족의 불연속모형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해

반 만족도를 범주형 변수로 변형하 다.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

와 만찬가지로 답변의 빈도를 고려하여 5 을 만족으로 그리고 3 이하

를 불만족으로 분류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공시설차원 화장실(AQ12/.946)과 차별화된 서비

스이미지 달(DQ03/.837), 서비스차원에서는 종사원의 친 한 인사

(EQ3A1/.908) 용모단정(EQ3A4/-1.914)등이 유의수 5%에서 만족

한 고객(5 이상)에 해 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단된다.

반면 고객 불만족(3 이하)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향력을 갖는 품질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들을

연속모형과 불연속모형에 근거한 다 회귀분석과 상 분석을 하나의 테

이블로 정리하면 <표 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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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15 .418

AQ16 .473

AQ17 .481 .173

AQ21 .276

AQ22 .314 .080

CQ01 .460

CQ02 .422

CQ03 .481 .193

DQ01 .207

DQ03 .297 .837

EQ3A1 .348 .908

EQ3A2 .457 .175

EQ3A3 .427

EQ3A4 .381 -1.941

EQ3A5 .448

EQ3A6 .420

EQ3B1 .464

EQ3B2 .426

EQ3B3 .421

EQ3B4 .430

EQ3C1 .449 .164

EQ3C2 .383

EQ3C3 .359

EQ3C4 .392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 화장실이 연속

모형과 불연속모형(고객만족)에서 모두 유의미한 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공항안 리를 비롯하여 공항내 조경시설

(AQ17), 에서의 종사원의 친 한 행동 태도(EQ3A2),화장실

(AQ12),공항내 필요시설의 배치(AQ22)등이 연속모형에서 향을 미치

고 있으며 차별 서비스이미지 달(DQ3)과 종사원의 친 한 인

사(EQ3A2)는 만족고객(5 )에서만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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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상 계수

연속모형

(회귀분

석)

불연속모형

만족 불만족

1단계a

AQ01 .198 -.450

AQ02 .242

AQ05 -0.023 2.063

AQ06 0.032

AQ07 .243

AQ09 .163

AQ12 .577 .307

AQ13 -0.03

AQ14 0.704 1.245

AQ15 0.501

AQ16 0.134

AQ17 0.086 -1.146

AQ21 0.044 -1.247

AQ22 .645 .120

CQ01 .458 -.189

CQ02 0.104

CQ03 .295

DQ01 0.111 .040

DQ03 0.016

EQ3A1 .573 .256

EQ3A2 0.041 .174

EQ3A3 .306

EQ3A4 .425

<표 31>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들(연속-불연속모형에 

의한):김해국제공항

⑵ 김해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KAC-CSI)

<표 31>는 김해국제공항 이용객의 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품

질요인들을 연속모형과 불연속모형에 의거 다 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

분석결과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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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3A5 .177

EQ3A6 .329

EQ3B1 .296

EQ3B2 .185

EQ3B3 .301

EQ3B4 .340

EQ3C1 .157 -.137

EQ3C2 .182

EQ3C3 .317

EQ3C4 .169 1.826

불연속 모형에 의거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제공시설차원

에서는 안내표지 (AQ01)과 에스컬 이터(AQ05),온습도 등 쾌 성

(AQ14),공항 조경시설(AQ17), 매시설의 구비(AQ21),고객 의 주

변환경 조화(EQ3C4)등의 품질요인이 만족한 고객에 해 5% 신뢰수

에서 유의미한 향력을 갖고 있으며 반면,불연속모형에 의거한 불만족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모형과 불연속모형에서 동시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은 존재하

지 않지만 Pearson상 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동시에 고려할 때 화장

실(AQ12)과 편의 등 여객 필요시설의 배치요인(AQ22)을 서비스개선

략 수립시 우선 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단된다. 한 불연속모형

에서는 보안검색 등 주요 고객 의 환경개선(EQ3C4)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⑶ 제주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KAC-CSI)

불연속 모형에 의거한 고객만족에 향을 미친 품질요인들은 여객터미

의 청결함(AQ16/1.262)과 여객 필요시설의 편리한 배치(AQ22/.649),

문화행사 등 이벤트 경험유무(DQ01/.914), 종사원의 의바른 행동

태도(EQ3A2/2.053)등으로 나타났다.반면 불연속모형에 의거 고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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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상 계수

연속모형

(회귀분석)

불연속모형

만족 불만족

1단계a

AQ01 .751

AQ02 .665

AQ05 .411

AQ06 .541

AQ07 .132

AQ09 .535

AQ12 .765 .307

AQ13 .503

AQ14 .588

AQ15 .630

AQ16 .586 1.262

AQ17 .526

AQ21 .609

AQ22 .488 .064 .649

CQ01 .712

CQ02 .609

CQ03 .654

DQ01 .497 .079 .914

DQ03 .517

EQ3A1 .764 .187

EQ3A2 .595 .230 2.053

EQ3A3 .630

EQ3A4 .634

EQ3A5 .574

EQ3A6 .656

EQ3B1 .607

EQ3B2 .599

EQ3B3 .667

EQ3B4 .639

<표 32>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품질요인들(연속-불연속모형에 

의한):제주국제공항

만에 향을 미치는 요인(유의확률 0.5)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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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3C1 .613

EQ3C2 .657

EQ3C3 .704 .166

EQ3C4 .634

연속과 불연속모형에 의거한 고객만족에 유의미한 향력을 갖는 품질

요인들을 종합 으로 살펴보면 여객필요시설의 편리한 배치(AQ22)와 이

벤트 등 문화행사 경험(DQ1), 종사원의 의바른 태도(EQ3A2)가

연속과 불연속모형에서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화장

실(AQ12)과 종사원의 친 한 인사(EQ3A1), 시설의 세련미

(EQ3C3)등이 연속모형에서 그리고 여객터미 내 청결성(AQ16)이 불

연속모형에서 만족고객에게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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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연속-불연속 

모두 유의한 경우

연속-불연속(만족

) 유의한 경우
화장실

여객편의시설 

배치, 문화행사, 

종사원의 

의바른 태도

<표 34> 공항별 고객만족요인 비교 :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제 3 소결론

만족과 불만족 연속과 불연속모형에 의해 분석된 공항별 품질요인을

조사모형별로 종합 으로 정리하면 <표 33> <표 34>과 같다.

구분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연속-불연속 

모두 유의한 

경우

안 성 문성 공익성

연속-불연속(만

족) 유의한 경우
공감성 심미성

연속-불연속(불

만) 유의한 경우
지원성 공익성

연속만 유의한 

경우

편익성, 심미성, 

청렴성
공감성, 안 성

문성, 공감성, 

신성, 쾌 성, 

청렴성, 안 성

불연속(만족)만 

유의한 경우
문성, 편리성 편리성

불연속(불만)만 

유의한경우

<표 33> 공항별 고객만족요인 비교 :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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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불연속(불만

) 유의한 경우

연속만 유의한 

경우

조경시설, 

여객편의시설 

배치, 안 리, 

종사원의 

의바른 태도, 

의 청결성

화장실, 여객 

편의 시설 배치, 

문제해결, 

문화행사, 

종사원의 친 한 

인사  의바른 

태도

화장실, 종사원의 

친 한 인사, 

의 세련미

불연속(만족)만 

유의한 경우

차별  

서비스이미지, 

종사원의 친 성, 

종사원의 

용모단정

안내표지 , 

에스컬 이터, 

온습도 등 

쾌 성, 

매시설, 의 

주변시설과의 

조화

불연속(불만)만 

유의한 경우

만족-불만족 연속모형과 불연속모형에 따라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정리한 결과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도

출할 수 있었는데 이는 7 리커드척도를 용하는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이 5 리커드척도를 채택한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모형

에 비해 데이터의 편차가 더 크게 발생함으로써 고객만족에 유의한 품질

요인들의 향력을 밝 내는 데 있어 보다 용이하다.이러한 경향은 한

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경우 불연속 모형에 근거한 불만족에

유의한 향력을 가진 품질요인이 3개 공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과

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으로 만족-불만족 불연속 모형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는

단순히 어떤 품질요인의 고객만족에 한 향력의 크기여부만을 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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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질요인 상 계수 회귀계수 비 고

김포

편익성 .826 .116

지원성 .889 .207

공감성 .802 .107

심미성 .771 .137

청렴성 .811 .125

안 성 .879 .277

김해

문성 .888 .236

공감성 .882 .243

심미성 .863 .109

공익성 .868 .202

안 성 .868 .188

제주

문성 .820 .085

신성 .808 .101

공감성 .829 .132

쾌 성 .830 .170

청렴성 .822 .136

<표 35>품질요인의 가 치 산정방식 비교(상 계수-회귀계수):PCSI

는 연속모형에 의한 회귀분석을 보완할 수 있는 입체 인 정보를 제공한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특히 만족 강도에 따라 고객

을 분류하여 고객만족향상을 한 서비스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 인 고객만족 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다음으로는 고객만족에 한 각 품질요인의 향력 는 가 치를 산

출하기 한 방식으로 상 계수와 회귀계수 어떤 방식을 사용할 지에

한 쟁 이 이슈가 될 수 있다.

<표 35>는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에 따른 각 품질요인의 가

치를 산출하기 한 각 품질요인의 상 계수와 회귀계수를 비교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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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858 .208

안 성 .867 .140

각 품질요인의 상 계수는 최소값과 최 값 간의 편차가 회귀계수와

비교해서 상 으로 은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각 품질요인별 가

치가 평균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이다.이는 품질요인들간 가 치의

변별력이 상 으로 희박해지고 구지 가 치를 산출할 근거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그러나 상 으로 회귀계수에 의한 가 치 산

출에서 나타나는 음(-)의 값이나 극단 인 수치를 완화시키는 장 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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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활용방안

지 까지 고객만족의 개념 정의와 배경이론,측정방법론에 한 논

의나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제시되어 왔지만 실제 기업이나 기 내부에

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서비스개선에 연결시킬 것인가에 한 학문

논의는 상 으로 미흡했던 것 같다.이는 조사결과에 한 활용과정이

기업내부에서 일어나는 경 활동으로서 외부 노출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

고 노출되었더라도 체계 인 분석이나 연구가 수반되지 않은 채 성공사

례나 우수사례를 단편 으로 발표하는 수 에서 머물고 있지 않았는가하

는 해석이 있을 뿐이다.

본 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확인된 유효한 고객만족요인과 그 향력

을 바탕으로 고객만족 향상을 한 서비스개선정보를 도출하게 될 것이

며,두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의 략 기능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이러

한 과정을 통해 고객만족도 조사가 기 의 서비스경쟁력과 고객만족 향

상에 기여하는 지를 실증 으로 보여 으로써 앞서 제시한 고객만족도의

역할에 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고객만족경 은 고객의 소리(VOC ;VoiceofCustomer)를 기업이나

기 의 경 활동에 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장 근본 인 활동

은 고객의 소리 즉 요구나 불만,제안 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객만족도 조사 등 고객을 상으로 하는 마 조사는 바로 고

객의 소리를 조직 내부로 달하는 가장 체계 이고 과학 인 경 도구

로 해석할 수 있다.이 게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조직 내부에 달된

고객의 소리를 일정한 도구나 틀을 통해 해독(incoding)과정을 거침으로

써 기업의 내ㆍ외부환경을 고려한 실천가능한 개선 략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이 게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만족도 조사결과 해독부터 최종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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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로세스를 요약하면 <그림 5>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선개선항

목 도출

고객요구/ 

불만 분석

서비스이행

수  분석

개선방안 

수립․시행

<그림 5>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활용 서비스개선 로세스

이러한 서비스개선 로세스 상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은 보다 유효

한 서비스개선정보를 제공하기 해서는 고객의 소리나 서비스표 제도

등 다양한 제도와의 연계분석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본 장에서는 이러

한 고객만족 향상을 해 시행 인 제도들과 두 조사모형간의 연계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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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고객만족도 향상방안 :개선품질요인 선정

앞서 고객만족경 의 략는 고객만족의 극 화가 아닌 최 화에

을 맞춰야 하며 이는 기업과 조직에게 주어진 외부환경과 가용할 수 있

는 인 ㆍ물 자원의 한도 내에서 고객의 만족을 최 수 으로 향상시

키는 것이지 고객만족을 극 화하기 해서 무한정 기업의 자원을 소모하

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고객만족의 원인변수인 서비스품질요인의 만족수 과 요도를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산출하 다면 각 품질요인의 개선우선순 를 정

하고 조직이 가용할 수 있는 인 ㆍ물 자원을 고려하여 개선여부를 결

정할 필요가 있다.

Martilla& James(1977)는 고려되는 각 요소의 요도와 실행도를 각

각 측정하고 2차원 평면상에 배치하 는 데 각 요소의 치에 따라 그

의미를 부여하는 IPA (ImportancePerformanceAnalysis)기법을 고안하

다.

QuadrantⅠ

Concentrate Here

QuadrantⅡ

Keep up the 

Good Work

QuadrantⅣ

Possible Overkill

QuadrantⅢ

Low Priority

HighImportance

High

Performance

(Satisfaction)

Low

Performance

(Unsatisfaction)

Low Importance

<그림 6>IPA기법의 모형도 :Martilla(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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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개 선  략

Ⅰ분면
만족도 低

요도 高

고객이 요하게 생각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품질요인으로 서비스나 제품 경쟁력의 가장 큰 약

가장 시 한 개선과제이므로 최우선 개선 략이 필요

Ⅱ분면
만족도 高

요도 高

고객이 요하게 인식하며 높은 만족수 을 

유지하는 품질요인으로 서비스나 제품이 가진 

략  강 에 해당. 상유지 는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확장 략이 필요

Ⅲ분면
만족도 高

요도 低

고객이 요하지 않게 인식하지만 만족도가 높은 

품질요인으로 조직의 자원이 필요이상 과다하게 

<표 36> IPA기법을 활용한 우선개선항목 도출

IPA기법의 모형도에서 각 요인들은 만족도와 요도를 기 으로 2차

원 도면상에 표시되며 심 을 기 으로 치된 분면에 따라 집

(Concentrate Here),유지(Keep up the good work),과잉(possible

overkill), 순 (Low priority)로 분류할 수 있다.

Ⅰ분면에 치한 요인들의 평가속성은 요도가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서 개선시 최우선 으로 고려(ConcentrateHere)되어야 할 요인들이다.

Ⅱ분면에 치한 요인들은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서 비교 리

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계속 유지(Keepupthegoodwork)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Ⅲ분면은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요인들

로 우선개선항목 도출시 우선순 가 낮은(Low Priority)요인들이다.Ⅳ

분면은 만족도는 높지만 요도가 낮은 요인들로 만족을 한 노력의 과

잉(PossibleOverkill)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행을 이거나 제거해도

된다.

<표 36>은 각 분면의 품질요인에 한 상황을 분석하고 조직의 응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IPA기법의 장 은 체 품질요인의 상황과 함께

시계열 자료를 추가할 때는 각 품질요인의 만족도와 요도의 변화상황

을 체 으로 악할 수 있지만 한 분면에 포함된 품질요인간의 개선우

선순 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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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는 경우. 상유지 략 는 내부경 상황에 

따라 축소 략이 필요

Ⅳ분면
만족도 低

요도 低

고객이 요하지 않게 인식하고 만족도도 높지않은 

품질요인으로 고객의 불만을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소-최 화 략이 필요

<그림 7>는 김포국제공항의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PCSI)결과를 토

로 작성한 IPA분석결과이다. 요도가 상 으로 높지만 만족도가 낮

은 지원성,안 성,청렴성 등을 주요 우선개선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품질요인별 만족도

품

질

요

인

별

요

도

신성

청렴성

지원성

안 성

공익성

공감성문성

심미성

편리성

편익성
응성

괘 성

<그림 7>서비스 품질요인 IPA분석(김포국제공항/PCSI)

<그림 8>은 김포국제공항의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KAC-CSI)

결과를 토 로 작성한 IPA분석결과로서 분석 상인 품질요인이 상

으로 많아 제공시설과 서비스 , 기타 서비스(본원 서비스와 차별

서비스)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제공시설에 한 IPA분석결

과 조명밝기, 기의자,이동편리성,안내시설 등이 주요 우선개선요인으

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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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조경시설

이동편리성
기의자

청결성

안내방송

필요시설

자동문

매시설

안내시설

조명밝기

카트

화장실

품질요인별 만족도

품

질

요

인

별

요

도

<그림 8>시설 품질요인 IPA분석(김포국제공항/KAC-CSI)

서비스 품질요인 에서는 복장단정요인만이 유일하게 우선개선요

인으로 분류되었다.이는 만족도가 상 으로 극단값을 가지는 품질요

인( 종사원의 친 한 인사)으로 인해 기 선( 값)보다 낮은 만족

도를 가진 요인이 2개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친 한 인사

복장단정

극성

용모단정

세련미

안내상항 달

청결상태

기시간

환경조화

서비스
정확성

정리정돈

경청

신속성

품질요인별 만족도

품

질

요

인

별

요

도

<그림 9> 품질요인 IPA분석- 값 기 (김포국제공항 

KAC-CSI)

이런 경우에는 기 을 값이 아닌 품질요인들의 평균값이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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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 만족도,산업평균값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선우선순 에 포함되

는 품질요인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그림 10>는 김포국제공항의 서비

스 품질요인에 한 IPA분석에 있어서 만족도 기 선을 평균값으로

체했을 때의 결과이다.기 선이 값인 경우와 비교할 때 종사

원의 극성요인이 우선개선요인에 추가되었다.

친 한 인사

복장단정

극성

용모단정

세련미

안내상항 달

청결상태

기시간

환경조화
서비스
정확성

정리정돈

경청

신속성

품질요인별 만족도

품

질

요

인

별

요

도

<그림 10> 품질요인 IPA분석-평균값기 (김포국제공항 

KAC-CSI)

<그림 11>는 본원 차별 품질요인에 한 IPA분석으로 여객

과 공항시설의 안 리 문제처리 등이 우선개선요인으로 분류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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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리

문화이벤트

차별

이미지

안 성

문제처리

품질요인별 만족도

품

질

요

인

별

요

도

<그림 11>본원   차별  품질요인 IPA분석(김포국제공항 

KAC-CSI)

버리지분석(LeverageAnalysis)은 체 서비스품질요인의 앙값

는 평균값에 한 차이(Gap)와 요도를 고려하여 개선시 성을 결정함

으로써 각 품질요인들의 개선우선순 를 정하는 방법이다. 버리지분석

에 의한 개선시 성을 산출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개선시 성=특정품질요인과 체품질요인의 만족수 의 차이 ×

해당품질요인의 요도

=(특정품질요인의 만족수 - 체품질요인의 평균만족수 )×

해당품질요인의 요도

여기서 특정품질요인과 체 품질요인의 만족수 차이는 해당 품질요

인이 평균수 과 비교하여 얼마나 만족수 이 낮은 지를 나타내며 해당

품질요인의 요도는 고객이 해당품질요인을 얼마나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의 산식을 통해 산출된 수치가 음(negative)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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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면서 값이 클수록 개선시 성이 높다고 단한다. 버리지

분석의 장 은 논리 이면서도 비교 용이하게 개선시 성을 계량화할

수 있고 각 품질요인의 개선우선순 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는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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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개선항목에 한 분석

1.고객요구에 한 분석

IPA기법이나 매트릭스기법을 이용하여 서비스품질요인 우선개선항

목이 선정되었다면 개선 상 항목이 가진 특징이나 하 요인 어떤 것

을 개선할 것인가에 한 사항에 을 맞춰야 한다.일반 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모형의 설문항목들을 구성하는 품질요인들은 일정한 서비스

역을 형성하거나 여러 가지 특징이나 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개

선 상항목으로 선정된다고 해도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하는 구체성

의 문제에 착하게 된다.

따라서 우선개선항목으로 선정되었다면 이에 한 고객의 요구나 의

견,불만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해당항목의 어떤 특징이나 하 요인이 고

객의 만족이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일반

으로 기업이나 기 이 고객이나 이해 계자로부터 내부 유입되는 다양

한 고객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야하는 필요성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많은 공공기 들은 불만 수창구,콜센터,홈페이지 불만

게시 등 다양한 고객의견 수채 을 운 하고 이를 체계 으로 리하

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기 들이 다양한 채 로부터 유

입되는 고객의 소리(VoiceofCustomers)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분

류,활용할 수 있는 통합VOC 산시스템을 경쟁 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박근석(2009)에 따르면 VOC시스템을 “오 라인․온라인 등의 다양한

채 을 통해 들어오는 고객의 소리에 즉각 으로 응 하고 VOC데이터

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고객에게 다시 환류시키고 경 로세스를 개선하

고 직원에게 공유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VOC의 요 속성으로 서비스의 즉시성(ImmediateResponse),VOC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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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 다양성(Channel Diversity), VOC 정보의 통합성(Data

Integration),고객 내부 로세스 피드백(Feedback)등을 제시하 다.

<그림 12>는 VOC시스템의 운 로세스를 정리한 것으로 고객의 의

견이나 요구,불만 등을 수하여 수집하는 단계부터 최종 으로 분류되

어 장된 VOC데이터를 검색,분석하여 서비스개선이나 이를 성과지표

로 반 하는 활용까지 체 VOC 로세스를 개 으로 보여주고 있다.

VOC 수집

 고객센터, 콜센터, 

불만게시  등 다양한 

채 을 통한 고객의견 수 

 등록

VOC 분류

 담당부서를 지정

 내용, 특징 등에 따라 해당 

VOC를 분류하고 이를 

시스템에 장

VOC 처리

 고객의 요구나 불만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부서에서 수용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 

VOC 분석․활용

 일정기간 동안 수집된 

VOC를 검토․분석하고 

서비스개선  평가, 보상 

등에 활용

<그림 12>VOC시스템 운 로세스

IPA기법이나 버리지 분석을 통해 나타난 우선개선항목에 한 분석

은 VOC분석 활용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정기간 동안에 유입된

VOC를 서비스개선방안이나 활동의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해서 해당

기 이나 기업이 체계 인 VOC분류와 리,공유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2.서비스 이행수 분석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한 IPA기법이나 버리지 분석을 통해 우선



-77-

개선항목을 선정하고 VOC시스템을 통해 이와 련된 고객의 의견이나

요구,불만들을 확인했다면 재 고객의 요구나 불만의 상이 되는 서

비스항목에 해 기 이나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 수 의

황을 악하고 향후 개선방안 노력을 통해 향상시킬 서비스목표수

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게 기 이나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품질 수 의 재

상황과 목표 수 을 측정․ 리하기 해서는 서비스품질수 에 한 계

량화가 제되어야 한다(이세 ,2006).즉 서비스의 품질수 을 가장 높

은 단계부터 가장 낮은 단계까지 하게 표 할 수 있도록 계량화되어

야 하며 이를 이용하고 가를 지불하는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수 을 일 성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표 이 제시되어야 한다.이세

(2006)은 이러한 일체의 활동 즉 합리 인 표 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 를 표 화라고 지칭하 다.

조선배(2003)는 표 화는 일정한 성과수 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서비

스제공자들이 조직 내 각자의 치에서 고객의 기 에 부응하는 수 이

상의 서비스를 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공공기 운 에 한 법률 제 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기 에서도 고객헌장과 함께 서비스

이행표 제도를 의무 으로 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 수 ,서비스에 한 불만처리,시정 차 배

상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종의 공공서비스에 한 표 화를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서비스 표 화는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서비스품질요인들을

리하기 한 제조건이 되며 지속 이고 정기 인 모니터링과 함께

한 리가 필요하다.한국교통연구원은 ‘공항서비스 평가항목 평

가지표 개발(2011)’에서 공항서비스 품질 수 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

표로서 <표 37>과 같이 40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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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해당 시설  

서비스
평가지표

수속 차의 

신속성

(14)

-체크인

-보안검색

-출국심사

-환승보안검색/

체크인

-입국심사/

세 검사

-탑승교/게이트 

라운지

-체크인 소요시간

-체크인 데스크의 80%이상이 이용되는 

시간 백분율

-보안검색 소요시간

-피크시 보안검색 시설당 처리 승객수

-출국심사 소요시간

-피크시 출국 데스크당 출발 승객수

-환승보안검색/체크인 소요시간

-피크시 환승 보안검색/체크인 데스크당 

처리 승객수

-입국심사/세 검사 소요시간

-피크시 입국 데스크당 도착 승객수

-피크시 수하물 조사 데스크당 도착 

승객수

-탑승교를 통해 탑승  하기하는 승객 

비율 

-피크시 게이트 라운지 좌석당 출발 

승객수

-피크시 라운지 지역 면 당 출발 

승객수

수하물 

처리의 

정확성(4)

-수하물

-도착 수하물 수취 기시간

-피크시 출도착 수하물 시스템 평균 처

리량

-수하물 처리 오류  분실율

-수하물 출도착 시스템 단시간

공항 이용 

편의성(13)

- 편의시설(은행,

우체국, 의료시

설, 환승편의시

설 등)

- 터미 내 시설 

-피크시 FID화면당 승객수

-피크시 정보 지 당 승객수

-피크시 편의시설 면 당 승객수

-피크시 터미  좌석당 승객수

-면 비 에스컬 이터 설치율

<표 37> 공항서비스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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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좌석,

에스컬 이터,

수하물 카트 등)

-교통약자를 한

시설  서비스

-상업시설

- 안내서비스(FID,

안내표지,안내방

송  안내센터)

-피크시 터미  면 당 승객수

-피크시 수하물 카트당 승객수

-수하물 카트 유료화 여부

-상업시설 표품목 가격

-기존 무료 시설 이용 유료화 여부

-교통약자를 한 시설의 수

-승객당 사고건수

-승객당 안 요원수

근성

(2)

-주차장/ 근 

교통 수단

-공항 순환 수단

-버스  철도의 일일 노선당 평균 

운행 빈도

-공항 순환 수단 평균 운행 빈도

고객만족도

(7)

-공항 체 시설 

 서비스

-FIDS품질 정성

-안내표지 품질 정성

-안내방송 품질 정성

-시설 청결에 한 만족도

-식당  상업시설 만족도  가격 

정성

-주차시설 만족도  가격 정성

-처리 승객당 불평건수

공항서비스는 무형성과 이질성 그리고 소멸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 화하기 해서는 평가지표에 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방법과 횟수가 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한 모니터링은 단순히 서비스품질의 수 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

니라 고객만족수 과의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고객이 용인하는 서비스

수 을 확인하고 이를 지속 으로 표 에 반 할 수 있어야 하며 변화되

는 고객의 기 수 과 서비스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성있게 운 되어야

한다.

<그림 13>과 <표 38>는 각 서비스항목에 한 고객의 만족수 과

련된 서비스요인에 한 품질수 측정결과를 매트릭스를 통해 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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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분석하고 이에 한 응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서비스 품질수 (모니터링결과)

고
객
만
족
도

Ⅲ분면

 낮은 만족도/낮은 서비스 

수

 서비스표  수율 제고

Ⅰ분면

 높은 만족도/낮은 서비스 

수

 서비스 표 을 하향 조정

Ⅱ분면

 높은 만족도/높은 서비스 

수

 상 유지

Ⅳ분면

 낮은 만족도/높은 서비스 

수

 서비스 표  상향 조정

<그림 13>각 서비스항목의 만족수 -품질수  매트릭스분석

구 분 내  용  응 방 안

Ⅰ분면
만 족 도 高

품질수  低

서비스품질수 이 목표수 에 미흡하지만 

만족수 이 높은 경우로서 서비스 

목표수 (표 )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Ⅱ분면
만 족 도 高

품질수  高

만족도와 서비스품질수 이 모두 높은 경우로 

재 품질수 을 유지하는 데 주력

Ⅲ분면
만 족 도 低

품질수  低

만족도와 서비스품질수 이 모두 낮은 경우로 

재 품질수 을 제고하고 상황에 따라 서비스 

목표수 (표 )을 높이는 것을 고려

Ⅳ분면
만 족 도 低

품질수  高

서비스품질수 은 높은데 반해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서비스목표수 (표 )이 고객의 기 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 따라서 

서비스목표수 을 재검토 

<표 38>만족수 과 품질수  매트릭스 분석에 따른 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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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과 <표 38>에 따라 해당 서비스항목에 한 응방안이 결

정되면 구체 인 개선과제들은 내부 에서 검토되어 지는 데 이 때

검토요인으로는 해당과제의 실행가능성을 비롯해 실행난이도,실행효과,

사 략 는 계획과의 일치성 등이 일반 으로 포함되며 복수의 내부

직원 는 외부 문가들간의 의를 통해 해당과제의 실행여부가 결정되

어 지는 것이 일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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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제 1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 언 된 선행연구를 토 로 고객만족을 개념화하면 인지된

기 와 사용 후 지각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에 한 소비자의 심리

반응 즉 심리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는 물론

해당기업에 한 신뢰 형성과 이에 따른 재구매,더 나아가 주변사람에

한 호의 인 구 과 추천 등 충성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고객만족의 효과 즉 장기 인 안목에서의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는

잠재 자산으로서 조직의 생존과 발 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객

만족도 조사모형은 만족수 과 품질요인의 향력을 측정하여 고객만족

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확인하고 향력을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한

다.독 인 특성을 갖는 공공부문에서는 고객만족과 충성도를 제고함

으로써 매출과 수익의 증가보다는 기 과 정책에 한 고객과 국민의 신

뢰와 지지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고객만족

향상 략으로서 어떤 방향성이나 구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와 한국공항공사 고객만

족도 조사 모형의 이론 배경과 방법론에 한 연구를 통해 그 특징과

장단 을 비교하고 두 가지 조사가 공항서비스에 해 복해서 실시해

야 할 타당성을 검토하 다.결론 으로 두 조사모형은 공항서비스에

해 복 으로 실시되어야 할 나름 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의 경우 형 인 평가모델로

서 업종이 다른 공공기 간의 비교․경쟁을 통해 공공기 의 서비스개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독 특징으로 인해 필연 으로 발

생할 수 밖에 없는 X-비효율성을 완화시키는 데 을 맞추고 있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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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품질요인에 한 측정과 분

석,개선을 한 세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 으로 공공기 의 서

비스개선활동에 기여하는 것에 을 맞춘 개선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조사모형은 공통 으로 공항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해 공공서비

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기 한 동일한 목 을 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의 각각의 특징은 한

국공항공사 뿐 만 아니라 시장형 는 시장형 공기업 일반인 고객

을 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의 공기업들이 공공기 운 에

한 법률에 의거 의무 으로 실시해야 하는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와

함께 자체 개발한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을 채택하여 운 하고 있는 배경

이 되고 있다.

한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의 이러한 특징은 종합만족도를 단일 는

복수의 설문항목으로 측정하는 직 측정법과 서비스의 하 품질에

한 요인이나 차원 만족도의 가 평균을 활용하는 간 측정법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혼합측정법 어떤 측정방법론을 채

택할 것인가를 단하는 기 을 제공한다.즉 평가모형인 공공기 고객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의 내용이 상이한 공공기 간의 비교를 해 직

측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개선모형인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품질요인들에 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해 간

측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두 조사모형은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와 경쟁

력 강화라는 동일한 목 을 가지고 있지만 이론 배경이나 측정방법론으

로부터 조사결과의 활용 등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본 연구는 선

행연구를 근거로 해서 바람직한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의 기능과 특성 등

을 제시하고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와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두 모형을 이러한 기 하에서 상호 비교․검토하 는데 그 결과는 <표

-3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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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조사

종합만족도

산출
직 측정법 간 측정법

조사 상
공공기 운 에 한 법률

에서 정한 공공기

한국공항공사가 리하는

국 14개 국내공항

조사주 기획재정부 한국공항공사

개발목

다양한 업종을 가진 공기업

간의 분석․비교을 통한 경

쟁력 강화

국내 14개 공항서비스 평가

를 통한 개선정보 제공

설문항목의

구성

12가지 서비스품질 속성에

근거한 설문구성

공항의 고객 사이클에

근거한 서비스요인 도출

설문구성의

타당성/신뢰성

두 조사모형 모두 몇몇 품질요인을 제거할 경우 높은 신

뢰성(Cronbach-α)을 가지고 있으나 타당성에서는 다소간

의 조정이 필요

장
공공부문의 경쟁환경 조성

을 통한 X-비효율성 완화

공항서비스에 한 구체

인 개선정보 제공

한계

서비스속성에 의거 각 품질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의미

상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방 한 양의 설문내용으로

응답자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

서비스표 제

도와의

연계성

일부 품질요인(설문항목)에

있어서 연계가 가능

이행표 과 조사모형의 품

질요인 간의 높은 연계로

우수한 분석도구를 제공

만족요인과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의 경우,7 리커드 척도를 사

<표 39>고객만족도 조사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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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에

척도분석

용함에 따라 5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는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보다 편차가 상 으로 크게 발생함에

따라 품질요인의 유의한 향력을 발견하기가 용이

경 평가

반

공공기 경 실 평가

공항공사 내부경 평가(BSC)

반

내부경 평가(BSC)반

결과 으로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의 경우 공공기 의 경 실

을 리․감독하는 정부 는 외부 리인의 에서 경 성과를 측정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 맞춰져 있는 반면 한국공항공사 고객

만족도 조사모형은 공공기 내부의 에서 각 지사 는 부문의 고객

만족 향상실 을 측정하고 서비스개선을 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이

맞춰져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가지 시사 을 두 조

사결과의 해석과 활용시 이용한다면 보다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서비스

개선이나 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의 다른 논 은 고객만족과 불만족을 단일한 차원의 개념으

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단할 것인가에 한

문제이다. 재 공항서비스를 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두 조사모형은 모

두 만족-불만족을 단일한 차원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7 과 5 리커드 척도가 각각 사용되고 있고 종합만족도도 7 과 5 을

기 으로 각각 백분 로 환산하여 측정하고 있다.반면 만족-불만족을

다른 차원의 개념에서 해석하는 조사모형은 체 고객 에서 만족고객

과 불만족고객을 분류하고 각각 고객에 해 유의한 향력을 갖는 품질

요인을 구별할 수 있으며 종합만족도의 측정도 체 고객 만족한 고

객의 비율로 표 하고 있다.이러한 두 가지 개념에 의한 측정방법론

어느 것이 더 이상 인가라는 이분법 논리보다는 두 가지를 보완 으

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입체 인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는 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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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출 필요가 있다.특히 체 고객 만족고객의 크기에 따라 향후 매

출과 수익이 결정되는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경쟁사보다 더 많은 만족고

객 즉 더 높은 시장 유율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보다 요하다는 에

서 볼 때 만족-불만족 불연속 개념에 입각한 측정방법론이 보다 합하

다고 볼 수 있다.반면 독 성이 특징인 공공서비스에서는 만족한 고객

의 크기보다는 상 으로 고객들의 만족강도를 의미하는 평균치가 요

하기 때문에 만족의 크기를 백분 로 표 하는 만족-불만족 연속개념에

의한 측정방법론이 보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고객만족

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실증 으로 보여 으로써 공공서비스의 개선활동

을 장려하기 해 노력하 는데,공항서비스의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실증

사례와 함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한 몇 가지 도구와 선행

조건들을 제시하 다.우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근거로 우선개선항목

을 도출하기 한 IPA기법과 버리지 분석이 그러한 사례이다. 한 고

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토 로 선정된 개선요인의 문제 이나 불만 발생요

소를 구체 으로 악하기 해 고객의 요구나 불만을 수집,분류,분석

하는 고객의 소리(VOC)시스템과 재의 서비스품질수 과 목표수 그

리고 리방법을 구체 으로 표 하고 있는 서비스표 제도의 도입은 고

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개선 환류활동의 필요조건이라

고 볼 수 있다.최근 공공기 들의 장기 경 계획이나 략체계를 보

면 략목표로서 고객과 고객만족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고객만족

경 을 체계 으로 구축하여 운 하고자하는 공공기 이라면 고객만족도

조사모형과 함께 고객의 소리(VOC)시스템 서비스표 제도 등은 필수

으로 도입해야할 제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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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한계 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인 공항서비스에 있어서 고객만족을 한 몇 가

지 시사 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조사모형 모두 조사결과에 한 공공

기 의 수용성과 략 활용성 때문에 공항서비스 공항운 자인 공

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정하여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설문 상인 공항이용객들이 과연 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서

비스 범 와 상주기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 를 명확하게 구

분할 수 있는가하는 것과 설사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동시에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항공사의 공항서비스와 다른 기 의 공항서비스 상

호간에 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한 문제이다.즉 발권

이나 수하물 탁송 등 공항 내 항공사 서비스나 출입국심사,수하물 검사

와 같은 상주기 의 서비스과정에서의 경험이 거의 동시에 제공되는 공

항공사의 공항서비스에 한 만족수 평가시에 상호간의 심리 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단언할 수 없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가장 핵심목

이라고 할 수 있는 탑승수속에서의 항공사 서비스가 배제된 고객만족도

조사와 그 결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은 서로 다른 업종을 갖는 공공기 간의

비교분석을 해 다분히 추상 인 개념을 토 로 설문항목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에 한 응답자와 정보의 이용자인 공공기 이 인식하는 의미

상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 한 바 있다.따라서 고객만족 수 과

각 선행요인의 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토 로 유효한 고객만

족개선 략을 수립하기 해서는 응답자와 공공기 간의 의미상의 편차

를 제거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그러나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의 경우 기본 인 모형구조를 토 로 각 공공기 별

설문지를 개별 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공기 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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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설문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설문항목에

한 응답자와 그 응답정보를 이용하는 공공기 간의 편차 뿐 만 아니

라 공공기 간의 조사결과 비교․분석시 동일한 측정항목에 해서도 개

념 편차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즉 공항에서의 편의성에 한 개념

과 다른 공공서비스에서의 편의성에 한 개념이 다른 의미로 고객

의 입장에서 인식될 수 있는데 2011년도 공공기 고객만족도조사가 258

개 공공기 을 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을 고려할 때 기 간의 설문내

용의 의미상 편차를 모두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한 지 그리고 가능하더라

도 무나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설문내용의 의미상 편차를 일 필

요가 있는 것인지에 한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고객만족도 조사의 략 기능은 주어진 상황

하에서 가장 효과 이고 효율 인 고객만족 향상방안을 찾는 것이며 고

객의 소리(VOC)시스템이나 서비스표 제도와의 연결분석을 통해 구체

인 고객만족 향상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고객만족도

조사와 서비스표 제도간의 연결분석을 통해 고객만족 향상방안을 도출

하기 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모형과 서비스표 제도 수립시 내용상 상

호 보완 이고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제 조건이다.즉 선

행요인의 만족수 을 검토할 때 기 이 제공하고 있는 재의 서비스품

질수 진단과 함께 서비스표 제도의 운 을 통해 기 의 목표수 과

고객의 요구수 을 정확하게 비교․진단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조사모

형의 설문내용과 서비스표 제도의 각 표 이 내용상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조사모형과 표 제도간의 연 성에 한 보다 체

계 이고 세 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항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한

선행연구와 실증 분석결과를 공기업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해 일

반화하여 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 으나 공공서비스간의 차이로 인해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가능하지에 한 고찰이 미흡하 다고 본다.따라서

공항서비스외에 다른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한 유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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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필요하다.본 연구가 고객만족도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개

선과정에 있어서 서비스표 제도와의 연계분석이 가능한 지 그리고 서비

스개선방안 수립시 얼마나 유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에 한 후

속 연구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90-

참 고 문 헌

강정석(2004),“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분석”,한국행정연구원

김경한(2002),“서비스품질 신 로드맵 :서비스 역량 실행능력 신

을 한 종합지침서”,아이앤아이컨설

김반디(2008),“공공부문의 고객만족경 (CRM)에 한연구 :공․사기업

의 차이를 심으로”,석사학 논문,서울 학교 행정 학

원

김 찬,차재성(2003),“고객만족도 측정방법론과 략 활용”,『마

연구 제 18권 제1호』,한국마 학회

라 ,이승규(2008),“공공부문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과정품질,

결과품질, 고객만족의 인과모형 분석, 서비스경 학회

지,9(1)

박근석(2009),“VOC시스템과 조직서비스역량이 공공서비스품질에 미치

는 향에 한 탐색 연구 :공공주거서비스를 심으

로”,국민 학교,박사학 논문

박명호,조형지(1999),“고객만족의 개념 고찰과 고객만족경 의 의미”,

『한국마 제 1권 제4호』

박명호,조형지(2000),“고객만족의 개념 재정립과 척도개발에 한 연

구”,마 연구,15(3)

박용화,최정규(2007),“소비자 인식에 따른 주요공항의 서비스평가”,

『 한교통학회지 제 25권 제2호』, 한교통학회

손 화(2005),“고객만족 측정방법의 재정립 :만족한 불평고객을 찾아

라”,한국학술정보

이 희,홍운기(2005),“공공기 고객만족도의 측정과 활용”,한국행정학



-91-

보,39(4)

이 희(2005),“공공부문에서의 고객만족도 조사방법 개선방안”,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이경하,강병서,송상호(2011),“서비스 인식수 ,공공서비스 품질이 고

객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 분석”,고객만족경

구 제13권 제2호,한국고객만족경 학회

이수열,김 이(2009),“소비자 트 드 변화에 따른 VOC시스템 구축에

한 연구”,『유통과학연구 제 7권 제 2호』,한국유통과

학회

이유재(2004),『서비스 마 』,서울 :학 사

이재필,이시경(2009),“공공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발”,한국공공 리학

보,23(1)

서창 ,이세 (2007),“서비스 표 화 측정모형의 개발 :콜센터 서비스

의 로세스 측면을 심으로”『한국서비스경 학회지 제

8권 제 3호』,한국서비스경 학회

이유재(2000),“고객만족 연구에 한 종합 고찰”,『소비자학 연구 11.

1』,한국소비자학회

이기종(1999),“고객만족도 측정의 방법론 고찰”,『한국인간 계학회

보』,4,1(99.6)

이수 (1999),“ 인 고객만족 이론의 등장배경과 이후의 략

근”,『유통정보학회지 제 2호』

한국공항공사(2006),“2006년도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KAC-CSI)조

사결과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2011),“공항서비스 평가모델 개발 최종보고서”

한국능률 회컨설 (2008),“2008년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92-

(한국공항공사)”

한국표 회컨설 (2006),“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KAC-CSI)모델

개발 최종결과보고서”

CroninJ.J.Jr.,andS.A.Taylor(1992)"Measuring ServiceQuality:A

Reexamin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Vol.56

DawnaL.Rhoades,BlaiseWaguespackJr,SethYoung(2000),"Developinga

qualityindexforUSairports",ManagingServiceQuality

Volume10,Issue4

Gilbert D. Harrell(1984), “Consumer behavior”, American Marketting

Association,HarcourtBraceJovanovich

JohnA.Howard,JagdishN.Sheth(1974),"Thetheoryofbuyerbehavior",

Harper& Row,MinnesotaUniversity.

Ndoh,N.N.and Norman J.Ashford(1994)"Evaluation ofTransportation

Level of Service Using Fuzzy Sets", Transportation

ResearchRecord.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 Journal of

MarketingResearch.

Oliver,R.L.(1993)."Cognitive,Affective,and Attribute Bases ofthe

SatisfactionResponse",JournalofConsumerResearch.

Parasuraman,A.,Berry,L.L,& Zeithaml,V.A.(1985)."A Conceptual

ModelofServiceQualityandItsImplicationsforFuture

Research",JournalofMarketingResearch.

Parasuraman,A.,Berry,L.L,& Zeithaml,V.A.(1988)."SERVQUAL:A

Multiple-item ScaleforMeasuring ConsumerPerceptions

ofServiceQuality",JournalofRetailing,64(1)

Parasuraman,A.,Berry,L.L,& Zeithaml,V.A.(1996)."TheBehavioral

ConsequencesofServiceQuality",JournalofMarketing,



-93-

60(April):31-40.

PaulA.Dion,RajshekharJavalgi,JanetDilorenzo-Aiss(1998),“AnEmpirical

AssessmentOfThe Zeithaml,Berry And Parasuraman

Service Expectations Model”,New York :The Service

IndustriesJournalVol.18



-94-

Abstract

TheStudyaboutCustomer

SatisfactionIndexofAirportService

ChoiChanSob

DepartmentofPublicAdministr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Recently,demand regarding customer-oriented innovation in
publicsectorshasbecomesotrendythatcustomersatisfaction
index investigation is spreading.By following this trend,the
governmentisguidingthepublicsectortocompetebyobliging
itto adoptthe investigation and the customer charter and
implementingittomanagementperformance.

Thisstudy showsthemeaning and understanding,strategic
utilizationabouttheinvestigationinpublicservicebyanalysing
the advanced and empirical research.Specially the study
suggests the several implications that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ofairportserviceby analysing andcomparing
two models ofpublic-service customersatisfaction index and
KoreaAirportsCorporationcustomersatisfactionindex.

Theimplicationsareasinthefollowing.

First,customersatisfaction is the psychologicalstate about
the discordance between expectation before experience and
recognitionafterexperience.Itincludesbehaviorsuchastrust,
repurchase and recommending action to others which is
analysedasservicequalitycauses.Analysingquantitatively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satisfaction and service factor
permitsstrategical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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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PCSIistheevaluation modelthatisdeveloped for
comparatively evaluating the public institutions and uses the
directevaluation method.On theotherhand,KAC-CSIisthe
model for improving service qulity, and use the indirect
evaluation method that calculates the customer satisfaction
indexbytakingtheaverageofserviceelements.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two models is able to
utilizetheresultofinvestigationeffectivelyandsystematically.

Third,theairportservicemeansthetotalserviceofairports
which is defined as public airfield with the additionaland
supporting facilities offered for transporting passengers and
baggage.Itisdesirablethatthesubjectsof thisreserch is
limitedtothosewhichonlyairportoperatoroffers,inorderto
allow theairportoperator'seffortisevaluatedproperly.

Fourth,whether satisfaction is regarded as the continuity
relation or discontinuity relation makes it possible to
interpretatetheresultoftheresearch variously.Specially,the
customers are classified and analyzed by the strength of
satisfaction,and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utilized for
service improvement.This willallow to establish effective
customersatisfactionimprovementpolicy.

Lastly,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is should not
focuseonmaximization,butfocusonoptimizationofcustomer
satisfaction,allowingstrategicchoicebasedontheresultofthe
researchavailable.Also, regardingimprovementoftheservice
qualityandsatisfaction by utilizing theresultoftheresearch,
the VOC systems that can classify,store and search the
demandsandcomplainsofcustomerandtheservicestandards
thatcandignosisandcontrolthelevelofservicequality,could
supplementthelimitofcustomersatisfactioninvestigationand
resultin building an effectivesystem ofcustomersatisfaction
management.

keywords:CustomerSatisfaction,ServiceQuality,Research

Model,AirportService

StudentNumber:2011-2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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