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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기법인 PCSI(Public-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2.0의 도입으로 고객만족도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PCSI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모델이다. 2007년에 최초

도입되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된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객지향적 마인드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관료주의를 개선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점수의 절대점수 상향화로 신뢰도
저하, 기관별 특수성의 미반영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2015년에 기존 조사모델을 보완한 PCSI 2.0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
하였다.

PCSI 2.0에서는 측정 항목의 정교화, 조사방법 변화, 개인과
법인고객의 구별한 맞춤형 설문, 고객 정의 확대 및 모집단 검증
확대로 조사 방식을 개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신규모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77개 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의 4개년
(2013~2016년)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를 토대로PCSI 2.0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방식의 고도화 및 변경으로 평균 점수가 하락되었고, 기관별
점수의 분포가 넓어졌다. PCSI 2.0 도입 후 고객을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하여 고객 유형에 따라 법인 고객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모집단의 검증 강화 등으로 모집단을 확대 하였으나,
모집단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반면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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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방식의 변경으로 표본 크기에 따른 점수에 대한 영향은 적어
졌다. 또한 기관의 크기(정원 수)는 클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공기업이
준정부기관보다 점수가 낮다고 분석되었다. 반면 조사방식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된다.

고객만족도 조사가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로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모든 기관이 수용가능 한 조사방법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가 고객이 아닌
제도적 특성 등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전체 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수 발전을 위해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국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요어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PCSI, PCSI 2.0,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공기업, 준정부기관

학 번 : 2012-21987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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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한 고객이 만족도를 평가하는 조사이다. 기존 공급자(공공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실수요자인 고객 중심으로 제공하도록 경영혁신의

관점에서 도입되었다. 기존 민간 기업에서만 적용되던 “고객”과 “만족도”

라는 개념을 공공기관에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고객중심 경영을 측정하고자

조사되고 있다. 이는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적 서비스 환

경을 조성하여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해 추

진되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유

발하여 공공기관의 고객 지향적 마인드 형성에 기여하였으며(김지영, 2012)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고객만족 업무 추진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존의

관료주의를 타개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어진다.(Im and Lee 2012)

해당조사는 1999년 19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였고,

2004년에 정부산하기관에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200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1)에 의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까지 그

대상이 확대 도입되었으며, 동시에 경영실적평가에 포함하여 공공기관

평가에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국가예산이 매년 약 50억원 정도 투입

되는 사업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활용되고 기관의 고객 중심 경영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 법률 제 13조 제 2, 3항과 시행령 17조 제 1, 3항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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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초자료인 만큼 객관적이고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 공공기관과

국민의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국가고객만족지수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2)모델을 준용하여 조사

되었다. 하지만 1999년 고객만족도 조사가 실시 된 이래 해당 조사의 신

뢰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NCSI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공적기능 및 목표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못해 민간부분

의 고객만족 평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이청림,

이유재 2012)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PCSI(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모델을 개발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정부경영평가에 고객만족도조사 결과가 계량점수로 반

영되고 있어 공공기관은 점수 향상을 위해 경영전반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PCSI 조사 모델이 2007년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

나 여전히 조사의 한계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 점수(절대점수)가 95점 이상 수준의 상향평

준화로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없어 발생하는 평가시스템의 변별력 상실

이다.3) 실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 점수가 상향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

이나, 기관별 사업성격을 포함한 타 요인으로 인해 조사결과가 편향되는

것은 조사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향으로 편중된 점수는 공공

기관 만족도 조사가 국민이나 고객의 만족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2)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는 재화나 서
비스를 판매하는 민간기업의 고객만족도를 산출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

3) 평가 시스템 변별력 완전실 상실... 조사 주관할 독립기구 만들어야(세계일보,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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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고객 유형과 모집단 크기 등 다른 요인에

따라 만족도 지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

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가 공공기관 정부경영평가 실적에 직접 반영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점수 향상을 위해 지나친 경쟁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제 되어야할 변수들이 실제 조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면서 조사의 신뢰도가 저해되고 있다.4)

만족도 조사방식 등 조사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평가 관련자는 공정성‧객관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조사자체에 대한

실효성까지 문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경영실적평가에 활용되는

지표의 측면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한계점은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수용도를 저하시켜 해당조사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김지영, 2012)

[그림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 추이(1999~2016)

* 주 1) 1999년 : 최초 19개 공기업에 대해 실시
* 주 2) 2007년 : PCSI 도입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조사
* 주 3) 2015년 : PCSI 2.0 도입
** 출처 : 각 기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2016)

4) ‘못 미더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경향비즈니스,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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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I 모델이 도입된 2007년 이후 평균 고객만족도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절대점수도 상항평준화 되어있다. 2009년 전체 평균이 90점

내외이다. 2016년에는 공기업 92.5점, 준정부기관은 87.1점, 기타 공공

기관은 85.1점으로 조사 되었다.[그림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사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는 고객리스트 자체 점검 도입, 주간사업자와 조사 설계자

분리, 설문문항 개선, 기술평가위원회5) 구성 등 지속적으로 조사 모델을

개선해왔다.

2015년에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고도화 된 「PCSI 2.0」

조사 모델을 개발･적용하였다. 실제「PCSI 2.0」이 도입되면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가 일시 하락하면서 상향도가 주춤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만을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의 신뢰도 및 수용도가 상승

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신규 도입된 PCSI 2.0모델이 기존에 점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요인의 영향이 보완되어 신뢰도를 제고하였는지 알아보고,

추후 제도개선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5) 기술평가위원회 : 공공기관 고개만족도 조사의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
로 구성(통계학, 경제학 등 관련 분야 교수, 회계사, 조세연구원, 기재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실시업체 선정, 조사과정의 지수 산정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주요사항 등을 사전 심의・승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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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제 1 절 고객 만족의 선행연구

1. 고객 만족의 정의와 측정

고객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자・소비자로부터 필요와

욕구충족을 위해 구매활동을 하거나 앞으로 구매활동을 할 수 있는 개인

이나 단체를 의미한다.(현승용, 권혁재, 2005)

고객만족의 개념(Customer satisfaction)의 개념은 Caedozo(1965)에 의해

제시되었고, 이 후 많은 학자들에 따라 연구되어왔으며 주로 민간기업의

성과 향상의 전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한장협, 김판수, 2012)

또는 고객만족은 단순히 고객의 평가적 반응(Tse & Wilton, 1988)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고객만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크게 고객만족 개념을 과정(process)적 측면과 결과(outcome)적 측면

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과정(process)에 중심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만족의

경험이 최소한 기대한 것보다 좋았다거나 선택한 대안이 사전적 신념과

일치 되는 지로 본다. 또는 인지적 상태, 평가, 정서적 반응, 정서적

반응이 결합된 판단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박명호, 조형지,

2000) 반대로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고객만족을 소비가 지불

한 대가에 대해 적절 또는 부적절하게 조성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인지

또는 감정적 반응 등으로 평가한다.(이유재, 2000) 즉 고객만족은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만족도의 측정도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광희, 홍운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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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의 측정은 기대-불일치 패러다임(Oliver, 1980)이 주로 사용

되었다.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에 기초한 대표적인 측정방식은 품질 속성

들을 개념화한 SERVQUAL척도이다.(Parasuraman et al, 1985) 이 방식은

유형성(tangibles), 신뢰성(reliability), 반응성(responsiveness), 확신성

(assurance), 공감성(hy)등 5개 차원의 22개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평가

척도이다. 이 22개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형 척도를 이용하여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 성과를 각각 별도로 측정하여 그 차이의 방향과

크기로 지각된 서비스 질을 계량화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고객만족 산출 시 선행변수 또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고객만족도에서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의 관계이다.

두 변수가의 관계가 무엇이 선행변수이냐에 따라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이광희․홍운기, 2005) 먼저 “선 만족 후 품질”은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

이고 전반적인 평가인 반면에 만족은 거래 특유의 평가를 의미하며 만족

/불만족의 누적이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에 나타난다. 반대로 “선 품질

후 만족”의 입장은 이러한 주관적인 해석이 기대와 비교되어 만족/불

만족이 생겨난다. 결론적으로 고객만족과 서비스 품질이 긴밀한 연관이

있으나,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렵다.(이광희․홍운기,

2005) 두 개념에 대해 실용적 접근은 만족도 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목적이 크게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는 것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구성체계 및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으로 파악할수 있다.(황아란,

2003) 기관 간 비교평가가 목적이면 만족도의 전반적 수준을 파악해야하고,

특정 기관의 서비스 개선에 목적이 있다면 하위 구성요소와 중요도를

파악하여 측정해야한다. (이광희․홍운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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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서비스의 고객 만족도조사 개념과 의의

공공부문에서 고객만족의 개념이 등장한 계기는 Osborn &

Gaebler(1992)에 의해서이다.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좀 더

성과지향적 정부로 변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가적 정부를 주장하고,

기업가적 정부의 핵심 내용이 고객지향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

서비스의 수용자들을 고객으로 보는 관점은 비용의 지불과 서비스 수용자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 또는 국민들을 서비스 사용의 대가를 지불

하고 사용하는 고객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향수, 안병기, 2011)

점차 공공부문에서도 고객중심경영은 행정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

되었다. 공공 서비스의 고객은 국민이다. 즉, 국민, 시민, 주민, 동민 등

다양한 범위와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는 국민을 위해 계

획・생산・공급된다.(현승용, 권혁재, 2005) 또한 공공부문의 고객은 경제

적 행위자로서 소비자임 동시에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시민이다. 이처럼

시민․국민을 고객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되어 왔다.

더불어 1990년대 신공공경영(new public management, NPM)과 정부

혁신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서비스의 측정・개선에
관심이 급증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독점성과 비유연성으로 인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약되어 있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서비스의 질이나

만족도를 직접 평가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청림,

이유재 2012) 이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 역시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을 만족시키는 업무처리를 해야 하고, 서비스

질의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이향수, 안형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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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조직의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국민)의 평가를 조직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이다.(이상미, 2016) 고객만족도가 성과지표로

주요하게 활용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논리상 고객

만족도를 사업의 최종적인 기대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outcome measure)로 보기 때문이다. 최종 수혜자인 고객 즉 국민의

만족과 행복이 공공서비스의 목적이라고 볼 때, 공공부문의 궁극적인 성과를

나타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만석, 2011)

이와 반대로 성과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주관적인 평가로 만족도

평가가 행정서비스의 객관적 산출(실적)과 일치하는가가 논란이 제기 된

바가 있다.(황아란, 2003)

하지만 행정의 목적이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로서 국민의 평가와 의

견수렴은 필수 불가결하므로 고객의 욕구에 대응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

중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행정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필요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해외의 공공서비스 부문 조사 사례 및 비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측정은 각 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표 1]

미국의 ACSI(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은 미국의 경제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 지수로서 10개 경제 분야와 43개 산업에 속하는

300여개 주요 기업의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미국 내에서

구매 가능한 모든 제품 및 서비스 품질과 만족에 관한 통일 지표로서

국가 경제 성과에 대한 예측 지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4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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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2015년 약 70,000여명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인터뷰를 한다. 미국품질관리협회(ASQ, the

American Society for Quality)와 미시간대학 경영대학원, CFI그룹이

공동으로 조사・발표한다.

영국은 UKCSI(United Kingdom Customer Satisfaction Index)로 각

기업의 목표 달성 및 기업성과 제로를 위해 매년 조사하고 있다. The

Institued of Customer Service에서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집계하고 있다. 13개 경제 분야에 속하는 228개

기관의 소비자로부터 설문응답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측정한다.

독일의 고객만족도 조사(Kundenmonito Deutschlan)는 1992년부터 만

16세 이상의 독일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서비스 모니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0가지 분야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공공부문에 고객만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고(한인선․신열, 2006), 공공부문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측정은 시민만족도, 고객만족도 등 다양한 용어로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이향수․안형기, 2011) 1990년대 후반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되었으며, 본격적인 고객만족도 조사의 실행은

2007년부터 법률(공운법 제13조 제2,3항)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이다. 고객을 공공기관의 서비

스를 제공받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으로 정의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독일 등이 국가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고

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에서는 주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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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국가의 전체 산업분야에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측정방식도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특화 한 PCSI 모델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분야 서비스 평가를 위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PCSI의 조사 모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최초

도입 후 적용해온 PCSI 1.0모델과 2015년 도입된 PCSI 2.0의 모델을

비교하여 본 조사에서 활용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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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객만족도

ACSI

영국 
고객만족도 

UKCSI

독일 
고객만족도조사
Kundenmonitor 
Deutschland

한국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주관기관

미국품질관리협
회, 미시간대학 
경영대학원,

CFI그룹 공동

The Institute
of Customer

Service

ServiceBarome
ter AG

기획재정부

조사빈도
산업별 연 1회 
조사, 분기별 

발표(산업 순환)
연 2회 연 1회 연 1회

시작연도 1994 1997 1992 2007*

조사대상
분야

제조 및 서비스,
정부 및 공공 
행정부문에 
속하는 43개 
산업의 300여개 
기업과 주정부,
연방정부,
공공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
사용한 고객

- 자동차 생산  
및 대리점

- 금융서비스
(은행)

- 금융서비스
(보험)

- 레져
- 소매(식품)
- 소매(비   
식품군)

- 통신
- 관광
- 교통
- 유틸리티
- 공공서비스

(지방)
- 공공서비스

(중앙정부)

- 금융 서비스
- 기간시설 및 
통신
- 물류
- 미디어
- 교통
- 생산
- 소매
- 기타

모든 공공기관

분석단위
기업, 제품,
서비스

기업, 제품,
서비스

산업별 기관별

고객종류 개인 개인 개인 개인/법인**

조사방법 전화/이메일 온라인
전화,

온라인조사
면접, 전화,
온라인***

공공서비스 
포함여부

O O O O

* 주1 : 1999년 19개 정부투자기관 대상 최초 실시하였으나, 전체 공공기관은 2007년 실시

** 주2 : 개인이 분석 단위였으나, PCSI 2.0에서 법인 포함

** 주3 : 개별면접이 기존 조사원칙 이었으나, PCSI 2.0 도입 시 전화를 기본 조사 방식으로 개편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간소화 방안 연구(2015.12) 활용

[표 1] 국내외 공공서비스 분야 고객만족도 조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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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PCSI 1.0과 PCSI 2.0 모델의 이해

1. PCSI 1.0 모델의 이해

 PCSI는 2007년에 한국의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평가모델로

설계되었다.6) 공공기관별로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을 감안한 개별적인

설문항목이 개발되었으며, 지수 산출위한 가중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ai)기법에 의해 사전 결정하였다.

초기 PCSI 모델은 기관의 고객만족활동에 대한 고객의 긍정 정도,

고객만족 활동에 대한 고객의 현재 만족수준, 고객만족도 활동에 따른

기관의 성과를 측정되도록 구성하였다. “선행요인 → 만족 → 성과”의

논리적 흐름을 갖는 인과모형으로 개발되었다(그림2 참고). 이로써 PCSI의

측정항목을 선행요인모형, 성과모형, 만족모형으로 구성하였다.1

[그림 2] PCSI 1.0의 개념적 모형

* 출처 : 각 기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2014)

6)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PCSI 모델의 이해(2010, 한국능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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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CSI 1.0 모델의 기본구조

* 출처 : 각 기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2014)

선행요인모형, 성과모형, 만족모형의 세 가지로 평가 측정항목을 구성

되어있다.[그림 3] 선행요인은 품질지수요인으로 서비스 상품품질, 서비스

전달품질, 서비스 환경품질, 사회품질 등의 차원에 대해 측정하고, 각

차원은 각 3개(전체 12개)의 품질요소에 대해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중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만족모형에서 산출된다. 만족

모형 하위 범주차원인 전반적 만족, 요소 만족, 사회적 만족의 차원별로

임의 가중치를 50%, 30%, 20%로 산정하고, 차원별 가중치와 만족 값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그림 4). 종합 점수는 기관 내 여러

사업의 산술평균을 통해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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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CSI 1.0의 고객만족도 지수 산출 방식

* 출처 : 각 기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2014)

2. PCSI 2.0 모델의 이해

2007년 PCSI모델 도입이후 고객만족도 평균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으며, 절대점수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공기업군은 평균 89.2점, 준정부기관은 82.2점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는

각 92.9점, 88.1점으로 상승하였다. 일례로 한국전력공사는 2010년 98.2점,

한국가스공사는 99.2점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점수가 상향평

준화되면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만족도와는 다소 괴리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몇 년간 고객만족도 점수

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사방식을 변경해왔다. 조사에서 개입 다른 요

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에는 조사의 기본설계자와 공공기관

유형별 주간 사업자로 분리 및 실시업체 선정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공공

기관이 조사기관에 영향력을 줄여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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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의 외부 변인의 영향으로 인한 신

뢰도 저하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고 2015년부터는 PCSI 2.0로 대대적

으로 조사방식에 변화를 두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PCSI 2.0은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국

민들이 체감하는 고객만족도 상승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나, 지수의

상향평준화, 시대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모델 개편의 필요로 2015년

개편․도입하였다.7)

PCSI 2.0은 기존 모델 대비 지수산출의 정교화, 모델항목 간소화, 보

편적 설문구성, 측정항목의 다양성 측면에서 변화를 꾀했다.

먼저 PCSI 2.0 모델은 선행요인으로 서비스 품질(상품, 전달, 환경

(개인)/관계여건(법인)), 사회적 책임, 서비스 비교평가(불일치) 등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표 2] PCSI 1.0과 PCSI 2.0의 비교

PCSI 1.0 (2007년) PCSI 2.0(2015년)

개요․목적 공공부문의 고객만족지수 측정 측정항목 등을 보완한 2세대 모델

구성 체계
3개 지수로 구성

- 만족지수, 품질지수, 성과지수

5개 지수로 구성

- 사회적책임, 서비스비교평가도입

응답척도 7점 척도 11점 척도

문항 수 총 36문항 총 21문항

조사방식 방문조사 원칙 전화․온라인 조사 도입

고객 구분 통일된 설문지로 조사 법인/개인고객의 구별 설문지

사업별

가중치

기관 내 사업별 가중치 부여 X

- 사업간 지수의 산술평균

기관 내 사업별 가중치 부여 O

- 예산, 인력등사업별가중치부여

7)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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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별력 향상을 위해 구성 모델을 5개 지수로 구성하고, 응답척도도

11점으로 세분화하였다.[표 2] 평가 문항의 간소화와 조사방식을 방문

조사에서 전화․온라인 비대면조사로 신뢰도 향상과 동시에 고객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했다.

[표 3] PCSI 1.0과 PCSI 2.0의 측정항목 비교

지수 구분 PCSI 1.0 PCSI 2.0

서비스

품질

모형

서비스

상품품질

편익성 본원적 문제해결
전문성 서비스 효익성
혁신성 서비스 완결성

서비스

전달품질

지원성 인적상호작용
공감성 커뮤니케이션
대응성 고객케어

서비스

환경품질

고객미분류 개인고객用 법인고객用
쾌적성 물리적 환경 협력
편리성 제도/절차/시스템환경 상호호혜
심미성 인적자원역량환경 관계 동등성

사회품질
청렴성 -
공익성 -
안전성 -

사회적

책임모형

사회적

책임

- 정책타당성
- 지속가능성
- 윤리성

서비스
비교평가
모형

불일치
- 기대 대비 비교
- 이상점 대비 비교
- 다른 기관 대비 비교

고객만족

모형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 -
상대적 만족

인지적 만족
욕구 충족

감정적 만족 체감 만족

요소만족
서비스 상품만족

감정적 만족
긍정적 감정

서비스 전달만족 부정적감정
서비스 환경만족 -

사회적 만족 사회적 책임만족

성과

모형

기관 성과
신뢰

신뢰지지
인식전환

사회 성과
국민행복

국민행복
국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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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유형에 따른 법인과 개인고객의 맞춤형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고객을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하고 두 가지로 조사한다. 개인고객에게는

서비스 환경품질로 물리적환경, 제도/절차/시스템, 인적환경역량환경을

질의하고[그림 5], 법인고객에게는 관계여건 품질로 협력, 상호호혜, 관계

등 동등성을 설문한다.[그림 6]

또한 PCSI 1.0에는 법인이 고객이어도 공공기관과 직접 관계가 있는

담당자로 피기관에서 제출한 고객 1명만 응답할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PCSI 2.0에서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 중에 피기관과 접촉점이 있으면 응

답가능토록 구성하였다. 이는 고객을 해당사업 부분을 평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험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정의하여 직・간접 서비스

접촉 고객을 모두 포함하였다.

[표 4] PCSI 2.0 모델 : 고객유형 구분에 따른 측정항목 분리

개인 고객 법인 고객

측정 내용 서비스 환경품질 관계여건품질

조사 항목

① 물리적 공간환경

② 제도/절차/시스템 환경

③인적자원 역량환경

① 협력

② 상호호혜

③ 관계동등성

조사 대상자 직접 관련 담당자만 답변
법인 소속된 자 중 

피조사기관 관련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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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CSI 2.0 모델 – 1 : 개인고객 유형

* 출처 : 기획재정부

[그림 5] PCSI 2.0 모델 – 2 : 법인고객 고객유형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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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슈의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불일치, 사회적 책임 등의 지

수를 포함하고, 기관 내 사업의 예산․인력 등을 구분하여 사업별 만족도

가중치를 부여하여 고객만족지수를 산출하였다.8) [그림 7]

 [그림 7] PCSI 2.0 모델 지수산출 방식

* 출처 : 각 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16)

8) PCSI 2.0 측정항목에 대한 설문내용은 부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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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객만족도 조사의 점수 상승요인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는 정부경영평가 계량지표에 반영됨으로써 공공

기관들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점수가 상승됨에 만점 수준의 상향평준화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서비스 개선으로 만족도가 상승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사자체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점수가 상향 평준화, 과잉 경쟁으로 되면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시스템의 변별력 상실, 기관과 기관별 사업의 특성 미반영, 고객의 의견의

미투영 등 다양한 맹점을 지적되고 있다. 기관별 사업성격 및 다른 변수

요인으로 인해 조사결과가 편향되는 것은 고객만족도 조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고객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고객이 소수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주로 조사와

조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활용하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인지도가

낮아 대국민 관심이 적어 선행연구의 사례가 적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실증연구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의

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공공기관의 타

평가에 비해 실증연구 등이 부족하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의 상승요인 분석(김지영, 2012)」에 의하면 크게 4가지 요인이

점수의 상승요인으로 실증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만족도 산출모형의 구조적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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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CSI모형이 단순하고 만족도 산출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임의적이

라는 것이다. 전반적 만족, 요소만족, 사회적 만족에 임의 가중치를

50%, 30%, 20%로 임의적 설정됨에 따라 실제 고객의 만족도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균점수를 꾸준히 상승시키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PCSI모형 도입 이후 꾸준히 점수가 상승하는 것은 모형자체의

문제점 외에도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법인고객인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 기관은 법인고객이 주요 분포를 이루고 있다. 법인

고객의 특성 상 계약관계 등의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 실제 만족도 보다 과대 추정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의 결정요인(김지영, 2012)」에서 보면 실제 큰 유의성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PCSI 2.0 도입 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KMAC)의 파일럿 조사(2015년)9)결과를 보면 법인고객의 수가 점수에

대한 영향력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KMAC의 파일럿 조사는 PCSI

2.0 도입 이전 사전 설계모형으로 3개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

어촌공사, 사학연금공단)만 조사 적용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2014년 공

공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보다 개인고객은 점수가 대폭 하락하였지만,

법인고객은 그 하락폭이 적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PCSI 2.0에서

법인과 개인고객의 영향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사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세 번째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질수록 고객만족도 점수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대면접촉 조사의 경우 불리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어 현장조사가 비대면조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의 결정요인(김지영, 2012)」에서는 조사방법이 유의미

9)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모형(PCSI) 개선(2015.04)



- 22 -

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고객의 유형에 따라

조사방식이 다양화되어야 하지만, 조사방식의 통일화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델을 개발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실제 PCSI

2.0 도입 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2015)의 파일럿 테스트를 보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가 설문 평균시간이 축소되었으며, 점수의

차이도 존재한다고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의 결정요인(김지영, 2012)」

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결론내린 모집단 대비 표본의 비율이다.

모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모집단이 클

경우 관리 고객의 범위가 넓어져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접촉기회가

적어지고, 추출되는 표본 수가 많아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한다.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고객의 수는 천차만별이지만 이 요소가 점수를 결정

짓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4 절 연구가설 

공공기관만족도 조사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PCSI의 기존모델이 기관의 특성에 따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사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과 공공기관의 수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방식을 고도화하여 변경해오고 있다.

2015년 PCSI 2.0에서 다른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모델

개선을 통해 조사에 적용하였다. 이로써 PCSI 2.0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영향최소화를 위한 설계로 과거 조사의 한계가 해소 되었는지,

PCSI 2.0이 설계된 특수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세우고,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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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 PCSI 2.0 도입을 통한 조사기법의 변화로

- 가설 1 : 고객만족도 점수의 점수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쳤다.

- 가설 2 : 고객의 유형(개인/법인)에 따른 점수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 가설 3 : 모집단과 표본크기에 따른 점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1. 가설 1 : PCSI 2.0 도입을 통한 조사기법의 변화로 고객만족도 점

수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쳤다.

PCSI 2.0에서는 기관의 절대득점이 100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식을 개편하였다. 실제 2014년 최고점수는 99.6점에

달한다. 이 높은 점수가 실제 고객의 만족도를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수

용하기 어려운 점에서 조사 실효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별력을 향상하기 위해 설문문항과 지수산출 방식, 조사방식을 대폭 변

경하였다.

첫 번째로 기존의 모델이 지수 산출 시 선행요인의 직접영향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설문차원 및 구성요소의 만족도 결과가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하였다. 3개 지수에서 5개 지수로 평가항목을 늘이고 척도는 7점에

서 11점으로 사용하였다. 설문항목도 전반적․포괄적 문항을 통해 전체

기관의 수준이 비교 가능토록 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기본설계 시 고객범위와 사업선정 등 조사의 근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였다. 기본설계 시 기관 별 전체 사업의 모집단, 예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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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투입인력 등을 기초자료로서 활용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제출 자료

에만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 ALIO,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주무부처 제

출 사업계획 등 증빙 자료를 통해 검증하여 대상사업의 누락․축소 등을

제거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기관이 불리한 사업과 모집단

수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 누락, 착오 등 조사의 한계성을 차단하고자 하

였다.

마지막으로 개별면접조사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통화,

온라인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PCSI 이전모델에서는 조사방식을

대면조사로서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비도덕행위, 면접관과 공공기관의 동행 등이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왔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비대면접촉 전화조사로 조사 방식을 변경하였다. PCSI 2.0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전화조사가 불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일부 기관만 현장

조사 및 출구조사를 시행한다. 2016년 기준으로 9개 기관이 출구조사 또는

혼합조사방식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로써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측정 문항과 측도 변경, 검증 강화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의 상향 평준화 되어있는 점수가 낮아지고,

기관 간 점수의 차등 폭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PCSI 2.0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변별력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졌다고 하지만 변별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기준이 부재하여 단지, 여기서는 고객만족도 점수의

하락과 기관 간 점수의 분포에 대해서만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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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 : PCSI 2.0 도입을 통한 조사기법의 변화로 고객의 유형(개

인/법인)에 따른 점수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법인고객이 많을수록 고객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기초하여 이를 해소

하기 위해 PCSI 2.0가 설계되었다. 이로써 고객정의를 명확히하고 고객의

유형을 개인/법인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설문지를 작성하는 등 조사 기법을

차별화하였다.

먼저 공공기관의 고객의 범위를 조사 설정 기간 내에 서비스를 1회

이상 경험 고객으로 설정하였다. 고객을 정의 후 고객의 유형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유형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경험함 모든

고객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기존 조사에서는 고객을 분류하지 않고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 받은

특정 담당자․업체 대표 또는 개인으로만 고객을 한정하였다. 따라서

설문지 고객 리스트에 지정되지 않는 고객은 고객만족도 조사 응답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하지만 PCSI 2.0에서는 고객의 유형을 개인/법인․기업고객으로 분류

하도록 하였다. 특히 법인 고객의 경우 제출한 특정 담당자가 아닌 법인

종사자를 고객의 범위로 확대하여 담당자가 아닌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조사 가능토록 하였다. 즉 법인고객은

해당 법인에 속해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응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설문 문항을 고객 특성에 따라 개인고객용과 법인고객용으로

분리하여 조사한다. 개인 고객의 경우 서비스 환경품질(물리적 환경,

제도․절차․시스템, 인적자원역량환경)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법인고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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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여건 품질(협력, 상호호혜, 관계동등성)로 평가한다. 고객의 특성에

맞춘 평가항목을 통해 고객의 유형에 따라 점수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한다는 가정 하에 설계 되었다.

따라서 PCSI 2.0에서는 기관 내 고객의 유형과 그 비율에 따라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고 볼 수 있어, 기관 중 법인고객 비율이 높은 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완화되었다고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3. 가설 3 : PCSI 2.0 도입을 통한 조사기법의 변화로 모집단과

표본크기에 따른 점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의 모집단 크기의 편차가 매우 크다. 2013

년에 최소값은 50개에서 최대값은 약 4만개까지 차이가 크다. 이는 모집

단의 크기에 따라 표본의 산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집단의 크기는 크

게는 수십 배의 차이를 갖고 있어 기관들은 고객관리의 어려움 및 형평

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 모집단의 크기는 표본 산출에도 영향을

미쳐 조사의 신뢰도와 연계가 높으며, 조사 비용과 직접 연관이 있다. 표

본추출방식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야하며, 오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모집단인 고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모든 사업과 고객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PCSI 1.0에서는 모집단의 리스트(조사

사업)를 피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 고객

정의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미제출, 불리한 사업 및 모집단을 고의적으로

누락, 조사기관과의 유착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10) 즉, 고객

만족도 사업의 모집단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흡하여 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고객만족도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10) 2016년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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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관리의 영역에서도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경우 모집단이

커 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소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경우 모집단이 작아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모집단의 정의와 확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PCSI 2.0에서는 모집단 관리에 따른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기관을 지정하여 기본설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독립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기초

설계를 체계화 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고객정의 명확화, 제외 고객

기준 확립, 모집단・표본설계・검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간접 고객까지
확대함에 따라 모집단을 확대하고, 검증과 실사를 통해 기본설계에서

부터 모집단이나 고객으로 인한 기관별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표 5] PCSI 1.0과 2.0 비교 : 모집단 산정 및 표본 산출 기준 변화

PCSI 1.0 PCSI 2.0

고객 정의
직접 수혜고객만 대상

외국인, 해외거주자 제외

직・간접 고객 포함

외국인, 해외거주자도 확대

모집단

산출

기관 별 당해연도 예산,

인력을 기준으로 검증

① 기관별 예・결산, 인력,
주요사업 등을 통한 누락

방지

② 전년도 조사 모집단

크기와 비교 등

모집단 및

사업검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사전・사후 선발적 검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사 전 전체 공공기관 검증

표본산출
고정된 표준편차, 허용오차,

신뢰도로 산출

기관별 전년도 또는 3개년

표준편차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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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집단의 크기는 표본에도 영향을 미치며, 조사의 정확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표본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야하며, 오

차를 줄일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PCSI 1.0의 표본추출은 2009년 이전 10년도 NCSI조사와 기본설계자

의 경험 치에 근거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적

용하였다.[표 6] 고정식으로 신뢰도 95%, 허용오차 ±1, 표본표준편차는

14로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6] PCSI 1.0 기존 표본 추출 방식

표본크기 =
 




단, A:최대허용오차, N:모집단크기, s:표본표준편차=14

이 산출 방식은 표본표준편차가 14로 고정되면서 모집단 크기가 클수

록 표본 산출비율이 커지도록 구성되었다.[표 7] 기관의 고객의 대표성을

반영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집단이 클수록 표본의

샘플의 크기가 커지고, 작으면 작아지도록 설계해야한다. 따라서 PCSI

2.0에서는 기존의 표본추출 방식에서 [표 8]과 같은 식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에 고정한 표본표준편차를 일괄 적용이 아닌 개별 기관의 전년도 조

사의 사업별 표본의 표준편차 혹은 3개년 표본표준편차의 평균을 사용하

였다. 최대 허용오차도 과거 자료의 분석을 통해 2.5%로 설정하였다. 이

를 통해 실제 개별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모집단의 추이를 반영하여 고

객의 수에 따라 표본의 수도 상응하여 변화하도록 설계하였다.

[표 7] PCSI 1.0 표본표준편차 크기에 따른 표본 크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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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PCSI 1.0 표본표준편차 크기에 따른 표본 크기의 변화

* 출처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최종보고(2016.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표 8] PCSI 2.0 표본산출 방식

표본크기 =
 




A:최대허용오차, N:모집단크기, s:표본표준편차

이를 표본 산출방식 변경하였을 경우 본 조사의 77개 기관 중 4개년

모집단 자료를 가진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4개년 모집단이 조사되는

49개 기관의 모집단과 표본의 변화량을 t-test로 살펴보면 [표 9],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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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I 2.0 도입 전/후로 2013, 2014년과 2015년, 2016년 각 2개년의 개별

기관 별 모집단과 표본의 증가량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9] PCSI 2.0 도입 전후 모집단 크기에 따른 변화

구분 기관수 모집단 평균 변화량 표본 평균 변화량

모집단 작은기관 24개 462.9 -14.0

모집단큰기관 25개 2,533,502.3 191.4

[표 10] PCSI 2.0 후 모집단 및 표본 변화량

t값 자유도 유의확률 F값

모집단 수 변화 -0.1923 47 0.000 15.649

표본 수 변화 -2.2068 47 0.005 8.783

* 유의확률 p<0.10

** p값은 등분산을 가정한 유의확률

t-test 결과 모집단이 큰 기관은 표본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모집단

이 큰 기관은 표본의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기관의 모집단과 표본

의 변화는 PCSI 2.0 도입으로 모집단과 표본의 수가 줄어 들었다. 이는 기

존에 공공기관의 모집단과 표본이 기관별로 적절한 모집단과 대응하는 표

본을 산출 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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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증분석

제 1 절 자료 및 모형

1. 조사 대상 자료

분석 기간은 기관별 2013~2016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로 한정

하였다. 2015년 도입 된 PCSI 2.0이 2개년 동안 점수가 산출되어 PCSI

2.0 도입 전후 2개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산정하였다.

조사대상 기관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연속적으로 조사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 기관은 매년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약 300개 기관이

조사 된다. 따라서 전체 기관을 살펴보는 것은 범위도 넓고, 조사 대상

기관 선정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조사 연속성이 높은 통합조사 대상

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을 설정하여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 기관은 총 104개로 2013~2016년 4개년 동안 조사가 지속된 기

관으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 모집단수, 표본

의 크기 등을 영업상 비밀로 공개하지 않아 부득이 조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04개 중 최종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77개 기관[표 11]을 대상

으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고객만족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자료에서 관측될 수 있는 최대 관측 수는 308개이나, 고객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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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서 일부 누락 및 공공기관의 자료 소실 등의 이류로 일부

변수의 경우에 308개 이하로 관측되는 경우가 있다.11)

[표 11] 조사 대상 기관 리스트(77개)

공기업

(14개)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주택도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정부

기관

(63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거래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반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소비자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임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1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에 표기되지 않거나, 담당자 변경 등으
로 기관 내 자료의 소실, 일부 비공개로 인해 모두 관측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불균형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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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가설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의 실증연구 방법으로 조사하

였다.

첫 번째 가설인 고객만족도 조사의 변별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2015년

전후의 기관별 고객만족도 점수의 t-test와 연도별 표준편차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조사결과로 2015년 PCSI 2.0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 고

객만족도 조사 점수의 분포와 평균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설을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구축된 관측

자료를 토대로 공공기관별 점수의 설명변수에 대한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분석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이 개별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 이는 실제 시간에 따라 변하지는 않는다는 가정 하

에서 설정하였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기관별 특성이 고객만족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추정할 회귀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분석은 SPSS를 통해 진행하였다.

< 회귀분석식 >

     PCSIit = α + yeart + β1corporationit + β2(Dit*corporationit) + 

β3(populationit)  + β4(Dit*populationit) + β5(sampleit) + 

β6(Dit*smapleit)  + β8Scaleit + β9methodit + β10typeit + 

εit  

종속변수는 공공기관 I의 t기의 고객만족도 점수(PCSIit)이다. 먼저

PCSI 2.0 도입 전후를 살펴보고자 더미변수로 PCSI 2.0 도입 전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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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yearD)로 설정하였다. 0은 PCSI 1.0인 2013~2014년, 1은 PCSI 2.0인

2015~2016년로 설정하였다. 설명변수는 공공기관 I의 t기 법인표본 비율

(corporationit), PCSI 2.0 도입 후 법인표본비율(Dit*corporationit), 모집단

크기(Populationit), PCSI 2.0 도입 후 변수와 모집단의 크기

(Dit*Populationi), 기관별 모집단 대비 표본비율(sample), PCSI 2.0 도입

후 변수와 표본 비율(Dit*smapleit)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서는 공공기

관의 크기(Sclae)로 연도별 기관의 정원12)을 포함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방법(method)으로 0은 대면 조사, 1은 비대면 조사로 피조사기관의

유형(type)으로 0은 공기업, 1은 준정부 기관으로 설정하였다.

3. 기초 통계량

77개 기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는 2013에서 2016년 간 기초통계량은

[표 12]와 같다. 전체 기관의 평균은 89.284점이며, 표준편차는 5.409점이다.

전체 기관의 모집단의 수는 평균 2,074,078개이며, 최소 58개에서 최대

41,4999,148개로 기관 간 크기가 매우 차이가 크다. 이는 일부 소수를 대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영역의

기관(예 :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으로 기관별 사업 성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표본 수는 평균 631개로 최소 58개에서 최대 3,210개

로 약 55배가 된다. 개인과 법인 표본은 평균 각 316개, 309개이다.

전체 모집단 대비 표본 비율은 약 29%이고, 기관별 전체 표본 수 대비

법인표본모집단 대비 표본의 비율은 평균 60.769%, 표준편차는 40.703로

아주 큰 편차를 보인다. 기관 별 크기는 정원 수13)로 평균 1,375명이고,

최소 55명에서 21,449명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공공기관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시기가 달라 대차대
조표 결산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기관의 크기를 기관별 정원으로 선정

13) 기업의 정원 수는 공공기관 알리오 기준 임원, 정직원, 무기계약직의 수(비
정규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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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 기초 통계량

속성 관측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점수(점) 308 89.284 71.700 99.600 5.409

법인표본 수(개) 283 309.410 0 1,762 284.039

표본 중 
법인표본비율(%)

285 60.769 0 100 40.730

모집단 수(개) 229 2,074,078.541 58 41,599,148 7,644,933.744

표본수(개) 295 630.654 58 3,210 479.809

모집단 대비 
표본 비율(%)

229 28.768 0 100 35.665

개인표본수(개) 284 315.725 0 3,210 492.694

기관의 크기
(정원수, 명)

295 1,374.912 55 21,449 2,956.499

유효 통계 224

제 2 절 실증 분석

1. 기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 t-test

[표 13] 고객만족도 점수 t-test결과

속성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p값

PCSI 1.0 154 90.721 4.668
-4.830 306 0.003

PCSI 2.0 154 87.846 5.723

* 유의확률 p<0.01

** p값은 등분산을 가정한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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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PCSI 도입 전 후 각 2개년의 t-test 결과 t값은

–4.830으로 PCSI 2.0 도입으로 평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PCSI 2.0

은 평균 약 2.976점의 평균이 하락하었고, 표준편차가 5.723으로 이전 대

비 1.055점 늘어났다. 이는 PCSI 2.0가 원래 설계 된 대로 고객만족도

점수의 기관 별 점수 분포가 보다 넓어졌으며,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가

하락되었다고 판단된다.[표 13]

더 세분하여 77개 기관의 각 2013~2016년 연도별 관측치를 보면 PCSI

2.0을 도입한 2015년에 평균이 대폭 하락되었고 표준편차도 상승하였다.

[표14] 또한 왜도도 음의 왜도를 갖고 있었으나, 2015년 전후로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토대로 PCSI 2.0의 도입으로 인해 변별력이 강화되

었다고 분석된다. 특히 PCSI 도입 시점인 2015년 평균 점수와 왜도의

큰 하락으로 도입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그림 8]

[표 14] 2013~2016년 고객만족도 점수 연도별 통계량

연도 통계량 평균 최소값 최대값 범위값 표준편차 왜도

2013 77 90.54 78.80 98.90 20.10 4.59 -0.28

2014 77 90.90 79.80 99.60 19.80 4.76 -0.28

2015 77 87.66 76.60 99.60 23.00 5.96 -0.033

2016 77 88.03 71.70 99.10 27.40 5.51 -0.265

총 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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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2013년~2016년 고객만족도 점수 분포

하지만 PCSI 2.0 도입 시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 기관별 분포(표준

편차)에 대해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증결과의 표준편차가 약 5.7점이 본래

의도한 분포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2015년 PCSI 2.0 도입 이후에도

기관의 최고점이 계속 99.60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수준이고, 2016년에는

오히려 평균과 표준편차가 상향하였으며, 여전히 평균보다 높은 점수로

점수의 분포가 치우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추적통계를 통해 고객만족도 점수의 적정한 점수와 분포도를 설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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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회귀분석 추정

회귀분석 결과 전체 데이터의 약 32.3%(R제곱 = 0.323)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F값이 10.142,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0.000이으므로 신뢰 할

수 있다. 단, 앞서 말한것과 같이 전체 데이터는 불균형 관측치로 전체

관측수는 224개이다.

[표 15] 고객만족도 점수 회귀분석 결과

전체 관측수 : 224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93.805 1.216 77.122 0.000

PCSI 2.0
도입 이전-후

-4.798 1.474 -0.454 -3.255 0.001

법인표본비율 -0.002 0.012 -0.020 -0.209 0.834

PCSI 2.0 도입 후 
법인표본비율

0.040 0.018 0.286 2.235 0.026

모집단 수 0.000 0.000 0.127 1.378 0.170

PCSI 2.0 도입 후 
모집단 수

0.000 0.000 0.033 0.374 0.709

표본비율 -0.008 0.014 -0.052 -0.552 0.582

PCSI 2.0 도입 후 
표본 비율

0.040 0.020 0.207 2.023 0.044

기관의 크기 0.000 0.000 0.139 2.092 0.038

조사방법 -1.525 1.398 -0.143 -1.091 0.277

기관의 유형 -3.398 0.885 -0.254 -3.838 0.000

모형요약
R제곱

분산분석
F변화량 유의확률

0.323 10.142 0.000

* 신뢰구간 : 95%



- 39 -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4]

연도더미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편 본 결과 앞의 t-test와 마찬가지로

PCSI 2.0 도입 이후 점수 하락되었다. PCSI 2.0도입으로 인해 약 3.3점

의 점수 하락되었으며, PCSI 2.0은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PCSI 2.0 도입으로 법인고객의 비중이 높을수록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두 번째 가설은 0.026으로 유의미하다. PCSI 2.0 도입 이후 법인

고객이 많은 기관일수록 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아진다. PCSI 2.0는 법인

고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을 억제하고자 고객의 유형을

분리하여 조사기법을 개편하였다. 하지만 회귀분석 결과 PCSI 2.0은 기존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객만족도 점수에는 법인고객의 비율은 유의확률 0.834로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PCSI 2.0 도입으로 법인고객이 많을수록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오히려 점수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에 모집단의 수는 유의확률이 0.170으로

고객만족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PCSI 2.0도입

이후에도 유의확률이 0.709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모집단의 크기는 기관의 사업성격에 따라 그 크기가

매우 다르다. 기초통계량[표 12]에서와 같이 가장 큰 기관은 약 42천개이고,

작은 기관은 58개이다. 모집단이 클수록 기관의 관리가 어려움이 커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PCSI 2.0 도입이후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점수에 영향을 미

친다고 나타난다. PCSI 2.0 도입으로 인해 표본의 수가 큰 기관의 점수가

상승하였다. 이는 모집단에서 표본산출의 대표성을 확보 및 표본 수가

적정화됨에 따라 고객만족도 점수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된다. PCSI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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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모집단이 커서 관리의 어려움과 표본의 대표성에 대해 불리하였던

큰 기관이 기관 고객의 표본수가 적정화 됨에 따라 점수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관의 크기(정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에 작지만

영향을 준다. 기관이 크기가 클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기관의

정원이 많을수록 고객관리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이로써 1인당 관리하는

고객의 비중이 작아 고객관리가 유리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조사방법(비대면조사 0, 대면조사 1)은 공공기관고객만족도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CSI 2.0에서 전화조사인 비대면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전화조사가 어려운 기관에 한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고객이 불특정 다수로 전화번호를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출구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 예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

교통공단, 독립기념관 등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모집단은 대부분 유사하거나 똑같은 고객을 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방식의 변경은 영향이 없다고 판된된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유형(공기업 0, 준정부기관 1)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회귀분석결과 공기업이 준정부기관보다

점수가 높다. 공기업은 시장형, 준시장형으로서 구분되며, 수익성을 내는

기관들로서 준정부기관보다 민간의 성격을 갖고 있으다.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이나 기금관리형으로서 공기업보다 공공성을 더 띄고 있다.

따라서 기관의 종류는 기관의 운영, 고객관리 등에 영향을 미쳐 공공

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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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측 데이터를 PCSI

2.0 전·후표 로 분리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

[표 17]로 볼 수 있다.

[표 16] PCSI 1.0 고객만족도 회귀분석(2013~2014년)

관측수 : 96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92.191 1.261 73.131 0.000

법인표본비율 0.011 0.010 0.115 1.139 0.258

모집단 수 0.000 0.000 0.192 1.799 0.075

표본비율 -0.002 0.012 -0.015 -0.136 0.892

기관의 크기 0.001 0.000 0.278 2.633 0.010

조사방법 0.208 1.310 0.015 0.159 0.874

기관의 종류 -3.143 1.052 -0.312 -2.988 0.004

모형요약
R제곱

분산분석
F변화량 유의확률

0.273 5.573 0.000

* 신뢰구간 : 95%

[표 17] PCSI 2.0 고객만족도 회귀분석(2015~2016년)

관측수 : 128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92.347 3.079 29.988 0.000

법인표본비율 0.026 0.012 0.192 2.142 0.034

모집단 수 0.000 0.000 0.154 1.623 0.107

표본비율 0.028 0.017 0.169 1.661 0.099**

기관의 크기 0.000 0.000 0.086 0.905 0.367

조사방법 -4.204 3.176 -0.113 -1.324 0.188

기관의 종류 -3.594 1.407 -0.245 -2.554 0.012

모형요약
R제곱

분산분석
F변화량 유의확률

0.232 6.090 0.000

* 신뢰구간 : 95% / ** 신뢰구간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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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공기관의 고객만조도 조사 관련 정보의 누락, 비공개 등으로

불균형 관측치로 PCSI 1.0은 96개, PCSI 2.0은 128개이다.

PCSI 1.0서는 기관의 크기와 기관의 종류는 각각 유의확률 0.010,

0,004로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기관의 크기가 클수록 점수가 높으며, 공

기업이 준정부기관보다 점수가 높다. 반면 법인표본의 비율, 모집단 수,

표본의 비율, 조사방법은 고객만족도 점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CSI 2.0 도입 이후 법인표본의 비율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에 유의미한 변수로 보여진다. 법인고객의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점수가 높아진다는 점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물론 PCSI 2.0설계 시 법인

고객의 비중이 높은 기관이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고객유

형을 분리하여 실시하였으나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PCSI

2.0에서는 고객 유형의 분리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법인고객을

많이 가진 고객이 유리하도록 구조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본의 비율은 PCSI 1.0에서 영향이 없었으나, PCSI 2.0에서는 유의

확률이 0.099로 기각될 수 있지만, 신뢰구간 90%에서 살펴 볼 경우 작지만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모집단 대비 표본의 비율이 높을수록 점

수가 높아짐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표본 수가 적정화 되어 표본비율이

큰 기관이 점수가 상승하였다.

하지만 PCSI 2.0에서는 기존 PCSI 1.0에 영향을 미치던 변수인 기관의

크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기존에 기관의 크기가 클수록

점수에 영향을 미쳤으나, PCSI 2.0 도입 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사 설계 상의 조작은 없었으나, 고객의 정의 확대, 표본의 산출 방식

변경됨에 따라 적절한 표본의 추출로 기관의 크기보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도록 설계되어 영향이 적어졌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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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CSI 2.0에서는 PCSI 1.0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모집단의 수,

조사방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여전히 기관의 종류는 준정부

기관이 공기업에 비해 점수가 낮다. 비록 t값이 조금 작아져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유형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

해 개선된 조사 모델인 PCSI 2.0의 도입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PCSI 2.0 도입으로 상향 평준화 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평균 점수가 하락하였으며, 표준편차도 커지고,

범위 값이 늘어나고 왜도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점수에 대한 적정한 변별력에 대한 정의나 척도가 부재한다.

따라서 고객만족도 점수에 대한 적정한 변별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도 점수의 변별력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도 점수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통계를 통해 변별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의하고 적정한 수준의 점수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PCSI 2.0 도입 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고객

유형(개인/법인)에서 법인고객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기존에

PCSI 1.0에서는 고객의 유형의 분리도 없었지만, 고객의 유형이 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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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모델로 개편이 되면서 기관의

표본 중 법인 고객이 많을수록 점수가 상승한다.

세 번째로 PCSI 2.0에서 모집단의 크기에 따른 점수의 영향은 없다고

분석된다. 모집단이 클수록 점수의 관리가 어려워 모집단의 모집단이 클

수록 불리하다고 보여졌지만, 실제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모집단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PCSI 2.0 도입 전후로도 마찬가지다.

고객정의 명확화와 확대, 모집단 산출의 검증 강화는 공공기관 간 누락

방지 등 형평성의 측면에서 올바른 측면으로 보여 진다.

반면에 PCSI 2.0 도입 후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점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모집단이 클수록 표본이 커지면서 불리하다고

보여지는 모집단이 큰 기관이 유리해짐으로써 PCSI 2.0으로 점수 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크기는 고객만족도 점수에 작지만 영향을 미친다. 기관의

크기가 클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고객 관리 인력이 적은 기관에

비해 높아서 보다 유리하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조사방법으로서 대면/

비대면은 점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고객의 모집단이 많이

변하지 않으며, 조사방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일수록 고객만족도 점수는 높아진다. 공기업의 성격

상 민간성을 띄고 있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점수가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 공공기관이 점수 자체를 비공개 정보 제공을

비동의 또는 일부 공개 한 기관이 많고, 정보를 제공해 준 기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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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 수, 표본 수 등의 누락14) 및 비공개로 인해 불균형자료로 분석되

었다는 것이다.

기관별 조사 보고서 내에서도 모집단 수, 표본 수, 고객의 유형 별

비율, 실제 응답률, 대면조사와 비대면 조사 비율, 표본 산출 방식 등이

표기되지 않아 해당 기관에서도 담당자의 변경, 자료의 누락 등으로

인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기관별로 조사하는 조사

실사업체별로 보고서의 양식이 달라 기관마다 갖고 있는 기본 자료가

다르다. 이는 결측값이 많이 생성되면서 불균형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실제 가설의 검증으로 연구결과에 도달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방법은 다른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원

의 능력, 조사 시기, 조사 대상 변화 등과 같은 요소가 공공기관 고객만

족도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PCSI 2.0 도입 이후에도 공공기관 고객만족 조사에서 다른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적 통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를 지속 분석하고 불필요한 변인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모형을 고

도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처럼 모집단의 크기와 기관 크기(정원 수), 기관 유형이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의 기관 분류와 상대평가 방법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능별 기관 분류보다는 모집단의 수, 관리 인력에

대한 가점이나 계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기초 자료인 고객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기관 내 자료

누락, 비공개, 소실 등으로 불균형 자료로 도출되었다. 특히 만족도 조사의

14) 담당자 변경에 따른 정보 소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내 정보 부
재에 따른 정확한 정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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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체가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으나, 기관별 결과 보고서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실사 업체 별 양식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어 자료의

일치성이 낮고, 결과 자료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모집단, 표본 수,

응답자 비율 등이 누락되어있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향후 정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실사업체 간 필수 자료를 통일 할 필요가

있다. 통계 분석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모집단 수, 표본 수, 표본산출

방식, 응답률, 조사방식 등은 모든 기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고객의 의견이 투영되어 향후 기관이

고객관리, 사업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는 정부경영평가를 위한 일회성 단순 측정이 아닌 전체

기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수의 개선을 위해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편차를 줄여 공공기관과 국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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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PCSI 2.0의 측정 및 설문항목

차원 요소 설문 항목

서비스

상품품질

본원적 문제해결
◦◦기관에서 수행한 업무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다

서비스 효익성
◦◦기관이 수행한 서비스는 결과적으

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서비스 완결성
◦◦기관의 업무처리는 빈틈없고 철저

했다

서비스

전달품질

인적상호작용
◦◦기관을 이용하면서 나는 직원과 활

발히 교류했다

커뮤니케이션
◦◦기관 직원과 나의 의사소통은 명확

하게 이루어졌다

고객케어
◦◦기관 직원은 내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했다

서비스

환경품질

(개인고객)

물리적 공간 환경 ◦◦기관의 시설 및 환경은 쾌적하다

제도/절차/시스템환경
◦◦기관의 서비스는 고객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진행된다

인적자원 역량환경
◦◦기관 직원은 전반적으로 고객에 대

한 업무능력이 뛰어나다

관계여건품질

(법인고객)

협력
◦◦기관과 우리기업은 문제해결을 위

해 서로 협조한다

상호호혜
◦◦기관과 우리기업은 서로에게 도움

이 되는 존재인다(win-win관계 형성)

관계 동등성
◦◦기관은 우리기업을 업무상 대등한

관계로 대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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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요소 설문 항목

사회적책임

정책타당성
◦◦기관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추

어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기관은 국가나 사회의 미래가치 창

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리성
◦◦기관의 업무수행은 고정하게 이루

어진다

불일치

기대 대비 ◦◦기관의 서비스 기대 대비 만족도

이상점 대비 ◦◦기관의 서비스 이상점 대비 만족도

다른기관 대비
◦◦기관의 서비스 타기관(기업) 대비

만족도

만족

인지적 만족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바

라던 것이 모두 충족되었다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나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감정적 만족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즐거

운 느낌이 들었다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불쾌

한 느낌이 남았다

기관성과 신뢰 ◦◦기관의 정책 또는 활동 신뢰

사회성과 사회 성과
◦◦기관의 국민 삶의 질 및 행복 기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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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Effect of PCSI 2.0

in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 Focused on public enterprises and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s -

Minhee Park

Public Adminstration, Public Policy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

of customer satisfaction on introduction of PCSI (Public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2.0. PCSI is a public institution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model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s. It was first introduced in 2007 and i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nce a year for public corporations,

semi-government agencies,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Customer

satisfaction surveys hav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customer -

oriented minds of public institutions through improvement of the

public service and it is evaluated that it played a role of improving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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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ever, there were problems such as continuous increase of

absolute score, lower reliability, and unrecognized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Therefore, in 2015, the PCSI 2.0 model that

complements the existing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and applied.

 In PCSI 2.0, we improved the survey method by elaborating

measurement items, changing survey methods, customized surveys

that distinguish individual and corporate customers, expanding

customer definition, and expanding population valida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s of PCSI 2.0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 four years (2013 ~ 2016) of 77 organizations (public and semi -

government agencies)

 

  The average score decreased due to the enhancement and

modification of the survey method, and the distribution of scores by

institution was widened. After introducing PCSI 2.0, customers were

divided into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nd the score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corporate customers according to customer type. And

the verification of the population.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

population did not affect the score. On the other hand, the change in

the sampling method has less effect on the score depending on the

sample size.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larger the size of

the institution (the number of the number), the higher the score and

the lower score tha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that the public

corporation gave. On the other hand, it is analyzed that the survey

method does not affect the sc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index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ex so that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 can be applied to the whole

institution by minimizing the influence by the 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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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rather than the customer. It is hoped that this will be

an opportunity for public institutions and citizens to move toward

acceptance.

keywords : Public-Survice custumer satisfaction index,

Public-Survice custumer satisfaction survey,

PCSI, PCSI 2.0

Student Number : 2012-21987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PCSI 2.0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심 -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박 민 희







- i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기법인 PCSI(Public-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2.0의 도입으로 고객만족도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PCSI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모델이다. 2007년에 최초

도입되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된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객지향적 마인드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관료주의를 개선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점수의 절대점수 상향화로 신뢰도
저하, 기관별 특수성의 미반영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2015년에 기존 조사모델을 보완한 PCSI 2.0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
하였다.

PCSI 2.0에서는 측정 항목의 정교화, 조사방법 변화, 개인과
법인고객의 구별한 맞춤형 설문, 고객 정의 확대 및 모집단 검증
확대로 조사 방식을 개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신규모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77개 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의 4개년
(2013~2016년)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를 토대로PCSI 2.0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방식의 고도화 및 변경으로 평균 점수가 하락되었고, 기관별
점수의 분포가 넓어졌다. PCSI 2.0 도입 후 고객을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하여 고객 유형에 따라 법인 고객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모집단의 검증 강화 등으로 모집단을 확대 하였으나,
모집단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반면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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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방식의 변경으로 표본 크기에 따른 점수에 대한 영향은 적어
졌다. 또한 기관의 크기(정원 수)는 클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공기업이
준정부기관보다 점수가 낮다고 분석되었다. 반면 조사방식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된다.

고객만족도 조사가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로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모든 기관이 수용가능 한 조사방법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가 고객이 아닌
제도적 특성 등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전체 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수 발전을 위해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국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요어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PCSI, PCSI 2.0,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공기업, 준정부기관

학 번 : 2012-21987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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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한 고객이 만족도를 평가하는 조사이다. 기존 공급자(공공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실수요자인 고객 중심으로 제공하도록 경영혁신의

관점에서 도입되었다. 기존 민간 기업에서만 적용되던 “고객”과 “만족도”

라는 개념을 공공기관에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고객중심 경영을 측정하고자

조사되고 있다. 이는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적 서비스 환

경을 조성하여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해 추

진되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유

발하여 공공기관의 고객 지향적 마인드 형성에 기여하였으며(김지영, 2012)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고객만족 업무 추진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존의

관료주의를 타개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어진다.(Im and Lee 2012)

해당조사는 1999년 19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였고,

2004년에 정부산하기관에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200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1)에 의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까지 그

대상이 확대 도입되었으며, 동시에 경영실적평가에 포함하여 공공기관

평가에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국가예산이 매년 약 50억원 정도 투입

되는 사업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활용되고 기관의 고객 중심 경영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 법률 제 13조 제 2, 3항과 시행령 17조 제 1, 3항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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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초자료인 만큼 객관적이고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 공공기관과

국민의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국가고객만족지수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2)모델을 준용하여 조사

되었다. 하지만 1999년 고객만족도 조사가 실시 된 이래 해당 조사의 신

뢰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NCSI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공적기능 및 목표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못해 민간부분

의 고객만족 평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이청림,

이유재 2012)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PCSI(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모델을 개발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정부경영평가에 고객만족도조사 결과가 계량점수로 반

영되고 있어 공공기관은 점수 향상을 위해 경영전반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PCSI 조사 모델이 2007년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

나 여전히 조사의 한계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 점수(절대점수)가 95점 이상 수준의 상향평

준화로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없어 발생하는 평가시스템의 변별력 상실

이다.3) 실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 점수가 상향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

이나, 기관별 사업성격을 포함한 타 요인으로 인해 조사결과가 편향되는

것은 조사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향으로 편중된 점수는 공공

기관 만족도 조사가 국민이나 고객의 만족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2)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는 재화나 서
비스를 판매하는 민간기업의 고객만족도를 산출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

3) 평가 시스템 변별력 완전실 상실... 조사 주관할 독립기구 만들어야(세계일보,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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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고객 유형과 모집단 크기 등 다른 요인에

따라 만족도 지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

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가 공공기관 정부경영평가 실적에 직접 반영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점수 향상을 위해 지나친 경쟁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제 되어야할 변수들이 실제 조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면서 조사의 신뢰도가 저해되고 있다.4)

만족도 조사방식 등 조사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평가 관련자는 공정성‧객관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조사자체에 대한

실효성까지 문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경영실적평가에 활용되는

지표의 측면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한계점은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수용도를 저하시켜 해당조사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김지영, 2012)

[그림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 추이(1999~2016)

* 주 1) 1999년 : 최초 19개 공기업에 대해 실시
* 주 2) 2007년 : PCSI 도입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조사
* 주 3) 2015년 : PCSI 2.0 도입
** 출처 : 각 기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2016)

4) ‘못 미더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경향비즈니스,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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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I 모델이 도입된 2007년 이후 평균 고객만족도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절대점수도 상항평준화 되어있다. 2009년 전체 평균이 90점

내외이다. 2016년에는 공기업 92.5점, 준정부기관은 87.1점, 기타 공공

기관은 85.1점으로 조사 되었다.[그림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사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는 고객리스트 자체 점검 도입, 주간사업자와 조사 설계자

분리, 설문문항 개선, 기술평가위원회5) 구성 등 지속적으로 조사 모델을

개선해왔다.

2015년에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고도화 된 「PCSI 2.0」

조사 모델을 개발･적용하였다. 실제「PCSI 2.0」이 도입되면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가 일시 하락하면서 상향도가 주춤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만을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의 신뢰도 및 수용도가 상승

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신규 도입된 PCSI 2.0모델이 기존에 점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요인의 영향이 보완되어 신뢰도를 제고하였는지 알아보고,

추후 제도개선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5) 기술평가위원회 : 공공기관 고개만족도 조사의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
로 구성(통계학, 경제학 등 관련 분야 교수, 회계사, 조세연구원, 기재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실시업체 선정, 조사과정의 지수 산정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주요사항 등을 사전 심의・승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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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제 1 절 고객 만족의 선행연구

1. 고객 만족의 정의와 측정

고객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자・소비자로부터 필요와

욕구충족을 위해 구매활동을 하거나 앞으로 구매활동을 할 수 있는 개인

이나 단체를 의미한다.(현승용, 권혁재, 2005)

고객만족의 개념(Customer satisfaction)의 개념은 Caedozo(1965)에 의해

제시되었고, 이 후 많은 학자들에 따라 연구되어왔으며 주로 민간기업의

성과 향상의 전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한장협, 김판수, 2012)

또는 고객만족은 단순히 고객의 평가적 반응(Tse & Wilton, 1988)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고객만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크게 고객만족 개념을 과정(process)적 측면과 결과(outcome)적 측면

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과정(process)에 중심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만족의

경험이 최소한 기대한 것보다 좋았다거나 선택한 대안이 사전적 신념과

일치 되는 지로 본다. 또는 인지적 상태, 평가, 정서적 반응, 정서적

반응이 결합된 판단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박명호, 조형지,

2000) 반대로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고객만족을 소비가 지불

한 대가에 대해 적절 또는 부적절하게 조성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인지

또는 감정적 반응 등으로 평가한다.(이유재, 2000) 즉 고객만족은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만족도의 측정도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광희, 홍운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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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의 측정은 기대-불일치 패러다임(Oliver, 1980)이 주로 사용

되었다.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에 기초한 대표적인 측정방식은 품질 속성

들을 개념화한 SERVQUAL척도이다.(Parasuraman et al, 1985) 이 방식은

유형성(tangibles), 신뢰성(reliability), 반응성(responsiveness), 확신성

(assurance), 공감성(hy)등 5개 차원의 22개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평가

척도이다. 이 22개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형 척도를 이용하여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 성과를 각각 별도로 측정하여 그 차이의 방향과

크기로 지각된 서비스 질을 계량화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고객만족 산출 시 선행변수 또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고객만족도에서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의 관계이다.

두 변수가의 관계가 무엇이 선행변수이냐에 따라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이광희․홍운기, 2005) 먼저 “선 만족 후 품질”은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

이고 전반적인 평가인 반면에 만족은 거래 특유의 평가를 의미하며 만족

/불만족의 누적이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에 나타난다. 반대로 “선 품질

후 만족”의 입장은 이러한 주관적인 해석이 기대와 비교되어 만족/불

만족이 생겨난다. 결론적으로 고객만족과 서비스 품질이 긴밀한 연관이

있으나,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렵다.(이광희․홍운기,

2005) 두 개념에 대해 실용적 접근은 만족도 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목적이 크게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는 것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구성체계 및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으로 파악할수 있다.(황아란,

2003) 기관 간 비교평가가 목적이면 만족도의 전반적 수준을 파악해야하고,

특정 기관의 서비스 개선에 목적이 있다면 하위 구성요소와 중요도를

파악하여 측정해야한다. (이광희․홍운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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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서비스의 고객 만족도조사 개념과 의의

공공부문에서 고객만족의 개념이 등장한 계기는 Osborn &

Gaebler(1992)에 의해서이다.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좀 더

성과지향적 정부로 변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가적 정부를 주장하고,

기업가적 정부의 핵심 내용이 고객지향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

서비스의 수용자들을 고객으로 보는 관점은 비용의 지불과 서비스 수용자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 또는 국민들을 서비스 사용의 대가를 지불

하고 사용하는 고객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향수, 안병기, 2011)

점차 공공부문에서도 고객중심경영은 행정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

되었다. 공공 서비스의 고객은 국민이다. 즉, 국민, 시민, 주민, 동민 등

다양한 범위와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는 국민을 위해 계

획・생산・공급된다.(현승용, 권혁재, 2005) 또한 공공부문의 고객은 경제

적 행위자로서 소비자임 동시에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시민이다. 이처럼

시민․국민을 고객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되어 왔다.

더불어 1990년대 신공공경영(new public management, NPM)과 정부

혁신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서비스의 측정・개선에
관심이 급증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독점성과 비유연성으로 인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약되어 있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서비스의 질이나

만족도를 직접 평가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청림,

이유재 2012) 이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 역시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을 만족시키는 업무처리를 해야 하고, 서비스

질의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이향수, 안형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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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조직의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국민)의 평가를 조직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이다.(이상미, 2016) 고객만족도가 성과지표로

주요하게 활용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논리상 고객

만족도를 사업의 최종적인 기대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outcome measure)로 보기 때문이다. 최종 수혜자인 고객 즉 국민의

만족과 행복이 공공서비스의 목적이라고 볼 때, 공공부문의 궁극적인 성과를

나타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만석, 2011)

이와 반대로 성과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주관적인 평가로 만족도

평가가 행정서비스의 객관적 산출(실적)과 일치하는가가 논란이 제기 된

바가 있다.(황아란, 2003)

하지만 행정의 목적이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로서 국민의 평가와 의

견수렴은 필수 불가결하므로 고객의 욕구에 대응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

중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행정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필요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해외의 공공서비스 부문 조사 사례 및 비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측정은 각 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표 1]

미국의 ACSI(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은 미국의 경제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 지수로서 10개 경제 분야와 43개 산업에 속하는

300여개 주요 기업의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미국 내에서

구매 가능한 모든 제품 및 서비스 품질과 만족에 관한 통일 지표로서

국가 경제 성과에 대한 예측 지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4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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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2015년 약 70,000여명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인터뷰를 한다. 미국품질관리협회(ASQ, the

American Society for Quality)와 미시간대학 경영대학원, CFI그룹이

공동으로 조사・발표한다.

영국은 UKCSI(United Kingdom Customer Satisfaction Index)로 각

기업의 목표 달성 및 기업성과 제로를 위해 매년 조사하고 있다. The

Institued of Customer Service에서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집계하고 있다. 13개 경제 분야에 속하는 228개

기관의 소비자로부터 설문응답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측정한다.

독일의 고객만족도 조사(Kundenmonito Deutschlan)는 1992년부터 만

16세 이상의 독일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서비스 모니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0가지 분야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공공부문에 고객만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고(한인선․신열, 2006), 공공부문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측정은 시민만족도, 고객만족도 등 다양한 용어로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이향수․안형기, 2011) 1990년대 후반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되었으며, 본격적인 고객만족도 조사의 실행은

2007년부터 법률(공운법 제13조 제2,3항)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이다. 고객을 공공기관의 서비

스를 제공받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으로 정의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독일 등이 국가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고

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에서는 주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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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국가의 전체 산업분야에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측정방식도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특화 한 PCSI 모델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분야 서비스 평가를 위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PCSI의 조사 모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최초

도입 후 적용해온 PCSI 1.0모델과 2015년 도입된 PCSI 2.0의 모델을

비교하여 본 조사에서 활용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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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객만족도

ACSI

영국 
고객만족도 

UKCSI

독일 
고객만족도조사
Kundenmonitor 
Deutschland

한국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주관기관

미국품질관리협
회, 미시간대학 
경영대학원,

CFI그룹 공동

The Institute
of Customer

Service

ServiceBarome
ter AG

기획재정부

조사빈도
산업별 연 1회 
조사, 분기별 

발표(산업 순환)
연 2회 연 1회 연 1회

시작연도 1994 1997 1992 2007*

조사대상
분야

제조 및 서비스,
정부 및 공공 
행정부문에 
속하는 43개 
산업의 300여개 
기업과 주정부,
연방정부,
공공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
사용한 고객

- 자동차 생산  
및 대리점

- 금융서비스
(은행)

- 금융서비스
(보험)

- 레져
- 소매(식품)
- 소매(비   
식품군)

- 통신
- 관광
- 교통
- 유틸리티
- 공공서비스

(지방)
- 공공서비스

(중앙정부)

- 금융 서비스
- 기간시설 및 
통신
- 물류
- 미디어
- 교통
- 생산
- 소매
- 기타

모든 공공기관

분석단위
기업, 제품,
서비스

기업, 제품,
서비스

산업별 기관별

고객종류 개인 개인 개인 개인/법인**

조사방법 전화/이메일 온라인
전화,

온라인조사
면접, 전화,
온라인***

공공서비스 
포함여부

O O O O

* 주1 : 1999년 19개 정부투자기관 대상 최초 실시하였으나, 전체 공공기관은 2007년 실시

** 주2 : 개인이 분석 단위였으나, PCSI 2.0에서 법인 포함

** 주3 : 개별면접이 기존 조사원칙 이었으나, PCSI 2.0 도입 시 전화를 기본 조사 방식으로 개편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간소화 방안 연구(2015.12) 활용

[표 1] 국내외 공공서비스 분야 고객만족도 조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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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PCSI 1.0과 PCSI 2.0 모델의 이해

1. PCSI 1.0 모델의 이해

 PCSI는 2007년에 한국의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평가모델로

설계되었다.6) 공공기관별로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을 감안한 개별적인

설문항목이 개발되었으며, 지수 산출위한 가중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ai)기법에 의해 사전 결정하였다.

초기 PCSI 모델은 기관의 고객만족활동에 대한 고객의 긍정 정도,

고객만족 활동에 대한 고객의 현재 만족수준, 고객만족도 활동에 따른

기관의 성과를 측정되도록 구성하였다. “선행요인 → 만족 → 성과”의

논리적 흐름을 갖는 인과모형으로 개발되었다(그림2 참고). 이로써 PCSI의

측정항목을 선행요인모형, 성과모형, 만족모형으로 구성하였다.1

[그림 2] PCSI 1.0의 개념적 모형

* 출처 : 각 기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2014)

6)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PCSI 모델의 이해(2010, 한국능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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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CSI 1.0 모델의 기본구조

* 출처 : 각 기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2014)

선행요인모형, 성과모형, 만족모형의 세 가지로 평가 측정항목을 구성

되어있다.[그림 3] 선행요인은 품질지수요인으로 서비스 상품품질, 서비스

전달품질, 서비스 환경품질, 사회품질 등의 차원에 대해 측정하고, 각

차원은 각 3개(전체 12개)의 품질요소에 대해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중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만족모형에서 산출된다. 만족

모형 하위 범주차원인 전반적 만족, 요소 만족, 사회적 만족의 차원별로

임의 가중치를 50%, 30%, 20%로 산정하고, 차원별 가중치와 만족 값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그림 4). 종합 점수는 기관 내 여러

사업의 산술평균을 통해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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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CSI 1.0의 고객만족도 지수 산출 방식

* 출처 : 각 기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2014)

2. PCSI 2.0 모델의 이해

2007년 PCSI모델 도입이후 고객만족도 평균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으며, 절대점수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공기업군은 평균 89.2점, 준정부기관은 82.2점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는

각 92.9점, 88.1점으로 상승하였다. 일례로 한국전력공사는 2010년 98.2점,

한국가스공사는 99.2점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점수가 상향평

준화되면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만족도와는 다소 괴리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몇 년간 고객만족도 점수

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사방식을 변경해왔다. 조사에서 개입 다른 요

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에는 조사의 기본설계자와 공공기관

유형별 주간 사업자로 분리 및 실시업체 선정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공공

기관이 조사기관에 영향력을 줄여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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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의 외부 변인의 영향으로 인한 신

뢰도 저하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고 2015년부터는 PCSI 2.0로 대대적

으로 조사방식에 변화를 두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PCSI 2.0은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국

민들이 체감하는 고객만족도 상승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나, 지수의

상향평준화, 시대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모델 개편의 필요로 2015년

개편․도입하였다.7)

PCSI 2.0은 기존 모델 대비 지수산출의 정교화, 모델항목 간소화, 보

편적 설문구성, 측정항목의 다양성 측면에서 변화를 꾀했다.

먼저 PCSI 2.0 모델은 선행요인으로 서비스 품질(상품, 전달, 환경

(개인)/관계여건(법인)), 사회적 책임, 서비스 비교평가(불일치) 등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표 2] PCSI 1.0과 PCSI 2.0의 비교

PCSI 1.0 (2007년) PCSI 2.0(2015년)

개요․목적 공공부문의 고객만족지수 측정 측정항목 등을 보완한 2세대 모델

구성 체계
3개 지수로 구성

- 만족지수, 품질지수, 성과지수

5개 지수로 구성

- 사회적책임, 서비스비교평가도입

응답척도 7점 척도 11점 척도

문항 수 총 36문항 총 21문항

조사방식 방문조사 원칙 전화․온라인 조사 도입

고객 구분 통일된 설문지로 조사 법인/개인고객의 구별 설문지

사업별

가중치

기관 내 사업별 가중치 부여 X

- 사업간 지수의 산술평균

기관 내 사업별 가중치 부여 O

- 예산, 인력등사업별가중치부여

7)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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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별력 향상을 위해 구성 모델을 5개 지수로 구성하고, 응답척도도

11점으로 세분화하였다.[표 2] 평가 문항의 간소화와 조사방식을 방문

조사에서 전화․온라인 비대면조사로 신뢰도 향상과 동시에 고객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했다.

[표 3] PCSI 1.0과 PCSI 2.0의 측정항목 비교

지수 구분 PCSI 1.0 PCSI 2.0

서비스

품질

모형

서비스

상품품질

편익성 본원적 문제해결
전문성 서비스 효익성
혁신성 서비스 완결성

서비스

전달품질

지원성 인적상호작용
공감성 커뮤니케이션
대응성 고객케어

서비스

환경품질

고객미분류 개인고객用 법인고객用
쾌적성 물리적 환경 협력
편리성 제도/절차/시스템환경 상호호혜
심미성 인적자원역량환경 관계 동등성

사회품질
청렴성 -
공익성 -
안전성 -

사회적

책임모형

사회적

책임

- 정책타당성
- 지속가능성
- 윤리성

서비스
비교평가
모형

불일치
- 기대 대비 비교
- 이상점 대비 비교
- 다른 기관 대비 비교

고객만족

모형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 -
상대적 만족

인지적 만족
욕구 충족

감정적 만족 체감 만족

요소만족
서비스 상품만족

감정적 만족
긍정적 감정

서비스 전달만족 부정적감정
서비스 환경만족 -

사회적 만족 사회적 책임만족

성과

모형

기관 성과
신뢰

신뢰지지
인식전환

사회 성과
국민행복

국민행복
국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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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유형에 따른 법인과 개인고객의 맞춤형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고객을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하고 두 가지로 조사한다. 개인고객에게는

서비스 환경품질로 물리적환경, 제도/절차/시스템, 인적환경역량환경을

질의하고[그림 5], 법인고객에게는 관계여건 품질로 협력, 상호호혜, 관계

등 동등성을 설문한다.[그림 6]

또한 PCSI 1.0에는 법인이 고객이어도 공공기관과 직접 관계가 있는

담당자로 피기관에서 제출한 고객 1명만 응답할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PCSI 2.0에서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 중에 피기관과 접촉점이 있으면 응

답가능토록 구성하였다. 이는 고객을 해당사업 부분을 평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험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정의하여 직・간접 서비스

접촉 고객을 모두 포함하였다.

[표 4] PCSI 2.0 모델 : 고객유형 구분에 따른 측정항목 분리

개인 고객 법인 고객

측정 내용 서비스 환경품질 관계여건품질

조사 항목

① 물리적 공간환경

② 제도/절차/시스템 환경

③인적자원 역량환경

① 협력

② 상호호혜

③ 관계동등성

조사 대상자 직접 관련 담당자만 답변
법인 소속된 자 중 

피조사기관 관련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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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CSI 2.0 모델 – 1 : 개인고객 유형

* 출처 : 기획재정부

[그림 5] PCSI 2.0 모델 – 2 : 법인고객 고객유형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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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슈의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불일치, 사회적 책임 등의 지

수를 포함하고, 기관 내 사업의 예산․인력 등을 구분하여 사업별 만족도

가중치를 부여하여 고객만족지수를 산출하였다.8) [그림 7]

 [그림 7] PCSI 2.0 모델 지수산출 방식

* 출처 : 각 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16)

8) PCSI 2.0 측정항목에 대한 설문내용은 부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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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객만족도 조사의 점수 상승요인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는 정부경영평가 계량지표에 반영됨으로써 공공

기관들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점수가 상승됨에 만점 수준의 상향평준화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서비스 개선으로 만족도가 상승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사자체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점수가 상향 평준화, 과잉 경쟁으로 되면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시스템의 변별력 상실, 기관과 기관별 사업의 특성 미반영, 고객의 의견의

미투영 등 다양한 맹점을 지적되고 있다. 기관별 사업성격 및 다른 변수

요인으로 인해 조사결과가 편향되는 것은 고객만족도 조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고객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고객이 소수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주로 조사와

조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활용하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인지도가

낮아 대국민 관심이 적어 선행연구의 사례가 적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실증연구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의

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공공기관의 타

평가에 비해 실증연구 등이 부족하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의 상승요인 분석(김지영, 2012)」에 의하면 크게 4가지 요인이

점수의 상승요인으로 실증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만족도 산출모형의 구조적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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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CSI모형이 단순하고 만족도 산출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임의적이

라는 것이다. 전반적 만족, 요소만족, 사회적 만족에 임의 가중치를

50%, 30%, 20%로 임의적 설정됨에 따라 실제 고객의 만족도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균점수를 꾸준히 상승시키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PCSI모형 도입 이후 꾸준히 점수가 상승하는 것은 모형자체의

문제점 외에도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법인고객인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 기관은 법인고객이 주요 분포를 이루고 있다. 법인

고객의 특성 상 계약관계 등의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 실제 만족도 보다 과대 추정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의 결정요인(김지영, 2012)」에서 보면 실제 큰 유의성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PCSI 2.0 도입 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KMAC)의 파일럿 조사(2015년)9)결과를 보면 법인고객의 수가 점수에

대한 영향력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KMAC의 파일럿 조사는 PCSI

2.0 도입 이전 사전 설계모형으로 3개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

어촌공사, 사학연금공단)만 조사 적용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2014년 공

공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보다 개인고객은 점수가 대폭 하락하였지만,

법인고객은 그 하락폭이 적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PCSI 2.0에서

법인과 개인고객의 영향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사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세 번째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질수록 고객만족도 점수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대면접촉 조사의 경우 불리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어 현장조사가 비대면조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의 결정요인(김지영, 2012)」에서는 조사방법이 유의미

9)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모형(PCSI) 개선(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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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고객의 유형에 따라

조사방식이 다양화되어야 하지만, 조사방식의 통일화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델을 개발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실제 PCSI

2.0 도입 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2015)의 파일럿 테스트를 보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가 설문 평균시간이 축소되었으며, 점수의

차이도 존재한다고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의 결정요인(김지영, 2012)」

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결론내린 모집단 대비 표본의 비율이다.

모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모집단이 클

경우 관리 고객의 범위가 넓어져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접촉기회가

적어지고, 추출되는 표본 수가 많아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한다.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고객의 수는 천차만별이지만 이 요소가 점수를 결정

짓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4 절 연구가설 

공공기관만족도 조사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PCSI의 기존모델이 기관의 특성에 따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사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과 공공기관의 수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방식을 고도화하여 변경해오고 있다.

2015년 PCSI 2.0에서 다른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모델

개선을 통해 조사에 적용하였다. 이로써 PCSI 2.0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영향최소화를 위한 설계로 과거 조사의 한계가 해소 되었는지,

PCSI 2.0이 설계된 특수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세우고,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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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 PCSI 2.0 도입을 통한 조사기법의 변화로

- 가설 1 : 고객만족도 점수의 점수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쳤다.

- 가설 2 : 고객의 유형(개인/법인)에 따른 점수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 가설 3 : 모집단과 표본크기에 따른 점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1. 가설 1 : PCSI 2.0 도입을 통한 조사기법의 변화로 고객만족도 점

수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쳤다.

PCSI 2.0에서는 기관의 절대득점이 100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식을 개편하였다. 실제 2014년 최고점수는 99.6점에

달한다. 이 높은 점수가 실제 고객의 만족도를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수

용하기 어려운 점에서 조사 실효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별력을 향상하기 위해 설문문항과 지수산출 방식, 조사방식을 대폭 변

경하였다.

첫 번째로 기존의 모델이 지수 산출 시 선행요인의 직접영향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설문차원 및 구성요소의 만족도 결과가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하였다. 3개 지수에서 5개 지수로 평가항목을 늘이고 척도는 7점에

서 11점으로 사용하였다. 설문항목도 전반적․포괄적 문항을 통해 전체

기관의 수준이 비교 가능토록 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기본설계 시 고객범위와 사업선정 등 조사의 근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였다. 기본설계 시 기관 별 전체 사업의 모집단, 예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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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투입인력 등을 기초자료로서 활용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제출 자료

에만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 ALIO,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주무부처 제

출 사업계획 등 증빙 자료를 통해 검증하여 대상사업의 누락․축소 등을

제거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기관이 불리한 사업과 모집단

수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 누락, 착오 등 조사의 한계성을 차단하고자 하

였다.

마지막으로 개별면접조사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통화,

온라인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PCSI 이전모델에서는 조사방식을

대면조사로서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비도덕행위, 면접관과 공공기관의 동행 등이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왔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비대면접촉 전화조사로 조사 방식을 변경하였다. PCSI 2.0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전화조사가 불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일부 기관만 현장

조사 및 출구조사를 시행한다. 2016년 기준으로 9개 기관이 출구조사 또는

혼합조사방식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로써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측정 문항과 측도 변경, 검증 강화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의 상향 평준화 되어있는 점수가 낮아지고,

기관 간 점수의 차등 폭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PCSI 2.0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변별력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졌다고 하지만 변별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기준이 부재하여 단지, 여기서는 고객만족도 점수의

하락과 기관 간 점수의 분포에 대해서만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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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 : PCSI 2.0 도입을 통한 조사기법의 변화로 고객의 유형(개

인/법인)에 따른 점수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법인고객이 많을수록 고객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기초하여 이를 해소

하기 위해 PCSI 2.0가 설계되었다. 이로써 고객정의를 명확히하고 고객의

유형을 개인/법인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설문지를 작성하는 등 조사 기법을

차별화하였다.

먼저 공공기관의 고객의 범위를 조사 설정 기간 내에 서비스를 1회

이상 경험 고객으로 설정하였다. 고객을 정의 후 고객의 유형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유형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경험함 모든

고객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기존 조사에서는 고객을 분류하지 않고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 받은

특정 담당자․업체 대표 또는 개인으로만 고객을 한정하였다. 따라서

설문지 고객 리스트에 지정되지 않는 고객은 고객만족도 조사 응답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하지만 PCSI 2.0에서는 고객의 유형을 개인/법인․기업고객으로 분류

하도록 하였다. 특히 법인 고객의 경우 제출한 특정 담당자가 아닌 법인

종사자를 고객의 범위로 확대하여 담당자가 아닌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조사 가능토록 하였다. 즉 법인고객은

해당 법인에 속해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응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설문 문항을 고객 특성에 따라 개인고객용과 법인고객용으로

분리하여 조사한다. 개인 고객의 경우 서비스 환경품질(물리적 환경,

제도․절차․시스템, 인적자원역량환경)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법인고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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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여건 품질(협력, 상호호혜, 관계동등성)로 평가한다. 고객의 특성에

맞춘 평가항목을 통해 고객의 유형에 따라 점수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한다는 가정 하에 설계 되었다.

따라서 PCSI 2.0에서는 기관 내 고객의 유형과 그 비율에 따라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고 볼 수 있어, 기관 중 법인고객 비율이 높은 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완화되었다고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3. 가설 3 : PCSI 2.0 도입을 통한 조사기법의 변화로 모집단과

표본크기에 따른 점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의 모집단 크기의 편차가 매우 크다. 2013

년에 최소값은 50개에서 최대값은 약 4만개까지 차이가 크다. 이는 모집

단의 크기에 따라 표본의 산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집단의 크기는 크

게는 수십 배의 차이를 갖고 있어 기관들은 고객관리의 어려움 및 형평

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 모집단의 크기는 표본 산출에도 영향을

미쳐 조사의 신뢰도와 연계가 높으며, 조사 비용과 직접 연관이 있다. 표

본추출방식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야하며, 오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모집단인 고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모든 사업과 고객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PCSI 1.0에서는 모집단의 리스트(조사

사업)를 피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 고객

정의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미제출, 불리한 사업 및 모집단을 고의적으로

누락, 조사기관과의 유착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10) 즉, 고객

만족도 사업의 모집단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흡하여 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고객만족도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10) 2016년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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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관리의 영역에서도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경우 모집단이

커 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소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경우 모집단이 작아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모집단의 정의와 확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PCSI 2.0에서는 모집단 관리에 따른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기관을 지정하여 기본설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독립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기초

설계를 체계화 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고객정의 명확화, 제외 고객

기준 확립, 모집단・표본설계・검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간접 고객까지
확대함에 따라 모집단을 확대하고, 검증과 실사를 통해 기본설계에서

부터 모집단이나 고객으로 인한 기관별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표 5] PCSI 1.0과 2.0 비교 : 모집단 산정 및 표본 산출 기준 변화

PCSI 1.0 PCSI 2.0

고객 정의
직접 수혜고객만 대상

외국인, 해외거주자 제외

직・간접 고객 포함

외국인, 해외거주자도 확대

모집단

산출

기관 별 당해연도 예산,

인력을 기준으로 검증

① 기관별 예・결산, 인력,
주요사업 등을 통한 누락

방지

② 전년도 조사 모집단

크기와 비교 등

모집단 및

사업검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사전・사후 선발적 검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사 전 전체 공공기관 검증

표본산출
고정된 표준편차, 허용오차,

신뢰도로 산출

기관별 전년도 또는 3개년

표준편차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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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집단의 크기는 표본에도 영향을 미치며, 조사의 정확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표본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야하며, 오

차를 줄일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PCSI 1.0의 표본추출은 2009년 이전 10년도 NCSI조사와 기본설계자

의 경험 치에 근거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적

용하였다.[표 6] 고정식으로 신뢰도 95%, 허용오차 ±1, 표본표준편차는

14로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6] PCSI 1.0 기존 표본 추출 방식

표본크기 =
 




단, A:최대허용오차, N:모집단크기, s:표본표준편차=14

이 산출 방식은 표본표준편차가 14로 고정되면서 모집단 크기가 클수

록 표본 산출비율이 커지도록 구성되었다.[표 7] 기관의 고객의 대표성을

반영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집단이 클수록 표본의

샘플의 크기가 커지고, 작으면 작아지도록 설계해야한다. 따라서 PCSI

2.0에서는 기존의 표본추출 방식에서 [표 8]과 같은 식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에 고정한 표본표준편차를 일괄 적용이 아닌 개별 기관의 전년도 조

사의 사업별 표본의 표준편차 혹은 3개년 표본표준편차의 평균을 사용하

였다. 최대 허용오차도 과거 자료의 분석을 통해 2.5%로 설정하였다. 이

를 통해 실제 개별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모집단의 추이를 반영하여 고

객의 수에 따라 표본의 수도 상응하여 변화하도록 설계하였다.

[표 7] PCSI 1.0 표본표준편차 크기에 따른 표본 크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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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PCSI 1.0 표본표준편차 크기에 따른 표본 크기의 변화

* 출처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최종보고(2016.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표 8] PCSI 2.0 표본산출 방식

표본크기 =
 




A:최대허용오차, N:모집단크기, s:표본표준편차

이를 표본 산출방식 변경하였을 경우 본 조사의 77개 기관 중 4개년

모집단 자료를 가진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4개년 모집단이 조사되는

49개 기관의 모집단과 표본의 변화량을 t-test로 살펴보면 [표 9],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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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I 2.0 도입 전/후로 2013, 2014년과 2015년, 2016년 각 2개년의 개별

기관 별 모집단과 표본의 증가량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9] PCSI 2.0 도입 전후 모집단 크기에 따른 변화

구분 기관수 모집단 평균 변화량 표본 평균 변화량

모집단 작은기관 24개 462.9 -14.0

모집단큰기관 25개 2,533,502.3 191.4

[표 10] PCSI 2.0 후 모집단 및 표본 변화량

t값 자유도 유의확률 F값

모집단 수 변화 -0.1923 47 0.000 15.649

표본 수 변화 -2.2068 47 0.005 8.783

* 유의확률 p<0.10

** p값은 등분산을 가정한 유의확률

t-test 결과 모집단이 큰 기관은 표본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모집단

이 큰 기관은 표본의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기관의 모집단과 표본

의 변화는 PCSI 2.0 도입으로 모집단과 표본의 수가 줄어 들었다. 이는 기

존에 공공기관의 모집단과 표본이 기관별로 적절한 모집단과 대응하는 표

본을 산출 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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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증분석

제 1 절 자료 및 모형

1. 조사 대상 자료

분석 기간은 기관별 2013~2016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로 한정

하였다. 2015년 도입 된 PCSI 2.0이 2개년 동안 점수가 산출되어 PCSI

2.0 도입 전후 2개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산정하였다.

조사대상 기관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연속적으로 조사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 기관은 매년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약 300개 기관이

조사 된다. 따라서 전체 기관을 살펴보는 것은 범위도 넓고, 조사 대상

기관 선정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조사 연속성이 높은 통합조사 대상

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을 설정하여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 기관은 총 104개로 2013~2016년 4개년 동안 조사가 지속된 기

관으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 모집단수, 표본

의 크기 등을 영업상 비밀로 공개하지 않아 부득이 조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04개 중 최종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77개 기관[표 11]을 대상

으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고객만족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자료에서 관측될 수 있는 최대 관측 수는 308개이나, 고객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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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서 일부 누락 및 공공기관의 자료 소실 등의 이류로 일부

변수의 경우에 308개 이하로 관측되는 경우가 있다.11)

[표 11] 조사 대상 기관 리스트(77개)

공기업

(14개)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주택도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정부

기관

(63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거래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반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소비자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임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1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에 표기되지 않거나, 담당자 변경 등으
로 기관 내 자료의 소실, 일부 비공개로 인해 모두 관측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불균형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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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가설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의 실증연구 방법으로 조사하

였다.

첫 번째 가설인 고객만족도 조사의 변별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2015년

전후의 기관별 고객만족도 점수의 t-test와 연도별 표준편차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조사결과로 2015년 PCSI 2.0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 고

객만족도 조사 점수의 분포와 평균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설을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구축된 관측

자료를 토대로 공공기관별 점수의 설명변수에 대한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분석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이 개별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 이는 실제 시간에 따라 변하지는 않는다는 가정 하

에서 설정하였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기관별 특성이 고객만족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추정할 회귀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분석은 SPSS를 통해 진행하였다.

< 회귀분석식 >

     PCSIit = α + yeart + β1corporationit + β2(Dit*corporationit) + 

β3(populationit)  + β4(Dit*populationit) + β5(sampleit) + 

β6(Dit*smapleit)  + β8Scaleit + β9methodit + β10typeit + 

εit  

종속변수는 공공기관 I의 t기의 고객만족도 점수(PCSIit)이다. 먼저

PCSI 2.0 도입 전후를 살펴보고자 더미변수로 PCSI 2.0 도입 전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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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yearD)로 설정하였다. 0은 PCSI 1.0인 2013~2014년, 1은 PCSI 2.0인

2015~2016년로 설정하였다. 설명변수는 공공기관 I의 t기 법인표본 비율

(corporationit), PCSI 2.0 도입 후 법인표본비율(Dit*corporationit), 모집단

크기(Populationit), PCSI 2.0 도입 후 변수와 모집단의 크기

(Dit*Populationi), 기관별 모집단 대비 표본비율(sample), PCSI 2.0 도입

후 변수와 표본 비율(Dit*smapleit)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서는 공공기

관의 크기(Sclae)로 연도별 기관의 정원12)을 포함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방법(method)으로 0은 대면 조사, 1은 비대면 조사로 피조사기관의

유형(type)으로 0은 공기업, 1은 준정부 기관으로 설정하였다.

3. 기초 통계량

77개 기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는 2013에서 2016년 간 기초통계량은

[표 12]와 같다. 전체 기관의 평균은 89.284점이며, 표준편차는 5.409점이다.

전체 기관의 모집단의 수는 평균 2,074,078개이며, 최소 58개에서 최대

41,4999,148개로 기관 간 크기가 매우 차이가 크다. 이는 일부 소수를 대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영역의

기관(예 :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으로 기관별 사업 성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표본 수는 평균 631개로 최소 58개에서 최대 3,210개

로 약 55배가 된다. 개인과 법인 표본은 평균 각 316개, 309개이다.

전체 모집단 대비 표본 비율은 약 29%이고, 기관별 전체 표본 수 대비

법인표본모집단 대비 표본의 비율은 평균 60.769%, 표준편차는 40.703로

아주 큰 편차를 보인다. 기관 별 크기는 정원 수13)로 평균 1,375명이고,

최소 55명에서 21,449명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공공기관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시기가 달라 대차대
조표 결산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기관의 크기를 기관별 정원으로 선정

13) 기업의 정원 수는 공공기관 알리오 기준 임원, 정직원, 무기계약직의 수(비
정규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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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 기초 통계량

속성 관측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점수(점) 308 89.284 71.700 99.600 5.409

법인표본 수(개) 283 309.410 0 1,762 284.039

표본 중 
법인표본비율(%)

285 60.769 0 100 40.730

모집단 수(개) 229 2,074,078.541 58 41,599,148 7,644,933.744

표본수(개) 295 630.654 58 3,210 479.809

모집단 대비 
표본 비율(%)

229 28.768 0 100 35.665

개인표본수(개) 284 315.725 0 3,210 492.694

기관의 크기
(정원수, 명)

295 1,374.912 55 21,449 2,956.499

유효 통계 224

제 2 절 실증 분석

1. 기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 t-test

[표 13] 고객만족도 점수 t-test결과

속성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p값

PCSI 1.0 154 90.721 4.668
-4.830 306 0.003

PCSI 2.0 154 87.846 5.723

* 유의확률 p<0.01

** p값은 등분산을 가정한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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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PCSI 도입 전 후 각 2개년의 t-test 결과 t값은

–4.830으로 PCSI 2.0 도입으로 평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PCSI 2.0

은 평균 약 2.976점의 평균이 하락하었고, 표준편차가 5.723으로 이전 대

비 1.055점 늘어났다. 이는 PCSI 2.0가 원래 설계 된 대로 고객만족도

점수의 기관 별 점수 분포가 보다 넓어졌으며,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가

하락되었다고 판단된다.[표 13]

더 세분하여 77개 기관의 각 2013~2016년 연도별 관측치를 보면 PCSI

2.0을 도입한 2015년에 평균이 대폭 하락되었고 표준편차도 상승하였다.

[표14] 또한 왜도도 음의 왜도를 갖고 있었으나, 2015년 전후로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토대로 PCSI 2.0의 도입으로 인해 변별력이 강화되

었다고 분석된다. 특히 PCSI 도입 시점인 2015년 평균 점수와 왜도의

큰 하락으로 도입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그림 8]

[표 14] 2013~2016년 고객만족도 점수 연도별 통계량

연도 통계량 평균 최소값 최대값 범위값 표준편차 왜도

2013 77 90.54 78.80 98.90 20.10 4.59 -0.28

2014 77 90.90 79.80 99.60 19.80 4.76 -0.28

2015 77 87.66 76.60 99.60 23.00 5.96 -0.033

2016 77 88.03 71.70 99.10 27.40 5.51 -0.265

총 계 308



- 37 -

 [그림 8] 2013년~2016년 고객만족도 점수 분포

하지만 PCSI 2.0 도입 시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 기관별 분포(표준

편차)에 대해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증결과의 표준편차가 약 5.7점이 본래

의도한 분포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2015년 PCSI 2.0 도입 이후에도

기관의 최고점이 계속 99.60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수준이고, 2016년에는

오히려 평균과 표준편차가 상향하였으며, 여전히 평균보다 높은 점수로

점수의 분포가 치우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추적통계를 통해 고객만족도 점수의 적정한 점수와 분포도를 설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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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회귀분석 추정

회귀분석 결과 전체 데이터의 약 32.3%(R제곱 = 0.323)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F값이 10.142,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0.000이으므로 신뢰 할

수 있다. 단, 앞서 말한것과 같이 전체 데이터는 불균형 관측치로 전체

관측수는 224개이다.

[표 15] 고객만족도 점수 회귀분석 결과

전체 관측수 : 224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93.805 1.216 77.122 0.000

PCSI 2.0
도입 이전-후

-4.798 1.474 -0.454 -3.255 0.001

법인표본비율 -0.002 0.012 -0.020 -0.209 0.834

PCSI 2.0 도입 후 
법인표본비율

0.040 0.018 0.286 2.235 0.026

모집단 수 0.000 0.000 0.127 1.378 0.170

PCSI 2.0 도입 후 
모집단 수

0.000 0.000 0.033 0.374 0.709

표본비율 -0.008 0.014 -0.052 -0.552 0.582

PCSI 2.0 도입 후 
표본 비율

0.040 0.020 0.207 2.023 0.044

기관의 크기 0.000 0.000 0.139 2.092 0.038

조사방법 -1.525 1.398 -0.143 -1.091 0.277

기관의 유형 -3.398 0.885 -0.254 -3.838 0.000

모형요약
R제곱

분산분석
F변화량 유의확률

0.323 10.142 0.000

* 신뢰구간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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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4]

연도더미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편 본 결과 앞의 t-test와 마찬가지로

PCSI 2.0 도입 이후 점수 하락되었다. PCSI 2.0도입으로 인해 약 3.3점

의 점수 하락되었으며, PCSI 2.0은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PCSI 2.0 도입으로 법인고객의 비중이 높을수록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두 번째 가설은 0.026으로 유의미하다. PCSI 2.0 도입 이후 법인

고객이 많은 기관일수록 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아진다. PCSI 2.0는 법인

고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을 억제하고자 고객의 유형을

분리하여 조사기법을 개편하였다. 하지만 회귀분석 결과 PCSI 2.0은 기존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객만족도 점수에는 법인고객의 비율은 유의확률 0.834로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PCSI 2.0 도입으로 법인고객이 많을수록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오히려 점수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에 모집단의 수는 유의확률이 0.170으로

고객만족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PCSI 2.0도입

이후에도 유의확률이 0.709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모집단의 크기는 기관의 사업성격에 따라 그 크기가

매우 다르다. 기초통계량[표 12]에서와 같이 가장 큰 기관은 약 42천개이고,

작은 기관은 58개이다. 모집단이 클수록 기관의 관리가 어려움이 커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PCSI 2.0 도입이후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점수에 영향을 미

친다고 나타난다. PCSI 2.0 도입으로 인해 표본의 수가 큰 기관의 점수가

상승하였다. 이는 모집단에서 표본산출의 대표성을 확보 및 표본 수가

적정화됨에 따라 고객만족도 점수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된다. PCSI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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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모집단이 커서 관리의 어려움과 표본의 대표성에 대해 불리하였던

큰 기관이 기관 고객의 표본수가 적정화 됨에 따라 점수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관의 크기(정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에 작지만

영향을 준다. 기관이 크기가 클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기관의

정원이 많을수록 고객관리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이로써 1인당 관리하는

고객의 비중이 작아 고객관리가 유리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조사방법(비대면조사 0, 대면조사 1)은 공공기관고객만족도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CSI 2.0에서 전화조사인 비대면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전화조사가 어려운 기관에 한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고객이 불특정 다수로 전화번호를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출구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 예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

교통공단, 독립기념관 등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모집단은 대부분 유사하거나 똑같은 고객을 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방식의 변경은 영향이 없다고 판된된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유형(공기업 0, 준정부기관 1)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회귀분석결과 공기업이 준정부기관보다

점수가 높다. 공기업은 시장형, 준시장형으로서 구분되며, 수익성을 내는

기관들로서 준정부기관보다 민간의 성격을 갖고 있으다.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이나 기금관리형으로서 공기업보다 공공성을 더 띄고 있다.

따라서 기관의 종류는 기관의 운영, 고객관리 등에 영향을 미쳐 공공

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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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측 데이터를 PCSI

2.0 전·후표 로 분리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

[표 17]로 볼 수 있다.

[표 16] PCSI 1.0 고객만족도 회귀분석(2013~2014년)

관측수 : 96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92.191 1.261 73.131 0.000

법인표본비율 0.011 0.010 0.115 1.139 0.258

모집단 수 0.000 0.000 0.192 1.799 0.075

표본비율 -0.002 0.012 -0.015 -0.136 0.892

기관의 크기 0.001 0.000 0.278 2.633 0.010

조사방법 0.208 1.310 0.015 0.159 0.874

기관의 종류 -3.143 1.052 -0.312 -2.988 0.004

모형요약
R제곱

분산분석
F변화량 유의확률

0.273 5.573 0.000

* 신뢰구간 : 95%

[표 17] PCSI 2.0 고객만족도 회귀분석(2015~2016년)

관측수 : 128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92.347 3.079 29.988 0.000

법인표본비율 0.026 0.012 0.192 2.142 0.034

모집단 수 0.000 0.000 0.154 1.623 0.107

표본비율 0.028 0.017 0.169 1.661 0.099**

기관의 크기 0.000 0.000 0.086 0.905 0.367

조사방법 -4.204 3.176 -0.113 -1.324 0.188

기관의 종류 -3.594 1.407 -0.245 -2.554 0.012

모형요약
R제곱

분산분석
F변화량 유의확률

0.232 6.090 0.000

* 신뢰구간 : 95% / ** 신뢰구간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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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공기관의 고객만조도 조사 관련 정보의 누락, 비공개 등으로

불균형 관측치로 PCSI 1.0은 96개, PCSI 2.0은 128개이다.

PCSI 1.0서는 기관의 크기와 기관의 종류는 각각 유의확률 0.010,

0,004로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기관의 크기가 클수록 점수가 높으며, 공

기업이 준정부기관보다 점수가 높다. 반면 법인표본의 비율, 모집단 수,

표본의 비율, 조사방법은 고객만족도 점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CSI 2.0 도입 이후 법인표본의 비율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에 유의미한 변수로 보여진다. 법인고객의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점수가 높아진다는 점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물론 PCSI 2.0설계 시 법인

고객의 비중이 높은 기관이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고객유

형을 분리하여 실시하였으나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PCSI

2.0에서는 고객 유형의 분리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법인고객을

많이 가진 고객이 유리하도록 구조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본의 비율은 PCSI 1.0에서 영향이 없었으나, PCSI 2.0에서는 유의

확률이 0.099로 기각될 수 있지만, 신뢰구간 90%에서 살펴 볼 경우 작지만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모집단 대비 표본의 비율이 높을수록 점

수가 높아짐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표본 수가 적정화 되어 표본비율이

큰 기관이 점수가 상승하였다.

하지만 PCSI 2.0에서는 기존 PCSI 1.0에 영향을 미치던 변수인 기관의

크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기존에 기관의 크기가 클수록

점수에 영향을 미쳤으나, PCSI 2.0 도입 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사 설계 상의 조작은 없었으나, 고객의 정의 확대, 표본의 산출 방식

변경됨에 따라 적절한 표본의 추출로 기관의 크기보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도록 설계되어 영향이 적어졌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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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CSI 2.0에서는 PCSI 1.0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모집단의 수,

조사방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여전히 기관의 종류는 준정부

기관이 공기업에 비해 점수가 낮다. 비록 t값이 조금 작아져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유형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

해 개선된 조사 모델인 PCSI 2.0의 도입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PCSI 2.0 도입으로 상향 평준화 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평균 점수가 하락하였으며, 표준편차도 커지고,

범위 값이 늘어나고 왜도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점수에 대한 적정한 변별력에 대한 정의나 척도가 부재한다.

따라서 고객만족도 점수에 대한 적정한 변별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도 점수의 변별력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도 점수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통계를 통해 변별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의하고 적정한 수준의 점수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PCSI 2.0 도입 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고객

유형(개인/법인)에서 법인고객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기존에

PCSI 1.0에서는 고객의 유형의 분리도 없었지만, 고객의 유형이 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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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모델로 개편이 되면서 기관의

표본 중 법인 고객이 많을수록 점수가 상승한다.

세 번째로 PCSI 2.0에서 모집단의 크기에 따른 점수의 영향은 없다고

분석된다. 모집단이 클수록 점수의 관리가 어려워 모집단의 모집단이 클

수록 불리하다고 보여졌지만, 실제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모집단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PCSI 2.0 도입 전후로도 마찬가지다.

고객정의 명확화와 확대, 모집단 산출의 검증 강화는 공공기관 간 누락

방지 등 형평성의 측면에서 올바른 측면으로 보여 진다.

반면에 PCSI 2.0 도입 후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점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모집단이 클수록 표본이 커지면서 불리하다고

보여지는 모집단이 큰 기관이 유리해짐으로써 PCSI 2.0으로 점수 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크기는 고객만족도 점수에 작지만 영향을 미친다. 기관의

크기가 클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고객 관리 인력이 적은 기관에

비해 높아서 보다 유리하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조사방법으로서 대면/

비대면은 점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고객의 모집단이 많이

변하지 않으며, 조사방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일수록 고객만족도 점수는 높아진다. 공기업의 성격

상 민간성을 띄고 있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점수가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 공공기관이 점수 자체를 비공개 정보 제공을

비동의 또는 일부 공개 한 기관이 많고, 정보를 제공해 준 기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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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 수, 표본 수 등의 누락14) 및 비공개로 인해 불균형자료로 분석되

었다는 것이다.

기관별 조사 보고서 내에서도 모집단 수, 표본 수, 고객의 유형 별

비율, 실제 응답률, 대면조사와 비대면 조사 비율, 표본 산출 방식 등이

표기되지 않아 해당 기관에서도 담당자의 변경, 자료의 누락 등으로

인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기관별로 조사하는 조사

실사업체별로 보고서의 양식이 달라 기관마다 갖고 있는 기본 자료가

다르다. 이는 결측값이 많이 생성되면서 불균형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실제 가설의 검증으로 연구결과에 도달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방법은 다른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원

의 능력, 조사 시기, 조사 대상 변화 등과 같은 요소가 공공기관 고객만

족도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PCSI 2.0 도입 이후에도 공공기관 고객만족 조사에서 다른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적 통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를 지속 분석하고 불필요한 변인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모형을 고

도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처럼 모집단의 크기와 기관 크기(정원 수), 기관 유형이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의 기관 분류와 상대평가 방법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능별 기관 분류보다는 모집단의 수, 관리 인력에

대한 가점이나 계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기초 자료인 고객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기관 내 자료

누락, 비공개, 소실 등으로 불균형 자료로 도출되었다. 특히 만족도 조사의

14) 담당자 변경에 따른 정보 소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내 정보 부
재에 따른 정확한 정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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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체가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으나, 기관별 결과 보고서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실사 업체 별 양식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어 자료의

일치성이 낮고, 결과 자료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모집단, 표본 수,

응답자 비율 등이 누락되어있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향후 정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실사업체 간 필수 자료를 통일 할 필요가

있다. 통계 분석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모집단 수, 표본 수, 표본산출

방식, 응답률, 조사방식 등은 모든 기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고객의 의견이 투영되어 향후 기관이

고객관리, 사업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는 정부경영평가를 위한 일회성 단순 측정이 아닌 전체

기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수의 개선을 위해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편차를 줄여 공공기관과 국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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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PCSI 2.0의 측정 및 설문항목

차원 요소 설문 항목

서비스

상품품질

본원적 문제해결
◦◦기관에서 수행한 업무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다

서비스 효익성
◦◦기관이 수행한 서비스는 결과적으

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서비스 완결성
◦◦기관의 업무처리는 빈틈없고 철저

했다

서비스

전달품질

인적상호작용
◦◦기관을 이용하면서 나는 직원과 활

발히 교류했다

커뮤니케이션
◦◦기관 직원과 나의 의사소통은 명확

하게 이루어졌다

고객케어
◦◦기관 직원은 내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했다

서비스

환경품질

(개인고객)

물리적 공간 환경 ◦◦기관의 시설 및 환경은 쾌적하다

제도/절차/시스템환경
◦◦기관의 서비스는 고객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진행된다

인적자원 역량환경
◦◦기관 직원은 전반적으로 고객에 대

한 업무능력이 뛰어나다

관계여건품질

(법인고객)

협력
◦◦기관과 우리기업은 문제해결을 위

해 서로 협조한다

상호호혜
◦◦기관과 우리기업은 서로에게 도움

이 되는 존재인다(win-win관계 형성)

관계 동등성
◦◦기관은 우리기업을 업무상 대등한

관계로 대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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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요소 설문 항목

사회적책임

정책타당성
◦◦기관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추

어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기관은 국가나 사회의 미래가치 창

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리성
◦◦기관의 업무수행은 고정하게 이루

어진다

불일치

기대 대비 ◦◦기관의 서비스 기대 대비 만족도

이상점 대비 ◦◦기관의 서비스 이상점 대비 만족도

다른기관 대비
◦◦기관의 서비스 타기관(기업) 대비

만족도

만족

인지적 만족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바

라던 것이 모두 충족되었다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나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감정적 만족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즐거

운 느낌이 들었다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불쾌

한 느낌이 남았다

기관성과 신뢰 ◦◦기관의 정책 또는 활동 신뢰

사회성과 사회 성과
◦◦기관의 국민 삶의 질 및 행복 기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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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Effect of PCSI 2.0

in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 Focused on public enterprises and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s -

Minhee Park

Public Adminstration, Public Policy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

of customer satisfaction on introduction of PCSI (Public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2.0. PCSI is a public institution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model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s. It was first introduced in 2007 and i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nce a year for public corporations,

semi-government agencies,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Customer

satisfaction surveys hav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customer -

oriented minds of public institutions through improvement of the

public service and it is evaluated that it played a role of improving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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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ever, there were problems such as continuous increase of

absolute score, lower reliability, and unrecognized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Therefore, in 2015, the PCSI 2.0 model that

complements the existing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and applied.

 In PCSI 2.0, we improved the survey method by elaborating

measurement items, changing survey methods, customized surveys

that distinguish individual and corporate customers, expanding

customer definition, and expanding population valida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s of PCSI 2.0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 four years (2013 ~ 2016) of 77 organizations (public and semi -

government agencies)

 

  The average score decreased due to the enhancement and

modification of the survey method, and the distribution of scores by

institution was widened. After introducing PCSI 2.0, customers were

divided into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nd the score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corporate customers according to customer type. And

the verification of the population.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

population did not affect the score. On the other hand, the change in

the sampling method has less effect on the score depending on the

sample size.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larger the size of

the institution (the number of the number), the higher the score and

the lower score tha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that the public

corporation gave. On the other hand, it is analyzed that the survey

method does not affect the sc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index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ex so that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 can be applied to the whole

institution by minimizing the influence by the 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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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rather than the customer. It is hoped that this will be

an opportunity for public institutions and citizens to move toward

acceptance.

keywords : Public-Survice custumer satisfaction index,

Public-Survice custumer satisfaction survey,

PCSI, PCSI 2.0

Student Number : 2012-2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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