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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공항의 개념은 국가 관문으로써 항공운송의 이용 장소뿐만 아

니라, 국가 간 통상, 문화예술, 과학기술 발달의 선도 역할을 담당하는 공

항도시(airport city)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여객

터미널 실내 환경디자인에 따른 서비스품질요인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

고 있다. 공항 실내 환경디자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주

로 공항 실내조경의 설계ㆍ계획 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실내 환경디자인

과 관련된 서비스품질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에 관한

연구나 실내 환경디자인의 서비스품질 요인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실증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인구통계 및 공항이용형

태별로 공항 실내 환경디자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또 공항 실

내 환경디자인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어떤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

자 하였다. 그 연구대상은 2013년 김포공항 국내선청사를 이용한 고객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공항공사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KAC-CSI)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3층 격리대합실에서 공항이용객 229명

을 표본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내 환경디자인과 공항 이용만족도의 평가가 만점에 가까워서

김포공항 이용자의 전반적인 실내 환경디자인 만족도와 공항 이용만족도

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다.

둘째, 인구통계 및 공항이용형태별로 공항 이용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여자의 공항 이용만족도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공항 이용목적에서는 친인척방문이나 기타 목적이 공항 이용만족도가 높게

나온 반면, 업무와 여행 목적인 경우 공항 이용만족도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셋째,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유의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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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이 있었으며,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도 공항 이용만족

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주변환경과의 연계성은 공항

이용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본 연구를 통해, 이전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공항 실내 환경

디자인에 따른 서비스품질 요인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입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김포공항 이용객의 실내 환경디자인과 공항 이용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 품질과 이용만족도를 높이려는 김포공항 관계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실내 환경디자인과 공항 이용만족도에서 성별, 공항 이용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여성과 여행이나 업무목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셋째, 실내 환경디자인 중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과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특히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이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

태 적용성보다 공항 이용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한편, 실내 환경디자인의 공항 이용만족도 변동을 설명하는 정도를 살

펴보면, 공항 이용만족도 변동의 9.4%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내 환

경 종사자들의 서비스 품질이나 공항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기타 요인들

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여 공항 이용객들의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

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요어 : 실내 환경디자인, 공항 서비스품질, 김포국제공항, KAC-CSI,

공항 이용만족도

학 번 : 2014-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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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역사를 되돌아 볼 때 항(港)은 사람과 물자가 들고 나는 창구 역

할을 해왔다. 뛰어난 인재와 새로운 물건, 첨단기술이 오고가는 관문이었

으며, 때로는 한 나라가 오랜 세월동안 이룩한 문명(文明) 자체가 드나드

는 대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은 바다의 항구(港口)에서 하늘

의 공항(空港)으로 넘어 왔다.

공항은 단순히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장소가 아니다. 한 나라의 속성

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첫인상인 동시에 국력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종합적인

시설인 것이다. 최근 공항의 개념은 국가 관문으로써 항공운송의 이용

장소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통상과 문화예술, 그리고 과학기술 발달의 선

도 역할을 담당하는 공항도시(airport city)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2005). 즉, 도시 중심의 개념에서 공항 중심의 개념인

공항 안에 도시가 있는 공항도시란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공항의

중심인 여객터미널에서부터 시작되는 생활과 소비의 개념은 이제는 더

이상 공항이 단순한 운송터미널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시대의 국제 교통

의 중심축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쇼핑몰, 호텔, 컨벤션센터 등

의 기능을 수행하며 아파트 등의 주거생활 공간이 제공되어 이벤트와 축

제까지 펼쳐지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형 공간으로 바뀌어 가

고 있다.

그러므로 공항 특히 여객터미널의 개념도 단순히 항공 여행을 위한 시

설물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서비스의 제공, 상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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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공간으로 확대된 컨벤션 센터, 대형 쇼핑몰의 의미로 공항 이용객들

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공항의 서비스는 여객터미널 기능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닌 공항도시의 범주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여객터미널

의 서비스품질 분석에 있어서도 교통 및 공항 주변을 포함한 공항도시차

원에서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하겠다(홍석진ㆍ이재환, 2006).

나아가 공항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공기업 또는

항공사와 상업시설 등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복합된 임무를 수행하여

야 하는 매우 복잡한 산업체의 하나인 것이 공항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

다(유광의ㆍ유문기, 2004).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항은 전국 어디에

서나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하고, 공항

이용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야 한다. 이러한 특수

성을 갖는 공항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곧 해당 공항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더욱 많은 이용객들이 공항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장소로서

인지하게 될 것이다. 공항이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은 서비스이기

에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만 고객만족과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다.

Goodman(1989)은 고객만족에 대한 정의로써,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결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들의 신뢰감

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으며, 김영찬ㆍ차재성(2003)은 고객만족

그 스스로가 다차원적인 개념이기에 고객만족의 개념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품질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고객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 측정은 고객만족 수준과 더불

어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까지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Grönroos(1984)는 서비스품질을 고객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품질이

라고 주장하였으며, 객관적인 품질과 구분하기 위해 주관적인 품질을

“지각된 서비스품질” 이라고 정의하였다. Cronin & Taylor(1992)는 지각

된 서비스품질이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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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도로 보고 있으며, 서비스품질은 고객만족의 선행요인이라고 밝히

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연

구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공항의 실내 환경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공항 실내조경의 설계ㆍ계획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실내 환경디자인과 관련된 서비스품질 요인이 공항 이용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김포국

제공항의 실내 환경디자인은 더 이상 실내 장식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

인 마케팅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내의 디자인 환경이 실제

로 공항이용객들에게 어떠한 연상과 추론을 유도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야말로, 단순한 심미성을 넘어 마케팅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실내디

자인 계획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공항서비스품질 요인으로서의 실내 환경디자인이 공항 이용만족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유사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연구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공기업 중에서도 ‘설레는 만남과 미래를 이어주는 공항’이라

는 고객만족 비전을 수립하여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

공사 본사가 속해있는 김포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디자인에 따른

서비스품질요인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실내 환경디자인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즉

서비스품질 요인으로서의 실내 환경디자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내 환경디자인 요소 중 사회적

생태중시형 실내디자인 요소인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주변 환경과

의 연계성’,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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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김포국제공항에 대한 여러 만족도조

사를 시행해 왔으나, 그중에서도 실내 환경디자인과 관련된 서비스품질

요인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측정은 사실상 전무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공항 실내 환경 요소의 중요성을 규명하여 추후 한국공

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공항의 서비스품질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공항 이

용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그 의의를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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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공항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1) 공항서비스의 개념

공항서비스란 공항내에서 수행되는 공항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의 총체

라 할 수 있다. 장대성 외(2001)는 공항은 단순히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운송터미널의 개념이 아닌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대표하는 복합

적인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였다.

Davis(1999)는 서비스 산업을 서비스 공장(Service Factory), 서비스

삽(Service Shop), 서비스 저장(Service Store), 서비스 콤플렉스(Service

Complex)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유형에서 서비스 콤

플렉스(Service Complex)는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지

는 광범위한 범위로써, 고객화된 지식기반의 서비스를 말한다고 하였다.

공항의 경우 서비스 산업 중 네 번째 유형인 ‘서비스 콤플렉스’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공항에는 다양한 독립 조직들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공항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각의 독립 조직들은 항

공기의 운항 스케줄 수립과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항행정보시스템 및

관제활동, 입·출국 수속, 수하물 처리 등의 독립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

해 각종 데이터와 정보,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항은 안전한 운항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소프트한 정보

및 지식자산 이외에도 방대한 토지 및 현대식 건축물과 활주로, 각종 첨

단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공항은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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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무형의 서비스품질을 포함하여, 각종 시

설물 및 장비 자체의 유형적 서비스 품질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장대성ㆍ정순란, 2002). 또한, 공항의 기본적인 임무 수행외에도

현대적인 공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쇼핑·레저 문

화공간으로써의 탈바꿈을 위한 쇼핑몰, 컨벤션, 영화관 등이 공항 이용객

들의 만족을 위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오은실, 2009).

2) 공항서비스의 특성

공항 서비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공항서

비스에 대한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보안 및 안전성, 수용능

력, 그리고 여객 및 화물처리, 접촉 서비스로 분류해 볼 수 있다(장형섭

외, 2003).

(1) 보안 및 안전성

공항과 관련된 안전 분야는 공항서비스를 다루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분야로써,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담당하는 에어사이드(Airside)

시설인 활주로 및 유도로, 계류장, 무선항행지원시설, 관제시설, 항공통신

시설, 소방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여객 및 항공기 안전을 위한 항

공보안 검색분야는 특수한 독립 분야이지만, 궁극적으로 여객들의 안전

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안전 분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 분야에 관련된 정밀기술 장비들은 완벽하게 훈련된 전문요원들에

의해 조작·운영되어야 하고, 감시·통제되어야 한다. 항공분야의 모든 기본

정책과 운영목표, 마케팅의 일차적 도구는 항상 안전으로 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안전 관련 요소에 대한 투자는 항상 전향적이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수용능력

공항의 수용능력 문제는 항공기 처리량의 증대와 여객혼잡의 해소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공항서비스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항공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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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을 통하여 여객청사의 확장과 신축 등의 시기적절한 대책마련으로

혼잡을 사전에 해소시켜, 쾌적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일차적

인 수단으로 작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여객 및 화물처리

공항이 이용객들에게 제공해야 할 최상의 핵심서비스 중의 하나는 바

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 탑승 및 도착여객을

처리하는 일일것이다.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서비스와 공항 수용능력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면, 공항 서비스의 차별화 전략으로 대별되는 것은

당연히 공항 이용객들의 편리성과 신속성 뿐 일 것이다. 또한, 공항서비

스 특성상 여객 처리 분야는 관련시설 및 장비의 신속성 있는 24시간 체

재의 운영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시설이나 장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인적 자원의 확보와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더우기, 공항 수용력 및 이용객 처리 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

의 중요변수는 바로 지상연계 교통수단이다. 이러한 교통수단은 공항 이

용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공항 상주직원들도 이용해야 하는 중요

성에 비추어 볼 때 공항 당국의 영향력 행사가 미흡한 분야이기도 하다.

(4) 접촉서비스

공항을 인적, 물적 요소로 구성된 서비스의 복합체로 바라본다면, 접촉

서비스 분야는 지금까지 언급한 공항서비스 요소들 중에서 가장 차별화

가 요구되는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공항시설 측면에서의 문화적,

감성적인 욕구 충족은 물론이며, 공항이용객들의 각종 니즈를 포함한 인

간적인 서비스의 해소방안을 담은 기본 정책 수립과 통합관리가 요구되

고 있다. 따라서 최고의 공항이라는 명예 획득을 위해서는 공항내 모든

요소들의 서비스 마인드와 태도가 의식개혁과 훈련을 통해서 시스템화해

야 한다. 인간적이고 친절하며 즐겁고 쾌적한 공항, 그리고 문화적,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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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독창적인 공항의 모습은 곧바로 화폐가치가 있는 공항 이미지 획

득에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공항서비스는 여기에 더

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에 주력하는 친근감 있는 공항 이

미지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항서비스에 대해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항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요소와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본 논문에

서 연구할 김포국제공항이 추구하는 서비스 의지와 일맥 상통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활동

1) 고객만족활동 추진체계 및 주요활동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과 항로시설본부, 10개 항공무선표지소

및 항공기술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공항운영전문 공기업으로서, 33년간

의 축적된 공항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공항안전과 고객만족을 책임지는

글로벌 공항리더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

「설레는 만남과 미래를 이어주는 공항」이라는 고객만족 비전을 수립

하고 실천 전략을 구축하여 [그림 2-1]과 같이 고객만족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을 고객만족경영 원년의 해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고객 만족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였다. 그 이후로 매년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는데, 특히, 2011년에는

공사 비전 2020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지향가치를 재정립하

고, 공항별 서비스컨셉을 도출하는 등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

족)경영 추진현황을 재점검하였다. 또한, 변화된 고객들의 니즈 및 가치

를 반영하여 ‘설레는 만남과 미래를 이어주는 공항’이라는 CS비전을 실

천하고자「중장기 CS경영체계」를 수립하여 한층 고도화된 CS경영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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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활동 추진체계

출처 : 한국공항공사(2013)

나아가 고객만족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 편리, 사회적 책임, 문화

적 즐거움 그리고 고객의 소중한 시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객헌장

과 67개 서비스이행표준을 제정하였고, 서비스모니터링을 통한 이행표준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연 2회 공표하는 등 고객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

해오고 있다. 또한, 다각적인 U-Airport사업을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공

항환경을 조성하여 고객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서비스품질혁신

을 추진하고 있다.

2) 임직원 고객만족활동 참여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공항에서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고객만족활동을 펼

쳐 나가기 위하여 [그림 2-2]와 같이 고객만족활동 추진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조직들로는 내부의 경영진과 외부의 전문가그룹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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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경영위원회’와 상주직원들로 구성된 ‘상주고객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위원회’, 일반고객 및 CS전문가로 구성된 ‘VOC고객평가단’

등이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공항이용객들을 포함

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수시로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그림 2-2]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활동 추진조직

출처 : 한국공항공사(2013)

운영자중심이 아닌 철저히 고객 니즈에 기반을 둔 현장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위해 2008년 ‘하늘소리(전국공항 통합VOC 시스템)’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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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고객의 소리(VOC)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류하고, CEO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실시간으로 공유ㆍ대응함으로써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3) 서비스품질 측정체계

한국공항공사는[그림 2-3]과 같이 정부주관으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하여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고

객만족경영 전략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연중 운영하는 등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

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림 2-3] 한국공항공사 서비스품질 측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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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공항공사(2013)

3. 김포국제공항 서비스품질 평가방법

서비스품질은 그 개념이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기에 객관화하여 측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고객 개개인의 상

황에 따라 지각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어려움 등이 있다. 허나, 국제경쟁

사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 서비스품질의 향상이 필수적이

며, 그에 대한 측정 및 평가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김포국

제공항 서비스품질 평가에 관한 주요 방법들이다.

1) PCSI(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PCSI)는 공공기관이 고객중심 경영전략을 효

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이 고

객중심 경영풍토를 조성하고 서비스 품질과 국민의 만족·불만족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국민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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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99년부터 시행(준

정부기관 ‘04년, 기타공공기관 ‘05년)하고 있으며, 현재 295개 공공기관

중 27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직접고객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 등 인식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 ‘11년부터는 국민체감도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기타 공공

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 시행되는데,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

을 원칙으로 정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뉘어 실시

되고 있다.

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는 2005년까지 공기업만족도 평가 모델로 국가

고객만족도(NCSI ;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모델을 활용

해 오다가, 한국적인 공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 모

델상의 효율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PCSI로 변경하여 한국

능률협회컨설팅(KMAC ; Korea Management Association Consulting)

에서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PCSI는 ‘공공기관 운영법’ 발효 이전 정부

산하기관에서 조사 활용된 모델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써, KMAC와 서

울대 이유재 교수가 공동 개발한 것이다.

PCSI모델은 공공부문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현장 실천형

모델로 정착된 것으로써, 한국의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평가

모델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의 체계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고객만족 활동에 대한 고객의 현재 만족수준 및 고객의 긍

정 정도, 그리고 고객만족 활동에 따른 기관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에 적합한 고객만족도 측정을 위해 사회적 만족, 사회품질요

인,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기관별 특성이 개별적으로 반영되도록

개발되어 각 기관의 고객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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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불만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실천과제 도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김포국제공항은 2002년부터 기획재정부에

서 주관하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있다.

[표 2-1] 김포국제공항 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PCSI) 추이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점 수 83.3 94.6 95.2 95.6 91.8 96.6

출처 : 한국공항공사(2013)

PCSI모델은 여러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객만족과 서비스품질 지수간의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만족·불만족의

연속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종합만족지수의 산출에 있어서는 체감

만족도를 측정하는 직접측정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의 종류나 특성

이 다양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를 측정ㆍ비교하기 위해서는 직접측정

법이 간접측정법보다 훨씬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PCSI모델은 종합만족도를 산출하는 만족모형을 비롯하여 원인

변수인 선행요인모형과 결과변수인 성과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만

족지수를 산출하는 만족모형은 전반적 만족차원, 요소 만족차원, 사회적

만족차원 등 3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개의 만족요인의 산술

평균을 통해 산출된다. 다만 만족차원에서는 전반적 만족과 요소 만족,

사회적 만족을 50%와 30%, 20%로 가중치를 고정시켜 종합만족지수를

산출하고 있지만, 각 차원에 대한 가중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된 정

확한 이론적 배경이나 근거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PCSI

모델은 이용 전 기대를 제외한 성과만을 측정하고 있어 SERVPERT 모형

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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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요인모형은 만족모형의 원인변수로서 서비스 개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품질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비스품질요인을 상품

품질요인, 전달품질요인, 환경품질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공공기관의 특

성을 반영해 사회품질요인을 측정항목에 포함시켰다. 고객으로부터 고객

만족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각 품질요인들이 3개씩 모여서 각 품질차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품질요인들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

고 있는데, 이는 업종이 다른 다양한 공공기관간의 비교ㆍ평가가 가능하

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념적 용어인 서비스품질의 속성을

개별기업의 서비스요인을 통해 설문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품질속성에

대한 의미를 개인별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최찬섭, 2012)

[그림 2-4] PCSI 모델의 개념

출처 :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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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C-CSI(KAC-Customer Satisfaction Index)

한국표준협회컨설팅에 의해 개발된 한국공항공사 자체 고객만족도 조

사(KAC-CSI)는 공항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특화된 고객만족도 조사이

다. 이 모델이 개발되기 이전에 이미 실시되고 있던 공공기관 고객만족

도 조사나 서비스품질모니터링(QSM ; Quality Service Monitoring) 결

과에서 밝혀진 서비스 개선 내용의 제공이 미흡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새로이 설계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모델은 다양한 공공

기관의 고객만족성과를 서로 비교ㆍ측정하기 위해 만든 모델로써, 미국

의 민간부문 고객만족도 조사모델인 ACSI(America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 결과, 시행과정에서 우리나라 공공

부문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

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QSM의 경우도

1990년 이전 세계공항협회(ACI ; Airport Council International)가 회원

사인 세계 공항들에 대해 유료로 시행하고 있던 조사모델을 벤치마킹하

여 실시한 것이었다. 각 품질요소의 만족수준만을 측정하는 단순한 모델

이었기에 서비스 개선의 활용 측면이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표 2-2] 김포국제공항 자체 고객만족도(KAC-CSI) 추이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점 수 74.8 71.1 79.8 89.3 92.1 95.3

출처 : 한국공항공사(2013)

따라서 한국공항공사는 2006년 한국표준협회컨설팅과 공동작업을 통해

상기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화된 공항서비스의 특성 과

개선정보 제공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KAC-CSI모델을 자체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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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다. 이 모델은 종합만족지수 산출방법으로 간접측정법을 선택하고

있는 데, 평가반영시 각 서비스품질요인에 대한 만족수준을 합산하여 종합

만족지수에 포함함으로써 피평가자의 조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부서별로 담당하는 품질영역에 대한 성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서비스개선에 대한 유인효과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KAC-CSI모델은 원인변수인 서비스품질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6가지 차

원의 124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PCSI모

델과 비교하면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서비스 개선 자료를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허나, 설문 문항이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답변해야하

기 때문에 설문응답자의 답변 충실도가 낮아지는 비표본오차가 발생할 확률

이 높은 단점도 가지고 있다.

[그림 2-5] KAC-CSI 모델의 개념

출처 : 한국공항공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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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은 KAC-CSI모델의 설문항목 중에서 서비스품질차원과 품질요

인을 세부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연구자가 연구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표 2-3] KAC-CSI 모델의 개념

품질차원 설 문 내 용

제공시설
서비스

1. 공항 안내시설 12. 공항 내 화장실

2. 공항 안내방송 13. 공항 내 이동 편리성

3. 공항 안내 콜센터 14. 공항 내의 온ㆍ습도 등 쾌적성

4. 엘리베이터 15. 공항 내 조명 밝기 정도

5. 에스컬레이터 16. 공항 내의 청결성

6. 자동문 17. 공항 내/외 조경시설

7. 카트 18. 공항 내 교통시설

8. 음수대 19. 주차장 등 주차시설

9. 대기의자 20. 여객판매시설 구비 정도

10. 흡연실 21. 여객 필요시설 편리한 배치

11. 어린이 놀이터

서비스신뢰성 1. 김포공항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는 신뢰할 만하다.

시설안전성

1. 김포공항 시설과 서비스 이용은 안전하다.

2. 김포공항 내 안전관리(보안 및 비상사태 관리/이착륙 지원 등)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차별적서비스

1. 김포공항 내 문화시설, 문화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제공된다.

2. 문화행사, 이벤트, 배경음악 등으로 김포공항 이용 시 즐거움을
느낀다.

출처 : KAC-CSI 모델과 김민철(2013) 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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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SI와 KAC-CSI 모델 구성 비교

PCSI와 KAC-CSI모델 구성을 비교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공항서비스 품질요인과 각 조사모델 설문내용 비교

구 분
공항서비스
품질요인

PCSI KAC-CSI

제공시설

대합실, 기타여객편의시설,
상업시설, 구내도로 및
교통시설, 주차장, 화장실,
이동시설

구내도로 및 교통시설,
화장실등과같은구체
적품질요인없음

상업시설이나 편의시
설에 대한 상세한 설
문조사

접점서비스
주차, 안내, 보안검색,
환경미화, 상업시설, 청
사간 이동(순환버스)

환경미화, 상업시설에
대한 품질요인 누락

접점별 설문구성으로
세부품질요인에 대한
구체적인조사가능

인적서비스 종사원의 친절성, 외모
공감성과 쾌적성 요인에
포함

접점별 종사원 품질
요인 측정

본원적서비스
안전한여행(여객과공항의
안전관리)

품질요인구성에포함 좌동

이미지측면
공항운영자의 차별적
이미지

해당내용 없음
서비스 아이덴티티
측정

기 타 문화이벤트 등 즐거움 해당내용 없음 문화행사적절성포함

출처 : 최찬섭(2012)

공항서비스는 공항이라는 특수한 공간, 즉 항공법상에 정의되어 있는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공항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제

공되는 일체의 모든 서비스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PCSI와 KAC-CSI모델의 개발과 활용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공항운영자

가 제공하는 공항서비스만을 평가내용으로 특정지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는 2개의 모델이 모두 이러한 특성을 대체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으나,

PCSI모델은 업종이 다른 공공기관간의 서비스품질 비교를 통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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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라는 개발 목적으로 인하여 품질요소의 구체성이 KAC-CSI모델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문시행자와 설문응답자의 설

문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과 개념이 서로 상반되게 표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즉 PCSI모델은 업종이 서로 다른 공공기관들의 비교

및 경쟁을 위하여 편익성ㆍ전문성ㆍ심미성ㆍ혁신성 등과 같은 12개의 서

비스속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항서비스품질요인 중 각 속성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품질요인을 이용하여 각각의 속성들에 대한 만족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항서비스품질요인에 의해 각 서비스 속성들의 의미가 응답

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심미성이라는 서비스 속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서 개인별 또는

공공기관의 업종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서, 설문과정과 조사결

과의 해석과정에서 의미상으로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KAC-CSI모델은 공항서비스에만 한정된 평가모형이라는 특성으

로 인하여 각 설문내용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설문시행자와 설문

응답자 사이에 의미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KAC-CSI모델의 특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서비스개선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명확하고 서비스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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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공항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간의 관계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비스품질과 고객만

족에 대한 개념연구에서 두 개념은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둘 사이에

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데 비교적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정혜주, 2006).

허나, 두 개념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견해가 상반되고 있는데 Bitner(1990)는

서비스품질의 선행변수를 고객만족으로 보고 있는 반면, Westbrook(1983)는

고객만족의 선행변수를 서비스품질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서비스품질을 고객만족의 선행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으며(Cronin & Taylor, 1992; Anderson & Sullivan,

1993; Oliver, 1993), 성과만으로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 SERVPERF 모형에

서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의 선행변수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Brady, Cronin

& Brand, 2002). 또한, Taylor & Baker(1994)는 잠재된 많은 고객만족 요인

중의 하나가 서비스품질임을 밝혔으며, Bolton & Drew(1991)는 서비스품질

이 고객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공항서비스품질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비스사업 분야임에도 불

구하고 공항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항공사 여객들에 대한 서비스품질요

인에만 한정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공항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Martel & Seneviratne(1990)는 공항여객 터미널의 서

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연구하면서, 공항서비스를 특징짓는

12개의 공항시설로 구분짓고 이러한 요소들을 다시 도착과 출발, 연계와

통과, 환승의 세부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세부 내용에 각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서비스 변수들을 정리하여 공항시스템 평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공항시스템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기도 하였다.

Ndoh & Ashford(1994)는 교통서비스 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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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비스를 5개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여객 및 화물처리, 공항 내 이동

시설, 대기장소, 접근 교통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전순란(2002)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품질을 전국 공항의 서비스품질

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는데, 공항이용객들과 항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품질이 선진국 공항보다 낮게 평가되었

다. 나아가 공항이용객들과 직원들 두 집단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

품질은 안전성 요인이었으며, 가장 낮게 평가된 요인은 지리적 위치였다

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승창(2002)은 인천국제공항의 주요 서비스를 항목별로 중요도와 이

용자의 지각수준 그리고 다양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주관적, 객관적

인 측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선진공항의 지표를 참고하여 인천국제

공항의 서비스품질 지표를 설정하였고, 지표 외에도 대중교통과 주차시

설 등 교통수단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전체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언

급하였다.

최현정(2005)의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항서비스 만

족도의 차이가 직업 요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시설서비스품질과 인적

서비스품질 그리고 운송시스템품질의 효율이 각각 높을수록 공항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수(2007)의 연구를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 서비스품질을 기술적,

기능적 서비스품질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항서비스품질 요인들을 공항운

영능력, 공공기관의 확신성 및 공감성, 공공기관의 신뢰 및 반응성, 입주

업체의 신뢰 및 업무지식, 입주업체의 확신성 및 응대능력, 시설 및 직원

의 단정함, 시설이용상의 편리함 및 신속성, 주정차 위치 및 편리성 등 8

가지로 도출하였다.

또한, 고객만족의 개념과 측정방법들은 여러 분야에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구축되어 왔으며, 고객만족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다(심진보, 2006). 고객만족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결과(outcome) 지향적 관점과 과정(process) 지향적 관점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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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볼 수 있다. 결과 지향적 관점은 고객만족을 소비경험으로부터 야

기되는 결과로 보고 있으며(Westbrook & Reilly, 1983; Oliver, 1980), 과

정 지향적 관점은 고객만족을 소비자 만족 모델의 기대 불일치와 관련되

어 정의하고 있다(Tse & Wilton, 1988; 이유재ㆍ라선아, 2002).

일반적으로 고객만족은 고객의 실제 경험과 기대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에 더하여 구매경험 전의 감정까지 결합한 종합적인 심리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와같이 고객만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는 연구

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모델을 선택하

면 기대성과 불일치 패러다임으로 고객만족을 결정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를 정의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사전기대와 제

품성과간의 불일치가 고객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Oliver, 1980).

기대성과 불일치 패러다임이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대수준을

낮추면 고객만족이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이론적 개연성을 가지게 되므로

일부 비판을 받기도 하나, 고객만족은 소비자의 내적인 비교 기준과 인

지된 성과와의 차이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보편타당하다는 학계

의 견해가 우세하기에(장순자ㆍ김기웅, 2010), 본 연구에서는 기대불일치

이론을 기본 토대로 한 고객만족을 정의하고 있다.

2. 실내 환경디자인의 개념 및 요소

실내 환경디자인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건축물 내부에 조성된 공간

을 실내 공간이라 부르며 실내 공간을 미적으로 구성하고(황종원, 2008),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는 행위를 가리켜 모두 실내

환경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문혁, 2011). 즉, 실내 공간을 용도와 목

적에 따라 기능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미적인 면에서의 조화까지 반영한

디자인 행위를 실내 환경디자인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이다(김영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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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건축사를 살펴보면, 실내 공간이 건물의 일부분으로서 통합되어

관리되었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실내 환경디자인의 영역까지 아우르기도

하였다. 허나, 로코코 시대에 이르러서는 외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내부

양식이 발달하면서 실내 디자인을 분리하여 중요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형

성되었으며, 근대 이후 건물의 특성과 용도가 다양화되면서 실내 장식을

별도의 전문가에게 분담하는 일이 만연하게 되었다(Malnar & Vodvarka,

1996). 초기에는 ‘실내 장식’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부터는 ‘실내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한정되면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Allexander, 1986).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하중으로부터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바닥, 기둥, 벽, 천장과 같은 구조적인 요소들과 하중을 받지 않기에 이동

이나 변형 및 제거가 자유로운 비구조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Pile,

1995). 비구조적인 요소들에는 실내의 가구 및 장식, 조명, 색상과 같이 비

교적 손쉽게 이동 가능한 가변적인 요소들로 볼 수 있는데, 실내 환경디자

인은 주로 후자의 비구조적인 연출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

은 비구조적인 요소들은 연구자에 따라 장식요소(김상권, 2001), 심미적

요소(서형수, 2007; 문혁, 2011), 실내적 요소(토미이 외, 2008), 장치 요소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2011), 이차적 요소(이규숙 외, 2010)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요소들에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구 및 장식물, 조명, 색채 등을 실내 환경디자인을 구

성하는 주요한 요소들로 보고 있다.

각각의 실내 환경디자인의 요소들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가구는 실내 공간에서 인간의 활동 및 휴식을 도와주

고 공간을 기능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조명

은 공간을 밝혀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음영을 통하여 한층 매력적인 공간

으로 연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색채는 실내 공간의 전반적인 분위기

를 결정하고 이미지와 인상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나아가

가구의 형태, 색, 배치 등은 이용자들이 공간 이미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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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Campbell(1979)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구는 가구 자체로서의

형태뿐만 아니라, 공간에 배치되는 방식에 의해서 해당 공간의 주된 인상

을 형성하기도 한다. 실내 환경디자인은 이러한 요소들 외에도 다양한 장

식적인 요소, 즉 조각과 회화작품, 타피스트리(tapestry), 도자기류, 나아가

실내 식물 등의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장식과 예술작품과 같은 요소

들은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실내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된다(주미라, 2006; 지혜, 201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내 환경디자인은 실내 공간을 구성하고 있

는 가구, 조명, 장식물, 색채 등의 요소들과 표지, 실내조경 식물, 건물내

배치 방식 등의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겠다.

3. 실내 환경디자인과 서비스 환경 추론

오늘날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상품, 가격, 광고의 요소를 넘어서 장소

(Place)로 이동하고 있다. 장소, 즉 매장의 실내 환경디자인은 고객의 해

당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인식, 장소에서의 구매의도의 창출, 방문의도

등이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김경화, 2009; 김정우

ㆍ김일, 2011; 박선영, 2010)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항과 같은 장소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해당 장소에의 방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는 특성

을 가지고 있기에 공항에서의 실내 환경디자인이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항의 이미지는 공항에 대한 사전 기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고객들은 서비스의 개입을 받기 이전일지라도 실내 환경디자인을 보면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판단하고 기대하게 된다. 즉 고객들은 어떤 공항

에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공항과 관련된 이미지나 분위기를 보고 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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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수준을 가늠하게 되며, 그 공항의 수준에 맞는 서비스에 대한 추론

및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실내 환경디자인의 시각적인 요소는 실내 환경내에서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기 이전에도 소비자들이 서비스 환경의 품질이나 위상에 대해 추

론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복합적이며 다양한

자극 요소들과 풍부한 정보들을 근거로, 인간은 현재와 과거에 경험했던

감각의 기억을 기반으로 하여 의미를 추론하거나 해석과 평가를 시행한

다(Ittelson, 1973). 즉 개인들의 경험과 지식, 성향, 기대와 환경의 다양

한 정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해당 환경의 유형을 범주화하여 해석하

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간에 대한 지각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범

주화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고객들의 신념에 내재적인 단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각적인 정보는 매우 중요한 마케팅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Collett, 2008).

실내 환경디자인에 대한 지각이 추후 다양한 추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가 있는데, Ward & Barnes(1992)는 고객들이 레

스토랑의 물리적인 환경, 즉 실내 환경디자인을 경험하면서 저렴한 가격

의 음식점인지 혹은 고급 레스토랑인지를 추론하고 가격대를 추측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Park(2005)는 기업체의 리셉션

공간에 사용된 실내 건축 마감재의 재질, 가구의 형태 및 배치, 색채 등

이 기업에 대한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Campbell(1979)은 사무실내 가구의 배치 방식이 사용자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김지인(2013)은 호텔로비의 실내디자인

의 요소들과 서비스 환경 추론은 모든 요소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다고 하였다. 실내디자인 요소 중에서도 색채의 심미성과 조명의 적절성,

가구 및 장식의 심미성 등이 객실 및 예약 서비스의 추론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내 환경디자인을 구성하는 요

소인 가구 및 재질, 색채, 배치 등에 따라 다양한 추론과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가 있으나, 실내 환경디자인의 주요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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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서비스 환경의 추론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 환경디자인의 서비스품질 요인이 공항 이

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양한 주생활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와 기능을 중시한 친인간적 개념의 사회적 생

태 중시형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강혜진ㆍ한석우(2007)은 환경 친화적 실내디자인 적용요소를 크게 4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요소들의 경향에 따라 자연중시형, 사회적 생태중

시형, 전통중시형, 기술지향형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사회적 생태중시형

실내 환경디자인에 따른 요소기술과 구체적인 접근요소를 세분화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사회적 생태중시형 실내 환경디자인 요소

요 소 기 술 구체적 접근요소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작동 가능한 창문을 사용하여 신선한 공기환경 제공

쾌적한 온열환경, 음환경 제공

건강한 그린자재 사용

휴식, 휴양공간 조성(실내조경, 옥상녹화 등)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공간의 연속성, 시각적 연속성

외부적 요소의 실내도입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

가변형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성 - 마감재선택, 평면주문형, 메뉴옵션

방식

유니버설 적용성 - 노약자, 장애자 배려

출처 : 강혜진ㆍ한석우(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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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적 생태중시형은 거주자의 다양한 주생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편의·기능 향상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꾀하려는 친인간적 개념으로

써, 거주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작동 가능

한 창문을 사용하여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고, 실내공

기를 계속해서 순환시켜 쾌적한 온열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쾌적감을

증진시킨다. 또한, 기기나 사람들의 소음으로 인한 음향적 환경과 시각적

인 프라이버시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실내 외부를 연결하는

요소를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으며, 자연 또는 외

부환경의 시각적 즐거움으로 인하여 생활의 활력을 제공해준다. 중간영

역이나 투명한 유리를 통하여 내외부의 공간적·시각적 연속성을 부여하

며, 외부적 요소의 실내도입으로 상호연계를 도모한다.

셋째,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에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계

획으로 다양한 거주자에게 부합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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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론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김포국제공항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KAC-CSI)의 세부적인

서비스품질 요인 중에서, 사회적 생태중시형 실내디자인 요소인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과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인

간행태 적용성’에 따른 공항 서비스품질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으로,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의 분석모

형을 제시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

공항 실내 환경 디자인

공항 이용만족도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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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사회적 생태중시형 실내디자인 요소인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및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

성’에 따른 공항 서비스품질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H1 :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실내 환경 디자인’에 차이가 있다.

H1.1 :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에 차이가

있다.

H1.2 :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에 차이가

있다.

H1.2 :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에

차이가 있다.

H2 :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공항 이용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H3 : ‘실내 환경 디자인’은 ‘공항 이용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다.

H3.1 :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은 ‘공항 이용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다.

H3.2 :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은 ‘공항 이용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다.

H3.3 :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은 ‘공항 이용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다.



- 31 -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김포국제공항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KAC-CSI)의 세부

적인 서비스품질 요인 중에서, 실내 환경디자인에 따른 공항 서비스품질

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사회

적 생태중시형 실내디자인 요소인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과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을 변수로 선

정하였다. 강혜진ㆍ한석우(2007)는 평균적으로 사람은 생의 70%를 실내

환경에서 지내게 되므로 거주자의 안전과 건강, 심리적인 쾌적감, 그리고

생산성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실내 환경을 만드는데 건축의 역할은 필수

적이며, 그 중에서 사회적 생태중시형 실내 환경디자인은 거주자의 다양

한 주생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편의·기능 향상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꾀

하려는 친인간적 개념으로 거주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생태중시형 실내 환경디자인의 3가지 요소 즉, ‘건

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과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그리고 ‘사용자 중심

의 인간행태 적용성’을 선정한 이유 역시 공항 이용객들이 대부분의 시

간을 보내는 대합실의 실내환경속에서 인지되는 디자인 요소들이 서비스

품질 차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공항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경쟁

력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김도현ㆍ김병종(2000)은 공항 서비스의 경쟁력 결정요인으로서 공항의

독창적인 분위기, 공항운영 및 시설수준, 편의시설, 공항의 접근성 및 지

리적 위치, 세관심사, 환승, 게이트 접근성, 연계노선의 다양성, 배후지원

단지, 청사외부 순환, 주차시설, 승하차 전용도로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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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실내 환경디자인에 있어서, 사회적 생태

중시형의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KAC-CSI의 서비스품질 차원의 설문내

용을 분석하여 실내 환경디자인에 나타나고 있는 유사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측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생태중시형 실내 환경디자인의 요소기술에 따른 구체적 접근요

소와 KAC-CSI 설문 내용 중에서 ‘제공시설 서비스’의 품질차원에 해당

하는 설문내용 20개를 매칭시켜 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실내 환경디자인 요소와 KAC-CSI 설문내용 매칭

요 소 기 술 KAC-CSI 설문내용

사회적

생태중시형

실내 환경

디자인

요소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공항내의 온도, 습도 등 쾌적성

공항 내 조명밝기 정도

공항 내의 청결성

공항 내/외 조경시설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공항 내 이동 편리성

공항 내 교통시설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

공항 안내시설

공항 안내방송

공항 안내 콜센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문

카트

음수대

대기의자

흡연실

어린이놀이터

공항 내 화장실

여객판매시설 구비 정도

여객 필요시설 편리한 배치

출처 : 강혜진 등(2007)과 KAC-CSI 설문내용을 기초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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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실내 환경디자인에 따른 공항 서비스품질이 공항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공항 이용만족도를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고객만족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Hempel(1977)는 ‘기대했던 제품의 효익과 실현된 효익과의 차이정도’

라고 보았고, Howard와 Sheth(1969)는 ‘소비자들이 구매상황에서 제공한

희생의 대가가 적절히 혹은 부적절하게 보상되어 있다고 보는 인식적인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Goodman(1989)은 ‘고객만족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그 결

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고객만족이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구매

전 상황과 구매 후 상품, 서비스 자체의 성과에 대해 소비자 개인의 성

격 및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느끼는 포괄적인 감정으로써 구매 전

상품에 대한 기대와 사용 후에 느끼는 제품 성과간의 지각된 불일치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과정’이라고 하였다. Oliver(1981)는 고객만족은 기대

와 성과의 불일치의 함수로써 태도 변화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고객만족 그 스스로가 다차원적인 개념이기에 고객만족 개념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품질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고객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에 대한 측정은 고객만

족 수준과 더불어 경제적인 보상과의 관계까지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

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김영찬ㆍ차재성, 2003).

지금까지 살펴본봐와 같이,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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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객만족은 사용 전의 기대와 사용 후 인지간의 불일치로 발생

하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은 바람직한

심리상태 상태에서 보여지는 제품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와 지지, 재이용

및 구전 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고객만족도 조사모형 구조는 조사대상이 되는 서비스 항목의 영

향력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모호하거나 의미의 중복으

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를 최소화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설문

지의 구성에 있어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입장과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셋째,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은 전반적인 만족수준의 비교ㆍ분석을 위해

종합만족도는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요인에 대한 만족수준과 중

요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제한된 경영여건 하에서 전략

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고객만족도 조사모형은 단순한 비교 측정 외에도 해당 기관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 정보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서는 효과적인

서비스개선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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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김포국제공항 실내 환경디자인에 따른 서비스품질이 공

항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 신뢰성, 시설 안정성, 차별적 서

비스의 품질차원의 통제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분석단위는 개인으로 하며, 연구대상은 2013년 김포공항 국내선청사를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공항공사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KAC-CSI)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KAC-CSI는 한국공항공사 CS상생팀

주관으로 실사업체가 대행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써, 김포국제공

항 국내선 3층 격리대합실에서 공항이용객 229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은 결측값(missing values)로 처리하여 해당분석에

서 케이스별로 제외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8.0을 사용하였고, 구체적

인 통계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항 이용객의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다.

둘째,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하고, Cronbach 값을 구해 설문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았다.

셋째, 공항 이용객의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실내 환경디자인’

과 ‘공항 이용만족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검증

(t-test)과 분산분석(ANOVA : Analysis of Variance)의 F 검증을 실시하

였다.

넷째, ‘실내 환경디자인’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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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및 결과해석

제 1 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 4-1]은 설문에 응답한 김포공항 이용자 총 229명을 대상으로 인구

통계 / 공항이용형태별 특성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구한 표이다. 결측

값은 케이스별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성별에서는 남자는 전체 응답자 중 63.3%, 여자는 36.7%로 남자 이용

자가 여자 이용자보다 많게 나왔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6.2%, 30대

가 26.6%, 40대가 27.1%, 50대가 20.1%로 각 연령별로 균등하게 분포하

고 있었다. 1년간 공항 이용횟수를 보면, 1～2회가 20.1%, 3～4회가

21.8%, 5～9회가 24.0%, 10～14회가 16.6%, 15회 이상이 17.5%로 나왔다.

공항 이용목적별로 보면, 업무용이 48.9%로 과반에 가까웠다. 여행과

친인척 방문이 목적인 경우가 각각 전체의 21.0%로 나왔고, 기타 용무가

9.2%로 나왔다. 공항 이용시간별로 보면, 오전이 34.1%, 오후가 65.9%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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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N=229명

구 분 분 류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자 145 63.3

여자 84 36.7

연 령

20대 60 26.2

30대 61 26.6

40대 62 27.1

50대 46 20.1

1년 공항

이용횟수

1-2회 46 20.1

3-4회 50 21.8

5-9회 55 24.0

10-14회 38 16.6

15회 이상 40 17.5

이용 목적

여행 48 21.0

업무 112 48.9

친인척 방문 48 21.0

기타 21 9.2

이용시간
오전 78 34.1

오후 151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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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설문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연구대상 변수인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주변 환경과

의 연계성’,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 그리고 ‘공항 이용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표 4-2]와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을 하고, 신뢰도 분석의 Cronbach 값을 구하였다. 요인분석의 경우 요

인추정은 주 성분(Principal Component) 방식을 택하고 각 구성개념은

단일 척도로 상정하였다. 부적절한 설문문항 제거 기준은 0.5 이하로 하

였다.

실내 환경디자인의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는 요인적재값이 모

두 0.5 이상이고, 고유 값이 2.655로 1.0 이상, 분산설명력은 66.375%로

50% 이상,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에서는 요인적재값이 모두 0.5 이상이

고, 고유 값이 1.083으로 1.0 이상, 분산설명력은 54.171%로 50% 이상,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에서는 요인적재값이 모두 0.5 이상이고,

고유 값이 3.974로 1.0 이상, 분산설명력은 66.233%로 50% 이상, ‘공항

이용만족도’에서는 요인적재값이 모두 0.5 이상이고, 고유 값이 1.941로

1.0 이상, 분산설명력은 64.770%로 50% 이상으로 나와 설문도구의 신뢰

도와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를 보기 위하여 Cronbach 값을 구한 결과,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는 0.611,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에서는

0.685,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에서는 0.727, ‘공항 이용만족도’에

서는 0.712로 모두 0.6 이상으로 나와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는 무난한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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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설문도구의 요인분석

구 분 설문문항
요인
적재값

고유값
분산
설명력

Cronbach

값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온도, 습도 등 쾌적성 0.509

2.655 66.375 0.611
조명 밝기 정도 0.728

청결성 0.910

조경시설 0.661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동선 편리성 0.584
1.083 54.171 0.685

교통시설(승하차장) 0.819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

안내 표시판 0.609

3.974 66.233 0.727

엘리베이터 0.728

흡연실 0.910

어린이 놀이터 0.661

판매시설 구비정도 0.584
필요시설 배치
편이성

0.819

공항이용

만족도

신뢰할만한 시설 및
서비스

0.501

1.941 64.770 0.712안전한 시설과
서비스

0.811

만족스러운 안전관리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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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초 분석

1. 연구변수 기술통계 분석

연구대상 변수인 실내 환경디자인의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과 공항 이용만족도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의한 순위 등 기초 기술통계를

분석해 [표 4-3]과 같이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실내환경디자인에서는 Likert 5점 척도에서 ‘건강 및 쾌적

한 실내 환경’이 4.83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이 평균 4.76,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이 평균 4.58의 순

으로 나왔다. 공항 이용만족도에서는 평균 4.89로 매우 높게 나왔다.

[표 4-3] 연구변수 기술통계 분석

구 분 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순위

실내

환경

디자인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3.00 5.00 4.83 0.26 1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2.00 5.00 4.58 0.57 3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

3.00 5.00 4.76 0.31 2

공항 이용만족도 4.00 5.00 4.89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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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표 4-4]는 연구대상 변수인 ‘실내 환경디자인’의 ‘건강 및 쾌적한 실

내 환경’,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과 ‘공

항 이용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해

정리한 표이다. 표에 의하면, ‘실내 환경디자인’의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간에는

모두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실내 환경디자인’과 공항 이

용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공항 이용만족도’와 ‘주변 환경과의 연계

성’간에는 r=0.264(p<.001), ‘공항 이용만족도’와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간에는 r=0.215(p<.001)로 모두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있

었으나, ‘공항 이용만족도’와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4-4] 연구변수간 상관관계

구 분 변 수

실내 환경 디자인

공항이용
만족도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

실내

환경

디자인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1

(.)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0.423 1

(0***) (.)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

0.461 0.286 1

(0***) (0***) (.)

공항 이용만족도
0.107 0.264 0.215 1

(0.105) (0***) (0.001***)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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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실내환경디자인차이분석

가설 H1인 ‘공항 이용객의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실내 환경디

자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를 검증하기 위해 변인이 2개의 범주만

이 있는 성별과 이용시간별은 t 검증을 하고, 변인이 3개 이상의 범주를

가진 경우는 분산분석의 F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차이 분석

[표 4-5]는 설문의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 검증과 분산분석의

F 검증을 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성별에서 t=1.969(p<.05), 공항 이용목

적에서 F=3.185(p<.005)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기타 연령별, 공항

이용횟수별, 이용시간별로는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H1.1은 부분 채택되었다.

성별에서는 남자 이용객의 평균이 4.86, 여자 이용객의 평균이 4.80으로

여자 이용객의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의 만족도가 남자보다 유의적

으로 낮게 나왔다. 공항 이용목적별로 보면, 기타 목적이 평균 4.94로 가

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여행이 평균 4.85, 업무가 평균 4.84, 친인

척 방문이 평균 4.78로 가장 낮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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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차이 분석

구 분 분 류 평 균 표준편차 t/F 값 p 값

성 별
남자 4.86 0.25

1.969 0.043*
여자 4.80 0.28

연 령

20대 4.81 0.22

0.259 0.855
30대 4.85 0.33

40대 4.84 0.29

50대 4.83 0.20

1년 공항

이용횟수

1-2회 4.82 0.26

0.252 0.909

3-4회 4.83 0.31

5-9회 4.86 0.18

10-14회 4.83 0.23

15회 이상 4.82 0.34

이용 목적

여행 4.85 0.19

3.185 0.041*
업무 4.84 0.30

친인척 방문 4.78 0.26

기타 4.94 0.16

이용시간
오전 4.82 0.22

-0.470 0.639
오후 4.84 0.28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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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차이 분석

공항 이용객의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6]과 같이 공항 이용목적에서는 F=4.406(p<.01)

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기타 성별, 연령별, 공항 이용횟수별, 이용

시간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H1.2는 부분 채택되었다. 공항 이용목적별로 보면 기타의

경우가 평균 4.9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친인척 방문이 평균 4.71,

여행이 평균 4.54, 업무가 평균 4.48의 순으로 나왔다.

[표 4-6]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차이 분석

구 분 분 류 평 균 표준편차 t/F 값 p 값

성별
남자 4.57 0.57

-0.290 0.772
여자 4.60 0.58

연령

20대 4.61 0.51

0.403 0.751
30대 4.52 0.60

40대 4.62 0.55

50대 4.58 0.65

1년 공항

이용횟수

1-2회 4.66 0.53

0.583 0.675

3-4회 4.59 0.51

5-9회 4.59 0.55

10-14회 4.47 0.60

15회 이상 4.56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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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 류 평 균 표준편차 t/F 값 p 값

이용

목적

여행 4.54 0.53

4.406 0.005**
업무 4.48 0.61

친인척 방문 4.71 0.53

기타 4.90 0.30

이용시간
오전 4.62 0.51

0.656 0.512
오후 4.56 0.60

* p<.05, ** p<.01, *** p<.001

3.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 차이 분석

공항 이용객의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t 검증과 분산분석의 F 검증을 실

시한 결과, [표 4-7]과 같이 성별, 연령, 공항 이용횟수, 이용목적, 이용시

간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가설 H1.3은 기각되었다.

[표 4-7] 인구통계/공항이용형태별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 차이 분석

구 분 분 류 평 균 표준편차 t/F 값 p 값

성별
남자 4.77 0.33

0.397 0.691
여자 4.75 0.28

연령

20대 4.76 0.29

0.363 0.780
30대 4.79 0.28

40대 4.74 0.39

50대 4.74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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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 류 평 균 표준편차 t/F 값 p 값

1년 공항

이용횟수

1-2회 4.77 0.31

1.168 0.326

3-4회 4.69 0.42

5-9회 4.80 0.27

10-14회 4.81 0.19

15회 이상 4.74 0.31

이용

목적

여행 4.74 0.29

0.369 0.776
업무 4.75 0.36

친인척 방문 4.78 0.28

기타 4.81 0.20

이용시간
오전 4.74 0.29

-0.706 0.481
오후 4.77 0.33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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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공항 이용만족도차이 분석

가설 H2인 ‘공항 이용객의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공항 이용만

족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를 검증하기 위해 변인이 2개의 범주만

이 있는 성별과 이용시간별은 t 검증을 하고, 변인이 3개 이상의 범주를

가진 경우는 분산분석의 F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4-8]에서와 같이 성별에서는 t=2.042(p<.05), 공항 이용

목적에서 F=3.058(p<.05)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기타 연령별, 공

항 이용횟수, 이용시간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H2

는 부분 채택되었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평균 4.91, 여자가 평균 4.84로 여자의 공항 이용만

족도가 남자의 공항 이용만족도보다 유의적인 차이로 낮게 나왔다. 공항

이용목적별로 보면, 친인척 방문과 기타가 각각 평균 4.93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업무 목적이 평균 4.92, 여행 목적이 평균 4.79의 순

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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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 공항 이용만족도 차이 분석

구 분 분 류 평 균 표준편차 t/F 값 p 값

성별
남자 4.91 0.19

2.042 0.033*
여자 4.84 0.24

연령

20대 4.86 0.23

0.987 0.400
30대 4.92 0.15

40대 4.88 0.23

50대 4.88 0.23

1년 공항

이용횟수

1-2회 4.91 0.20

0.600 0.663

3-4회 4.87 0.26

5-9회 4.86 0.21

10-14회 4.91 0.17

15회 이상 4.88 0.20

이용 목적

여행 4.79 0.27

3.058 0.048*
업무 4.92 0.21

친인척 방문 4.93 0.16

기타 4.93 0.18

이용시간
오전 4.87 0.23

-0.679 0.498
오후 4.89 0.2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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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실내환경디자인이공항이용만족도에미치는영향분석

가설 H3인 ‘실내 환경디자인’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력

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실내 환경디자인의 3개 하

위영역변인인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사용

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으로 하고, 종속변수를 ‘공항 이용만족도’로

하여 [표 4-9]와 같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표 4-9] 실내 환경디자인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비표준 표 준

t 값 p 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상 수 4.196 0.269 . 15.62 0.000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0.063 0.061 -0.079 -1.030 0.304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 0.089 0.026 0.240 3.386 0.001***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

0.124 0.049 0.183 2.531 0.012*

모형통계량
R R2 수정 R2 F 값 p 값

0.306 0.094 0.082 7.659 0.000***

* p<.05, ** p<.01, *** p<.001

분석 결과,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은 =0.240, t=3.386(p<.001)로

공항 이용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은 =0.183, t=2.531(p<.05)로 공항 이용만족도에 유의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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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은 ‘공항 이용만족도’에 유

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즉 공항 이용객의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이 상승하거나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이 상승하면,

공항 이용객의 ‘공항 이용만족도’도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가설 H3.1, 가설 H3.3은 채택되고, 가설 H3.2는 기각되었다.

표준회귀계수를 보면,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이 ‘사용자 중심의 인

간행태 적용성’보다 ‘공항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

왔고, 모형 통계량을 보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는 0.306,

결정계수는 0.094로 종속변수 전체 변동의 9.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왔

다. 수정 결정계수는 0.082,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7.659(p<.001)로

모형은 유의적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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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공항은 단순히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장소가 아니다. 한 나라의 속성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첫인상인 동시에 국력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

도가 되기도 한다.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종합적인

시설인 것이다. 최근에는 문화 활동, 서비스 제공, 상업적인 활동 공간의

기능이 중시되면서 공항도시(airport city)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이에

따른 공항의 실내 환경디자인과 관련된 서비스품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항의 실내 환경디자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주로

공항 실내조경의 설계ㆍ계획 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실내 환경디자인과

관련된 서비스품질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에 관한 연구

나 실내 환경디자인의 서비스품질 요인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 관련된 실증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공항 실내 환경디자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또한 공항 실내 환경

디자인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어떤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2013년 김포공항 국내선청사를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공항공사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KAC-CSI)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3층 격리대합실에서 공항이용객 229명을 표

본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8.0을 사용하였고, 자료처리를 위하여 인구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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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형태별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고, 설문도

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 값을

구하였다. 또 기초분석으로 연구대상 변수의 기술통계와 연구대상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모형의 가설 H1과 가설 H2를 검증하

기 위해 t 검증과 분산분석의 F 검증을 실시하고, 가설 H3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Likert 5점 척도에서 실내 환경디자인과 공항 이용만족도의 평가

가 5.0 만점에 가까워서 김포공항 이용자의 전반적인 실내 환경디자인

만족도와 공항 이용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다.

둘째,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실내 환경디자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는 성별(p<.05), 공항 이용목적별

(p<.05)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에서는 공항

이용목적별(p<.01)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

태 적용성’에서는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서는 여자 이용객의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의 만족도가 남

자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왔고, 공항 이용목적에서는 기타가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친인척 방문이 평가가 가장 낮게 나왔다. ‘주변 환경과의 연

계성’에서는 기타가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여행이나 업무상 방문시 상대

적으로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평가가 낮게 나왔다.

셋째, 인구통계 / 공항이용형태별로 공항 이용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p<.05)과 공항 이용목적(p<.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

데, 성별에서는 여자의 공항 이용만족도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공항 이용목적에서는 친인척방문이나 기타 목적이 공항 이용만족도가 높

게 나온 반면, 업무와 여행 목적인 경우 공항 이용만족도의 평가가 상대

적으로 낮게 나왔다.

넷째,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p<.001)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유의



- 53 -

적인 정(+)의 영향력이,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p<.05)도 ‘공항

이용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주변 환경과의 연

계성’은 ‘공항 이용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즉,

공항 이용객의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과의 연계성에 대한 평가가 상

승하거나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이 상승하면, 공항 이용객의

‘공항 이용만족도’도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표준회귀계수를 보면,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이 ‘사용자 중심의 인

간행태 적용성’보다 ‘공항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왔다.

2.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김포공항 이용객의 실내 환경디자인과 공항 이용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

춰 서비스 품질과 이용만족도를 높이려는 김포공항 관계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 국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가용 운

전자가 늘어나고 도로 등 기간시설이 완비되고, 또 최근 국내에서 KTX

가 곳곳에 개통됨에 따라 항공이용의 경쟁재가 등장하여 시장에서 경쟁

력을 확보하려는 김포공항의 그동안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둘째, 실내 환경디자인과 공항 이용만족도에서 성별 및 공항 이용목적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여성과 여행이나 업무목적으

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여성의

경우 피부나 신체관리에 대해 남성보다 매우 예민한 편이고, 유아를 동

반하는 경우와 달리 여성 이용객을 위한 시설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공항내 습도나 온도를 쾌적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야 하고,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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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이나 유아 전용 공항내 편의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 수준

을 올릴 필요가 있다.

친인척 방문인 경우, 특정 공항을 자주 사용하여 그 공항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공항 내의 동선이나 연계 교통망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공항 이용에서 불만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업무나

여행을 목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항의 동선이나 연계 교통

망에 익숙하지 않아 불만이 높을 수 있다. 더구나 공항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거대 복합시설로 변해감에 따라, 공항 내의 지리 지형에 익숙하지

않고 연계 교통망에 익숙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 공항 방문객의

입장에서 공항 내 동선이나 연계망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설명이

나 안내시설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내 환경디자인 중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과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태 적용성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특히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이 사용자 중심의 인간행

태 적용성보다 공항 이용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공항의 기능이 점점 대규모의 복합시설로

변해감에 따라 공항 지형에 친숙하지 않거나 연계 교통망을 찾기 힘들

면, 불쾌감이 올라가 공항 이용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업무

목적이나 여행목적인 경우, 그 공항을 사용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처음 그 공항을 방문한 이용객의 눈높

이에서 공항 내 동선과 연계 교통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 개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상업적인 활동을 위한 컨벤션 센터, 대형쇼핑몰의 기능으로 공항

이용객들에게 전달되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휴식

공간으로써의 역할에 거는 기대치가 높아지게 된다. 이 기대치에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하면, 공항 이용 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 더구나 최근에

는 가족동반의 경우도 많아 유아나 자녀를 동반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걸맞은 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종사자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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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질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실내 환경디자인의 공항 이용만족도 변동을 설명하는 정도를 살

펴보면, 공항 이용만족도 변동의 9.4%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내 환

경 종사자들의 서비스 품질이나 공항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기타 요인들

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여 공항 이용객들의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

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연구방향

본 연구는 김포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김포공항 실내 환경디자인이

공항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고, 차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김포공항 이용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

구의 결과를 전국의 공항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할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 설문 시간이 오전과 오후로 한정되어 있어 공항의 조명

에만 의지하는 야간시간 이용자의 경우도 포함된다면, 본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이용자와 기타 지역 이용자 간

의 구별이 없다. 서울 및 수도권 이용자의 경우 김포공항을 상대적으로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김포공항 실내 환경이 매우 익숙할 수 있으나, 타

지역 이용객은 김포공항 실내 환경 매우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따른 공항 실내 환경디자인과 이용만족도의 반응이 본 연구와 다르게 나

올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김

포공항 이용자의 실내 환경디자인과 공항 이용만족도의 평가는 5.0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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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설문 응답자의 반응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Liket 7점이나 Likert 10점 등으로 변수의 척도

를 더욱 세분화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실내 환경디자인의 평가에서는 실내 환경 자체의 평가 외에도

시설물에 종사하는 김포공항 종사자의 서비스 품질도 포함될 수 있어 실

내 환경디자인의 평가에서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다.

차후 연구 과제로서, 본 연구 결과를 김포공항 이외의 공항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본 연구의 한계에서 지적했듯이 시간대를 확대하

여 야간 이용자도 포함하고, 연구대상 변수의 측정도구도 Likert 7점이나

10점 척도로 측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실내 환경디자인뿐만 아니

라 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서비스품질도 측정하여 공항 이용만족

도의 설명력을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 한류의 영향과 중국의 경제성장, 일본의 지진과 핵발전소

문제 등으로 인하여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선호하는 관광지로 부상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방문이 증가추세에 있어 외국인의 김포공항에 대한

인식 조사도 시급한 편이다. 따라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김포공항 실내

환경 디자인과 공항 이용만족도간의 관계를 따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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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ve Effects of Service Quality

Factors of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on Airport Customer

Satisfaction

- Focused on Gimpo International Airport -

Kim Tae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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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pular concept for an airport that is becoming prevalent these

days is an ‘airport city’ that lead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cultural arts and scientific technology, in addition to its previous

role of a national gateway for air transport. With this change in trend,

the service quality factors regarding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of

the airport’s passenger terminal are gaining more importance. Despite

such importance of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previous studie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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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focused on the research of airport’s interior landscape plan and

design, while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service quality regarding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including

the empirical studies related to the effects that service quality factors

of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have on airport customer satisfac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hat lies in the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of Gimpo International Airport for different

demographic users and using patterns, and how the airport’s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a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As for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sample study involved 229 airport passengers in the

departure lounge on the 3rd floor of Gimpo Airport’s Domestic Terminal

by utilizing the previous data from Korea Airports Corporation's

customer satisfaction index(KAC-CSI) which has targeted customers

who used Gimpo’s Domestic Terminal in 2013.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ssessment conducted on the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and airport customer satisfaction resulted in almost perfect scores which

indicated that Gimpo Airport customers have overall very high

satisfaction with its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and airport services.

Secondly,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 of airport customer

satisfaction levels for different demographic users and using patters

showed that in terms of gender, women’s airport satisfaction level

was relatively lower than men’s. In terms of the purpose of visit, the

airport satisfaction level was high with the passengers who had

purposes of visiting relatives or others, while the satisfaction level

was relatively lower with the passengers who had purposes of

business travel or leisure.

Thirdly, the findings suggested that healthy and pleasant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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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have significantly positive affect on the airport customer

satisfaction, as well as customer-friendly applicability of human

behavior, however, the connectivity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was

suggested to have no significant affect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This study has verified the correlative relationship that the service

quality factors of airport’s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have on the

airport customer satisfaction, which were rarely dealt in previous

studies. From this study, followings facts can be deducted:

First, this study showed that Gimpo International Airport customers

gave very positive reviews on the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and

airport services. This results can be attributed to the airport

employees' persistent efforts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and user

satisfaction by meeting the customer expectations.

Secondly, it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with the satisfaction

levels for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and airport services in terms of

gender and purposes of visit. Especially,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women, leisure travelers and business travelers were relatively low.

Thirdly, the findings suggested that healthy and pleasant interior

environment and customer-friendly applicability of human behavior

among the factors of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airport customer satisfaction, while the former factor

had greater influence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than the latter one.

Meanwhile, as a variant of the airport customer satisfaction, the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takes up only 9.4% of the airport customer

satisfaction variance.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conduct studies in

advance that focus on other possible factors that could cause the

dissatisfaction of airport customers by making additional analysis on the

service quality of interior environmental workers or other factor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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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 airport 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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