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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글로벌 항공 교통 시장에서의 중요 사회간접자본인 공항이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데 주목

하여, 공공성을 대표하는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수속시설 자동화와 같은

서비스 품질 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 분석하여 전략적 시사

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서비스 품질과 만족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고객의 서비스 만족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와 지각을 통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종합적으로 인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인천국제공항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항수속시설 자동화를

통한 개별 서비스 만족도 변화가 종합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분산분석(ANOVA)과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출국심사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는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만족도가 일반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체크인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와 ‘보안검색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는 일반출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한 여객의 만족도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동화 서비스의 신속성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관련 서비스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였다.

이를 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20개의 주요 공항서비스 항목을 선정하여

종합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항서비스 품질 요소 가운데 ‘공항직원의 친절, 도움’이 종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크인 업무의 신속성’, ‘탑승 대기

시설의 편안함’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아울러 주요 공항서비스인 체크인, 보안검색, 출입국심사 각각의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결과에서도 각 수속 시설의 전반적 만족도에

시설별 대기시간보다도 직원의 친절성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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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 고객들에게는 시설적 서비스 보

다는 직원을 통해 전달되는 인적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반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에게 있

어서 인적 서비스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영향력이 컸다.

이처럼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 인적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

력을 보였던 만큼 직원의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했던 여객들한테는 출국심사 시 기기 활용을

통한 편리함이 일반심사 이용 여객이 겪은 직원의 친절성보다 만족도가

더 높아 출국심사의 전반적 만족도는 높았을 수 있으나, 체크인이나 보안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적 서비스를 경험하고도 지각된 ‘직원의

친절성’ 및 ‘수속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해당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가 오히려 일반 출국심사를 받은 여객보다도 낮게 나온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입국심사 유형에 따른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및 출입국심사 유형에

따른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일부 공항서비스의 변화(개선)를 통해 부분적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서비스 품질 지각에 따른 주관적 만족이라

는 속성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가 변화된

서비스 품질 수준과 조응하지 못하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 공항서비스 품질, 자동출입국 심사,

인천공항 고객만족도 조사, 직원의 친절, 수속 대기시간

학 번 : 2016-2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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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의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항공운송시장은 지

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우는 인도의

급격한 경제성장, 중국의 경제 호전 및 저유가 기조 등의 효과로 타 지

역에 비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각

국은 자국 공항을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육성하여, 성장하고 있는 항공

산업의 네트워크 거점으로 자리 매김 시키고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허브공항이란 여객과 화물을 집결시키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

로써 해당 지역에서 항공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공항을 의미하는데(허

종 외, 1997, 임성빈, 2013 재인용), 현재 중국은 국제 항공 허브로 부상

하겠다는 전략 하에 기존의 북경 서우두 공항 이외에 완공 시 연간 약 1

억명이 수용 가능한 북경 신공항을 건설 중이며,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새

롭게 연간 1,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4터미널을 확충하고 있다. 이 외

에 일본, 홍콩,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자국의 주요 관문 공항 시

설을 공격적으로 확충하며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허브 공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항공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양적 팽창 정책

과 더불어 한편에서는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irport Service Quality,

이하 ASQ)에서 상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서비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공항서비스 만족도가 공항의 국제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

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은 글로벌 허브 공항 및 동아시아 주요

경쟁공항 대비 시설 규모나 연간 이용 여객 수가 최상위는 아니지만 국

제공항협의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이하 ACI)에서 발표하는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2005년 이후 2016년까지 12년 연속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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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위를 차지하였고, 2016년말 기준 연간 여객 5,777만명(세계 여객 수

송 7위), 국제화물수송 2위, 매출액 2조 2천억원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1)

임성빈(2013)은 인천국제공항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이 서비스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공항 대

비 비교 우위에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의 독

보적 1위라는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보인다.

공항서비스 만족도는 공항의 허브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공성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항은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효율성과 더불어 공공성도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기관, 공기업, 항공사, 민간 협력사 등 다양한 운

영주체들이 참여하는 항공 산업의 특성상 공항 운영은 거버넌스 이론2)

에서처럼 효율성과 더불어 형평성이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의 대표 SOC로서 위와 같이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그 운영주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성과 또한 우수

(201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A등급, 2014년 B등급)3)한 점으로 미루

어 볼 때 현재까지는 공공성과 효율성(기업성)을 고르게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국고 지원 없이 약 4조 9,000억원을

자체 조달하여 2017년말 완공을 목표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대규모 건설 사업 완료 이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채 증가로 인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효율적 공

1)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kr) 및 경영공시 참조

2) 거버넌스 이론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의 공급주체를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 및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는 다양화를 주장한다. 때로는

관민의 협동도 중요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된다.(kooiman, 2003)

3)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보도자료(20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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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운영이 핵심 과제로 부각될 개연성이 높다.

신공공관리론은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원의 활

용에 초점을 둔다(Araujo, 2001). 따라서 정부 정책이 공기업의 기업성에

초점을 맞춰 독립 채산제를 중요시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인력감축,

서비스 부문 투자 축소 등 효율성이 공공적 가치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될 경우 공공시설로서의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에게 직접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

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4)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하여 국민 서비스 만족

도로 대표되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공성 또

는 공익은 공공의 이익 즉, 국민들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데(장정길, 2006)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공공서비스

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코자 한다

고 볼 수 있다.

공항서비스도 공공서비스의 일환이므로 공공기관 존립의 근간을 이루

는 공공성 확보의 관점에서 그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대의 공항은 국제 항공시장의 성장세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고

자 지속적인 물리적 시설용량 확충과 더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CT

기술력에 기반한 체크인, 출입국 심사 등 공항 수속 시스템의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속시설의 자동화는 공항 서비

스 평가의 주요 요소인 각 시설별 대기시간 만족도나 이용 편의성 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 때 각종 수속시설의 자동화를 통해서 대기 및 처리시간의 단축 같

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직접 기기를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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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야 하는데서 오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공항의 서비스 만족도 현황 분석과 더불어

현재 지향하고 있는 수속시설의 자동화 등이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문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향후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공항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체크인, 보안검색, 출입국심사

등에 있어서의 서비스 만족도 영향 요인 및 수속(출입국심사)시설 자동

화 등이 공항서비스 종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아래 내

용을 그 주요 범위로 한다.

- 공항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정의

- 인천공항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분석

- 공항서비스 평가 척도에 대한 분석

- 인천공항 이용여객 만족도 설문 결과 분석

-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 제시

본 연구에서는 공항서비스 만족도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적

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ACI에서 주관하는 ASQ 평가 자료와 인천국제

공항공사의 고객만족도 조사 자료를 기초 분석 대상으로 한다.

다만 ASQ 설문 항목에는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항목이 없기 때문에 ASQ 조사 항목을 근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

비스 항목 및 자동화된 수속시설 이용 여객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그 주

요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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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 이용 여객의 공항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인

천국제공항에 대한 문헌 연구, 공항서비스 만족도 조사 데이터의 통계

분석을 통한 계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공항서비스 만족도의 영향 요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만족도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해 연구한 것에 더하여, 연구 대상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한정하

되 기존 연구에는 반영되지 못한 최근의 출입국심사 자동화에 대한 항목

을 추가하여 이러한 서비스 품질 개선이 공항 서비스 만족도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코자 하였다.

아울러 시설적 서비스로 대표되는 대기시간 만족도와 인적서비스로

대표되는 직원의 친절성 등이 주요 수속시설 이용 만족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ASQ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분산분석(ANOVA) 및 다중회귀분석 등

의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항서비스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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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공항서비스의 개념 및 의의

공항서비스는 공항이라는 공간적 범위 안에서 여객 및 기타 공항 이용

객에게 제공되는 항공교통 서비스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넓고 서비스 제공 주체도 다양하다.

장대성(2002)은 공항서비스란 공항과 관련되어 수행되는 모든 서비스의

총체라 정의내리며, 국제공항터미널의 경우 서비스산업 중 다양한 조직

들이 서로 연계되어 운항 스케줄 수립, 항공기 관제, 수하물 처리, 출입국

및 세관 수속 등과 같은 공항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콤플렉스

유형의 산업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또한 공항서비스 분리기준에 대해 Martel과 Seneviratne(1990)는 공항

서비스를 12개의 공항시설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도착, 출발, 환승 등의

세부 내용으로 나누었다. Ndoh & Ashford(1994)는 교통서비스 수준 평

가에 관한 연구에서 공항서비스를 여객 및 화물처리, 대기 장소, 공항 내

이동시설, 부대시설, 접근교통시설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었다.(최병권,

2007)

이처럼 공항서비스는 접근 교통시설, 주차장, 공항터미널, 활주로, 기타

부대시설 등 대규모의 유형 자산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정보와 최첨단

장비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이 제공하는 일체

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대로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 자리를 놓고 벌이는 치

열한 경쟁 속에서 각국의 중추공항이 자국 내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안주

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서비스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향후 글로벌 공항서

비스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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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희·박용화·백소라(2013)는 서비스 기업의 고객 이탈 비율이 감소된

경우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의 유지는 매우 중요

하다는 Reicheld and Sasser(1990)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서비스 제공자

는 고객의 만족도를 유지 혹은 증대시켜 고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접 국가 경쟁공항 대비 공항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면, 공항의 인지도

및 구전에 의한 홍보 효과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고객의

재방문(재구매) 의도 등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 결과 경쟁력 저하 및 유

휴 시설 발생에 따른 공항 운영 효율 저하로 이어져 막대한 자본이 투입

된 국가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려워질 수 있다.

공항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추구와 더불어 끊임없는 서비스 만족도 개선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의 연구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고객만족의 선행

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비

스 품질이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만족이 재구매 의사나 구

전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이유재·김주영·김재일, 이학식·

장경란·이용기, 1999; Cronin and Taylor, 1992) 또한 고객은 서비스 품

질을 높게 지각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만족을 경험한다.(Caruana, 2002)

이러한 관점에서 공항서비스도 여객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항목에 대

한 집중 투자 및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높은

만족도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공항에 있어서 이용객의 높은 서비스 만족도는

공공성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지표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항에 대해서는 정부소유 형태의 소유구조를 보이

는 것도 공공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국제공항도

공항서비스 수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여 공공성이 훼손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 공항서비스 경쟁력 확보의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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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항서비스 품질의 측정 및 평가

공항이라는 공공서비스 시설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항서비스 품질에 대한 측정과 비교 평가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Grönroos(1984)에 의하면 서비스 품질은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

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서비스 품질을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

된 서비스로 나누고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찾으면 서비스 품질

의 결정적 요인들을 알아 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장대성, 2004)

이후 Parasuraman·Zeithmal and Berry는 Grönroos의 연구를 기초로

보다 세부적으로 서비스 품질 구성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신뢰성, 반응성,

능력, 접근성, 예절, 의사소통, 신용도, 안전성, 고객의 이해, 유형성의 10

가지 주요 요인을 도출했고, 이러한 구성요인에 대한 기대된 서비스 수

준과 지각된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곧 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 후 그들은 실증적인 타당성과 척도의 개발을 통하여 유형성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는 건물, 장비, 도구 등 유형적 단서), 신뢰성(서비

스 업무 수행의 일관성과 정확성), 반응성(서비스 제공 직원의 자발성과

신속한 응답 및 조치 등의 준비성), 보증성(기업과 직원의 능력, 예의, 신

용, 안전성 및 이를 전달하는 능력), 공감성(기업과 직원이 고객들에게

기울이는 관심, 배려 등)의 5가지로 구성요인을 축소하였다.(장대성, 2004)

위와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항목들이 규정되고 나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과

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Parasuraman 등은 1988년 자신들의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서비스품질을 ‘기대-성과’ 개념에 입각하여 평가하기 위한 SERVQUAL을

개발했는데 이들의 방법은 소비자들이 가진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성과

에 대한 지각을 함께 측정하는 것으로서 고객만족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

지는 ‘기대 불일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방법

은 최초로 개발된 서비스품질 측정방법으로서 의의를 가지며 이후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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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산업에 폭넓게 적용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서비스 마케팅

영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인용되었다.(서수완, 2001)

이때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측정하지 않

고 지각된 성과 측정 시에 동시에 측정했다는 것인데 이는 동일인에 대

해서 사전에 기대 정도를 측정하고 서비스 경험 이후 동일인에 대한 지

각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SERVQUA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준이 성과를 경험하기

이전에 측정되어야 한다며 종단조사 분석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이학

식, 1997)

한편, Cronin & Taylor(1992)는 서비스 품질은 태도에 의하여 개념화

되고 또 추정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이 곧 성과라

는 등식을 근거로 하여 성과만의 척도(Performance only Scale/

SERVPERF)를 개발하고 이를 분석의 도구로 이용했다.(장대성, 2004)

Cronin & Taylor(1992)는 기대가 제외된 성과만의 측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응답자가 이미 지니고 있을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조작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응답자에게 따로 기대효과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도 응답자들은 자연스럽게 기대효과에 근거하여 성과를

경험하고 인지하기 때문에 성과변수는 큰 의미에서 기대변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장대성, 2004)

현실적으로 공항이용객의 서비스 기대수준을 사전에 측정하고 서비스

경험 후에 다시 그 인지된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다는 것은 수 만 명의

공항 이용객이 혼재되는 공항 여객터미널 여건을 고려할 때 많은 제약요

인을 가지고 있다.

장대성(2004)은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를 측정하려면 동일인을

대상으로 종단분석을 해야 하는데 공항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동일인을 추

적하여 기대수준과 지각된 서비스 수준을 종단 분석한다는 것은 기술적

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공항서비스 품질 조사는 이용객의 서비스 경험 후 당

초 기대수준을 동시에 설문하거나 성과결과에 기대효과가 이미 반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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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 만족도 결과만을 조사하는 방법을 취한다.

현재 공항 현장에서의 이용여객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는 유일한 국제

Survey인 ACI의 ASQ 설문도 공항 터미널 내 출발게이트 부근 탑승대기

공간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오랜 경험

으로 체계가 갖추어진 국제적 기관에서 시행하는 설문조사도 종단 분석

을 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Carman(1990)은 서비스 품질의 구성 요인들은 상호간에 상당수의

중복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인식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

고, 또한 고객들의 개인적인 욕구나 서비스 업종에 따라서 구성 요소들

간에 상대적 중요성이 다를 수 있다고 봤으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서비스 품질이 결정된다고 하였다.(장대성, 2004)

최병권(2007)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품질을 지각할 때 단일차원의 개념

(unidimensional concept)으로 지각하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지

각을 통해 품질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고 한다.

즉 서비스품질의 개념은 다 개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Parasuraman·Valarie·Zeithmal and Berry, 1994). 이러한 이유로 지각된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연구들은 대개 다 항목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 항목 척도를 통하여 소비자들은 서비스품질

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청림·라선아(2015)는 공항서비스 품질을 제대로 측정하고 관리

하기 위해서는 공항의 개별 서비스 항목이 아닌 실제로 고객이 공항 서

비스를 이용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항

서비스의 품질을 정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이론을 배경으로 현재 ASQ 평가도 공항서비스 종합 순위를

산정함에 있어 34개의 각 항목별 산술평균이나 가중평균에 의한 방법이

아닌 종합만족도 1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순위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윤희·박용화·백소라(2013)의 연구 결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

미널의 서비스 실패는 서비스 회복의 공정성과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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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전반적인 서

비스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이용객들이 일부 서비스 실패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

공항서비스 품질 만족도에 있어서 수속 및 쇼핑, 대기 등 전체 프로세

스 절차 중 부분적 요소들에 대한 만족도가 융합되어 종합만족도로 인지

되기 때문에 부분적 서비스 수준 저하가 즉각적인 종합만족도 저하로 이

어지지는 않으며 같은 속성으로 부분적 향상도 즉각적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여러 요소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한 종합 만족도 하락은 그 회복

또한 쉽지 않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이 일부

서비스 분야의 만족도 저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ASQ 세계 1위를 하

고 있음을 반대로 해석하여 최근의 시설포화 등이 원인이 되어 서비스

수준 종합 만족도가 하락의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그 회복 또한 쉽지 않

을 수 있음을 환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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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공항서비스 평가

1) 국제공항협의회(ACI)의 공항서비스평가(ASQ)

ACI는 현재 전 세계 250여개 공항에서 분기별로 최소 350명 이상의 여

객에 대하여 측정된 공항서비스 만족도 조사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ASQ에 전 세계 100대 공항의 75%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ASQ 평가는 전 세계 항공사 대변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이하 IATA)가 1993년부터 시

행하던 ‘GAM(Global Airport Monitoring)'으로부터 유래하였으며 2004

년과 2005년에는 IATA와 ACI가 공동으로 'AETRA'라는 이름으로 변

경하여 공항서비스평가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부터 전 세계 공항 대변

기구인 ACI 단독으로 ASQ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공항의

입장에서 보면 평가의 권위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강화된 권위로 인해 ASQ 평가에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홍

콩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쿠알라룸프르공항 등 경쟁공항 간 서비스 경

쟁이 촉발되었을 것이다.(신동익, 2012)

ASQ는 8개 주요 카테고리별로 34개 핵심 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 동일 설문으로 연간 약 550,000명 정도가 참여하

게 되고, 그 결과를 해당 공항에 환류하여 줌으로써 해당 공항의 항목별

비교 우위를 확인하고 나아가 벤치마킹 요인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는 공항서비스 측정에 있어 공항 이용 여객의

이동 및 편의성, 항공기 운영 및 조정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공항의 전반

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임재필, 2011)

또한 여객에 대한 설문은 출발 게이트에서 이루어지며, 통계적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샘플링 계획에 따라 설문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5),

5) http://www.aci.aer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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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가 순위 상위권 공항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그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표 2-1. ASQ 평가 영역 및 세부 평가 항목>

서비스 영역 평가 기준 항목

전반적(종합) 만족도 1 공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공항진입

2 공항 목적지/출발지 간 육상교통
3 주차시설
4 요금대비 주차시설 만족도
5 수하물 카트 이용의 편리성

탑승수속
6 탑승수속 대기 시간
7 탑승수속 직원의 능률
8 탑승수속 직원의 친절과 도움

여권 등 비자 심사
9 여권/비자 심사 대기시간
10 여권/비자 심사 직원의 친절성

보안검색

11 보안검색요원의 친절성
12 보안검색의 정확성
13 보안검색의 신속성
14 공항 안전 및 보안의 신뢰성

길 찾기 서비스

15 안내표지판을이용한공항내길찾기용이성
16 항공편 안내 스크린
17 터미널 내 이동 편의성
18 환승객 길 찾기 용이성

공항시설

19 공항직원의 친절/도움
20 식당시설
21 가격대비 음식점 만족도
22 은행/ATM/환전시설 이용 용이성
23 쇼핑시설
24 가격대비 쇼핑 만족도
25 인터넷 액세스/Wi-Fi
26 항공사 라운지
27 화장실 이용편의성
28 화장실 청결성
29 탑승 대기시설의 편안함

공항 환경
30 터미널 청결도
31 공항의 분위기

도착 서비스
32 여권 및 비자심사
33 수하물 찾는 속도
34 세관 심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자료 (ASQ 평가 항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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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카이트랙스(SkyTrax) 공항순위 평가

스카이트랙스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공항 및 항공사 리서치·자문 전문

기관으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항공 산업에 있어서의 품질 기준과 벤치

마킹 대상을 제시하고자 항공사와 공항의 순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공항에 대한 순위 조사 발표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 공항

에 대한 만족도를 인터넷 온라인 설문 및 전문 패널 인터뷰를 통해 조사

하여 발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매년 전 세계 Top 100 공항을 순위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공항 순위 조사 설문에 2000년에는 약 102만 명이 참가

한데 반해 2015∼2016년 조사(조사기간 2015.6월∼2016.2월)에는 106개 국

적을 가진 1,325만 명이 참가하여 약 550개 공항에 대한 서비스를 평가하

였다.

스카이트랙스 평가는 공항의 체크인, 도착, 출발, 환승, 쇼핑, 보안, 출입

국 심사 등에 포함되는 하위 39개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6)

조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해당공항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그 지각된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즉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의 의견만 취합될 수 있고

서비스를 경험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기억에 의존한 평가를 하게 된

다는 점 등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한편 조사 방법의 용이성으로 인해 많은 설문 참가자를 확보할 수 있다

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조사 결과를 공항분야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최상위권 공항에 있

어서는 ASQ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6) http://www.worldairportawards.co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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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및 대국민

만족도의 객관적 측정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기업에 대해

서 1999년부터 조사가 시행되었다.

기획재정부가 개발한 ‘공공서비스 고객만족도지수 모델(PCSI)'을 활용

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는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 반영(공기업의 경우 총점의 5%)하고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관련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7)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간 서비스품질 경쟁 강화를 위해

그룹별로 상대평가를 실시(S,A,B,C 등급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유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항공사, 법무부, 관세

청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외의 기관 등에서 담당하는 탑승수속, 출입국,

세관 심사 업무 등에 대한 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이청

림·라선아, 2015)

따라서 공항의 포괄적인 서비스 만족도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

지 않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에서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별도

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각 공항의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가 지향하는 목적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 http://www.index.go.kr 참고



- 16 -

4.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만족도 평가 현황

공항서비스를 평가하는 다양한 주체와 방식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ACI의 ASQ는 인터넷 투표나 메일

이 아닌 각 공항 현장에서의 여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

적으로 여객의 만족도를 환류(Feedback)받을 수 있는 도구이다.

따라서 그 결과 추세 분석을 통해 해당 공항서비스 수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ASQ를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물론 ACI에서 평가 대상 공항에 대한 ASQ 세부 항목별 점수를 Panel

데이터8) 형태로 공개하지 않고 분야별 순위만 공개하고 있어 구체적인 계

량분석을 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 서비스 평가 항목 구성 등은 오랜 기간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ASQ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연구

하고자 한다.

다만 ASQ 설문에는 수속시설 자동화 등 최신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서비

스 평가 항목이 아직 완비되지는 않아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재구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2001년 이후의 ASQ 평가 상위 3위권 공항들을

살펴보면 유럽이나 미주의 역사가 있는 공항보다는 주로 중동이나 아시

아권의 신흥 공항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인천공항이 처음으로 싱가포르 공항과 공동 1위를 한

것으로 보아 점차적으로 공항 간 서비스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도 확인

할 수 있다.

8) 패널서베이(Panel survey)는 고정된 조사대상인 패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

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인데, 패널 연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패널자료(Panel

Data)라고 한다. 이는 시계열자료나 횡단면자료와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양자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김병섭(2010),『편견과 오류 줄이기』법문사,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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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ASQ 평가 순위(2001년 이후) >

    연도

순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위 두바이 두바이 두바이 홍콩 인천 인천 인천 인천

2위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인천 싱가포르 홍콩
쿠알라
룸프르

싱가포르

3위 코펜하겐 홍콩
쿠알라
룸프르

싱가포르 홍콩
쿠알라
룸프르

싱가포르 홍콩

    연도

순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위 인천 인천 인천 인천 인천 인천
인천,
싱가포르

인천

2위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베이징,
상하이

델리,
뭄바이,
싱가포르

3위 홍콩 홍콩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광저우 베이징

※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ACI 홈페이지 자료(201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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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일반적인 서비스에 비해 공항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내용과 고객 만족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고, 주로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영향력이 큰 서비스

품질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1. 공항서비스 품질

서비스 평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요 구조를 이해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이라는 두 핵심요소의 관

계를 규정짓는 것부터 시작한다.

서비스 품질이 좋아야 고객이 만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의 선행 변수라고 보는 견해(Woodside, Frey, and

Daly, 1989)도 있고 반대로 고객만족이 서비스 품질의 선행 변수(Bitner,

1990)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이학식, 1996).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고객만족의

선행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내고 있다.(이유재⋅

김주영⋅김재일, 1996; Cronin and Taylor, 1992 등) 즉, 고객은 서비스 품질

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Caruana,

2002)

따라서 공항서비스에 있어서도 그 서비스 품질 항목들이 구분되고 이러한

세부 서비스 품질 요소들에 대한 이용여객의 지각된 만족이 다차원적으로

융합되어 종합적인 만족도로 표출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비슷한 프로세스를 따르는 국제공항의 특성상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서비스 품질 항목이 존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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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비스 품질 항목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고, 각 공항마다의 운영 특성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는 서비스 품질 요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공항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장대성

(2002)은 인천 및 김포 국제공항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공항의 고객만족

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서비스품질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Davis(1999)

의 서비스 산업 유형 분류를 통해 공항서비스를 다양한 조직에 의해 다

양한 범위로 수행되는 지식기반의 ‘서비스 콤플렉스’ 유형으로 구분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서비스 콤플렉스 유형의 공항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SERVQUAL의 품질구성 요소(5가지) 이외에도 공항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운영절차, 지리적 위치, 안전성의 요소가 추가되

어야 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8개의 서비스 품질요인들로 분류하였다.

1) 공항시설 : 공항 터미널 건물, 각종 방비 및 시설 그리고 활주로 등

2) 신 뢰 성 : 공항 근무자들의 정확하고 믿을만하게 약속한 서비스를

수행할 능력

3) 반 응 성 : 이용객의 요구 및 문의에 대한 즉각적인 응대와 대답 능력

4) 보 증 성 : 지식과 예절을 보유하며 믿음과 신뢰성이 있는 공항운영

능력과 근무자의 자질

5) 공 감 성 : 공항이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독특하면서도 개별적인 관심

과 배려

6) 운영절차 : 항공기와 공항 터미널까지의 입출국 수속 및 세관 검사

등의 수속 및 절차 서비스

7) 지리적 위치 : 공항의 위치, 공항까지의 교통의 편리함 등

8) 안 전 성 :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운항관리능력과 공항의

제반 안전 유지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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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대성(2002)은 서비스 품질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고객 만족

의 관점에서 측정하기 보다는 태도의 관점에서 측정하는 것이 보다 더 일관

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그 결과 서비스품질 지각 시 기대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는 Cronin & Taylor의 의견을 지지하며 SERVPERF 방식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이는 현재 ASQ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서비

스 경험 후 그 결과만을 조사하는 것이다.

공항이용객들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 품질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반응성(표준화된 베타값: 0.304)의 서

비스 품질요인이 서비스 만족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안전성

(0.272)이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서비스품질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공항시설(0.233)과 지리적 위치(0.207)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장대성(2004)은 공항 서비스 품질 측정 자료를 국제공항 방문 경

험이 많은 국제선 항공사 직원들로부터 수집하여 탐색 요인 분석과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하여 최종 7개의 서비스품질 요인(유형성, 신뢰성, 반응·

보증 및 공감성, 운영절차, 안전성, 지리적 위치, 편의시설)들과 32개의

측정항목들을 도출해 내기도 하였는데, 서비스품질 측정과 관련하여 널

리 활용되어왔던 SERVQUAL에서의 5가지 요인을 기본으로 하여 조사

대상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요인들이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임창빈(2007)은 전통적 서비스 측정 방법인 SERVQUAL 모형을

이용해 기존 문헌을 통해 추출된 서비스 품질 요인을 유형성(4문항), 신

뢰성(6문항), 대응성(3문항), 보증성(4문항), 공감성(5문항)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요인이 종속변수인 고객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러한 만족은 타인추천과 재구매 의도와 같은 이용자의 선택행동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선형회귀분석의 방법으로 연구하였는데, 신뢰성과 대응성

을 제외한 요인들 즉 유형성(유형적 건물, 장비, 직원의 복장 등), 보증성

(직원의 지식과 예절, 자질 등), 공감성(고객에게 제공하는 배려, 고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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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 등)의 서비스 품질 요인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보증성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임창빈(2007)의 회귀 분석 결과 >

장순자·김기웅(2010)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공항의 서비스 품질 차이와 여객의 국적별로 공항

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기 위해 운영서비스(편의성, 시설, 안전

성)품질, 인적서비스(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보증성, 공감성)품질, 정보

서비스(제공 정보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보의 정시성)품질의 구성개념

에 따른 측정 지표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만족도가 한국인이나 일본인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서비스 품질 항목

은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정보서비스 품질 중 정보의 정시성(표준화된

베타값: 0.171)과, 제공 정보의 내용(0.150)으로 나타났다. 인적서비스에서

는 유형성(0.138), 반응성(0.118)과 공감성(0.085)이 주요 요인으로, 운영서

비스는 시설에 대한 품질(0.165)이 중요한 품질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으로는 정보의 정시정이 가장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이 시설서비스

품질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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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공항서비스에 있어 탑승수속에 관한 운항정보의 정시성

및 정확성과 시설의 품질과 같이 시설적 서비스가 중요한 요소임을 드러

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영향력 있던

반응성이나 보증성과 같은 인적 서비스 품질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서비스 품질요

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청림·라선아(2015)는 ASQ를 비롯하여 공항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으나 대부분 단순 나열식 구조의 평가항목을

통해 순위 선정에만 치중함으로써 만족도 측정을 통해 관리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보고 처방적 피드백 기능을 강화한 측정 모형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공항서비스에 특화하여 여객 동선을 고려한 MOT(Moment

Of Truth)9) 프로세스를 활용한 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 측정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인천공항 출입국 여객을 대상으로 실증조사 하였다.

이들은 공항서비스가 다양한 하위 서비스 항목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업종보다 고객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개별적인 접점에서의 품질

관리가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접점별로 서비스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 인카운터 캐스케이드(Service Encounter Cascade)

에서 어떤 접점이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을 가르는 진실의 순간이 될지

알기 어렵다고 보았다.

고객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결정적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 서비스

를 이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번의 결정적 순간 중 한 번이라도 부

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서비스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고객에 의해 지각되는 MOT를 충분히 인지하고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높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한다

고 하였다.

9) 진실의 순간이란 고객이 기업의 종업원 또는 특정 자원과 접축하는 순간으로서

그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유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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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출국고객 MOT 측정 항목 >

차원 측정항목 차원 측정항목

공항 도착 교통의 편리성 출국심사
과정

여권/비자 심사의 신속성

입장

공항 내 길찾기의 편리성 직원의 예의바름 및 친절성

안내스크린의 충분성

서비스
비교평가

기대 대비

수하물 카트 이용 편리성 투입 대비

공항 내 이동거리의 적정성 이상적인 서비스 대비

체크인

(발권 및
수하물 처리)

체크인 카운터 위치 안내 타공항 이용경험 대비

체크인 업무의 정확성 전반적
서비스 품질

서비스의 우수성

체크인 업무의 신속성 서비스의 탁월성

직원의 예의바름 및 친절성
인지적 만족

전반적으로 만족

보안검색
과정

보안검색의 정확성 아쉬움이나부족함이남지않음

안전 및 보안관리의 철저성 감정적 만족 즐거운 느낌

직원의 예의바름 및 친절성

성과

좋은 이미지

보안검색 대기시간의 적정성 긍정적 구전

출국심사
과정

여권/비자 심사의 정확성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심사 대기시간의 적정성

자료: 이청림·라선아(2015) ‘출국고객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편집

<표 2-4. 입국고객 MOT 측정 항목 >

차원 측정항목 차원 측정항목

정보확인 및
이동

공항 내 길찾기의 편리성

서비스
비교평가

기대 대비

안내스크린의 충분성 투입 대비

수하물 카트 이용 편리성 이상적인 서비스 대비

입국
심사과정

여권/비자 심사의 정확성 타공항 이용경험 대비

여권/비자 심사의 신속성 전반적
서비스 품질

서비스의 우수성

여권/비자심사대기시간의적정성 서비스의 탁월성

직원의예의바름및친절성
인지적 만족

전반적으로 만족

수하물 수취
수하물 찾는 속도의 적정성 아쉬움이나부족함이남지않음

수하물 찾기의 편리성 감정적 만족 즐거운 느낌

세관 심사

세관심사의 정확성

성과

좋은 이미지

세관심사의 신속성 긍정적 구전

직원의 예의바름 및 친절성 한국에 대한 이미지

세관심사대기시간의적정성

자료: 이청림·라선아(2015) ‘입국고객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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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여객의 MOT 흐름은 공항도착→ 입장→ 체크인(발권 및 수하물

위탁)→ 보안검색→ 출국심사→ 부대시설 이용 및 탑승대기의 과정 순서

로, 입국 여객의 MOT 흐름은 입국→ 정보확인 및 이동→ 입국심사→

수하물 수취→ 세관심사의 순으로 구성하였는데, MOT 관리의 우선순위

를 도출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객에게 더 중요시되는

MOT 우선순위는 출국여객의 경우 보안검색>입장>체크인>출국심사>도

착순으로 나타났고, 입국여객의 경우 정보확인 및 이동>세관심사> 수하

물수취>입국심사 순으로 전반적 서비스 품질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존의 ASQ가 점수와 순위 발표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에서 출발하여 공항서비스 품질을 접점 흐름 관점으로 측정하고자 하였

으며, 출국 여객과 입국 여객을 구분지어서 연구하였다는 데 다른 연구

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림 2-2. 이청림·라선아(2015)의 출국고객 인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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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이청림·라선아(2015)의 입국고객 인과 모형 >

최병권(2007)은 그동안 항공관련 연구가 여객의 서비스 품질 구성 요

인에만 국한된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며 물류 업체와 같은 항공운송 관련

업체 및 공항운영당국으로부터 설문을 수집하여 서비스 품질 요인을 유

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전반적 만족도의 총6개(세부 항목

25개)로, 서비스 경쟁력에 대한 요인을 시설이용편리성, 사용자편리성,

신속성의 총3개(세부항목 15개)로 분석하였다.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한 결과 공감성,

확신성, 유형성, 응답성 순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경쟁력에 대한 분석에서는 시설이용편리성(표준화된 베타값:

0.572)이 영향력이 컸고 그 다음이 사용자 편리성(0.325)이었으며, 신속성

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홍석진, 이재환(2007)은 인천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 서비스품질, 상업시

설 서비스, 여객터미널 접근의 편리성,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 인천국제

공항공사의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공항서비스 종합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분석한 결과 ‘여객터미널 서비스 품질’이 전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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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비스 제공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및 항공사 직원의 공항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공항이용객과의 서비스 품질 인식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주체들이 서비스를 받는 주체인

공항이용객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Zeithaml(1988)은 ‘지각된 품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우수성에 대한 고객의 판단으로 품질을 정의하였고, 이유재⋅

라선아(2006)는 노르딕 모형(nordic model, grönroos, 1984)을 소개하며

서비스품질에 대한 경험은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 여과작용까지 거쳐

기대와 비교되면서 지각된 서비스 품질로서 소비자에게 남는 것으로 보

았다.

이때 서비스 품질은 기술적 품질(결과품질)과 기능적 품질(과정품질)로

구분되며, 기술적 품질은 서비스가 끝났을 때 남아있는 결과물을 의미하

고, 기능적 품질은 고객이 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그 과정을 어떻게 경험

하는가와 같은 서비스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과정이나 서비스 품질에 관

한 전체적인 인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비스 품질은 객관적인 측면보다는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고, 국제공항과 같이 국제기준 등에 따

라 어느 정도 서비스 수준이 확보된 곳에서는 누구나가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므로 그 결과품질 보다는 과정품질이 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공항의 서비스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을

널리 활용되는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주요 요인으로 구분하고, 연구자에

따라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항목을 재구성하기도 하며 전반적인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항서비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요시 되는 서비스 품질 항목

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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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항서비스 만족

고객만족의 개념과 정의는 연구 관점에 따라 상이한데 대부분의 연구에

서 고객만족을 결과 보다는 과정측면을 중요시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경

험 전 기대 대비 사용 후에 느끼게 되는 성과간의 지각된 불일치에서 발

생하는 고객의 평가로 정의 내리고 있다.(Engel·Blackwell 1982 등)

이학식⋅임지훈(2005)도 Oliver(1980)의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에 따라

소비자는 실제로 경험한 서비스(지각된 성과)와 사전에 기대했던 서비스

를 비교하여 평가한 불일치 정도에 따라 고객만족과 불만족이 결정된다

고 하였다.

즉 고객만족의 선행변수로서 불일치 개념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지각

된 성과의 불일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비교하느냐에 따

라 고객만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기존에 널리 알려진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판이

나 명성이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공항서비스에 있어서 공항이용 경험이 다수 있는 여객과 처음으

로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간에는 그 기대 수준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서

비스 품질을 경험하고도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일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재(2013)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결정적 순간이 중요한 이

유는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품질이나 만족도는 소위 곱셈의 법칙이 적

용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여러 가지의 서비스 품질 요소가 있을 때 대부분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더라도 하나의 요소가 0에 가까운 아주 낮은 만족도를

보이면 곱셈의 결과 전체의 결과가 0에 가까운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개념으로 한두 가지의 서비스 실패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

손민희 외(2009), Meyer and Schwager(2007) 등은 고객의 총체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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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비자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얻게 되는 내적이며, 주관

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하였고, 고객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고객과 접촉하는 모든 과정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고객들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접근은 고객접점의 각 과정에 대한 경험관리가 실제 기업

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

였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고객들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고객만족

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이며, 여기서도 서비스 만족도는 모든 서

비스 요소의 고른 만족도 달성이 중요함을 기본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취약한 항목의 서비스

품질 수준이 전체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정성이론(Huppertz, Arenson and Evans, 1978; Oliverand Swan,

1989)에 따르면 투입 대비 결과라는 공정성 지각정도가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 한다.

이는 서비스 결과에 대해 타인과 자신의 시간, 노력 등의 투입을 비교

하여 자신이 투입 대비 성과가 크다면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개념으로

공항에서의 자동출입국 심사의 예를 보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을 하여야 하고10), 기기 사용 절차 등을 파

악하여야 하는 등 사전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 및 시간의 투입 대

비 얼마나 서비스 성과가 좋은지를 비교하여(일반출입국 심사 여객과의

비교 등) 개인의 지각 정도에 따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치지각차이 이론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지각을 자신의 가치(또

는 욕구나 바램)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적을수록 긍정적인 감정, 즉 만

10) “만 19세 이상 한국인은 얼굴 사진과 지문을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인천

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

국관리사무소는 2017.1.3부터 이 같은 제도를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2017.01.03)



- 29 -

족을 얻게 된다고 한다. 개인이 얻고자 하는 것은 기대의 달성이 아니라

가치의 달성이라는 것이다.(Westbrook and Reily, 1983)

고객만족이 기대와 실제 성과와의 비교과정에서 나온다고 보는 기대-

불일치 모형은 고객만족을 인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이

유재, 2000; 등)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에 감정이나 느낌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Bagozzi, Gopinath and Nyer, 1999; Oliver, 1993)

Fornell(1992)은 고객만족이 전반적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 측정된다고

하였고, Richins(1997)도 소비 경험에는 다양한 감정적 반응이 수반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박명호⋅조형지(1999)도 고객만족을 인

지적 상태(cognitive states), 평가(evaluation), 정서적 반응(emotional

response),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반응이 결합된 판단의 네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며 감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이학식⋅임지훈(2005)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객만족 지

수인 ACSI/NCSI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에 의존하

는 경향으로 인해 인지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객만족

의 정의에 있어서부터 감정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였

다(이청림⋅이유재, 2012).

이청림·라선아(2015)는 최근 이론적으로도 고객의 감정적 반응과 평가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공항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인지적 평가 항목 외에도 감정적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현재 ASQ는 인지적 평가 항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감정적 평가 항

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고객만족도 조

사에서는 최근의 서비스 만족도 연구 추세를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

한 인지적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인천공항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즐거운

느낌이 들었다’와 같은 항목을 통해 감정적 만족도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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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와 본 연구와의 관계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관한 이론

을 배경으로 공항서비스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내적일관성을 갖는 세부

서비스 품질 평가 항목을 도출한 후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실

증분석 함으로써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

엇인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마다 중요한 공항서비스 품질 요인을 달리 밝히고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서비스품질 요인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순차적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공항서비스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시되는 서비스가 있다기보다는 각 요소의 서비스가

큰 차별성 없이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조사 시점의 공항운영

상황(혼잡도, 운영시스템의 상이, 시설 공사 시행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외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공항서비스에 있어서 전반적인 만족도에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서비스 요소가 없고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주관적인 만족을 중심으

로 편차가 큰 서비스 품질 수준 보다는 일정 수준의 고른 서비스 품질

유지가 중요하다면 탑승 수속이나 여권/비자 심사 같은 세부 서비스 요

소의 만족도 차이가 종합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로 연계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같이 서비스품질을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기 보다는 기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최근 공항서비스 변화 추세를 반영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수속시설

자동화)를 중심으로 이러한 서비스 변화가 종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등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기존 연구에 더하여 개별 서비스 만족

도의 변화가 종합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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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체적 연구목적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최근의 ‘공항 수속시설 자

동화가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는 앞

서 언급했던 개별 서비스 만족도의 변화가 종합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문제임과 동시에 나아가 공항

수속시설 자동화(인력 감축)를 통한 운영효율 개선이 여객이 느끼는 공

항서비스 만족도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을지에 대한 화두도 제시한

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서비스 만족이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에 갖고 있는 기대와 서비스를 경험하고 지각하게 된 결과와의 인지적

불일치 정도에 따라 때로는 감정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여 고객의 주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면, 일부 서비스 요소의 품질 개선이

종합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일부 항목의 서비스 만족도 저하가

종합만족도의 하락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와 같이 수속대기 시간이나

수속처리 시간 단축을 위해 도입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여객과 일반 출

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한 여객의 해당시설 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함은

물론 연계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나아가 종합만족도를 비교 분석함

으로써 공항서비스에 있어서 개별 서비스 만족도의 변화가 종합적인 서

비스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인 설문 데이터를 활용해 검

증하고자 하였다.

단 이때 출국과정과 입국과정이 최소 며칠간의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출국절차 상에서의 서비스 만족도와 입국절차 상에서의 서비스만족도를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유지하고, SOC로서의 공공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

또는 새로운 운영 방안 수립 시 활용 가능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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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제공하는 공항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체크인,

보안검색,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 요인을 분석하고, 아울러 출입국심사 자동화를

통한 서비스 변화가 체크인, 보안검색 및 출입국심사 서비스의 전반적 만

족도 나아가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분석

함으로써 개별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가 종합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아가 수속 시설 자동화가 공항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시

킬 수 있는지를 분석코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항서비스에 있어서 대부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개별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는 개별 시스템의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난 후 변경 전 고객만족도와 변경 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비교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으로 조사 시점을 달리하는 방법에 의해 측정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는 조사 시점의 차이가 커서 역사요인 등에 의한

내적타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수속시설 자동화는 동일한 시점에 해당 수속 절차를 어

떤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과하였는지에 따라 그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자동화 서비스 이용 여객과 일반 서비스 이용 여객간의 서비스 만족도

차이를 동일 시점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와 같은 자동화된 수속시설을 이용한

여객과 일반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한 여객의 주요 수속 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가 종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인 (고객)만족

도 설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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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공항서비스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모형 >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통제 변수>

또한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서비스 품질 요인들을 유형화하기 보다는 ASQ 평가 항목과 이청림·라

선아(2015)가 접점 흐름 관점에 따라 프로세스 관점으로 재분류한 세부

서비스 항목을 기준으로, 각 요소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을 통해 관리

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 및 수속시

설별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 상대적 영향력이 큰 서비스 요소가 무엇인

지 분석하여 출입국심사 유형에 따른 종합만족도 차이 분석의 근거로 활

용함으로써 그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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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의 설정

앞 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보면 장대성(2004)의 경우 서비스 구성 요

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서비스 품질이 결정된다고 하였고,

Parasuraman·Valarie·Zeithmal and Berry(1994)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서

비스 품질을 지각할 때 단일차원이 아닌 품질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다 개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서비스품질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다면, 대기시간 및 수속 처리 시간을 단축하

여 공항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출입국심사 자동화 서비스는 연계되는

공항서비스 항목의 만족도(모든 서비스 경험 후 일괄 조사됨)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융합되어 표출되는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Cronin & Taylor(1992)가 사용했던 성과 척도(SERVPERF)를 활용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할 때에도 모든 서비스 절차를 겪은 후에 기대했던

품질 수준 대비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를 사후에 응답하기 때문에 프로세

스 상의 여러 서비스요소 중 인상 깊었던 요인에 의해 지각된 서비스 품

질에 대해 긍정적 감정이 형성될 경우 관련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도 긍

정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항 이용객이 수속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대기시간 지연이 해

소되고 해당시설 서비스의 편리성이 증대된다고 인식한다면 여객은 긍정

적 감정을 형성할 것이고 이러한 감정들은 서비스 품질을 높게 평가하게

하여 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설적 서비스 측면이 강한 대기시간 만족도 보다

인적 서비스인 직원의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해당 서비스의 전반적 만

족도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사람이 배제되어 친절한

응대나 답변을 기대할 수 없는 자동화된 출입국수속 서비스를 이용한 여

객의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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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호·박진우(2013)에 따르면 여객이 긍정적인 생각을 지닐수록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하다고 인지하는데 반하여

신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따르는 부정적 기술 준비도로 인한 불안감은 지

각된 즐거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얻게 되는 성과에 대한 기대보다 낯선 기

술에 적응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다면 유쾌하

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객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

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만족도는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대와 지각

의 불일치 정도에서 느끼게 되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절대적 서비스 품질

이 아님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공항 시설 계획 시 활용을 목적으로 작성된 공항이용실적 분석 데이터

를 참고하면 일반출입국심사 처리율이 140인/hr이고, 자동출입국심사 처

리율이 240인/hr11)으로 자동심사가 상대적으로 훨씬 신속하여 동일한 수

의 여객이 대기할 경우 대기시간이 훨씬 짧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서비스

를 동시에 경험하지 않는 여객이 느끼게 되는 만족도는 실제와 다를 수

도 있을 것이다.

가설 1.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는 공항 수속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

및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 “제1여객터미널 시설개선 필요항목 검토 및 분석”

(2013.6.20)

가설1-1. 일반출국심사 보다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체크인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1-2. 일반출국심사 보다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보안검색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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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에 있어서의 서비스 제공 속도는 중요한 서비스 품질요소이

다. 선행 연구에서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대

기시간 만족도가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공항서비스

에 있어서 대기시간은 중요한 문제이며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요

소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유재, 유성진, 이준엽(1996) 등은 점차적으로 중요해지는 서비스의 신

속성과 관련하여 실제 경험하는 대기와 대기에 대한 지각과는 차이가 있

음을 근거로 대기를 관리하는 방법도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변경하여 빠

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대기시간을 줄이는 관리적 방법과, 실

대기시간을 줄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객의 지각을 바꾸어

체감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항에서의 수속 절차는 줄서기가 필수적으로 병원, 은행 등에서처럼

번호표를 뽑고 일정 공간에서 자유롭게 대기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

어 주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실제 대기시간 단축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인천국제공항도 지속적 여객증가에 따른 시설포화로 인해 공항서비스

가설1-3. 일반출국심사 보다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출국심사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1-4. 일반입국심사 보다 자동입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입국심사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1-5. 일반출국심사 보다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1-6. 일반입국심사 보다 자동입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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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체크인 및 보안검색 등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안검색장 조기 오픈, 셀프체크인 및 웹체크인

활성화, 체크인카운터 증설, 보안검색장 확충 및 검색대 증설 등 각종 시

설· 운영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Katz, Larson(1991)은 서비스의 대기시간은 고객의 감정적 반응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김현정(2007)은 대기시간이 길어질수록 고객

은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고 해당 서비스의 품질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

이 있으며, 이는 고객 불만족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기시간의 만족도는 해당시설의 서비스에 대하여 긍정적 감정

을 형성할 것이고 이러한 감정들은 서비스 품질을 높게 평가하게 하여

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 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2. (시설적 서비스) 공항 수속 대기시간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체크인 대기시간 만족도는 체크인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2-2. 보안검색 대기시간 만족도는 보안검색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2-3. 출국심사 대기시간 만족도는 출국심사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2-4. 입국심사 대기시간 만족도는 입국심사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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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Parasuraman·Zeithmal and Berry가 초기에 서비스 품질의 구

성요인 10가지를 선정할 때 반응성, 예절, 의사소통, 고객의 이해 등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통한 인적 서비스를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던 점

과 이후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용객의 요구 및

문의에 대한 즉각적인 응대 등을 내포하는 반응성 및 직원의 예절 및

친절성을 중요한 서비스 품질 요인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서비스 품질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원의 친절성은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에게 긍정적 지각이

나 감정을 형성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서비스 품질을 높게 평가

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 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가설 3. (인적 서비스) 공항 수속 직원의 친절성은 해당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체크인 직원에 대한 친절성 만족도는 체크인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3-2. 보안검색 직원에 대한 친절성 만족도는 보안검색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3-3. 출국심사 직원에 대한 친절성 만족도는 출국심사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3-4. 입국심사 직원에 대한 친절성 만족도는 입국심사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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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 표집 방법, 표집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표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16년 8.18일부터

8.24일까지 1:1 개별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임의 할당(시간

은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고, 장소는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으로 구분하되

여객이 출국 수속 절차를 마치고 여유있게 대기하는 탑승 대기공간과 입

국 수속 절차를 거쳐 통과하는 도착 환영홀 및 공항철도 대기 공간 등에

서 설문)하여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조사는 11

점 척도로 만족도를 측정한 후,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만족도 점수를

산출하였고, 표본의 크기는 출국 서비스 이용여객 768명, 입국 서비스 이

용여객 700명으로 한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이용한 여객을 그 주요 대상으로 만족도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공항이 혼잡한 상황

(성수기)에서 조사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과 자동화된 수속시설을

이용한 여객의 표본 크기를 일정 수준이상 확보하는 것이 분석의 정확도

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표본을 선택하였다.

아울러 위 표본에서 출국여객에 대한 데이터와 입국여객에 대한 데이터

는 분리되어 측정되었으며, 이는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서비스 경험에

대하여 그 만족도 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ASQ에서는 출국 시에만 조사가 이루어지며 입국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경험을 기준으로 ‘입국심사, 수하물 찾는 속도, 세관검사’

의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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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설문의 통계적 분석에는 SAS 9.4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출입국심사 서비스 유형에 따른 종합만족도 차이 및 각각의 수속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차이 분석 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상기 표본(인천국제공

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의 설문항목을 연구 목적에 맞게 취사선택

하여 기술통계량 분석 및 기본적인 상관관계 분석 후 다중공선성이 발생

한 항목을 제거하여 분석에 적합한 공항서비스 품질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일반 수속시설 이용여객과 자동화

된 수속시설 이용여객의 서비스 만족도 차이 분석을 위해서 국적을 통제

변수로 하는 분산분석(ANOVA)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시설적 서비스로 볼 수 있는 수속시설 대기시간 만족도나 대표

적 인적 서비스인 직원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해당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과 동시에 선행 연구들에서 시행되었던

방법과 비슷하게 공항서비스 접점 흐름 관점에 따른 공항서비스 품질 요

소의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항서비스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

한 계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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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기초통계 분석

1. 기술통계량

공항서비스에 있어서 자동출입국 서비스와 같은 부분적 서비스 변화에

따른 만족도 변화가 종합만족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고 이를 더욱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공항서비스 만

족도 영향 요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존

연구들에서와 같이 주요 공항서비스 품질 요인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

했다.

이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ASQ 평가 항목을 근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항공사 라운지, 환승객 길 찾기 등 일부

여객만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항목은 제외하고 대다수 이용객이 공통적

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3가지 서비스품질 측정 항목을 도출하

였다.

그리고 출입국 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 차이 분석의 설명력을 높이

기 위해 공항서비스 품질 요소 중 종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이에 앞서 해당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아래 [표 4-1]에 요약하였다.

아울러 공항서비스 접점 흐름 관점에 따라 주요 수속 절차를 중심으로

각 절차별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세부 서비스 요소의 상대적 영

향력 분석을 위해 체크인, 보안검색, 출국심사, 입국심사의 4개 주요 절

차로 구분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세부 조사 항목을 참조하여

이를 구성하는 하위 서비스 품질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표 4-2,

3, 4, 5]에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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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공항서비스 품질 요소에 대한 기술통계량 >

변수

일반출국심사 자동출국심사

샘플
수12)

평균
표준
편차

샘플
수

평균
표준
편차

1 종합 공항에 대한 종합만족도 114 85.61 16.15 31 78.28 19.09

2 진입 공항 접근 교통 편리함 114 82.37 18.59 31 73.55 24.16

3

체크
인

체크인 대기시간 114 79.74 22.48 31 66.77 26.63

4 체크인 업무의 신속성 114 85.44 19.47 31 75.48 18.59

5 체크인 직원의 친절성 114 85.00 21.21 31 72.90 23.41

6 여권/
비자
심사

여권/비자 심사 대기시간 114 82.72 21.51 31 73.87 23.48

7 여권/비자 심사직원 친절성 114 84.82 19.92 - -

8

보안
검색

보안검색 대기시간 114 83.07 18.44 31 70.97 22.26

9 보안검색 요원 친절성 114 81.05 25.81 31 72.58 21.90

10 보안검색의 정확성 114 85.09 19.43 31 76.13 21.08

11 보안검색의 신속성 114 84.65 20.83 31 75.16 24.34

12 길찾
기
서비
스

공항 내 길 찾기 편리함 114 83.07 20.09 31 71.61 24.10

13 운항정보안내스크린충분함 114 82.54 21.36 31 72.26 20.77

14 공항 내 이동 편의성 114 83.95 18.98 31 72.58 21.44

15

공항
시설

공항(안내) 직원의친절/도움 114 87.54 15.89 31 77.10 19.18

16 식음료 시설 충분함 114 81.14 20.12 31 69.35 28.04

17 쇼핑 시설 충분함 114 84.39 19.05 31 80.32 17.98

18 인터넷(Wi-Fi) 접근환경우수 114 79.91 25.43 31 68.39 30.99

19 화장실 이용 편리함 114 87.46 15.56 31 81.29 20.78

20 화장실 청결함 114 87.46 16.87 31 81.94 19.05

21 탑승대기 시설의 편안함 114 87.46 16.92 31 80.32 21.05

22 공항
환경

공항 시설의 청결함 114 90.35 12.96 31 84.19 18.03

23 공항 분위기의 쾌적함 114 90.18 13.57 31 84.51 16.50

12) 샘플 수가 출국여객 조사 샘플 수 768개 보다 적은 것은 일부 조사 항목

무응답에 의한 결측치를 제거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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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체크인 전반적 만족도 구성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체크인카운터 위치안내 768 78.763 19.341 0 100.00

체크인 대기시간 768 75.352 22.489 0 100.00

체크인 업무 정확성 768 82.240 18.899 0 100.00

체크인 업무 신속성 768 81.536 19.671 0 100.00

체크인 직원 친절성 768 81.836 19.958 0 100.00

원활한 수하물처리 768 82.565 18.178 0 100.00

체크인 전반적 만족도 768 80.495 17.631 0 100.00

<표 4-3.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 구성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보안검색 대기시간 768 79.310 19.213 0 100.00

보안검색 정확성 768 81.159 18.785 0 100.00

보안검색 신속성 768 82.370 18.807 0 100.00

보안검색 직원 친절성 768 77.643 22.539 0 100.00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 768 79.805 18.028 0 100.00

<표 4-4. 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구성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출국심사 대기시간 621 81.192 19.072 0 100.00

출국심사 정확성 621 83.124 18.056 0 100.00

출국심사 신속성 621 82.818 18.200 0 100.00

출국심사 직원 친절성 621 79.694 20.448 0 100.00

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621 81.224 17.333 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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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구성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입국심사 대기시간 570 84.193 12.886 0 100.00

입국심사 정확성 570 86.509 11.385 20.00 100.00

입국심사 신속성 570 85.982 11.443 20.00 100.00

입국심사 직원 친절성 570 84.509 12.316 20.00 100.00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570 85.439 10.383 20.00 100.00

2.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에 앞 서 기초통계분석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는

변수간의 개략적 상관성이나 다중공선성 발생 가능성 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설문을 통한 연구에 있어서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

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를 계산할 때도 공분산과 상관계수가 널리 사용된다.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독립변수는 회귀계수의 추정치가 불안해지는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보통 상관계수가 0.9 이상이면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배병렬, 2005. 변영진, 2013 재인용).

본 연구에서 공항서비스 품질 요인으로 선택한 23개 변수에 대한 상관

관계 분석결과 대부분의 변수가 일반적인 상관성을 보였으나 ‘공항 시설

의 청결함’과 ‘공항 분위기의 쾌적함’이라는 두 변수의 유의수준 5%하에

서의 표본 상관계수가 0.921로 나타나 심각한 다중공선성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크론바흐 α 계수를 확

인한 결과 표준화 자료의 크론바흐 α 계수가 0.961로 0.7보다 크기 때문

에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거하였을 때 크론바흐 α 값을 전체 크론바흐 α계수보다 현저하게

높아지게 하는 변수가 없고 대부분 비슷하거나 낮은 값을 나타내므로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위해 특별히 제거해야 할 변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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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공항서비스 품질 요소(23개) 변수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 값 >

크론바흐의 α 계수

변수 α 계수

원데이터 .957

표준화 .961

변수를 제외했을 때의 크론바흐의 α 계수

제외한
변수

데이터 변수 표준화된 변수

합계에 대한
상관 계수 α 계수 합계에 대한

상관 계수 α 계수

1 공항에 대한 종합만족도 .806 .954 .810 .958

2 공항 접근 교통 편리함 .612 .956 .609 .960

3 체크인 대기시간 .774 .954 .770 .958

4 체크인 업무의 신속성 .724 .955 .711 .959

5 체크인 직원의 친절성 .707 .955 .699 .959

6 여권/비자 심사 대기시간 .692 .955 .697 .959

7 여권/비자 심사직원 친절성 .788 .954 .794 .958

8 보안검색 대기시간 .810 .954 .799 .958

9 보안검색 요원 친절성 .747 .955 .737 .959

10 보안검색의 정확성 .815 .954 .807 .958

11 보안검색의 신속성 .719 .955 .707 .959

12 공항 내 길 찾기 편리함 .651 .956 .647 .960

13 운항정보 안내 스크린 충분함 .511 .958 .510 .961

14 공항 내 이동 편의성 .590 .956 .594 .960

15 공항(안내) 직원의 친절/도움 .802 .955 .809 .958

16 식음료 시설 충분함 .565 .957 .571 .960

17 쇼핑 시설 충분함 .698 .955 .708 .959

18 인터넷(Wi-Fi) 접근 환경 우수 .540 .958 .544 .961

19 화장실 이용 편리함 .649 .956 .661 .959

20 화장실 청결함 .677 .956 .691 .959

21 탑승대기 시설의 편안함 .708 .955 .716 .959

22 공항 시설의 청결함 .783 .955 .796 .958

23 공항 분위기의 쾌적함 .785 .955 .798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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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체크인 전반적 만족도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

피어슨 상관 계수, N = 768

H0: Rho=0 가정하에서 Prob > |r|

　
카운터
위치안내

체크인
대기시간

체크인
업무
정확성

체크인
업무
신속성

체크인
직원
친절성

원활한
수하물
처리

체크인
전반적
만족도

체크인카운터
위치안내

1 .697 .727 .692 .679 .723 .693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체크인
대기시간

.697 1 .723 .772 .642 .683 .72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체크인 업무
정확성

.727 .723 1 .883 .743 .831 .764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체크인 업무
신속성

.692 .772 .883 1 .767 .813 .788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체크인 직원
친절성

.679 .642 .743 .767 1 .836 .775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원활한
수하물처리

.723 .683 .831 .813 .836 1 .76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체크인 전반적
만족도

.693 .721 .764 .788 .775 .761 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체크인 전반적 만족도 세부 구성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전반적 만족도와는 ‘체크인 업무 신속성’이 0.788(통계적으로 유의미

함)의 상관계수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체크인 업무 정확성’과 ‘체크인 업무 신속성’이 0.882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는데 비록 상관계수가 0.9는 넘지 않지만 이

는 거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유발할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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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체크인 전반적 만족도 변수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 값 >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크론바흐 α 계수도 표준화

자료의 크론바흐 α 계수가 0.954로 0.7보다 크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내

적일관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거하였을 때 크론바흐 α 값을 전체 크론바흐 α 계수(0.954)보다

높아지게 하는 변수가 없어 내적일관성을 위해 특별히 제거해야 할 변수

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변수를 제외했을 때의 크론바흐의 α계수

제외한
변수

데이터 변수 표준화된 변수

합계에 대한
상관 계수

α계수
합계에 대한
상관 계수

α계수

체크인카운터 위치안내 .782 .949 .782 .952

체크인 대기시간 .787 .951 .787 .951

체크인 업무 정확성 .880 .941 .881 .944

체크인 업무 신속성 .891 .940 .891 .943

체크인 직원 친절성 .828 .946 .832 .948

원활한 수하물처리 .875 .942 .876 .944

체크인 전반적 만족도 .845 .945 .844 .947

크론바흐의 α계수

변수 α계수

원데이터 .952

표준화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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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 세부 구성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와는 ‘보안검색 직원 친절성’의 상관계수가 0.835(통

계적으로 유의미함)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보안검색 대기시간’과 ‘보안검색 신속성’의 상관계수가

0.862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4-10.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 변수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 값 >

피어슨 상관 계수, N = 768

H0: Rho=0 가정하에서 Prob > |r|

　
보안검색
대기시간

보안검색
정확성

보안검색
신속성

보안검색
직원
친절성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

보안검색
대기시간

1 .828 .862 .740 .804

<.0001 <.0001 <.0001 <.0001

보안검색
정확성

.828 1 .847 .722 .787

<.0001 <.0001 <.0001 <.0001

보안검색
신속성

.862 .847 1 .750 .795

<.0001 <.0001 <.0001 <.0001
보안검색
직원
친절성

.740 .722 .750 1 .835

<.0001 <.0001 <.0001 <.0001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

.804 .787 .795 .835 1

<.0001 <.0001 <.0001 <.0001

크론바흐의 α 계수

변수 α 계수

원데이터 .949

표준화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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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제외했을 때의 크론바흐의 α계수

제외한
변수

데이터 변수 표준화된 변수

합계에 대한
상관 계수

α계수 합계에 대한
상관 계수

α계수

보안검색 대기시간 .878 .934 .881 .937

보안검색 정확성 .861 .937 .864 .940

보안검색 신속성 .885 .933 .888 .936

보안검색 직원 친절성 .818 .948 .819 .948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 .880 .934 .877 .938

표준화 자료의 크론바흐 α 계수가 0.952로 0.7보다 크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제거하였을 때 크론바흐 α 값을 전체

크론바흐 α 계수(0.952)보다 높아지게 하는 변수가 없어 내적일관성을 위해

특별히 제거해야 할 변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표 4-11. 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

피어슨 상관 계수, N = 621

H0: Rho=0 가정하에서 Prob > |r|

　
출국심사
대기시간

출국심사
정확성

출국심사
신속성

출국심사
직원 친절성

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출국심사
대기시간

1 .874 .927 .723 .730

<.0001 <.0001 <.0001 <.0001

출국심사
정확성

.874 1 .918 .761 .770

<.0001 <.0001 <.0001 <.0001

출국심사
신속성

.927 .918 1 .740 .749

<.0001 <.0001 <.0001 <.0001

출국심사
직원 친절성

.723 .761 .740 1 .837

<.0001 <.0001 <.0001 <.0001
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730 .770 .749 .837 1

<.0001 <.0001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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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를 구성하는 세부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

과 ‘출국심사 대기시간’과 ‘출국심사 신속성’은 0.927의 상관계수를 그리

고 ‘출국심사 정확성’과 ‘출국심사 신속성’도 0.918의 아주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어 0.0001의 유의수준에서 표본 상관계수가 0.9를 넘는 것

으로 볼 때 심각한 다중공선성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표 4-12. 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변수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 값 >

변수를 제외했을 때의 크론바흐의 α 계수

제외한
변수

데이터 변수 표준화된 변수

합계에 대한
상관 계수 α 계수

합계에 대한
상관 계수 α 계수

출국심사 대기시간 .882 .938 .884 .940

출국심사 정확성 .906 .934 .907 .936

출국심사 신속성 .911 .933 .911 .935

출국심사 직원 친절성 .818 .951 .820 .951

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831 .947 .828 .949

표준화 자료의 크론바흐 α 계수가 0.953으로 0.7보다 크기 때문에 측정

도구의 내적일관성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에도 역시 제거하였을

때 크론바흐 α 값을 전체 크론바흐 α계수(0.953)보다 높아지게 하는 변수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론바흐의 α 계수

변수 α 계수

원데이터 .952

표준화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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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세부 구성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와는 ‘입국심사 직원 친절성’의 상관계수가 0.725(통

계적으로 유의미함)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입국심사 정확성’과 ‘입국심사 신속성’의 상관계수가

0.869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4-14.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변수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 값 >

피어슨 상관 계수, N = 570
H0: Rho=0 가정하에서 Prob > |r|

　
입국심사
대기시간

입국심사
정확성

입국심사
신속성

입국심사
직원
친절성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입국심사
대기시간

1 .742 .760 .649 .546

<.0001 <.0001 <.0001 <.0001

입국심사
정확성

.742 1 .869 .604 .605

<.0001 <.0001 <.0001 <.0001

입국심사
신속성

.760 .869 1 .606 .560

<.0001 <.0001 <.0001 <.0001

입국심사
직원 친절성

.649 .604 .606 1 .725

<.0001 <.0001 <.0001 <.0001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546 .605 .560 .725 1

<.0001 <.0001 <.0001 <.0001

크론바흐의 α 계수

변수 α계수

원데이터 .908

표준화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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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제외했을 때의 크론바흐의 α 계수

제외한
변수

데이터 변수 표준화된 변수

합계에 대한
상관 계수

α 계수 합계에 대한
상관 계수

α 계수

입국심사 대기시간 .783 .885 .781 .887

입국심사 정확성 .825 .876 .825 .877

입국심사 신속성 .818 .877 .816 .879

입국심사 직원 친절성 .737 .895 .741 .895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691 .903 .690 .905

표준화 자료의 크론바흐 α 계수가 0.909로 0.7보다 크기 때문에 측정도

구의 내적일관성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제거하였을 때 크론바흐 α 값을

전체 크론바흐 α 계수(0.953)보다 높아지게 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변수는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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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가설의 검증

1. 분산분석(ANOVA)

자동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한 여객과 일반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한 여객

간의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5. 체크인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출국심사 유형 1 1145.683 1145.683 3.81 .051

국적 1 2392.187 2392.187 7.95 .005

출국심사 유형*국적 1 58.104 58.104 0.19 .660

우선 출국심사 유형과 국적 변수에 따라 체크인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에서 모델에 의한 변동과 오차에 의한 변

동으로 설명되는 F값이 9.58이고 그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출국심사 유형에 따라 체크인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상호 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제외시키고 분산분석을 수행하면 모형의 F값은 10.61이고 P값은 0.0001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3 8646.900 2882.300 9.58 <.0001

Error 764 229765.080 300.740    

Corrected Total 767 23841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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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서 유의수준 1% 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된다.

한편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하여 요인의 각 수준 중 차이가 나는 항목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

다중비교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21]로 나타내었다.

 <표 4-16. 투키방법에 따른 다중비교 결과 >

출국심사 유형에 따라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만족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출국심사를 이용한 여객의 만족도가

5.155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설 1-1 ‘일반출국심사 보다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체크인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는 기각하였다.

 <표 4-17.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 13734.209 6867.104 22.30 <.0001

Error 765 235536.494 307.891    

Corrected Total 767 249270.703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출국심사 유형 1 2672.172 2672.172 8.68 .003

국적 1 7493.267 7493.267 24.34 <.0001

Comparison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are indicated by ***.

출국심사 유형
비교

Difference
Between
Means

Simultaneous 95% Confidence
Limits

 

일반 - 자동 5.155 2.034 8.276 ***

자동 - 일반 -5.155 -8.276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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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are indicated by ***.

출국심사 유형
비교

Difference
Between
Means

Simultaneous 95% Confidence
Limits

 

일반 - 자동 7.246 4.087 10.406 ***

자동 - 일반 -7.246 -10.406 -4.087 ***

출국심사 유형과 국적 변수에 따라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에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한 분산분석에서 F값이 22.30이고 그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001 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출국심사 유형에 따라 보안검색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상호 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출국심사 유형에 따라

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만족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

는데, 일반출국심사를 이용한 여객의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가 7.246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설 1-2 ‘일반출국심사 보다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보안검색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도 기각하였다.

<표 4-18. 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 3979.194 1989.597 7.11 .001

Error 765 213947.760 279.670    

Corrected Total 767 217926.953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출국심사 유형 1 1992.193 1992.193 7.12 .008

국적 1 3054.101 3054.101 10.92 .001



- 56 -

출국심사 유형과 국적 변수에 따라 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에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한 분산분석에서는 F값이 7.11이고 그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01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 출국심사 유형에 따라 출국심사 서비스 전

반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 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출국심사 유형에 따라서

유의수준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만족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데, 이번에는 앞선 경우에서와 달리 자동출국심사를 이용한 여객의 출국심

사 전반적 만족도가 2.790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가설 1-3 ‘일반출국심사 보다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출국심사서비스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는 채택하였다.

 <표 4-19.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 517.199 258.599 2.53 .080

Error 697 71207.801 102.163    

Corrected Total 699 71725.000      

Comparisons significant at the 0.1 level are indicated by ***.

출국심사 유형
비교

Difference
Between
Means

Simultaneous 90% Confidence
Limits

 

자동 - 일반 2.790 0.264 5.316 ***

일반 - 자동 -2.790 -5.316 -.264 ***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입국심사 유형 1 16.603 16.603 .16 .687

국적 1 505.626 505.626 4.95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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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유형과 국적 변수에 따라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에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한 분산분석에서는 F값이 2.53이고 그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80으로서 유의수준 10%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입국심사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고, 국적에 따른 만족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1-4 ‘일반입국심사 보다 자동입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입국심사서비스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는 기각하였다.

 <표 4-20. 공항서비스 종합 만족도(출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 7220.986 3610.493 12.64 <.0001

Error 765 218481.159 285.596    

Corrected Total 767 225702.145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출국심사 유형 1 193.274 193.274 .68 .411

국적 1 5870.232 5870.232 20.55 <.0001

출국심사 유형과 국적 변수에 따라 공항서비스 종합 만족도에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한 분산분석에서도 모형의 F값이 12.64이고 그 검정통계치의 P

값이 0.0001이하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지만, 출국심사 유형에 따른 차이는 P값이 0.41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고 국적에 따른 종합 만족도 차이만이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

었다.

그러므로 가설 1-5 ‘일반출국심사 보다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는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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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1. 공항서비스 종합 만족도(입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 1007.843 503.921 4.64 .010

Error 697 75758.277 108.692    

Corrected Total 699 76766.120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입국심사 유형 1 213.306 213.306 1.96 .162

국적 1 769.328 769.328 7.08 .008

입국심사 유형과 국적 변수에 따라 공항서비스 종합 만족도에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한 분산분석에서도 모형의 F값이 4.64이고 그 검정통계치의 P값

이 0.01로서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입국심사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국적에 따른 종합 만족도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1-6 ‘일반입국심사 보다 자동입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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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분석

일반적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는 목

적은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한다거나 그 변화를 설명하는 것인데, 설명력

의 크기를 검증하는 분석에서는 정확한 예측보다는 설명을 주목적으로

영향력 있는 독립변수를 확인하고, 관계의 방향 그리고 관계의 상대적

크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 때 상대적 영향력의 크

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단계별

회귀분석에서 투입되는 변수의 순서 또는  의 변화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13)

한편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검토

가 필요하다. 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는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해당 독립

변수의 1단위 변화가 종속변수에 일으키는 변화량의 크기로 해석되는데

이 때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라는 조

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회귀계수의 신뢰성을 낮추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 진단 통계량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계수) 값이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

다고 본다. 이러한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중공선

성이 있는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으며, 표본의 크기가 큰 자료

를 이용하는 것도 해결책으로 제시 된다14)

본 연구에서 검토하였던 공항서비스 품질 요소(23개)에 대한 다중공선성

여부 진단 결과 ‘터미널 청결도’와 ‘공항의 분위기’의 두 변수에 대해서는

VIF가 각각 10.411과 12.53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 해당 변수

를 제외시키고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한편 일반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자와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을 분리하여 각각 다중회기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13) 남궁근(2016),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P.698
14) 고길곤(2014),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문우사, P.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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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표 4-22], [표 4-23]과 같다.

<표 4-22. 공항서비스 품질 요소 회귀분석 결과(일반출국심사자) >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1 24461.209 1164.819 21.38 <.0001

Error 92 5012.651 54.485    

Corrected Total 113 29473.860      

R-Square Coeff Var Root MSE 종합만족도 평균

0.830 8.622 7.381 85.614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상수항 -1.256 5.350 -.230 .815

공항 접근 교통 편리함 -.034 .051 -.660 .508

체크인 대기시간 -.159 .076 -2.080 .040

체크인 업무의 신속성 .344 .099 3.490 .001

체크인 직원의 친절성 -.185 .071 -2.620 .010

여권/비자 심사 대기시간 .121 .066 1.840 .069

여권/비자 심사직원 친절성 .108 .072 1.490 .140

보안검색 대기시간 .080 .101 .790 .430

보안검색 요원 친절성 .054 .062 .870 .387

보안검색의 정확성 -.074 .086 -.860 .392

보안검색의 신속성 -.072 .083 -.860 .390

공항 내 길 찾기 편리함 -.119 .063 -1.880 .063

운항정보 안내 스크린 충분함 .200 .050 3.980 .000

공항 내 이동 편의성 -.026 .058 -.450 .652

공항(안내) 직원의 친절/도움 .398 .081 4.890 <.0001

식음료 시설 충분함 .117 .052 2.240 .028

쇼핑 시설 충분함 .007 .066 .100 .918

인터넷(Wi-Fi) 접근 환경 우수 -.080 .039 -2.050 .044

화장실 이용 편리함 .037 .080 .460 .647

화장실 청결함 .012 .077 .150 .881

탑승 대기시설의 편안함 .284 .075 3.770 .000

내국인 -5.400 2.047 -2.64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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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 결과 F-통계치는 21.38이며 공항서비스 품질 요소의 모 회

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P값은 0.0001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유의수준 5%인 경우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결정계수(  :

종속 변수의 전체 변동 중에서 회귀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크기)가 0.830

으로서 종속변수 변화의 약 83%의 설명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계수가 모델의 설명력 보다는 예측력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이고 일반

적으로 0.6 이상이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충

분히 높은 설명력을 확보함을 알 수 있다.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회귀계수가

0.398인 ‘공항직원의 친절·도움’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체크인 업무의 신

속성(0.344)’, ‘탑승 대기시설의 편안함(0.284)’, ‘운항정보 안내 스크린 충분

함(0.200)’, ‘식음료 시설 충분함(0.117)’ 순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변수들 모두 P값이 0.05를 넘지 않아 유의수준 5%하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아울러 관심이 있는 주된 변수인 공항서비스 품질 요소 이외에 부차적으

로 관심이 있는 변수인 나이, 국적, 성별, 공항 이용 경험 횟수 등의 통제

변수 중에서는 국적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분석 결과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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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공항서비스 품질 요소 회귀분석 결과(자동출국심사자) >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0 10773.165 538.658 34.23 <.0001

Error 10 157.367 15.737    

Corrected Total 30 10930.532      

R-Square Coeff Var Root MSE 종합만족도 평균

0.986 5.068 3.967 78.279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상수항 -1.132 5.434 -.210 .839

공항 접근 교통 편리함 -.002 .074 -.030 .976

체크인 대기시간 -.096 .064 -1.500 .165

체크인 업무의 신속성 .128 .129 1.000 .343

체크인 직원의 친절성 -.030 .075 -.400 .697

여권/비자 심사 대기시간 .213 .096 2.210 .051

보안검색 대기시간 -.061 .122 -.500 .630

보안검색 요원 친절성 .003 .135 .020 .985

보안검색의 정확성 .166 .116 1.430 .183

보안검색의 신속성 -.104 .117 -.890 .396

공항 내 길 찾기 편리함 -.177 .100 -1.780 .105

운항정보 안내 스크린 충분함 -.264 .122 -2.160 .056

공항 내 이동 편의성 .202 .085 2.380 .039

공항(안내) 직원의 친절/도움 .412 .123 3.340 .007

식음료 시설 충분함 .030 .063 .470 .650

쇼핑 시설 충분함 -.129 .123 -1.040 .321

인터넷(Wi-Fi) 접근 환경 우수 .150 .055 2.750 .020

화장실 이용 편리함 .309 .114 2.720 .022

화장실 청결함 -.070 .155 -.450 .661

탑승 대기시설의 편안함 .339 .071 4.750 .001

내국인 -1.722 2.427 -.710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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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국심사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F-통계치는

34.23이며 P값은 0.0001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의수준 5%하에서

주어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결정계수(  : 종속 변수의 전체 변동 중에서 회귀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크기)가 0.986으로서 종속변수 변화의 약 98.6%의 설명력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충분히 높은 설명력을 확보함을 알 수 있

다.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회귀계수가

0.412인 ‘공항직원의 친절·도움’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출입국심사 그룹의

결과와는 달리 두 번째 영향력이 큰 변수가 ‘탑승 대기시설의 편안함

(0.339)’이었고, 뒤를 이어 ‘화장실 이용 편리성(0.309)’, ‘공항 내 이동 편의

성(0.202)’, ‘인터넷(Wi-Fi) 접근 환경 우수(0.150)’ 순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변수들 모두 P값이 0.05를 넘지 않아 유의

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1) 체크인 전반적 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

 <표 4-24. 체크인 전반적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7 172337.448 24619.636 283.18 <.0001

Error 760 66074.531 86.940    

Corrected Total 767 238411.979      

R-Square Coeff Var Root MSE
체크인 전반적
만족도 평균

0.723 11.584 9.324 80.495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상수항 13.273 1.730 7.6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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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 대기시간 만족도는 체크인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가설2-1)와 ‘체크인 직원에 대한 친절성 만족도는 체크인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가설3-1)에 대한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F-통계치는 283.18, P값은 0.0001 이하로 나타나

고 있어 유의수준 5%하에서 주어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결정계수( )가 0.723로서 주어진 회귀식은 약 72.3%

의 설명력을 갖는다.

체크인 전반적 만족도에 대하여 ‘체크인 대기시간’은 t값이 5.50로서 유의

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 0.141를 갖고, ‘체크인 직원

의 친절성’은 t값이 8.58로서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

귀계수 0.278을 나타내므로 두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체크인카운터 위치안내 .091 .028 3.18 .002

체크인 대기시간 .141 .026 5.50 <.0001

체크인 업무 정확성 .097 .043 2.27 .023

체크인 업무 신속성 .186 .042 4.42 <.0001

체크인 직원 친절성 .278 .032 8.58 <.0001

원활한 수하물처리 .045 .042 1.06 .289

내국인 -.387 .698 -.55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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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

 <표 4-25.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

   

‘보안검색 대기시간 만족도는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가설2-2)와 ‘보안검색 직원에 대한 친절성 만족도는 보안검색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가설3-2)에 대한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F-통계치는 575.26, P값은 0.0001 이하로 나타나

고 있어 유의수준 5%하에서 주어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결정계수( )가 0.791로서 주어진 회귀식은 약 79.1%

의 설명력을 갖는다.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에 대하여 ‘보안검색 대기시간’은 t값이 6.21로서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 0.210을 갖고, ‘보안검

색 직원의 친절성’은 t값이 17.04로서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회귀계수 0.366을 나타내므로 두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197063.941 39412.788 575.26 <.0001

Error 762 52206.762 68.513    

Corrected Total 767 249270.703      

R-Square Coeff Var Root MSE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 평균

0.791 10.372 8.277 79.805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상수항 12.710 1.478 8.60 <.0001

보안검색 대기시간 .210 .0338 6.21 <.0001

보안검색 정확성 .176 .0326 5.40 <.0001

보안검색 신속성 .097 .0364 2.67 .008

보안검색 직원 친절성 .366 .021 17.04 <.0001

내국인 -.573 .620 -.92 .356



- 66 -

3) 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

 <표 4-26. 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

  

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서는 다중공선성 여부 진단 결과 상

관관계 분석에서 예상되었듯이 하위 구성 변수 중에 ‘출국심사 신속

성’의 VIF가 11.03으로 10이상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심각한 것으

로 확인되어 회귀계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해당 변수를 독립변수

에서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출국심사 대기시간 만족도는 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줄 것이다’(가설2-3)와 ‘출국심사 직원에 대한 친절성 만족도는

출국심사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가설3-3)

에 대한 검정결과 F-통계치는 448.51, P값은 0.0001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유의수준 5%하에서 주어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결정계수( )가 0.744로서 주어진 회귀식은

약 74.4%의 설명력을 갖는다.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4 138659.679 34664.920 448.51 <.0001

Error 616 47610.208 77.289    

Corrected Total 620 186269.887      

R-Square Coeff Var Root MSE 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평균

0.744 10.824 8.791 81.224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상수항 15.114 1.771 8.53 <.0001

출국심사 대기시간 .089 .039 2.30 .022

출국심사 정확성 .231 .044 5.30 <.0001

출국심사 직원의 친절성 .496 .027 18.10 <.0001

내국인 .402 .741 .54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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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출국심사 전반적 만족도에 대하여 ‘출국심사 대기시간’은 t값이

2.30으로서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 0.089

을 갖고, ‘출국심사 직원의 친절성’은 t값이 18.10으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 0.496을 나타내므로 역시 두 가

설 모두 채택되었다.

4)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

 <표 4-27.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상수항 24.959 2.403 10.39 <.0001

입국심사 대기시간 -.026 .038 -0.70 .486

입국심사 정확성 .284 .053 5.37 <.0001

입국심사 신속성 -.035 .054 -.64 .522

입국심사 직원 친절성 .488 .032 15.41 <.0001

내국인 -.463 .588 -.79 .432

마지막으로 ‘입국심사 대기시간 만족도는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가설2-4)와 ‘입국심사 직원에 대한 친절성 만족도

는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가설3-4)에 대한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5 35020.783 7004.157 150.09 <.0001

Error 564 26319.568 46.666    

Corrected Total 569 61340.351      

R-Square Coeff Var Root MSE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평균

0.571 7.996 6.831 8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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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F-통계치는 150.09, P값은 0.0001 이하로 나타나

고 있어 유의수준 5%하에서 주어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이 때 결정계수( )가 0.571로서 앞선 회귀식들 보다는 설명력이 조금 떨

어진 약 57.1%의 설명력을 갖는다.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에 대하여 ‘입국심사 대기시간’은 t값이 -0.70, 회

귀계수는 -0.0262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 때 P값이

0.48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국심사 직원의 친절성’은 t값이 15.41로서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 0.488을 나타내므로 가설(2-4)는 기각되었

고, 가설(3-4)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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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가설 검증 결과 요약 >

구분 가설 내용
채택
여부

1-1

1-2

1-3

1-4

1-5

1-6

일반출국심사 보다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체크인서비
스의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일반출국심사 보다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보안검색서
비스의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일반출국심사 보다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출국심사서
비스의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일반입국심사 보다 자동입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입국심사서
비스의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일반출국심사 보다 자동출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공항서비스 종
합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일반입국심사 보다 자동입국심사 서비스 이용여객의 공항서비스 종
합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기각

기각

채택

기각

기각

기각

2-1

2-2

2-3

2-4

체크인 대기시간 만족도는 체크인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보안검색 대기시간 만족도는 보안검색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출국심사 대기시간 만족도는 출국심사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입국심사 대기시간 만족도는 입국심사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기각

3-1

3-2

3-3

3-4

체크인 직원에 대한 친절성 만족도는 체크인서비스의 전반적 만
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보안검색 직원에 대한 친절성 만족도는 보안검색서비스의 전
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출국심사 직원에 대한 친절성 만족도는 출국심사서비스의 전
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입국심사 직원에 대한 친절성 만족도는 입국심사서비스의 전반
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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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과의 해석

1. 출국심사 유형이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던 자동출입국 서비스 이용 여객

과 일반출입국 서비스 이용 여객간의 공항서비스 만족도 차이를 이원분산

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체크인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와 ‘보안검색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자동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한 여객보다 일반

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한 여객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첨단기기를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가 그 신속성을 통해 서비스 만족

도를 높이고 긍정적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관련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에서 다소 빗나간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능동적으로 시간을 더 투자하여 사전등록을 한 여객들

이 공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투자대비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 상대

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졌다거나(만 19세 이상 한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사

전 정보 등록 폐지는 2017.1.3부터 시행됨), 첨단 기기를 활용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동일한 인적 서비스가 더욱 지루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하였다.

반면 출국심사의 경우 자동출국 서비스 이용 여객의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3-3> ‘일반출국심사 보다 자동출국심사 서

비스 이용여객의 출국심사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가 지

지되었다.

그러나 입국심사 유형에 따른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 차이 및 출입국심

사 유형에 따른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 차이는 모형에 의한 변동 보다는

오차에 의한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서비스 품질 요소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 검토 결과 공항서비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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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 있어서 인적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였던 만큼 직원

의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데,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이용했던

여객들한테는 기기 활용을 통한 편리함이 일반심사 이용 여객이 겪은 직

원의 친절성보다 만족도가 더 높아 출국심사의 전반적 만족도는 높았을

수 있으나, 체크인이나 보안검색 서비스에 있어서는 동일한 인적 서비스를

경험하고도 지각된 ‘직원의 친절성’ 및 ‘수속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해당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가 오히려 일반 출국심사를

받은 여객보다도 낮게 나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부 공항서비스 변화(개선)를 통해 부분적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서비스 품질 지각에 따른 만족의 주관성이

라는 속성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가 변화

된 서비스 품질 수준과 조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72 -

2. 공항서비스 품질요인이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자동출입국 심사와 같은 부분적 공항서비스 요소의 변화

가 종합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이원분산분석과 더불어 공항서비스 품질 요인 중 종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상관관계분석 및 다

중회귀분석도 하였다.

분석 결과 대표적 공항서비스 품질 요소 20개 가운데 ‘공항직원의 친절·

도움’이 종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일반

출국심사 이용객에게서는 ‘체크인 업무의 신속성’, ‘탑승 대기시설의 편안

함’, ‘운항정보 안내 스크린 충분함’, ‘여권/비자 심사직원 친절성’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출국심사 이용객에서는 ‘탑승 대기시설의

편안함’, ‘화장실 이용 편리성’, ‘터미널 내 이동 편의성’, ‘인터넷 접근환경

우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원의 친절성이나 업무처리의 신속함과 같은 인적 서비스 요인과

더불어 편안한 대기시설 및 충분한 운항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등 시설적

서비스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

고객들에게는 시설적 서비스 보다는 직원을 통해 전달되는 인적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제공항들이 IATA 등의 국제기준에 따라 시설 서비

스 수준을 관리하고 있어 시설적 측면에서의 큰 차이가 없다는 글로벌 항

공 운송 시장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공항서비스 측면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적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방안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수속 절차 등을 거치며 지각되는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 인적서비스

가 만족도에 더 영향력을 미친다면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서비스가 공항

운영자 측면에서의 효율성 제고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객들

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있어서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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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공항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주요 공항서비스인 체크인, 보안검색, 출입국심사 절차와 관련한 각각의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인적 서비스인

직원친절성과 주요 시설 서비스인 수속 대기시간을 지표로 가설을 설정하

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체크인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는 ‘체크인 직원 친절성’, ‘체크인

업무 신속성’, ‘체크인 대기시간’, ‘체크인 업무 정확성’, ‘체크인카운터 위치 안내’,

‘원활한 수하물처리’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는 ‘보안검색 직원 친절성’, ‘보안검색 대기시간’, ‘보안

검색 정확성’, ‘보안검색 신속성’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국심사의 경우에는 ‘출국심사 직원의 친절성’, ‘출국심사 정확성’, ‘출국

심사 대기시간’의 순서로 영향력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입국심사의 경우

‘입국심사 직원의 친절성’, ‘입국심사의 정확성’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력을 미치나 ‘입국심사 대기시간’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의 서비스 품질 요인들의 회귀계수 값은 모두 양의 값으로서 종속변수

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를 통해 <가설1> ‘공항 수속 대기시간 만

족도는 해당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

<1-4> ‘입국심사 대기시간 만족도는 입국심사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채택되었으며,

<가설2> ‘공항 수속 직원의 친절성은 해당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도 지지되었다.

주요 공항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 요인은

다양하나 크게 인적 서비스와 시설적 서비스로 대별하여 분석해 보면 전

반적인 공항서비스 만족에 있어서 ‘직원의 친절성’과 같은 인적 서비스 요

인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 서비스품질 요인(20가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도 일맥상

통하게 세부 분야별 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도 ‘직원의 친절성’이 공항

이용 여객들이 가장 비중 있게 지각하는 서비스 요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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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부분적인 공항서비스 요소의 변화가 종합적인 서비스 만족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하였고, 이를 위해

공항서비스 품질 요인에 대한 분산분석(ANOVA) 및 다중회기분석을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16년 8.18일부터 8.24일까지 1:1 개

별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임의 할당하여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 대상 표본으로 하였으며, 표본의 크기는 출국 서비스

이용여객 768명, 입국 서비스 이용여객 700명으로 하였다.

서비스품질 변화에 따른 종합만족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출입국

심사유형에 따른 공항서비스 만족도 차이를 분산분석(ANOVA)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ASQ를 기반으로

공항서비스 접점을 대표하는 공항서비스 품질 요소를 선정하여 독립변수

로 하고 공항서비스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을 구성한 후 가장 영

향력 있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던 자동출입국 서비스 이용 여객

과 일반출입국 서비스 이용 여객간의 공항서비스 만족도 차이를 분산분석

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체크인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와 ‘보안검색 서

비스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자동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한 여객보다 일반출

입국 서비스를 이용한 여객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국심사의 경우 자동출국 서비스 이용 여객의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출입국심사 유형에 따른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 및

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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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중회귀분석 결과 20여개 항목의 공항서비스 품질 요소 가운데

‘공항직원의 친절·도움’이 종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고 ‘체크인 업무의 신속성’, ‘탑승 대기시설의 편안함’ 등이 그 뒤를 따랐

다.

아울러 주요 공항서비스인 체크인, 보안검색, 출입국심사 각각의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결과 체크인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는 ‘체

크인 직원 친절성’, ‘체크인 업무 신속성’, ‘체크인 대기시간’의 순서로 영향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안검색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는 ‘보안검

색 직원 친절성’, ‘보안검색 대기시간’, ‘보안검색 정확성’, ‘보안검색 신속

성’의 순으로, 출국심사의 경우에는 ‘출국심사 직원의 친절성’, ‘출국심사

정확성’, ‘출국심사 대기시간’의 순서로 영향력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입

국심사의 경우 ‘입국심사 직원의 친절성’, ‘입국심사의 정확성’의 순서대로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 고객들에게는 시설적 서비스 보

다는 직원을 통해 전달되는 인적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와 같은 일부 공항서비스 변화를 통

해 부분적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서비스 품질 지

각에 따른 만족의 주관성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요인에 의한 종합적인

만족도가 변화된 서비스 품질 수준만큼 긍정적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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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공항서비스 만족도가 SOC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공항서비스 품질을 비중있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항서비스 수준 평가의 글로벌 척도인 ASQ 평가 항목을 기본으로 하

여 기존 연구들과 비슷하게 공항서비스 종합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있

는 서비스 요소를 확인한 결과, 편리한 시설 및 대기공간 등의 시설적

서비스 보다는 직원의 친절성이나 적극성 등의 인적 서비스에 대하여 여

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는 국제공항이 어느 정도의 시설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서비스가 차별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러한 결과는 향후 ASQ평가 등을 위한 서비스 전략 수립 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최근 공항서비스

변화 추세를 반영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수속시설 자동화)를 중심으

로 부분적 서비스 변화가 종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분

석 하였는데, 연구 결과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한 개별 서비스 만족도의

변화가 종합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ICT 및

생체정보기술(BT)을 활용한 첨단 시스템 도입 및 여객흐름관리시스템

자료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과 더불어

인적 서비스 요소의 적절한 결합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연관 서비스 항목 만족도까지도 증대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공항

서비스 개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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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와 같이 수속대기 시간이나 수속처리

시간 단축을 위해 도입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여객과 일반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한 여객의 해당시설 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함은 물론 연계

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나아가 종합만족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항서비스에 있어서 개별 서비스 만족도의 변화가 종합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현재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자동출입국심사 뿐만 아니라 셀프체

크인, 셀프백드롭, 모바일 체크인 등 다양한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한 여객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

한 여객까지 분석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면 보다 더 정확한 서비스 만족도

차이를 분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셀프체크인 이

용이 보편화 되어있지 않고 이용률이 높지 않아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여객까지 추적하여 종단분석을 하기에는 현실적

인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동출입국 서비스 이용여객의 수속 서비스별(체크

인, 보안검색, 출입국심사) 전반적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대된 서

비스 품질에 대한 지각이 만족을 주관적으로 형성한다는 이론적 배경 및

공정성 이론 등을 근거로 그 원인을 추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과적 연

구가 부족하여 깊이 있는 분석이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국제공항 이용여객으로 한정되었는데 비록

표본의 수가 1,500명가량 확보되었다고는 하나 장기간의 패널데이터가

아닌 특정 시점의 조사데이터라는 점과, 다수의 국제공항 이용여객을 조

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연구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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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인천국제공항 고객만족도 조사 <출국고객>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서 근무하고 있는 면접원 ○○○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통계 목적 및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검증 자료로만 활용되며, 절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30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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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귀하의 국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내국인 2. 외국인 (국적: )

SQ2.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친지 중에 다음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1. 인천국제공항공사 / 주무부처 및 관련 산하기관 →면접중단

2. 승무원 / 공항 근무자 →면접중단

3. 광고회사나 시장조사 회사 →면접중단

4. 없다

SQ3. (할당 체크 문항) 귀하께서 출국 시 이용했던 출국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일반출국장 →SQ5로

2. Fast Track Service 전용 출국장 →SQ4로

SQ4. (SQ3에서 2응답자만) 귀하는 Fast Track Service 전용 출국장

이용 조건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출입국 우대자 2.장애인 3. 노약자

4. 유아동반 5. 임산부 6. 기타( )

SQ5. 귀하가 태어나신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년 → 1996년 이후 출생자는 면접중단

SQ6. (질문없이 면접원 체크)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1. 남성 2. 여성

SQ7. 귀하께서 실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경기 9.강원 10.충남

11.충북 12.전남 13.전북 14.경남 15.경북

16.제주 17.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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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이용경험

Q1. 귀하께서 최근 1년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신 경험이

몇 번 있으신가요?

단, 오늘 출국은 제외한 출국 경험 횟수를 말씀해주십시오.

1. 1∼2번 2. 3∼5번 3. 6∼10번

4. 11∼20번 5. 21번 이상 6. 없음

Q2. 귀하께서 오늘 이용하시는 항공사, 공항 목적지는 각각 어떻게 되

십니까?

공항 목적지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도착하는 비행기 기준으로

공항명을 말씀해주세요.

항공사 (Q2-1) 공항 목적지 (Q2-2)

□□

Q3. 귀하께서는 인천공항에 오실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까?

단, 2가지 이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셨다면 공항에 도착하기 위해

이용한 최종 교통편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단수응답)

1. 공항버스/리무진 2. 택시 3. 자가용

4. KTX/공항철도 5. 기타 ( )

Q4. 귀하께서는 목적지 출발(비행기 탑승) 몇 시간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습니까?

1. 1시간 이내 2. 1∼2시간 3. 3∼4시간

4. 기타 ( 시간)

Q5. 오늘 이용하시는 비행편의 출발시간은 몇 시입니까?

( ) 시 (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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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오늘 출국하기 전까지 인천공항에서 머문 시간을 각 항목에 맞춰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소요시간

① 공항도착 후 탑승권 발권(Check-In)까지의 시간 시간 분

② 탑승권 발권(Check-In) 후 보안검색 시작 시간 시간 분

③ 여권심사 후 탑승게이트 도착까지 소요 시간 시간 분

④ 출국 수속 중 가장 대기시간이 긴 장소 시간 분

⑤ 출국 수속 전/후 쇼핑시간 시간 분

Q7. 이번 여행을 함께한 동반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동반자가 있는 경우

동반자를 모두 선택해주시고, 각 동반자가 몇 명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동반자 유형 동반 인원

총(본인포함) 명

① 혼자 여행 1명

② 가족/친지 명

③ 친구/연인 명

④ 직장동료 명

⑤ 기타 명

Q8. 오늘 공항에 마중 나온 환송객은 총 몇 명입니까? 환송객이 있는 경우

환송객을 모두 선택해주시고, 각 환송객이 몇 명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환송객 유형 환송객 인원

① 가족/친지 명

② 친구/연인 명

③ 직장동료/비즈니스파트너 명

④ 가이드/여행사 직원 명

⑤ 호텔 직원 명

⑥ 기타 명

⑦ 환송객 없음 -



- 85 -

Q9. 오늘 인천공항에서 이용하신 또는 이용하실 시설물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전통문화체험관 2. 무료 샤워 시설 3. 유료 마사지

4. 사우나 5. 미용실 6. 면세점

7. 편의점 8. 식당/카페 9. 여행자보험

10. 약국/의료시설 11. 로밍서비스 12. 환전

13. 무료 인터넷/WIFI 14. 라운지/휴게실 15. 기타______

16. 이용시설 없음

Q10. 공항 도착 후 체크인 수속을 바로 하셨습니까?

1. 예 (→Q11) 2. 아니오 (→Q10-1)

Q10-1 그렇다면, 체크인 수속하기 전에 어떤 시설을 이용하셨습니까?

이용하신 시설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여행사 데스크 2. 식음료 매장 3. 편의점

4. 로밍 5. 보험 6. 약국/의료센터

7. 라운지 8. 미용실 9. 사우나

10. 은행/환전 11. 전문상점 12. 서점

13. 민원센터(검역, 병무청 등) 14. 안내데스크

15. TAX Refund 16. 기타시설( )

Q11. 체크인 수속 완료 후 바로 보안검색장(출국장)으로 가셨습니까?

1. 예 (→Q12) 2. 아니오 (→Q11-1)

Q11-1 그렇다면, 체크인 수속 완료 후에 어떤 시설을 이용하셨습니까?

이용하신 시설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여행사 데스크 2. 식음료 매장 3. 편의점

4. 로밍 5. 보험 6. 약국/의료센터

7. 라운지 8. 미용실 9. 사우나

10. 은행/환전 11. 전문상점 12. 서점

13. 민원센터(검역, 병무청 등) 14. 안내데스크

15. TAX Refund 16. 기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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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출국수속 완료 후 여유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1. 30분이내 2. 1시간 이내 3. 1시간 30분 이내

4. 2시간 이내 5. 2시간 30분 이내 6. 3시간이상

7. 기타 ( )

Q13. 출국 수속 완료 후 바로 탑승게이트로 가셨습니까?

1. 예 (→Q14) 2. 아니오 (→Q13-1)

Q13-1. 그렇다면, 출국 수속 완료 후에 어떤 시설을 이용하셨습니까?

이용하신 시설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면세점 2. 면세품 인도장 3. 안내데스크

4. 식음료 매장 5. 편의점 6. 로밍

7. 보험 8. 약국/의료센터 9. 항공사라운지

10. 허브라운지(유료) 11. 문화공연/문화체험관 12. 은행/환전

13. 전문상점 14. 서점 15. TAX Refund

16. 기타시설( )

Q14. 출국수속 완료 후 면세점 쇼핑에 소요된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1. 30분 이내 2. 1시간 3. 1시간 30분 4. 2시간 5. 기타( )

Q15. 출국 수속 중 대기시간이 가장 길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1. 체크인 2. 보안검색 3. 출국심사장

4. 면세점 쇼핑 5. 면세품 인도장 6. 기타( )

출국 서비스 품질

Q16. 먼저 ‘접근교통 및 주차시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하께

서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에서 하

나를 골라주세요.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6점이 ‘보통이다’, 11

점이 ‘매우 그렇다’이며,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 작

을수록 낮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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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공항접근교통이용전반에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오늘공항주차시설을이용하셨습니까? 1. 이용했다→Q16-3으로 2. 이용하지않았다→Q16-6으로

3. 주차안내직원이친절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4. 주차비용이적정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5. 주차시설의이용이편리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6. 주차시설이용전반에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Q16-7.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접근교통 및 주차시설 전반’에 대해 만

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한다

--------------------------
보통
이다

--------------------------
매우
만족
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Q17. 다음은 공항입장 후 ‘정보확인’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에서 하나를 골

라주세요.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6점이 ‘보통이다’, 11점이 ‘매우

그렇다’이며,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 작을수록 낮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공항내길찾기가편리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운항정보안내스크린이충분히
비치되어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Q17-3.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정보확인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한다

--------------------------
보통
이다

--------------------------
매우
만족
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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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다음은 공항입장 후 ‘이동’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각 질

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에서 하나를 골

라주세요.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6점이 ‘보통이다’, 11점이

‘매우 그렇다’이며,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 작을수

록 낮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오늘공항의수하물카트를
이용하셨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2. 수하물카트를이용하기에편리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3. 공항내이동이용이하도록
이동수단(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이
편리하게되어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Q18-4.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이동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한다

--------------------------
보통
이다

--------------------------
매우
만족
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Q19. 다음은 ‘체크인(발권 및 수하물처리)’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

께서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6점이 ‘보통이다’,

11점이 ‘매우 그렇다’이며,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

작을수록 낮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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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체크인카운터위치안내가잘되어
있고찾기쉽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체크인대기시간이적정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3. 체크인업무는정확하게이루어진다 1 2 3 4 5 6 7 8 9 10 11

4. 체크인업무는신속하게이루어진다 1 2 3 4 5 6 7 8 9 10 11

5. 체크인직원은친절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6. 체크인시수하물처리가원활하게
이루어진다

1 2 3 4 5 6 7 8 9 10 11

Q19-7.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체크인 전반’에대해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한다

--------------------------
보통
이다

--------------------------
매우
만족
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Q20. 다음은 ‘보안검색과정’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

세요.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6점이 ‘보통이다’, 11점이 ‘매우

그렇다’이며,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 작을수록 낮

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보안검색의대기시간이적정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보안검색은정확하게이루어진다 1 2 3 4 5 6 7 8 9 10 11

3. 보안검색은비교적신속하게
이루어진다

1 2 3 4 5 6 7 8 9 10 11

4. 보안검색요원은친절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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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5.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보안검색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한다

--------------------------
보통
이다

--------------------------
매우
만족
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Q21. 다음은 ‘출국심사과정’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

세요.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6점이 ‘보통이다’, 11점이 ‘매우

그렇다’이며,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 작을수록 낮

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여권/비자심사대기시간이적정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여권/비자심사는정확하게이루어진다 1 2 3 4 5 6 7 8 9 10 11

3. 여권/비자심사는신속하게이루어진다 1 2 3 4 5 6 7 8 9 10 11

4. 출국심사를어떠한방법으로
받으셨습니까?

1.일반출국심사→Q21-5로 2.자동출국심사→Q21-6으로

5. 여권/비자심사직원은친절하다
→Q21-7로

1 2 3 4 5 6 7 8 9 10 11

6.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이용이편리하고
신속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Q21-7.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출국심사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한다

--------------------------
보통
이다

--------------------------
매우
만족
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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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SQ3의 2응답자만) 다음은 ‘Fast Track 전용출국장’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6점이 ‘보통이다’, 11점이 ‘매우 그렇다’이며,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 작을수록 낮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항공사의Fast Track안내는적정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보안검색시승객의상황에맞는
안내와서비스를제공하였다

1 2 3 4 5 6 7 8 9 10 11

3. 출국심사시승객의상황에맞는
안내와서비스를제공하였다

1 2 3 4 5 6 7 8 9 10 11

Q22-4.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Fast Track 전용출국장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한다

--------------------------
보통
이다

--------------------------
매우
만족
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Q23. 다음은 ‘인천공항의 상업시설/편의시설 및 탑승대기’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인천공항의 출국 과정 중에 경험하신 시설을

모두 골라주세요. (복수응답)

1. 식음료 매장 (커피점, 푸드코트, 카페테리아, 식당 등)
2. 쇼핑 매장 (면세점 및 서점, 약국, 편의점 등 기타 판매점)
3. 항공사 라운지(대한항공, 아시아나, 외항사)
4. 화장실
5. 은행/환전시설(ATM)
6. 무선인터넷 및 충전시설
7. 유아휴게실/수유실/어린이 놀이시설
8. 환승편의시설 (유료라운지, 마사지, 스낵바, 샤워룸 등)
9. 문화예술 프로그램
10. 이용한 시설 없음 →Q23-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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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1. ‘식음료 매장’에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식음료 매장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식음료매장이충분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식음료매장의환경(분위기)이
청결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3. 식음료매장직원은친절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Q23-2. ‘쇼핑 매장’에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쇼핑 매장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쇼핑매장이충분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쇼핑매장의환경(분위기)이청결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3. 쇼핑매장직원은친절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Q23-3. ‘항공사 라운지’에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항공사 라운지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항공사라운지공간이충분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항공사라운지환경(분위기)이
청결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3. 항공사라운지직원은친절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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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4. ‘화장실’에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화장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화장실이용이편리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화장실이청결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Q23-5. ‘은행/환전시설(ATM)’에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은행/환전시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은행(ATM/환전) 이용이편리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오늘공항내에서환전을하셨습니까?
(인터넷환전신청은제외)

1 2 3 4 5 6 7 8 9 10 11

3. 환전소를찾기가쉽고환율안내가
잘되어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4. 오늘공항내은행직원의응대를
받으셨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5. 은행직원은친절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Q23-6. ‘무선인터넷 및 충전시설’에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

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무선인터넷 및 충전시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인터넷(Wi-Fi 포함) 접근환경이
우수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무선인터넷(Wi-Fi) 속도는이용하는데
불편함이없다

1 2 3 4 5 6 7 8 9 10 11

3. 휴대용기기충전시설이충분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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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7. ‘유아휴게실/수유실/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유아휴게실/수유실/

어린이 놀이시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유아휴게실/수유실/어린이놀이시설
위치안내가잘되어있고찾기쉽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유아휴게실/수유실/어린이놀이시설은
청결하고이용이편리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Q23-8. 귀하께서 ‘출국 과정 중 경험한 전반’에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11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공항내가고자하는곳을쉽게
찾을수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인천공항안내직원은친절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3. 공항내시설이전반적으로청결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4. 공항의분위기가쾌적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5. 대기공간및게이트시설이잘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6. 인천공항은사람이많고적음에
상관없이혼잡한느낌이들지않는다

1 2 3 4 5 6 7 8 9 10 11

7. 탑승대기시즐길거리및볼거리가
충분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Q23-9. ([링크1]언어에서 ‘2.영어, 3. 중국어, 4.일본어’ 해당자만)

‘출국 과정 중 언어 사용’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모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를사용하여
공항을이용하는데에의사소통
(안내등)에불편함이없었다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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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만족

Q24. 다음은 귀하께서 ‘인천공항의 서비스’ 이용경험 후 느끼신 전반

적인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인천공항의서비스에대해
나는전반적으로만족스러웠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인천공항서비스를이용한후나에게
아쉬움이나부족함이남지않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3. 인천공항의서비스를이용해서
즐거운느낌이들었다

1 2 3 4 5 6 7 8 9 10 11

서비스 비교 평가

Q25. 지금부터는 ‘인천공항을 통해 경험하신 서비스의 비교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기대’와 비교할 때, 인천공항의 서비스

는 어떠셨습니까?

기대보다
매우
나쁘다

----------------------- 똑같다 -----------------------
기대보다
매우
좋다

1 2 3 4 5 6 7 8 9 10 11

Q26. 귀하께서 상상하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수준’과 비교

할 때, 인천공항의 서비스는 어떠셨습니까?

이상치에
매우 못
미친다

-----------------------
보통
이다

-----------------------
이상치에
매우
가깝다

1 2 3 4 5 6 7 8 9 10 11

Q27. 귀하께서 경험하셨던 ‘다른 공항에 대한 이용경험’과 비교할 때,

인천공항의 서비스는 어떠셨습니까?

다른
공항보다
매우
나쁘다

----------------------- 똑같다 -----------------------

다른
공항보다
매우
좋다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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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 성과

Q28. 귀하께서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신 후, 인천공항에 대해 좋은 이

미지를 갖게 되었습니까?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11개 중

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10 11

Q29. 귀하께서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신 후, 다른 사람들에게 인천공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10 11

서비스 품질의 중요도 및 개선사항 평가

Q30. 공항의 환경 및 서비스 중 인천공항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 ■ 2순위 ( )

1. 체크인 절차 신속성/정확성/친절도
2. 보안검색 신속성/정확성/친절도
3. 출국심사 신속성/정확성/친절도
4. 세관검사 신속성/정확성/친절도
5. 접근교통 수단(대중교통을 통한 공항 도착 출발 편리성)
6. 주차시설 만족도(주차시설/주차안내)
7. 터미널 내 길찾기 편리성(안내스크린/안내사인/안내직원)
8. 편의시설 이용 만족(다양한 편의시설 구비, 접근성)
9. 상업시설 이용 만족(다양한 식음료, 면세점 환경, 품질 만족)
10. 인터넷 접근(Wi-Fi) 환경 및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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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항 시설 환경 전반적인 청결도
12. 기타( )

Q31.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천공항은 출국절차 중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출국절차 중 한 가지를 골라주세요. ( )

접근교통
주차시설

탑승수속 대기(일반) 출국 대기(면세)

1. 대중교통
하차

2. 주차장
이용

3. 주차대행
서비스

4. 체크인 대기

5. 체크인 수속
및 수하물
처리

6. 동식물 검역
신고

7. 상업시설
이용(식음료,
편의점, 서점,
약국 등)

8. 편의시설
이용(화장실,
유아시설 등)

9. 문화시설
이용(전시관,
공연 등)

10. 전반적인
분위기

11. 출국장진입

12. 출국 보안
검색

13. 세관신고

14. 출국심사

15. 탑승대기

16. 상업시설
이용(식음료,
편의점, 서점,
약국 등)

17. 편의시설
이용(화장실,
유아시설 등)

18. 문화시설
이용(전시관,
공연 등)

19. 전반적인
분위기

20. 터미널 길찾기 및
(공항 내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 할 수 있는 채널 편리성)

Q32. 귀하께서는 ‘Q31 응답내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고 하셨는데, 그렇게 응답하신 구체적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 완료 후 기록사항

Z1. 응답자 성명 : _____________

Z2. 휴대폰 번호 (SQ1의 1응답자만) : _____________

Z3. 이메일 주소 (SQ1의 2응답자만) : _____________



- 98 -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Airport Service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ang-Kyu, Kwak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airports, which are

important social overhead capital in the global air traffic market, in

terms of both publicness and enterpr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factors such as automation of

processing facilities on satisfaction of airport service which is

representative of publicness and to provide strategic implications.

First, I examine the precedent study on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and confirm that customer satisfaction is integrated

through expectation and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through complex

interac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the analysis of variance(ANOVA) and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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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whether changes in individual service

satisfaction through the automation of airport procedur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verall satisfaction.

As a result, passengers using automatic immigration inspection

service showed higher satisfaction than passengers using general

immigration inspection service in 'overall satisfaction of immigration

inspection service'. However, the opposite result was found in 'Overall

satisfaction of check-in service' and 'Overall satisfaction of security

search service'.

This is a somewhat different result from the expectation that the

satisfaction of related services could be improved by increasing the

satisfaction of service through promptness of automation and inducing

positive emotions. Passengers who have pre-registered for automatic

immigration screening do not feel much difference in investment

outcome from the perspective of fairness theory.

In order to analyze this more closely, 20 major airport service items

were selected, and the relative influence on overall satisfaction was

verifi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among

airport service quality factors, 'kindness and help of airport staff'

have the greatest effect on overall satisfaction. 'Speed of check-in'

and 'the comfort of the waiting lounges' were the 2nd and 3rd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overall service

satisfaction of check - in, security, and immigration services of

airports showed that the kindness of employees was more influential

on the overall satisfaction of each processing facility than the waiting

time of facilities.

As a result, it can be concluded that human services delivered

through employees are evaluated more importantly tha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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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In particular, the human service factor was relatively more

influential for passengers who used the general immigration service.

As such, the satisfaction of employee's kindness is an important

factor as human services have a relatively large influence on airport

servic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overall satisfaction of immigration examination'

according to immigration type and 'total satisfaction of airport

service' according to immigration type.

As a result, some of the changes in airport services may improve

partial service satisfaction, but overall satisfaction with various

service factors is not consistent with the changed service quality

level due to subjective satisfaction with individual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And sometimes it could be adversely affected.

keywords : Airport service overall satisfaction, Airport service

quality, Automatic immigration inspection, Incheon

airport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employee's

kindness, Procedure waiting time

Student Number : 2016-2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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