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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은 기업의 경제적

성공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공항 산업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이 성공적인 공항운영의 필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서비스에 대한 높은 고객만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 공항이 되었으며, 활발히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공항들 또

한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

면서 공항 서비스 품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서 인천공항이 핵심역량인 서비스 품질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고객들의 핵심 니즈를 파악하여 고객 맞춤형 공항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객 맞춤형 공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이용객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고객유형

별로 세부적인 공항서비스 요소들 간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다양한 고객유형 중 어떠한 요소가 공항 서비스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공항 서비스 품질을 정의하였고, 공항서비스 만족도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공항서비스 구성요소(접근교

통, 체크인, 보안검색, 출국심사, 쇼핑시설)를 선정하였다. 또한 고객유형

에 대한 고객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6가지 고객유형(이용터미널, 연령대, 성별, 내외국인, 목적, 동반자유무)을

도출하였다. 특히 개항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

널을 대상으로 시행한 초기 만족도 분석 연구로서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본 논문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했던 공항 서비스품질 만

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유형에 따라 서비스 요소별 만족도 차이

가 있는지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어떤

고객유형이 공항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천공항의 서비스 품질의 전반적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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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소는 접근교통<보안검색<체크인카운터<출국심사<쇼핑시설 순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객이 비행기탑승 동선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항 이용객의 유형에 따른 개별 서비스 요소 별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모든 만족도 요소(종합, 접근교통,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 출국심

사, 쇼핑시설)에서 제2여객터미널이 제1여객터미널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공항이용객의 연령대별 만족도를 분석 결과 모든 서비스 항목에서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서비스만족도를 보였고 20,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성별의 경우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쇼핑시설을 이용

하는 고객 중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외국

인의 보안검색과 쇼핑시설의 만족도가 내국인보다 높았고, 출국심사는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고객유형 중 이용

목적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보안검색 만족도는 친지방문을 위해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만족도가 높았고 유학목적 고객의 만족도가 가장 낮

았다. 공항을 이용할 때 동반자가 없는 경우 동반자가 있는 고객에 비해

종합만족도, 접근교통만족도, 체크인카운터 및 보안검색 그리고 출국심사

의 만족도가 높았다.

고객유형별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용터미널은

종합만족도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와 동반자 유무는 쇼핑시설 만족도를 제

외한 다른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고객의 유형 중 성

별과 내외국인의 차이는 종합만족도를 제외한 접근교통 및 체크인, 보안

검색, 출국심사, 쇼핑시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인천공항은 다른 서비스 요소들에 비해서 접근교통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낮고, 특히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20대 및 내국

인의 만족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천공항이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1여객터미널의 접근교통 서비스 개선을

집중적으로 이루어야하며,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20대를 위한

접근교통 서비스를 개선해야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보안검

색 서비스의 경우 제1여객터미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며, 유학을 목적으

로 방문한 고객, 그리고 여성 및 내국인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방안을 마

련해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향후 인천국제공항이 서비

스 품질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부 공항서비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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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교통, 체크인, 보안검색, 출국심사, 쇼핑시설) 별 만족도가 상대적으

로 낮은 고객유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선 사업

을 시행해야할 것이다.

주요어 : 인천국제공항, 고객유형, 서비스, 만족도, 접근교통, 체크

인카운터, 보안검색, 출국수속, 쇼핑시설

학 번 : 2018-2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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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거 항만, 철도,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던 시대를 거쳐 21세

기는 공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는 공항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

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2011년 전 세계 28억 명이 운송수단으로 항공편

을 이용하였고 2050년이 되면 160억 명이 항공을 통해 여행을 할 것이라

고 예측하였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인 인

천공항은 개항 17년 만에 세계 정상급 공항으로 성장하였다. 인천국제공

항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7년 인천공항 이용객수는 6,208만명으로

2001년 개항 시 1,454만명에 비해서 4배 이상 이용객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선 이용객 기준 세계7위 규모로 인천공항의 양적 성장을 잘 설

명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주관하는 공항서비스 만족도 평가

인 ASQ(Airport Service Quality, 이하 ASQ)평가에서 2005년부터 2016

년도까지 12년 연속 세계1위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 인천공항은 이러한 공항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우위를 바탕으로

2008년 이라크 아르빌 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중인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 운영사업까지 활발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처럼 높은 수준의 공항 서비스 품질은 인천국제공항의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최병권(2007)은 탁월한 기업의 서비

스 품질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쟁우위와 경제적인 성공에서 핵

심적인 요인이며, 서비스품질이 기업의 성공적인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가장 유력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Rendeiro 와 Cejas(2006)는 공항의 서비

스 만족도와 관광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에서 관광지에 대한 최초이자

마지막 인식은 공항에서 이루어지며 공항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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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저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인천공항

서비스 품질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상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공항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 해외공항들이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하며 서비스 수준을 높이

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인천공항과 다른 공항과의 서비스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2015년

ASQ평가로써 인천공항은 싱가폴 창이공항과 동점으로 공동 1위를 차

지1)했다. 이전까지 앞서 있던 공항 서비스 품질의 격차가 줄어들고 공항

사이의 고객 서비스 품질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진 것이다.

Liang& Lai & Ku(2006)는 인터넷 고객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

서 고객맞춤형 서비스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과부하를 줄여 고객의 서비

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제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

로 다양한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는 고객별 맞춤서비

스를 통한 가치 창출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이영혁, 김효중, 최성

호(2017)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13.1%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30년에는 65세 이상 고

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이용연령에 따른

맞춤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처럼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적 변화 속에서 인천공항이 다양한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고객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요소별 만족도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곽상규(2017)는 현대 공항산업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항

공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승객들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더불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공항

운영 및 수속 시스템의 자동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연합뉴

스(2017.10.31.)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싱가폴 창이공항은 새롭게

개장한 제4여객터미널을 완전 자동화를 통한 직원이 없는 공항을 목표로

1) 출처 : ACI 홈페이지 (http://www.aci.a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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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완료하였고 탑승 및 입출국 수속과 수하물 처리까지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다. 인천공항 또한 2005년 제1여객터미널에 셀프체크인 서

비스를 시작한 이후 모바일 체크인, 셀프벡드롭 등 지속적으로 공항관련

신기술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2018년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최첨단 공항으로 셀프체크인, 자동수하물위탁 등 셀프서비스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여객들의 공항 수속 시간을 단축시키며 세계 수준의

스마트 공항 구현을 목표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보안검색에서도 정밀도

향상 등을 위해서 전신검색대를 이용해 기존 사람이 수행하던 검색을 자

동화시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첨단기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러한 자동화 및 신기술적용의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

하게 진행될 것이다.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이

하 IATA)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 세계 승객의 80 %가 산업 표준을 기

반으로 완벽한 셀프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공항 시설은 여객들이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신속하

게 수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지는 요인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7)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존의

익숙한 서비스를 선호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격차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공항의 최첨단 서비스의 확대는 일부 고객의 서비스 만

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천공항 이용 고객의 유형에 따른 출국수속

서비스에서의 만족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새롭게 개장한 제2여객터

미널과 기존 제1여객터미널 간 서비스 만족도 차이를 함께 연구하여 새

롭게 개장한 공항에서 고객의 유형에 따른 만족도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고객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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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 고객유형(연령대, 성별, 내외국인, 여행목적,

동반자 유무)에 따른 공항 서비스 항목별(접근교통, 체크인, 보안검색, 출

국수속, 쇼핑시설) 만족도를 조사한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분석

을 통해 연령대와 성별 등 다양한 고객의 유형과 이용하는 터미널의 차

이에 따라 공항 서비스 항목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과 고객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고, 인천공항 서비스 만족도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통한 계량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밝혀낸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항서비스 요소(접근교통, 체크인, 보안검색, 출국

수속)에 인천공항의 가장 큰 수익요소인 쇼핑시설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를 추가하여 탐색적이며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공항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공인된 공항분야 서비스 만족도 평가인 ASQ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적합하게 고안된 모델인 인천국제

공항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연령대, 성별, 내외국인, 이용목

적, 동반자유무 및 이용터미널에 따른 기초통계량 분석 및 분산분석, 다

중회귀분석을 진행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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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공항 서비스의 개념 및 분류

장대성, 김영택, 전순란(2003)은 공항을 단순히 사람과 재화를 옮기는

운송공간의 개념을 넘어 21세기 한 국가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복합 서비

스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공항 서비스는 이러한 공항과 연관된 서비스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김태호(2016)는 공항의 특성을 Davis의 네 가지 서

비스 산업 유형 분류법에 따라 구분한 후 공항은 지식기반의 서비스를

수행하며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서비스 콤플렉스에 해당된다

고 하였다. 곽상규(2017)는 공항서비스에 대해서 공간적 범위를 공항으

로 한정하고 이런 공간 내에서 공항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항공교통 서비

스 일체라고 정의하며, 공항서비스는 범위가 넓고 서비스 제공 주체도

다양하다고 말하였다. 위의 논의들을 토대로 공항 서비스를 정의하자면

공항 서비스는 공항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제공 주체

가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항 서비스 체계를 분류하기 위한 연구로서 Martel과

Seneviratne(1990)은 공항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출국 여객들에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공항서비스를 12개

의 요소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 후 Ndoh 와 Ashford(1994)는 공항

서비스체계를 여객처리시설, 대기시설, 이동시설, 편의시설, 공항접근시설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 공항 및 항공과 관련된 국제기구인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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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

는 기능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공항을 Airside와 Landside로 분류하였다.

백운일, 박정열, 전성숙(2009)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항 및 건물지역인 Landside 서비스와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

한된 Airside에서의 서비스로 공항 위치를 구분했다. 이러한 공항관련 서

비스를 간략하게 구분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1> 공항 서비스 분류

위치 내용

Airside

－항공관제 서비스

－항공기 이착륙 및 유도 서비스

－항공기 정비 및 지상조업 서비스

－소방 및 수색구조 등

Landside

여객터미널

내부

－안내서비스

－편의시설(대기 장소, 라운지, 은행, 화장실 등)

－보안(Security)

－수하물 처리 및 Cart 서비스

－기타(공항직원에 의한 접촉서비스)

여객터미널

이외

－지상 접근 교통서비스

－순환, 지상운송서비스

－안내(표지판)서비스

－외곽경비 및 보완 등

※ 출처 : 백운일, 박정열, 전성숙(2009) ‘공항 서비스 분류’ 편집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항 서비스는 공항을 구성하는 모든

시설물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공항을 이용

하는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는 여객터미널 내부의 편의시

설, 보안, 수하물 및 카트, 접촉서비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

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연구내용으로 위의 서비스 체계가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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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도의 영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공항 서비스 품질 및 서비스 만족도 측정 방법

Grönroos(1984)는 서비스 품질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와 지각하는 서

비스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즉 기대 서비스와 지각 서비스 요소를 찾

아내면 그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

다. Parasuraman과 Zeithaml, Berry(1988)는 선행 연구를 발전시켜 서비

스 품질 구성요인을 분석하여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의사소통, 신용,

보안성, 능숙함, 정중함, 이해, 고객에 대한 정보라는 10가지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구성요인에 대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과 지각하는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곧 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인이라고 하였고, 그 이

후 실증적인 타당성과 척도의 개발을 통하여 유형성(물리적 시설물, 장

비 등 외형적 시설), 신뢰성(상호 약속한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고 정확

하게 수행하는 능력), 응답성(고객 지원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 보증성

(직원의 지식과 예의와 신뢰와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능력), 공감성(기업

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려 깊은 관심과 배려)의 5가지로 구성요인을 정

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구성요인에 대한 측정방법으로

SERVQUAL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최초로 개발된 서비스품질 측정

방법으로서 서비스관련 산업에서 널리 사용 및 인용되었다.

한편 Cronin 과 Taylor(1992)는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

해야하는지와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만족도 사이 관계에 대한 연구질문

을 통해 서비스 품질 및 소비자 만족도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 만족도

의 선행요소라는 것을 밝히고 서비스 품질과 성과에 대한 척도인

Performance only Scale(SERVPERF)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서비스

품질 측정을 시도했다.

장대성 외(2003)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항의 서비스 품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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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기대하는 서비스와 지각하는 서비

스를 측정하려면 동일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분석을 시행해야 하나 공항

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 동일인을 추적하여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과 지각하는 서비스 수준을 종단 분석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

능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과 같이 ASQ를 비롯한 모든 공항관련 서

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는 이용객의 서비스 기대효과가 이미 반영되었다

고 보고 만족도 결과만을 조사하는 방법을 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인천공항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천공항의 서

비스 품질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Parasuraman(1988)과 최병권(2007) 등은 소비자들은 서비스 품질

을 평가할 때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지각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다개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ASQ평가

는 34개의 평가항목에 대한 공항의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지만, 공항서

비스 종합 순위를 산정할 때에는 공항의 종합 만족도라는 1개 항목에 대

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순위를 산출한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시하고 있

는 고객 만족도 조사는 이러한 ASQ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

양한 설문을 통한 고객들의 만족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체크인, 보안검색,

출국수속 등 세부 공항 서비스요소의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실

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3.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만족도 평가

공항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CI(Airport Council Internationa, 이하 ACI)에서 주관하는

ASQ평가이다. 이 평가는 전 세계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공

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평가다. 평가의 목적은 공항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소비자가 공항 서비스 품질에서 바라는 점

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보다 심도깊은 고객의 관리 정보 및 연구 데이터

를 공항에 제공하자 하는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317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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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ASQ평가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연간 약 35

억 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공항 서비스 만족도 평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ASQ의 모태는 IATA주관으로 시행된 GAM(Global Airport

Monitoring)으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되었다. 그리고 2004년

IATA와 ACI가 공동조사를 시작하면서 평가의 명칭을 AETRA라고 변

경하여 2005년까지 2년간 시행했다. 2006년부터는 ACI 단독으로 ASQ라

는 이름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ASQ평가는 매월 2회 이상 평가를 시행하고, 매 분기 모든 요일이 포함

되도록 조사 설계가 되어있다. 또한 분기별 최소 350명 이상 설문을 진

행하고, 설문조사표본을 공항운영 통계에 근거로 산정하여 <표2-2>와

같은 다양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여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 노력하였다. 인천공항의 경우 연간 약 2,400명에 대한 설문을 통해 평

가를 진행하고 있다.

<표 2-2> ASQ 평가 항목

구 분 항목수 항 목

종합 1 공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공항접근성,

주차시설
4

공항-목적지/출발지 간 육상교통, 주차시설, 가격대비

주차시설만족도, 수하물 카트 이용의 편리성

항공사

탑승수속
4 탑승수속 데스크 앞에서 대기시간, 탑승수속 직원들의

능률 및 친절과 도움

여권비자

심사
2 여권비자 심사 대기시간, 여권비자 심사직원의 친절함

보안 4
보안검색요원의 친절성, 정확성, 신속성, 공항보안에 대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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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2018) ’ASQ평가 내부 보고자료’ 편집

인천공항은 2001년부터 ASQ평가에 참여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고 아래의 <표2-3>과 같이 2005

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1위를 달성했다. 매일경제

(2017.01.01.)에 따르면 이러한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배우고자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방문한 해외인원만 7천명 이상이다. 이처럼 인천공항의 서비

스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고 이러한 높은 서비스 수준을

바탕으로 해외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

<표 2-3> ASQ 평가 순위(2004년 이후)

공항안에서

원하는

길찾기

4
공항 안 길 찾기 편리성, 항공편 안내스크린,

터미널 안에서의 이동편이성, 환승객의 길 안내 편이성

공항서비스

및 편의시설
10

공항직원의 친절성 및 도움성, 식당시설, 음식점의

가격대비 만족도, 은행/ATM/환전시설 이용 용이성,

쇼핑시설, 쇼핑시설의가격대비 만족도, 인터넷 엑세스/Wi-fi,

항공사 (1/2등석)라운지,화장실 이용편이성, 화장실의

청결도, 편안한대기시설및도착/출발 게이트

공항환경 2 터미널 청결도, 공항의 분위기

도착서비스 3 여권 및 비자심사(입국), 수하물 찾는 속도, 세관심사

연도 1위 2위 3위

2004년 홍콩 인천 싱가폴

2005년 인천 싱가폴 홍콩

2006년 인천 홍콩 쿠알라룸프르

2007년 인천 쿠알라룸프르 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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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ACI 홈페이지(http://www.aci.aero/)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ASQ는 전세계 다수의 공항이 참여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

력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공항 서비스 품질에 관한 만족도 측정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SQ는 공항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서만 점수를 공

개하며, 다른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순위만 공개하고 있어 공항 서비스

품질 요소에 따른 분석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ASQ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공항이용객의 유형과 공항 서비스 세부

항목에 대한 각각의 만족도를 조사한 인천국제공항 서비스 만족도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2008년 인천 싱가폴 홍콩

2009년 인천 싱가폴 홍콩

2010년 인천 싱가폴 홍콩

2011년 인천 싱가폴 베이징

2012년 인천 싱가폴 베이징

2013년 인천 싱가폴 베이징

2014년 인천 싱가폴 베이징

2015년 인천, 싱가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2016년 인천 싱가폴, 델리, 뭄바이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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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공항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

공항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초기 연구는 일반 품질모형인 ‘SERVQUAL’

모형을 이용한 연구와 ‘SERVPERF’ 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

다. 앞서 공항 서비스 품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arasuraman 외(1988)

는 5가지 주요 서비스 구성요인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측정방법으로

‘SERVQUAL’ 모형을 제시하였고, Cronin 외(1992)는 기존 모형을 비판

하고 성과만을 이용한 척도인 ‘SERVPERF’을 주장한바 있다.

먼저 SERVQUAL 모형을 기본으로 한 공항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

로서 장대성 외(2003)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공항이 가지고 있는 서

비스적 특성과 SERVQUAL의 품질구성요인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품

질 요인을 아래 표2-4와 같이 제시하였다. 특히 공항시설, 운영절차, 지

리적 위치 항목과 같이 공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서비스 요소를 추가

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입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서비스 요인을 구체

화, 세분화 한 것이 그 특징이다.

<표 2-4> 공항서비스 품질 요인

연번 서비스 요인 내용

1 공항시설 공항터미널 건물, 각종 장비 및 시설, 그리고 활주로

2 운영절차
항공여객들에 대한 항공기와 공항 터미널까지의 입출국
수속 및 세관수속 등의 수속 및 절차 서비스

3 신뢰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약속한 서비스를 수행할
공항근무자들의 능력

4 반응성
이용객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응대, 이용객문의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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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장대성·김영택·전순란(2003) ‘공항 서비스 품질 요인’ 편집

홍석진과 이재환(2007)은 SERVQUAL 모형의 5가지 요인에 대한 고

찰과 공항 서비스 품질 평가의 실증적인 설문항목들을 중심으로 8가지

공항 서비스 품질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존 모형의 신뢰성, 반응

성, 보증성, 공감성을 유지하고 새롭게 교통운영, 편의시설, 출입국심사,

환경요인이라는 4가지 요소를 추가한 공항서비스 품질 모형을 구성하여

인천공항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공항직원, 항공사, 여객에

대한 설문을 통해 공항 서비스 제공자와 공항 이용자가 인식하는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서로간의 인식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용화와 최정규(2007)는 국내외 주요 5개 국제공항(홍콩, 싱가폴, 도

쿄, 방콕, 인천)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ERVQUAL 모형을 변형하여

유형성, 반응성, 편의성, 접근성, 경제성이라는 5가지 서비스 품질측정 요

인을 도출하고, 이를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방식으로

각 공항별로 서비스 품질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론으로 인천공

항은 서비스 품질은 전반적으로는 우수하나 문제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대처가 고객만족 수준까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과 같은 유형의 이용객에 대한 배려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SERVQUAL 모형에 대해 실증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된 SERVPERF 모형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항 서비스 품질 측

정 모형으로 사용되었다.

장대성(2004)은 유형과 무형의 서비스가 혼재된 공항 서비스의 특성과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 측정 시 동일인을 대상으로 종단분석을

5 보증성
지식과 예절을 보유하고 믿음과 신뢰성이 있는 근무자
자질과 공항운영능력

6 공감성
공항공사가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독특하면서도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

지리적 위치 공항 입지, 공항까지 교통 편리성, 다른 항공기와의 환승위치7

안정성 안전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운항관리 능력과 공항제반
안전유지능력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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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는 SERVQUAL모형은 공항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하

였다. 그래서 SERVPERF 모형을 이용하여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유형성

과 신뢰성, 반응성, 안정성에 운영절차 및 지리위치, 편의시설 항목을 추

가로 한 7개의 서비스 품질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7가지 공항 서비

스 품질요인을 바탕으로 32개의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최병권(2007)은

기존 공항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공항의 서비스 품질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기존의 마케팅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각된 서

비스 품질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백운일 외(2009)는 SERVPERF 모형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장대성의

연구에서 도출한 공항 서비스 품질 측정항목을 참고하여 인천공항 대상

연구를 진행하였다. 30개 항목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품질

을 측정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시설 편의 및 외적 심미성, 반응 및 보증

성, 공감성, 신속 및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교통편의성 요인이 공항서비

스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설문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공항을 최초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신속 및 정확성 요인, 그리고

교통 편의성 요인은 서비스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

장하였다. 여세희(2010)는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 요인 및 고

객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기본시설, 부대시설, 서

비스응대, 출입국절차, 안전보안, 접근성이라는 6가지 서비스 품질 만족

도 측정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대구공항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항기본시설 이용의 편리성, 기타 부대시설 이용

의 편리성, 종사원들의 서비스 응대 요인, 접근성요인 이렇게 4지 항목이

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결과

가 일부 다른데 이는 공항의 규모가 작고 노선이 다양하지 못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공항은 그 규모와 노선에 따

라 고객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으므로, 공항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 ASQ와 같은 국제공항 서비스 평가 항목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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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정윤희, 박용화, 백소라(2013)는 공항 서비스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접근성 및 연결성, 편의시설, 보안 및 출국심사, 공항환

경, 도착 관련 서비스, 항공사 서비스에 대한 회복공정성을 연구하였다.

그 후 이청림과 라선아(2015)는 기존의 단순나열식 구조의 서비스 품질

측정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공항서비스에서 고객접점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여객의 동선을 고려한 새로운 서비스 만족도 측정 모형을 제시

하였다. 즉 여객은 출국과 입국과정에서 공항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적인 순간(진실의 순간)을 바탕으로 공항의 서비

스 품질 및 고객의 만족도를 인지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가

설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통계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출국의 경우

보안검색이 공항의 전반적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고, 그 다음으로 공항 입장서비스, 체크인, 출국심사 등이 전반적 서

비스 품질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2-1> 출국고객 인과 모형

※ 출처 : 이청림·라선아(2015) ‘출국고객의 인과모형’ 편집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의 특징인 공항 서비스 품질 요소를 나열식으로

구분하는 구조를 벗어나 여객이 공항을 이용하는 흐름을 따라서 직접 경

험하는 서비스 요소들을 제시한 특징적인 연구이다.

이상으로 알아본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공항 서비스 품질은 다양한 구

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연구자에 따라 그 요소를 결정짓는 항목들이

일부 차이가 발생하나 대부분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흐름에 따라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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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서 제공되는 유, 무형의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공항 서비

스 품질은 공항이용객이 느끼는 주관적인 측면 즉, 고객 만족도 중심으

로 연구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공항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비스 품질과 고객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도의 원인인지, 아니면 고객이 만족

을 느끼게 되면 서비스 품질이 높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러한 연구

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곽상규(2017)는 기존의 논쟁에 대해 언

급한 후 최근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의 선행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다고 하였다. 즉, 고객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품질을 인지할 때 더욱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김용과 황복주(2003) 또한 다양한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도 관련 선행연구를 언급하며 백화점의 고객 서비스 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백화점의 서비스 품질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항에 적용된 신기술에 관련된

공항 서비스 만족도의 연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김구영(2018)은 인천

공항에 적용된 IT기술들이 공항 이용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용

자 셀프서비스 기술에서 유용성과 편의성은 기존의 공항지원 기술에 비해

재이용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진호 외

(2013)는 공항 자동화 서비스 중 자동출입국 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공항에 적용된 신기술에 대한 부정적 기술 준비도로 인한 불안감은

공항 이용객의 만족도(지각된 즐거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다. 이는 새로운 기술 활용을 통한 성과 기대에 비해 기술적응도 및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다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런 선행연구들은 신기술(셀프서비스)이 증가하는 공항산업의 추

세 속에서 셀프서비스의 효과성 및 이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주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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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연구는 고령층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였고, 일부 연구에서는 셀프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높은 연령대 공

항 이용객이 표본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외에도 박용화

외(2007)의 연구에서 인천공항에서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같은 유형의

고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서비스 이용 시 문제가 발생한 고객은 만

족스러운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진 외(2007)는 공

항 서비스 제공자와 공항 이용자가 인식하는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서

로간의 인식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 공항 운영자가 고객 만족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함을 보여주었다.

3. 고객유형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객유형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박수영과

이미혜(2009)는 항공사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 연

령대, 소득수준, 직업 및 교육수준 등의 고객유형에 따른 항공사 이용 만

족도의 차이 및 중요도 인식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성별과

직업에 따라서 항공사 서비스 품질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용 외(2003)는 백화점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백화점 이용자들의 유형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성

별 및 나이, 월소득 및 이용빈도, 이용동기(목적) 등 다양한 유형에 따른

고객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이용빈도 및 목적 등에 따라서 만족도의 차이

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왕효범(2016)은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크루즈 여행 상품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 연령, 소득, 동

반자 등 고객유형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령대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서철현(2010)은

지역축제에 관한 만족도 연구에서 다양한 고객유형이 축제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서 외지인의 만족도가 지

역주민의 만족도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김영선(2017)은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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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유

의미한 만족도 차이를 나타내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

냈다고 하였다. 그 외의 교육수준 및 소득, 직업, 연령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유형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부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공항 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많은 연구

에서 고객유형 중 성별 및 연령대에 관한 연구가설을 수립하였고, 몇몇

연구에서는 이용목적, 동반자, 내·외지인 등에 대한 변수를 바탕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연구의 차별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선행 연구들은 공항 서비스 품질 요소에 대

한 구분 또는 공항 서비스의 평가 항목들을 도출한 후 설문조사 및 분석

을 통해서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항서비스 품질과 그에 따른

이용객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고, 공항 서비스 만족도의 중요

성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으며,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항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에 대한 유추가 가능했

다. 즉 전반적인 공항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주

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만족도 연구에서 진행되

었던 고객유형에 관한 연구는 공항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 활발히 진행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유재(2016)에 의하며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

됨에 따라, 고객의 전반적 만족도 달성만으로는 더 이상 서비스 품질을

차별화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서술하였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세

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종합 서비스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9점 이상

(ACI, 2016)을 받을 정도로 모든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경

쟁공항의 종합 만족도 점수 또한 4.5점 이상으로 고객이 느끼는 공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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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만족도 간의 격차가 사라진 현실에서 기존과 같은 방법론의 공항 서

비스 만족도 연구로서는 새로운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항 이용객 만족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요인을 찾는 기존 연구결과를 보완하여, 고객유형과 서비스만족도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었던 연령, 성별, 내외국인, 여행목적, 동반자 유무를

중심으로 공항 이용객의 유형을 세분화한 후 고객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서비스 요소이자 공항의 주요 시설인 접근교통, 체크인, 보안검색,

출국수속, 쇼핑시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각각 터미널별로 비교 분석하

고자 한다. 이러한 세부 공항서비스 요소별 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를 통해 기존의 공항 전반적인 만족도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한 것에

비해 다양하고 방대한 공항 서비스 품질 만족도 연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고객유형에 따른 공항의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고, 세부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 비교를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선 요소를 도

출하는 등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는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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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출국의 과정에

서 경험하는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그리고 고객의 유형(연령대, 성

별, 내외국인, 출국목적, 동반자유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제공하는 서비

스별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새롭게 지어진 제2여객터미널과 기존 제1여객터미널간의 주효과를 동시에

확인하여 여객터미널에 따른 고객유형별 만족도의 변화를 비교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그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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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고객의 유형에 따른 인천공항 서비스 품질 만족도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공항 서비스 품질 요소에

따른 만족도를 측정하여 비교한다. 앞선 선행연구(장대성, 김연태, 장순

란 2003; 곽상규 2017)들을 바탕으로 볼 때 공항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

족도는 공항 접근 교통, 체크인, 보안검색, 출국심사 등의 개별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와 더불어 공항수

익의 가장 큰 요인이면서도 기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던 쇼핑시

설이용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진행하여 본 연구에서 고객 유형에

따른 만족도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 항목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

다.

앞서 기술한 최진호 외(2013)의 연구에서 부정적 기술 준비도로 인한

불안감이 공항 이용객의 지각된 즐거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했는데 이는 신규로 개장한 공항일수록 기술 준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곽상규

(2017)는 인천공항 출국여객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데이터 분석을 바탕

으로 ‘체크인 신속성’ 및 ‘출국심사 대기시간’과 ‘출국심사 신속성’이 출국

수속에 만족도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제2여객터미널은 제1여객터미널에 비해 수속시간이 20% 적게 소

요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

다. 이처럼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자동화 기기가 다수 반영된 신규

개장 공항에서 고객만족도는 차이를 나타내지만 정(+) 또는 부(-)의 영

향을 미치는 지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언 등(2007)은 기술 확산 속도에 따라 연령 간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고령층의 경우 기존에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예속

정도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박용화 등(2007)은 인천공항의 서비스 품질

은 전반적으로는 우수하나 서비스 이용 시 문제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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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가 고객만족 수준까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 노약자 등과

같은 유형의 이용객에 대한 배려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새롭게 개장한 공항의 서비스는 이를 이용하

는 고객의 연령대 및 동반자여부에 따라 고객별로 서비스품질 만족도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박수영 외(2009), 김용 외

(2003), 왕효범(2016), 서철현(2010), 김영선(2017) 등이 진행하였던 공항

이외 산업분야의 고객유형에 따른 만족도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이용자의

성별, 내외국인, 출국목적 등 세분화된 고객유형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그림3-2>과 같은 가설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3-2> 연구 가설

가설 1. 인천공항의 고객 연령대와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에 따라 공

항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1. 인천공항의 고객 연령대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서비스 종합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2. 인천공항의 고객 연령대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접근교통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3. 인천공항의 고객 연령대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체크인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4. 인천공항의 고객 연령대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보안검색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5. 인천공항의 고객 연령대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출국심사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6. 인천공항의 고객 연령대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쇼핑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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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인천공항의 고객 성별과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에 따라 공항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1. 인천공항의 고객 성별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서

비스 종합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2. 인천공항의 고객 성별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접

근교통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3. 인천공항의 고객 성별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체크인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4. 인천공항의 고객 성별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보안

검색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5. 인천공항의 고객 성별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출국

심사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6. 인천공항의 고객 성별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쇼핑

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인천공항의 고객 국적(내․외국인)과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에

따라 공항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1. 인천공항의 고객 국적(내․외국인)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서비스 종합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2. 인천공항의 고객 국적(내․외국인)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접근교통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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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3. 인천공항의 고객 국적(내․외국인)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체크인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4. 인천공항의 고객 국적(내․외국인)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보안검색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5. 인천공항의 고객 국적(내․외국인)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출국심사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6. 인천공항의 고객 국적(내․외국인)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쇼핑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인천공항의 고객 출국목적과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에 따라

공항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1. 인천공항의 고객 출국목적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서비스 종합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2. 인천공항의 고객 출국목적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접근교통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3. 인천공항의 고객 출국목적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체크인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4. 인천공항의 고객 출국목적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보안검색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5. 인천공항의 고객 출국목적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출국심사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5 -

가설4-6. 인천공항의 고객 출국목적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쇼핑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동반자 유무와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에

따라 공항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5-1.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동반자 유무와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서비스 종합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5-2.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동반자 유무와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접근교통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5-3.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동반자 유무와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체크인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5-4.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동반자 유무와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보안검색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5-5.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동반자 유무와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출국심사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5-6.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동반자 유무와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쇼핑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인천공항 이용 고객의 유형(이용터미널)은 공항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1.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유형은 공항 서비스 종합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6 -

가설6-2.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유형은 공항 접근교통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3.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유형은 공항 체크인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4.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유형은 공항 보안검색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5.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유형은 공항 출국심사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6.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유형은 공항 쇼핑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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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3차(1차 : 18년 3월28일∼4월4일, 2차

: 6월21일∼6월27일, 3차 : 8월16일∼8월22일)에 걸쳐 시행한 출국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조사는 1:1 개별

면접 조사로써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

종 만족도 점수로 산출하였다. 총 표본 수는 총 3,342명으로 제1여객터미

널 이용객 수와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제1여객터미널 이

용여객 2,321명, 제2여객터미널 이용여객 1,0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 방법

공항 서비스 품질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SAS 9.4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도, 평균, 분산, 표

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량을 분석하였고,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연령대 및 성별, 국적(내외국인), 여행목적

및 동반인 유무의 효과를 이용터미널(T1, T2)에 따라 공항이용객의 다

양한 서비스 만족도 차이에 대해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다양

한 고객의 유형이 고객 서비스 요소별(종합만족도, 접근교통, 체크인, 보

안검색, 출국심사, 쇼핑시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회귀분석

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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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초통계 분석

고객유형에 따라 공항 서비스 만족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기 위해서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여객이 출국 프로세스를 따라 접하게 되

는 공항 주요 서비스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ASQ(공항서비스

평가)의 항목을 근간으로 설계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항목

을 참고하여 공항 접근교통, 체크인서비스, 보안검색, 출국심사, 쇼핑시설

만족도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출국 서

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서비스 항목의 만족도에 어

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종속변수인 공항서비스 요소 별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4-1>과 같다.

<표 4-1> 공항 서비스 요소별 만족도 기술통계량

변수 샘플수2) 평균 표준편
차 최소값 최대값

1 종합서비스 만족도 2980 89.26 13.35 20 100

2 공항 접근교통 만족도 2980 77.77

81.54

16.14 20 100

3 체크인카운터 만족도 2980 82.48 15.02 20 100

4 보안검색 만족도 2980 78.52 15.83 20 100

5 출국심사 만족도 2980 83.17 14.65 20 100

6 쇼핑시설 만족도 1863 85.75 15.09 20 100

2) 일부 조사 항목에 대한 무응답을 결측치로 제거하여 총 샘플수와 차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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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이용자의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종합만족

도는 평균 89.26점으로 나타났다. 여객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서비스

요소는 공항 접근교통 및 보안검색으로 분석되며, 상업시설(쇼핑매장)과

출국심사의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종합만족도와 그 구성 요소인 5개 항목의 서비스 만족도의 평균값은

7.72점 차이를 보여주었다.

인천공항 종합 서비스품질 만족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표4-2>와 같이 종합만족도와 쇼핑매장 만족도가 0.635의

상관계수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공항 접근교통

만족도는 0.439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공항의 종합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접근교통<체크인<보안검색<출

국심사<상업시설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객이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

한 이동동선과 그 순서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 인천공항 서비스 만족도 요인 상관관계 분석 결과

피어슨 상관 계수( 표본수 = 2,980)

　
종합서비
스 만족
도

공항 접
근 교 통
만족도

체크인카
운터 만
족도

보안검색
만족도

출국심사
만족도

쇼핑시설
만족도

종합서비스
만족도

1 0.439 0.509 0.519 0.53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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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접근교
통 만족도

0.439 1 0.490 0.534 0.505 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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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인카운
터 만족도

0.509 0.490 1 0.568 0.59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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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검색 만
족도

0.519 0.534 0.568 1 0.63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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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심사 만
족도

0.533 0.505 0.599 0.632 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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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시설(쇼
핑매장) 만족도

0.635 0.397 0.430 0.512 0.453 1

<.0001 <.0001 <.0001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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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대한 종합 만족도를 연령대에 따라서 분석해본 결과 <표

4-3>과 같이 공항서비스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20대 이하에서 가장 낮

은 만족도를 보이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만족도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20대

와 40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50대와 60대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60대의 경우는 모든 항목의 만족도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 4점이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연령대에 따른 서비스 품질 만족도 기술통계량

변수
종 합 서
비스 만
족도

공항 접
근 교 통
만족도

체 크 인
카 운 터
만족도

보안검색
만족도

출국심사
만족도

쇼핑시설
만족도

20대
이하

샘플수 1555 1555 1555 1555 1555 911

평균 88.72 76.37 81.60 77.48 82.38 86.02

표준편차 13.88 15.94 15.27 15.65 15.16 14.85

30대

샘플수 698 698 698 698 698 478

평균 89.17 78.60 83.07 78.63 83.52 85.40

표준편차 13.28 16.49 15.54 16.65 14.72 16.02

40대

샘플수 406 406 406 406 406 864

평균 89.21 77.54 81.33 77.76 82.96 84.17

표준편차 12.45 15.52 13.45 14.53 13.00 14.57

50대

샘플수 219 219 219 219 219 156

평균 90.78 81.55 85.85 82.35 84.93 85.51

표준편차 12.30 15.66 14.03 15.91 14.12 15.00

60대
이상

샘플수 102 102 102 102 102 54

평균 95.10 86.08 89.22 88.45 88.80 92.96

표준편차 9.09 16.36 12.48 12.86 1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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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대한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성별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표4-4>와 같이 공항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 및 접근교통, 체크인, 보

안검색, 출국심사 등 전 부분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도가 높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4> 성별에 따른 서비스 품질 만족도 기술통계량

변수
종합서비
스 만족
도

공항 접
근 교 통
만족도

체크인카
운터 만
족도

보안검색
만족도

출국심사
만족도

쇼핑시설
만족도

남성

샘플수 1399 1399 1399 1399 1399 825

평균 89.88 78.56 83.33 79.62 84.43 87.08

표준편차 13.14 16.24 14.96 15.93 14.37 14.92

여성

샘플수 1581 1581 1581 1581 1581 1038

평균 88.72 77.07 81.72 77.56 82.05 84.70

표준편차 13.51 16.02 15.03 15.68 14.80 15.14

내국인과 외국인에 따른 공항 서비스품질 만족도를 분석해본 결과

<표4-5>와 같이 종합만족도와 체크인카운터의 만족도는 유사하나, 공항

접근교통 서비스의 만족도와 보안검색 및 쇼핑매장의 서비스 품질 만족

도는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출국심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국인이 더욱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5> 내외국인에 따른 서비스 품질 만족도 기술통계량

변수
종합서비
스 만족
도

공항 접
근 교 통
만족도

체크인카
운터 만
족도

보안검색
만족도

출국심사
만족도

쇼핑시설
만족도

내국
인

샘플수 2159 2159 2159 2159 2159 1466

평균 89.25 77.02 82.48 77.40 83.71 85.01

표준편차 13.05 15.78 14.67 15.79 14.27 15.03

외국
인

샘플수 821 821 821 821 821 397

평균 89.28 79.73 82.46 81.36 81.73 88.51

표준편차 14.11 16.89 15.90 15.58 15.51 15.01



- 32 -

인천공항 고객의 출국 목적에 따라 공항 서비스품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표4-6>과 같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친지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유학 및 여행을 목적으

로 하는 고객들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공항 서비스 품질만족도가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출국 목적에 따른 서비스 품질 만족도 기술통계량

변수
종합서비
스 만족
도

공항 접
근 교 통
만족도

체크인카
운터 만
족도

보안검색
만족도

출국심사
만족도

쇼핑시설
만족도

여행

샘플수 2072 2072 2072 2072 2072 1331

평균 88.85 77.68 82.29 78.22 82.77 85.54

표준편차 13.60 16.14 14.90 15.57 14.85 15.15

출장

샘플수 486 486 486 486 486 317

평균 89.96 77.65 83.13 78.61 83.95 86.31

표준편차 12.10 15.69 15.15 16.97 13.50 14.69

친지
방문

샘플수 159 159 159 159 159 75

평균 91.57 80.75 85.16 83.16 85.28 88.80

표준편차 13.57 17.41 14.96 14.94 15.00 15.85

유학

샘플수 214 214 214 214 214 109

평균 89.63 76.73 81.21 77.71 83.27 86.06

표준편차 13.80 16.06 15.40 15.61 15.34 14.78

기타

샘플수 49 49 49 49 49 31

평균 90.61 77.14 80.82 78.78 84.90 80.65

표준편차 10.88 16.33 16.31 17.03 11.92 15.04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한 고객들의 공항 서비스품질

만족도를 기술통계분석한 결과 <표4-7>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제2여객

터미널을 이용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장

만족도 점수가 낮은 항목은 공항 접근교통만족도로써 제1여객터미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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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여객터미널 간 점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7> 이용터미널에 따른 서비스 품질 만족도 기술통계량

변수
종합서비
스 만족
도

공항 접
근 교 통
만족도

체크인카
운터 만
족도

보안검색
만족도

출국심사
만족도

쇼핑시설
만족도

제1
여객
터미
널

샘플수 2082 2082 2082 2082 2082 1276

평균 88.43 77.10 81.66 77.21 82.45 85.25

표준편차 13.78 16.21 15.30 15.92 14.80 15.08

제2
여객
터미
널

샘플수 898 898 898 898 898 587

평균 91.18 79.31 84.37 81.55 84.83 86.85

표준편차 12.08 15.89 14.15 15.18 14.14 15.06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혼자 이용하는 고객과 동반자와 함께(2인 이

상)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표4-8>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만족도 조사 항목에서 혼자 이용하는 고객

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8> 동반자 유무에 따른 서비스 품질 만족도 기술통계량

변수
종합서비
스 만족
도

공항 접
근 교 통
만족도

체크인카
운터 만
족도

보안검색
만족도

출국심사
만족도

쇼핑시설
만족도

혼자
여행

샘플수 907 907 907 907 907 509

평균 90.50 79.18 83.55 80.05 84.65 86.72

표준편차 12.61 16.21 15.33 15.95 14.22 14.84

동반
자
있음

샘플수 2073 2073 2073 2073 2073 1354

평균 88.72 77.14 82.01 77.83 82.52 85.39

표준편차 13.63 16.07 14.86 15.73 14.7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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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가설의 검증

1. 분산분석(ANOVA)

1) 고객유형 및 여객터미널별 종합만족도

연령대와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의 서비스품질 종합 만족도에 차이

가 있는지 분산분석한 결과 <표4-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델의 F값이

5.47이고 검정통계치의 p값은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

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대의 변화에 따라 인천공항 종합 만족도

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p값이 0.0008이로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용하는 터미널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또한 검정통계치

값이 0.0046으로서 유의수준 5%이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하는 터미널과 연령대 두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이

원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p값이 0.6585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연령대와 이용터미널이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나, 상호작용항은 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4-3>에서 연령대별로 만족도 점수를 분석한 결과 60대가 서

비스품질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만족도

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0대는 20대에 비교하여 만족도

점수가 6.38점 더 높았고,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이 제1여객터미널 고객보

다 만족도 점수가 2.75점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9> 연령대 및 이용터미널별 종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9 8649.12 961.013 5.47 <.0001

Error 2970 522127 175.8

Corrected Total 2979 53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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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연령대 4 3333.66 833.415 4.74 0.0008

이용터미널 1 1416.85 1416.85 8.06 0.0046

연령대x이용터미널 4 425.824 106.456 0.61 0.6586

인천공항 이용객의 성별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의 서비스품질 종

합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4-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F값은 11.47이고, p값은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인천공항 종합

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0.1799로서 유의

수준 5% 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효과인 이용

터미널은 p값이 0.0001이하로서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용터미널과 성별 두 가지 독립변

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는 p값이 0.0936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이용터미널이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나, 성별과 두 주효과의 상호작용항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4-10> 성별 및 이용터미널별 종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성별 1 317.277 317.277 1.8 0.1799

이용터미널 1 4482.96 4482.96 25.43 <.0001

성별 × 이용터미널 1 495.952 495.952 2.81 0.0936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6064.45 2021.48 11.47 <.0001

Error 2976 524711 176.314

Corrected Total 2979 53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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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고객이 내외국인인지 여부와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 서비

스품질 종합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 모델의 경우 <표

4-11>과 같이 F값이 10.31이고, p값이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

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외국인에 따라 인천공항 종합 만족도

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0.3256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적과 이용한 터

미널 두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값이 0.0001이하로서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이용객의 국적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없으나, 이용터미널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국적과 터미널의 상호작용항은 효과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표 4-11> 내외국인 및 이용터미널별 종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국적(내외국인) 1 170.641 170.641 0.97 0.3256

이용터미널 1 5390.59 5390.59 30.54 <.0001

국적 × 이용터미널 1 722.574 722.574 4.09 0.0431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출국목적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의

서비스품질 종합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분산분석한 결과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5458.39 1819.46 10.31 <.0001

Error 2976 525317 176.518

Corrected Total 2979 53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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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2>와 같이 검정통계치의 p값은 0.3256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목적과 이용터미널 두 가지 독립

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또한 각각 p값이 0.244 및 0.1419로서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 또한

없다고 분석되었다.

 <표 4-12> 출국목적 및 이용터미널별 종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여행목적 4 963.363 240.841 1.36 0.244

이용터미널 1 381.067 381.067 2.16 0.1419

여행목적 ×
이용터미널 4 421.011 105.253 0.6 0.6655

마지막으로 동반자 유무와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의 서비스품질 종

합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표4-13>과 같이 F값

이 12.46이고, p값은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모델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반자 유무에 따라 인천공항 서비스품질 종합

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087이로서 유

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용하는 터미널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또한 검정통계치 값이 0.0001이하로서 유의수준 5%이내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반자여부와 이용터미널의 상호작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9 6297.42 699.714 3.96 <.0001

Error 2970 524478 176.592

Corrected Total 2979 53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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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항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값이 0.4163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동반자유무와 이용터미널이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나, 상호작용항은 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4-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반자가 없는 고객의 공항 서

비스품질 종합만족도가 동반자가 있는 고객에 비해 1.78점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13> 동반자유무 및 이용터미널별 종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동반자 유무 1 1215.35 1215.35 6.9 0.0087

이용터미널 1 3436.97 3436.97 19.51 <.0001

동반자 유무 ×
이용터미널 1 116.418 116.418 0.66 0.4163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6586.29 2195.43 12.46 <.0001

Error 2976 524190 176.139

Corrected Total 2979 53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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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공항 접근교통 만족도

연령대와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의 접근교통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한 결과 <표4-14>와 같이 F값이 7.38이고 p값은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에 따라 인천공항 접근교통 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낸다

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001이하로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용터미널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검정통계치 값이 0.0678

으로서 유의수준 5%이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또한 이용터미널과 연령대 두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

값이 0.1223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연

령대가 접근교통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나, 여객터미널

및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각 연령대별 접근교통시설 서비스품질 만족도는 <표 4-3>과 같이 60대

가 86.08점으로 가장 높고, 20대가 76.37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40

대와 30대가 그 다음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50대가 81.55점의 만족도

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4> 연령대 및 이용터미널별 교통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9 16975.6 1886.18 7.38 <.0001

Error 2970 758940 255.535

Corrected Total 2979 775916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연령대 4 10448 2611.99 10.22 <.0001

이용터미널 1 853.264 853.264 3.34 0.0678

연령대x이용터미널 4 1859.16 464.79 1.82 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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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성별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공항접근교통 서

비스품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에서 <표4-15>와 같이

F값은 7.08, p값은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모델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접근교통 서비스품질 만족도의 주효과 중 성별에

따라 인천공항 종합 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이 검정통계치의 p

값이 0.1507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났다. 다

른 주효과인 이용터미널은 p값이 0.001로서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용하는 터미널과 성

별 두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값이 0.0547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용

터미널이 접근교통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나, 성별

과 두 주효과의 상호작용항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4-15> 성별 및 이용터미널별 교통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5499.09 1833.03 7.08 <.0001

Error 2976 770416 258.877

Corrected Total 2979 775916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성별 1 534.881 534.881 2.07 0.1507

이용터미널 1 2803.15 2803.15 10.83 0.001

성별 ×

이용터미널
1 956.57 956.57 3.7 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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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국적(내외국인)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공합

접근교통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한 결과 <표4-16>

과 같이 F값은 10.25이고 검정통계치의 p값은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외국인, 이용터미

널에 따라 인천공항 접근교통 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각각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001이하, 0.0003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는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적과 이용한 터미널 두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값이 0.2543으로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국적과 이용터미널은 공항접

근교통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나, 국적과 이용터미널의

상호작용항은 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2.71점이

더 높은 접근교통 서비스품질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4-16> 내외국인 및 이용터미널별 교통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7937.6 2645.87 10.25 <.0001

Error 2976 767978 258.057

Corrected Total 2979 775916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국적(내외국인) 1 4741.82 4741.82 18.38 <.0001

이용터미널 1 3450.03 3450.03 13.37 0.0003

국적 ×
이용터미널

1 335.428 335.428 1.3 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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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출국목적과 이용터미널에 따른 공항 접근교

통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분산분석한 결과 <표4-17>처

럼 검정통계치의 여행목적과 이용터미널별 p값이 0.1339, 0.3341로서 유의수

준 5% 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가지 독립

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또한 각각 p값이 0.3888로서 5% 유의수준

하에서 상호작용효과 또한 없다고 분석되었다.

 <표 4-17> 출국목적 및 이용터미널별 교통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여행목적 4 1826.71 456.678 1.76 0.1339

이용터미널 1 242.04 242.04 0.93 0.3341

여행목적 × 터미널 4 1071.23 267.807 1.03 0.3888

마지막으로 동반자 유무와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 접근교통 서비스

품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표4-18>처럼 F값이

7.05, p값은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모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동반자 유무, 이용터미널 각각의 변수가 접근교통만족도

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06, 0.0027로서 유의

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반자 유무와 이용터미널의 상호작용

항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값이 0.8214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9 5761.79 640.199 2.47 0.0084

Error 2970 770154 259.311

Corrected Total 2979 7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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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동반자유무와 이용터미널은 인천공항 접근교

통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나, 상호작용항은 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4-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반자가 없는 고객의 접근교통

서비스품질 종합만족도가 동반자가 있는 고객에 비해 2.04점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18> 동반자유무및 이용터미널별 교통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동반자 유무 1 1955.36 1955.36 7.55 0.006

이용터미널 1 2342.28 2342.28 9.05 0.0027

동반자유무 ×

터미널
1 13.192 13.192 0.05 0.8214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5473.83 1824.61 7.05 0.0001

Error 2976 770442 258.885

Corrected Total 2979 7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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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공항 체크인카운터 만족도

연령대와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의 체크인카운터 서비스품질 만족

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모델은 <표4-19>처럼 F값이 6.55이

고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가 인천공항 체크인카운터 만족도에 차

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p값이 0.0001이하로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용터미널에 따른 체크인카운터 만족도의 차이는 검정통계

치 값이 0.0611로 유의수준 5%이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또한 이용터미널과 연령대 두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이원분산

분석결과 p값이 0.4002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연령대는 체크인카운터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

나, 여객터미널 및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각 연령대별 체크인카운터의 서비스품질 만족도는 <표 4-3>과 같이 60

대가 89.22점으로 가장 높고, 40대가 81.33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4-19> 연령대및이용터미널별체크인만족도분산분석결과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9 13070.8 1452.31 6.55 <.0001

Error 2970 658653 221.769

Corrected Total 2979 671723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연령대 4 6734.51 1683.63 7.59 <.0001

이용터미널 1 778.634 778.634 3.51 0.0611

연령대x이용터미널 4 896.88 224.22 1.01 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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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성별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의 체크

인카운터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표

4-20>과 같이 F값이 11.97이고, p값이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

서 유의미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효과 중 성별에 따라 인천공항

체크인카운터 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0.1504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났다. 다른 주

효과인 이용터미널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값이 0.0001이하로서 5% 유

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용터미널과 성별 두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값이

0.0054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성별은

체크인카운터 만족도 차이에 미치는 주효과가 없으나, 이용터미널과 두

주효과의 상호작용항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 <표 4-4>와 같이 남성의 체크인카운터 만족도가 여

성에 비해 1.61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성별 및이용터미널별체크인만족도분산분석결과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8007.6 2669.2 11.97 <.0001

Error 2976 663716 223.023

Corrected Total 2979 671723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성별 1 461.564 461.564 2.07 0.1504

이용터미널 1 4209.53 4209.53 18.87 <.0001

성별 × 이용터미널 1 1725.88 1725.88 7.74 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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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별 이용터미널에 따라 체크인카운터 서비

스품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표4-21>과 같이 F

값이 7.45이고 p값은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모델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외국인,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 체

크인카운터 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각각 검정통계치의 p값이

0.5331, 0.0001이하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는 이용터미널에 의한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과 이용터미널 두 독립변수에 대한 이원

분산분석결과 또한 p값이 0.169로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용터미널이 체크인카운터 만족도

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나, 이용객의 국적과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은 그 효

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4-21> 내외국인및이용터미널별체크인만족도분산분석결과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5009.86 1669.95 7.45 <.0001

Error 2976 666713 224.03

Corrected Total 2979 671723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내외국인 1 87.0604 87.0604 0.39 0.5331

이용터미널 1 4833.58 4833.58 21.58 <.0001

국적 × 이용터미널 1 423.955 423.955 1.89 0.169

인천공항 고객의 출국목적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공항 체크인카운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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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분산분석한 결과 <표4-22>와 같이 여

행목적과 이용터미널별 p값이 0.1354, 0.09838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이원

분산분석결과 또한 각각 p값이 0.9403로서 5% 유의수준하에서 상호작용효

과 또한 없다고 분석되었다.

 <표 4-22> 출국목적및이용터미널별체크인만족도분산분석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여행목적 4 1571.56 392.89 1.75 0.1354

이용터미널 1 629.482 629.482 2.81 0.0938

여행목적 ×
이용터미널 4 176.11 44.0274 0.2 0.9403

마지막으로 동반자 유무와 이용터미널이 인천공항 체크인카운터 서비스

품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표4-23>과 같이

F=8.9, p값은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모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반자 유무, 이용터미널 각각의 변수가 체크인카

운터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p값이 0.0462, 0.0001

로서 95% 신뢰수준 하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반자

유무와 이용터미널의 상호작용항을 이원분산분석한 결과 p값이 0.5082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동반자유무와 이용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9 6316.53 701.836 3.13 0.0009

Error 2970 665407 224.043

Corrected Total 2979 6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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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이 인천공항 체크인카운터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

으나, 상호작용항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4-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반자가 없는 고객의 체크인카

운터 서비스품질 종합만족도가 동반자가 있는 고객에 비해 1.54점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동반자유무및이용터미널별체크인만족도분산분석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동반자 유무 1 889.439 889.439 3.98 0.0462

이용터미널 1 3384.24 3384.24 15.13 0.0001

동반자 유무 ×
이용터미널 1 97.9498 97.9498 0.44 0.5082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5974.05 1991.35 8.9 <.0001

Error 2976 665749 223.706

Corrected Total 2979 6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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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공항 보안검색 만족도

연령대와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표4-24>와 같이 F값이 10.96이고 p

값이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령대 및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 보안검색 만족도

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001이하로서 유의미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터미널과 연령대 두 변수를 이원분산

분석결과 p값이 0.462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연령대와 이용터미널의 차이가 인천공항 보안검색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나,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각 연령대별 인천공항 보안검색의 서비스품질 만족도는 <표 4-3>과 같

이 60대가 88.45점으로 가장 높고, 20대가 77.48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

였다. 40대와 30대가 그 다음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50대가 82.35점

의 만족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4> 연령대 및 이용터미널 별 검색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9 23960.4 2662.27 10.96 <.0001

Error 2861 694919 242.894

Corrected Total 2870 718879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연령대 4 11250.2 2812.54 11.58 <.0001

이용터미널 1 4099.73 4099.73 16.88 <.0001

연령대x이용터미널 4 875.979 218.995 0.9 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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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고객 성별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서비스품

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표4-25>처럼 F값이

19.55이고 p값은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 보안검색 만족도

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111, 0.0001이하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는 두 가설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용터미널과 성별 두 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값이 0.2208로서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성별과 이용터미널

은 보안검색 만족도 차이에 주효과가 있으나, 두 주효과의 상호작용항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 <표 4-4>와 같이 남성의 보안검색 서비스 고객만족

도가 여성에 비해 2.06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성별 및 이용터미널 별 검색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성별 1 1585.53 1585.53 6.45 0.0111

이용터미널 1 10803.9 10803.9 43.97 <.0001

성별 × 이용터미널 1 368.468 368.468 1.5 0.2208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국적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보안검색 서비스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14412.8 4804.27 19.55 <.0001

Error 2867 704466 245.715

Corrected Total 2870 71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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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에서 <표4-26>과 같이 F값

은 28.86이고 p값은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모델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외국인,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 보안

검색 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001이하

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과 이용

터미널 두 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값이 0.3681로 5% 유의수준 하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내외국인과

이용터미널은 보안검색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나, 두 변수의 상호작

용항은 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3.98점이

더 높은 보안검색 서비스품질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4-26> 내외국인 및 이용터미널 별 검색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국적(내외국인) 1 8923.82 8923.82 36.66 <.0001

이용터미널 1 10634.7 10634.7 43.69 <.0001

국적 × 이용터미널 1 197.253 197.253 0.81 0.3681

인천공항 고객의 출국목적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공항 보안검색 서비스품

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분산분석한 결과 <표 4-27>처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21073.3 7024.44 28.86 <.0001

Error 2867 697806 243.392

Corrected Total 2870 71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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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여행목적과 이용터미널별 p값이 0.016, 0.0014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

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독립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값

이 0.791로서 5% 유의수준 하에서 상호작용효과는 없다고 분석되었다. 따

라서 여행목적과 이용터미널은 각각 보안검색 만족도의 차이에 미치는

주효과가 있으나, 두 주효과의 상호작용항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4-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안검색 서비스품질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고객은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으로 나타났고, 유학을

목적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한 고객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과 출장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는 각각 78.22, 78.61점으로 비슷한 만족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표 4-27> 출국목적 및 이용터미널 별 검색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여행목적 4 3005.63 751.407 3.05 0.016

이용터미널 1 2501.21 2501.21 10.17 0.0014

여행목적 ×
터미널 4 417.782 104.445 0.42 0.791

동반자 유무와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 보안검색 서비스품질 만족도

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표 4-28>과 같이 F값이 18.87,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9 15016.6 1668.51 6.78 <.0001

Error 2861 703862 246.02

Corrected Total 2870 71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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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값이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반자 유무, 이용터미널 각각이 보안검색 만족도의 차이를 나

타낸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03, 0.0001이하로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은 p값이 0.9744로서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동반자유무와 이용터미널

이 인천공항 보안검색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나, 상호

작용항은 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4-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반자가 없는 고객의 보안검색

서비스품질 종합만족도가 동반자가 있는 고객에 비해 2.22점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28> 동반자유무 및 이용터미널 별 검색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동반자 유무 1 2170.73 2170.73 8.83 0.003

이용터미널 1 9541.63 9541.63 38.8 <.0001

동반자 유무 ×
터미널 1 0.25413 0.25413 0 0.9744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13916.7 4638.91 18.87 <.0001

Error 2867 704962 245.889

Corrected Total 2870 71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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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공항 출국심사 만족도

연령대와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 출국심사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차

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표 4-29>와 같이 F=4.83, p값은

0.0001이하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 및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 출국심사 만족도가 차이

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각각 0.0001이하, 0.0324로서 두

가설 모두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터미널과 연령대 두

독립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값이 0.6789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연령대와 이용터미널의 차이가 인천공항

출국심사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나,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의 효과

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각 연령대별 인천공항 출국심사의 서비스품질 만족도는 <표 4-3>과 같

이 60대가 88.8점으로 가장 높고, 20대가 82.38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

였다. 40대와 30대가 그 다음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50대가 84.93점

의 만족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9> 연령대 및 이용터미널 별 심사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9 9214.08 1023.79 4.83 <.0001

Error 2970 629682 212.014

Corrected Total 2979 638896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연령대 4 4982.1 1245.53 5.87 0.0001

이용터미널 1 971.063 971.063 4.58 0.0324

연령대x이용터미널 4 489.804 122.451 0.58 0.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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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고객의 성별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의 출국심사 서비스

품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에서 <표 4-29>와 같이 F

값은 11.77이고 p값은 0.0001이하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모델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별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 출국심

사 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각각 0.0001,

0.0001이하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미널

과 성별 두 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값이 0.8011로서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성별과 이용터미널은 출국심

사 만족도에 주효과가 있으나, 두 주효과의 상호작용항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 <표 4-4>와 같이 남성의 출국심사 서비스 고객만족

도가 여성에 비해 2.38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성별 및 이용터미널 별 심사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성별 1 3141.41 3141.41 14.81 0.0001

이용터미널 1 3251.23 3251.23 15.32 <.0001

성별 ×
이용터미널 1 13.4711 13.4711 0.06 0.8011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출국심사 서비스품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7490.81 2496.94 11.77 <.0001

Error 2976 631405 212.166

Corrected Total 2979 63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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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표 4-31>과 같이 F값

은 9.82 p값은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미한 모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외국인,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 출국심사 만

족도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201, 0.0001이하

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는 p값이 0.1373으로 5% 유의수준하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내외국인과 이용터미널이 출국심

사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나,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은 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국인은 외국인보다 1.98점이

더 높은 출국심사 서비스품질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4-31> 내외국인 및 이용터미널 별 심사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내외국인 1 1149.37 1149.37 5.41 0.0201

이용터미널 1 3852.39 3852.39 18.12 <.0001

국적 ×
이용터미널 1 469.511 469.511 2.21 0.1373

인천공항 고객의 출국목적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공항 출국심사 서비스품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6262.39 2087.47 9.82 <.0001

Error 2976 632634 212.579

Corrected Total 2979 63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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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분산분석한 결과 <표 4-32>와

같이 여행목적과 이용터미널별 p값이 0.257, 0.3781로서 유의수준 5% 하에

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독립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또한 p값이 0.2207로서 5% 유의수준 하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표 4-32> 출국목적 및 이용터미널 별 심사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여행목적 4 1132.31 283.078 1.33 0.257

이용터미널 1 165.648 165.648 0.78 0.3781

여행목적 ×
터미널 4 1220.8 305.2 1.43 0.2207

동반자 유무와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 출국심사 서비스품질 만족도

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표4-33>에서처럼 F값이 9.76,

p값은 0.0001이하이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반자 유무, 이용터미널 각각의 변수가 출국심사 만족

도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02, 0.0004이하로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반자 유무와 이용터미널의 상호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9 5888.69 654.299 3.07 0.0011

Error 2970 633007 213.134

Corrected Total 2979 63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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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항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값이 0.6515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낸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동반자유무와 이용터미널은 인천공항 출

국심사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나, 상호작용항은 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4-8>에서 확인할 수 있듯 동반자가 없는 고객의 출국심사

서비스품질 종합만족도가 동반자가 있는 고객에 비해 2.13점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33> 동반자유무 및 이용터미널 별 심사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동반자 유무 1 2041.67 2041.67 9.6 0.002

이용터미널 1 2630.19 2630.19 12.37 0.0004

동반자 유무 ×
터미널 1 43.3879 43.3879 0.2 0.6515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6221.89 2073.96 9.76 <.0001

Error 2976 632674 212.592

Corrected Total 2979 63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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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공항 쇼핑시설 서비스 만족도

연령대와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 쇼핑시설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차

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 모델은 <표 4-34>와 같이 유의수준 5% 하

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에 따라 쇼핑시설 만족

도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019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주요인인 이용터미널에

따라 쇼핑시설 만족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가설은 p값이 0.4008로서 기각되

었다. 또한 이용터미널과 연령대 두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

과 p값이 0.5429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연령대가 인천공항 쇼핑시설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

나, 이용터미널 및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각 연령대별 인천공항 쇼핑시설의 서비스품질 만족도는 <표 4-3>과 같

이 60대가 92.96점으로 가장 높고, 40대가 84.17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

였다. 30대와 50대가 그 다음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20대가 86.02점

의 만족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34> 연령대 및 이용터미널 별 쇼핑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9 5315.15 590.573 2.61 0.0053

Error 1853 418600 225.904

Corrected Total 1862 423915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연령대 4 3874.85 968.713 4.29 0.0019

이용터미널 1 159.523 159.523 0.71 0.4008

연령대x이용터미널 4 698.284 174.571 0.77 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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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성별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의 쇼핑

시설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은 <표 4-35>

와 같이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성별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 쇼핑시설 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낸

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각각 0.0025, 0.0489로서 유의수준 5% 하

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독립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값이 0.8773으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

서 성별과 이용터미널은 쇼핑시설 만족도 차이에 미치는 주효과가 있으

나, 두 주효과의 상호작용항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 <표 4-4>와 같이 남성의 쇼핑시설 서비스 고객만족

도가 여성에 비해 2.22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성별 및 이용터미널 별 쇼핑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성별 1 2066.4 2066.4 9.14 0.0025

이용터미널 1 877.966 877.966 3.88 0.0489

성별 × 이용터미널 1 5.39148 5.39148 0.02 0.8773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3498.65 1166.22 5.16 0.0015

Error 1859 420417 226.152

Corrected Total 1862 4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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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쇼핑시설 서비스품

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모델은 <표4-36>과 같이 유

의미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외국인,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

천공항 쇼핑시설 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은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001이하, 0.0084로서 유의수준 5% 하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과 이용터미널 두 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p값이 0.1335으로 유

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내외국인과 이용터미널이 쇼핑시설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있으나,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은 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3.5점이

더 높은 쇼핑시설 서비스품질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4-36> 내외국인 및 이용터미널 별 쇼핑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내외국인 1 4376.09 4376.09 19.44 <.0001

이용터미널 1 1568.17 1568.17 6.97 0.0084

국적 × 이용터미널 1 507.317 507.317 2.25 0.1335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5410.74 1803.58 8.01 <.0001

Error 1859 418505 225.124

Corrected Total 1862 4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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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출국목적과 이용터미널에 따라 공항 쇼핑시

설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분산분석한 결과

<표4-37>과 같이 출국목적과 이용터미널별 p값이 0.094, 0.4516으로서 유

의수준 5% 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독립변

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또한 p값이 0.6124로서 5% 유의수준 하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표 4-37> 출국목적 및 이용터미널 별 쇼핑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여행목적 4 1804.95 451.237 1.99 0.094

이용터미널 1 128.743 128.743 0.57 0.4516

여행목적 × 터미널 4 609.109 152.277 0.67 0.6124

동반자 유무와 이용터미널에 따라 인천공항 쇼핑시설 서비스품질 만족도

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표4-38>과 같이 이 모델의 F값

이 2.34로 나타났고, 그 검정통계치의 P값이 0.0721로서 유의수준 5% 하에

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9 3124.6 347.178 1.53 0.1321

Error 1853 420791 227.086

Corrected Total 1862 4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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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8> 동반자유무 및 이용터미널 별 쇼핑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구분 DF
(자유도)

Type III
SS

평균제곱 F 값 Pr > F

동반자 유무 1 504.836 504.836 2.22 0.1362

이용터미널 1 771.659 771.659 3.4 0.0655

동반자 유무 ×
이용터미널

1 0.04264 0.04264 0 0.9891

구분 DF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값 Pr > F

Model 3 1591.51 530.504 2.34 0.0721

Error 1859 422324 227.178

Corrected Total 1862 4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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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분석

인천공항의 고객유형이 공항 서비스 품질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

토하였던 독립변수(연령대, 성별, 국적, 이용터미널, 이용목적, 동반자유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에 따른 종합만족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4-39>와

같이 이 모델의 F값은 5.93, p값은 0.0001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임을 알 수 있다. 인천공항 서비

스품질의 종합 만족도에 대해 연령대, 이용터미널 및 동반자유무는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독립변수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39> 종합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항목 Estimate Standard
Error t 값 Pr > |t|

Intercept 89.25715 2.52228 35.39 <.0001

연령대 0.712623 0.228404 3.12 0.0018

성별 -0.86016 0.510542 -1.68 0.0921

내외국인 -0.17048 0.55588 -0.31 0.7591

이용 터미널(T1,T2) 2.366218 0.540391 4.38 <.0001

이용목적

여행 -1.15563 1.927874 -0.6 0.5489

출장 -1.64148 1.999994 -0.82 0.4119

친지방문 0.54774 2.168366 0.25 0.8006

유학 -0.62355 2.10819 -0.3 0.7674

동반자 유무 -1.4714 0.571987 -2.57 0.0101

N 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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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형에 따른 공항 접근교통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대해 다중회귀분

석 결과 <표4-40>과 같이 이 모델은 F값은 9.43, p값은 0.0001이하로 나

타나고 있어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공항 접근교통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대하여 연령대, 성별, 내외국인, 이용터미널, 동반자

유무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국목적만이 유의

미하지 않았다.

 <표 4-40> 공항 접근교통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항목 Estimate
Standard
Error t 값 Pr > |t|

Intercept 71.89035 3.033844 23.7 <.0001

연령대 1.640318 0.274729 5.97 <.0001

성별 -1.49763 0.61409 -2.44 0.0148

내외국인 2.56863 0.668622 3.84 0.0001

이용 터미널(T1,T2) 1.625696 0.649991 2.5 0.0124

이용목적

여행 1.785527 2.318881 0.77 0.4414

출장 -0.47264 2.405629 -0.2 0.8443

친지방문 2.54128 2.608149 0.97 0.33

유학 0.981513 2.535769 0.39 0.6987

동반자 유무 -1.94231 0.687997 -2.82 0.0048

N 2980

R-Square 0.0277

F 9.43

p <.0001

R-Square 0.0176

F 5.93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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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형에 따른 체크인카운터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4-41>과 같이 이 모델의 F값은 6.08, p값은 0.0001 이하로 나타

나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임을 알 수 있다. 인

천공항 체크인카운터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대해 연령대, 성별, 이용터미널,

동반자유무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외국인 및

출국목적은 체크인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41> 체크인 카운터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항목 Estimate Standard
Error t 값 Pr > |t|

Intercept 79.75415 2.836864 28.11 <.0001

연령대 0.977051 0.256891 3.8 0.0001

성별 -1.37448 0.574218 -2.39 0.0167

내외국인 -0.1654 0.62521 -0.26 0.7914

이용 터미널(T1,T2) 2.24101 0.607789 3.69 0.0002

이용목적

여행 2.135344 2.168322 0.98 0.3248

출장 1.033654 2.249437 0.46 0.6459

친지방문 3.833965 2.438808 1.57 0.116

유학 0.956712 2.371127 0.4 0.6866

동반자 유무 -1.53584 0.643327 -2.39 0.017

N 2980

R-Square 0.0180

F 6.08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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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형에 따른 보안검색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 <표 4-42>와 같이 이 모델의 F값은 15.63, p값은 0.0001 이하로 나타나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인

천공항의 보안검색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대해 연령대, 성별, 내외국인, 이

용터미널, 동반자유무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국목적은 보안검색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

았다.

<표 4-42> 보안검색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고객유형에 따른 출국심사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 <표 4-43>와 같이 이 모델의 F값은 11.45, p값은 0.0001 이하로 나타나

항목 Estimate Standard
Error

t 값 Pr > |t|

Intercept 69.92864 2.969582 23.55 <.0001

연령대 1.387893 0.271577 5.11 <.0001

성별 -2.11356 0.608033 -3.48 0.0005

내외국인 3.774691 0.657342 5.74 <.0001

이용 터미널(T1,T2) 3.867567 0.643069 6.01 <.0001

이용목적

여행 1.120498 2.253433 0.5 0.6191

출장 -1.14874 2.342479 -0.49 0.6239

친지방문 3.202964 2.546504 1.26 0.2086

유학 0.681022 2.46683 0.28 0.7825

동반자 유무 -1.66334 0.68158 -2.44 0.0147

N 2980

R-Square 0.0468

F 15.63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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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임을 알 수 있다. 인천

공항의 출국심사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대해 연령대, 성별, 내외국인, 이용

터미널, 동반자유무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

국목적은 출국심사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

다.

<표 4-43> 출국심사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고객유형에 따른 쇼핑시설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표 4-44>와 같이 이 모델의 F값은 4.57, p값은 0.0001 이

하로 나타나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임을 알

수 있다. 인천공항의 쇼핑시설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대해 성별, 내외국인,

항목 Estimate
Standard
Error t 값 Pr > |t|

Intercept 89.38976 2.757679 32.41 <.0001

연령대 0.887798 0.249721 3.56 0.0004

성별 -2.03539 0.55819 -3.65 0.0003

내외국인 -2.23021 0.607759 -3.67 0.0002

이용 터미널(T1,T2) 1.877818 0.590824 3.18 0.0015

이용목적

여행 -1.61202 2.107798 -0.76 0.4445

출장 -2.82728 2.186649 -1.29 0.1961

친지방문 0.12335 2.370734 0.05 0.9585

유학 -1.54144 2.304942 -0.67 0.5037

동반자 유무 -2.10096 0.62537 -3.36 0.0008

N 2980

R-Square 0.2446

F 8.28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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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터미널, 여행목적(여행, 친지방문)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 동반자유무는 쇼핑시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

하지 않았다.

<표 4-44> 쇼핑시설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항목 Estimate Standard
Error t 값 Pr > |t|

Intercept 79.08709 3.597612 21.98 <.0001

연령대 -0.02809 0.32844 -0.09 0.9318

성별 -2.58515 0.738745 -3.5 0.0005

내외국인 3.498317 0.860421 4.07 <.0001

이용 터미널(T1,T2) 1.500697 0.762253 1.97 0.0491

이용목적

여행 6.22092 2.744377 2.27 0.0235

출장 5.517326 2.829333 1.95 0.0513

친지방문 7.583223 3.204495 2.37 0.0181

유학 5.981974 3.054725 1.96 0.0503

동반자 유무 -0.85803 0.85143 -1.01 0.3137

N 1863

R-Square 0.0216

F 4.57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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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행한 통계분석 결과 중 먼저 분

산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4-45>과 같다.

<표 4-45> 고객유형별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요약

만족도 이용
터미널 연령대 성별 내외국

인 출국목적 동반자
유무

종합만족
도

T2 60대
-3) - -

무

T1 20대 유

접근교통
만족도

T2 60대
-

외국인
-

무

T1 20대 내국인 유

체크인카
운터
만족도

T2 60대
- - -

무

T1 40대 유

보안검색
만족도

T2 60대 남성 외국인
친지방

문
무

T1 20대 여성 내국인 유학 유

출국심사
만족도

T2 60대 남성 내국인
-

무

T1 20대 여성 외국인 유

쇼핑시설
만족도

T2 60대 남성 외국인
- -

T1 40대 여성 내국인

즉, 모든 만족도 요소(종합, 접근교통,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 출국심

사, 쇼핑시설)에서 제2여객터미널이 제1여객터미널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연령대 별 분석 결과 모든 서비스 항목에서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서비

3)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 (P값>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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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만족도를 보였고 30∼4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쇼핑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인 만족도가 높았고, 보안검색과 쇼핑시설은 외국인의 만족

도가 높았으나, 출국심사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서비스 품질 만족도가

높았다. 보안검색 만족도는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객의 만족도

가 높았고 유학을 목적으로 공항을 이용한 고객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공항을 이용할 때 동반자가 없는 경우가 동반자가 있는 고

객에 비해 종합만족도, 접근교통만족도, 체크인카운터 및 보안검색 그리

고 출국심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다.

그리고 고객유형에 따른 세부 공항서비스 유형별 만족도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4-46>과 같이 이용터미널에 따라 종합만족

도, 접근교통, 체크인카운터 등 모든 서비스요소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대와 동반자의 유무는 쇼핑시설 만족도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요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고객의 유형 중 성

별과 내외국인의 차이는 종합만족도를 제외한 접근교통 및 체크인, 보안검

색, 출국심사, 쇼핑시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46> 고객유형별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요약

항 목 종합만족도 접근교통
만족도

체크인카운
터 만족도

보안검색
만족도

출국심사
만족도

쇼핑시설
만족도

이용터미널 2.32316 1.53485 2.20969 3.7613 1.80497 1.55761

연령대 0.68898 1.55866 0.98524 1.30554 0.84103 -

성별 - -1.19 -1.2573 -1.767 -1.8022 -2.4988

내외국인 - 2.76478 0.03016 4.05094 -2.0246 3.62351

출국목적 - - - -　 - -

이

용

목

적

여행 - - - - - -

출장 - - - - - -

친지 - - - - - -

유학 - - - - - -

기타 - - - - - -

동반자유무 -1.4117 -1.8457 -1.5194 -1.5388 -1.9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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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표

4-47>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4-47> 가설의 검증

구분 가설 내용
채택
여부

연

령

대

1-1

1-2

1-3

1-4

1-5

1-6

인천공항의 고객 연령대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서비스 종합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연령대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접근교통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연령대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체크인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연령대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보안검색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연령대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출국심사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연령대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쇼핑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성

별

2-1

2-2

2-3

2-4

2-5

2-6

인천공항의 고객 성별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서비스 종합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성별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접근교통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성별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체크인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성별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보안검색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성별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출국심사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성별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쇼핑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기각

기각

채택

채택

채택

내

외

3-1 인천공항의 고객 국적(내․외국인)과 이용 터미널(T1,T2) 따라
공항 서비스 종합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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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인

3-2

3-3

3-4

3-5

3-6

인천공항의 고객 국적(내․외국인)과 이용 터미널(T1,T2) 따라

공항 접근교통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국적(내․외국인)과 이용 터미널(T1,T2) 따라

공항 체크인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국적(내․외국인)과 이용 터미널(T1,T2) 따라
공항 보안검색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국적(내․외국인)과 이용 터미널(T1,T2) 따라
공항 출국심사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국적(내․외국인)과 이용 터미널(T1,T2) 따라

공항 쇼핑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기각

채택

채택

채택

출

국

목

적

4-1

4-2

4-3

4-4

4-5

4-6

인천공항의 고객 출국목적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서비스 종합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출국목적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접근교통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출국목적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체크인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출국목적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보안검색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출국목적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출국심사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고객 출국목적과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쇼핑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기각

기각

채택

기각

기각

동

반

자

유

무

5-1

5-2

5-3

5-4

5-5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동반자 유무와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서비스 종합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동반자 유무와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접근교통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동반자 유무와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체크인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동반자 유무와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보안검색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동반자 유무와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출국심사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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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동반자 유무와 이용 터미널(T1,T2)에 따라
공항 쇼핑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회

귀

분

석

6-1

6-2

6-3

6-4

6-5

6-6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유형에 따라 공항 서비스 종합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유형에 따라 공항 접근교통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유형에 따라 공항 체크인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유형에 따라 공항 보안검색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유형에 따라 공항 출국심사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천공항 이용고객의 유형에 따라 공항 쇼핑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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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을 다양한 유형 및 이용터미널 별로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라 고객들이 공항의 세부 서비스 요소별로 만족도

차이를 가지는지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연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고

객의 유형이 공항의 세부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표본은 총 3,342명으로 제1여객터미널 이용여객 2,321명, 제2여객터

미널 이용여객 1,021명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18년도에 3차에 걸

쳐 진행한 인천공항 서비스품질 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전 시행한 기초통계분석에서 인천공항 종

합 서비스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 서비스 요소에 대한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공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는 쇼핑시설 만족도가

0.635의 상관계수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공항

접근교통의 만족도는 0.439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항의 종합 서비스 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접근교통<체크

인<보안검색<출국심사<상업시설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객이 비행

기를 타는 이동동선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공항 이용객의 유형에 따른 개별 서비스 요소 별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모든 만족도 요소(종합, 접근교통,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 출국심사, 쇼

핑시설)에서 제2여객터미널이 제1여객터미널보다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

다. 연령대 별 분석 결과 모든 서비스 항목에서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서비스만족도를 보였고 20,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

다.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쇼핑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남성이 여

성에 비해 상대적인 만족도가 높았고, 보안검색과 쇼핑시설은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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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높았으나, 출국심사는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서비스 품질에 만

족하였다. 그리고 보안검색 만족도는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객

의 만족도가 높았고 유학을 목적으로 공항을 이용한 고객의 만족도가 가

장 낮았다. 공항을 이용할 때 동반자가 없는 경우가 동반자가 있는 고객

에 비해 종합만족도, 접근교통만족도, 체크인카운터 및 보안검색 그리고

출국심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다.

그리고 고객유형에 따른 세부 공항서비스 유형별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용터미널은 종합만족도, 접근교통, 체크인카운터

등 모든 서비스요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대와 동반자의 유무는 쇼핑시설 만족도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요소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고객의 유형 중 성별과 내외국인의 차이는

종합만족도를 제외한 접근교통 및 체크인, 보안검색, 출국심사, 쇼핑시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비스품질이 기업의 경쟁우위와 경제적인 성공에서 핵심적

인 요인이자 성공적인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가장 유력한 요인이라는 기

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공항의 서비스품질

경쟁 속에서 인천공항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고객유형과 서비스요소별 만족도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공항 서비스 품질 만족도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

했던 다양한 고객유형을 독립변수로 두고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고객유형과 서비스 품질 만족도 연구는 항공사, 백화점, 축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공항분야에는 이러한 유형의 연

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다른 산업분야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고객유형을 바탕으로 공항 서비스 만족도와의 관

계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연령대, 성별, 동반자 유무 등의 고객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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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서비스 품질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적 정책함의를 제공하였

다.

둘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공항 서비스 만

족도를 비교분석하여 동일한 회사가 운영하는 공항에서 새로운 시설의

도입에 따른 고객의 세부 만족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개항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2여객터미널을 대상

으로 시행한 초기 만족도 조사 분석 연구로서 관련 연구수행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본 논문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공항서비스 요소 각각을 종속변수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공항 만족도는 대부분 종합 만족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천공항과 경쟁공항간의 서비

스 종합만족도가 0.05점 미만에 불과한 현실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연

구로는 정책적 함의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종합만족도를 구성하는 서비스

요소인 접근교통, 체크인, 보안검색, 출국수속, 상업시설 등에 대해서 각

각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항 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와 그 것을 구성

하는 개별 5개 항목(접근교통,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 출국심사, 쇼핑시

설) 간에는 실지로 7.72점의 만족도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접근교통과 보안검색분야에서 고객들이 낮은 만족도를 보인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타 요소들에 비해서 접근교통의 만족도가 낮고, 제1여객터미

널을 이용하는 20대 및 내국인의 만족도가 특히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인천공항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제1여객터미널 접

근교통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야하며, 대중교통을 주

로 이용하는 20대를 위한 접근교통 서비스 개선을 진행해야한다는 정책

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보안검색 서비스의 경우 제1여객터미널

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며, 유학 및 여행 고객, 여성 및 내국인에 대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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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금과 같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세부

공항서비스 요소(접근교통, 체크인, 보안검색, 출국심사, 쇼핑시설) 별 만

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유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 맞춤형 서

비스 개선 사업을 시행해야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건설된 제2여객터미널과 제1여객터미널 비교를 통해 고객

만족도의 격차가 적은 요소(접근교통 및 쇼핑시설 등)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천공항 4단계 공항확장사업 및 제1여

객터미널 개선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다양한 고객 유형에 따른 공항 서비스 만족

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새롭게 지어진 제2여객터미널과 제1여객터미널의

차이도 함께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들과 같이 공항 서비스 종합만족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공항 서비스 요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를 탐색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유형

이 공항 서비스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하고자 하였으

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양한 고객 유형(연령대, 성별, 국적, 여행목적, 동

반자 유무)에 따라서 공항 서비스품질 만족도의 차이 및 그 영향을 연구

하였다. 또한 서비스 종합만족도를 구성하는 세부 공항 서비스 요소들의

만족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러나 고객의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

사를 통한 양적인 연구에 집중하다보니 다양한 고객유형에 따른 만족도

변화 이유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향후 고객 및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관련 인터뷰를 통한 분석과

질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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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설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에 시행한 설문조사의 결

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의 특성 및 현재

시점의 주요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다양한 고객 유형이 제2여객터미널과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했을 때 서비스품질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를 진행할 당시

제2여객터미널은 개장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서비스운영 기간

을 가지지 못하였다. 공항 서비스의 특성 상 개장 초기에는 시스템 및

운영상의 미세한 실수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고객서

비스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제2여객터미널이 충분한

운영기간을 가진 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고객의 유형과 공항 서

비스 품질 만족도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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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s Service Satisfaction by Customer

Type

SangHyun, Cha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modern society, the quality of service that an entity provides to

its customers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ompany's

economic success. So, studies on quality of service are being

conducted in various industrial areas. In the airport industry, a high

level of service quality is also recognized as an essential factor for

successful airport operations. In particula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as become a world-class benchmarking airport based on

high customer satisfaction with its service, and is actively engaged in

overseas business. As international airports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strive to provide high-quality

services, competition for airport service quality is grow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ill need to

identify the core needs of its diverse customers and provide

customized airport services to maintain its core competency, quality

of service.

In order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vision of

customized airport services, this paper classified Incheon Airport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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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various types, and analyzed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among

airport service elements detailed by customer type. It was also

intend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which of the

various customer types affect the satisfaction of airport services. For

this purpose, the quality of service at the airport was defined by

prior research and analysis. In addition, the airport service

components (access traffic, check-in counters, security checks,

departure reviews, and shopping facilities) were selected, which were

subordinate variables to this study by analyzing prior studies on

airport service satisfaction. In addition,6 customer types (use terminal,

age group, gender, domestic and foreign, purpose, and shared

freedom) that ar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through the review of the preceding study on custome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customer type. In particular, various statistical data

were provided through this paper as an analysis of initial satisfaction

with the newly constructed Passenger Terminal 2. To this e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irport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2018, ANOVA

(ANOVA) was conducted to determine if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satisfaction among the service elements depending on the customer

type and which customer type affected the satisfaction of the airport

service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the order in which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quality

of service at Incheon Airport is highly correlated was in the order of

approach traffic -> security search -> check-in counter -> departure

review -> shopping facilities, which indicates that the passenger is in

line with the order of the airplane's board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level of each individual service el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airport passengers, the second pa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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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 had higher satisfaction level than the first passenger terminal

at all the factors of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level, access

traffic, check-in counter, security check, departure screening, and

shopping facilities). In all service categories, those in their 60s or

older showed the highest service satisfaction level, while those in

their 20s and 40s showed relatively low satisfaction. In the case of

gender, men were relatively more satisfied than women among

customers who used security checks, exit polls and shopping

facilities. The satisfaction level of foreigners' security check and

shopping facilities was higher than that of Koreans, and the departure

screening indicated that Koreans were more satisfied than foreigners.

According to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use, the

satisfaction level of security search was high among travelers with a

pro-local purpose,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customers using the

airport for travel was the lowest. People who did not have a

companion had higher overall satisfaction, access traffic, check-in

counters and security checks, and departure screening than customers

with accompanying partners.

Multiple return analysis of satisfaction by type of airport service

detailed by type of customer has shown that the terminal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ll service satisfaction, including the composite

desirability. In addition, the age group and the presence of a

compan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atisfaction of other

services other than the satisfaction of shopping facilitie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xes and foreigners among the types of

customer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ccess traffic and check-in,

security search, departure audit, and shopping facility satisfaction,

excluding the comprehensive satisfaction level.

This study confirmed that Incheon Airport was less satisfi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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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traffic than other factors, and that people in their 20s and

Koreans who used the first passenger terminal in the field of

approach traffic were less satisfied. This can lead to policy

implications th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hould focus on

improving its access to access traffic at Passenger Terminal 1, and

improve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especially for those in their

20s who do not have access through cars. In addition, for security

search services, the first passenger terminal should be intensively

improved, an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improve travel customers

and satisfaction with women and locals. In order to continuously

secur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s dominance in service in the

future, the Airport Corporation will have to implement a customized

service improvement project to enhance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ustomer type with relatively low satisfaction caused by detailed

airport service elements.

Key word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ustomer Type, Service

Satisfaction, Access Traffic, Check-in Counter, Security

Check, Departure Screening, Shopping Facilities

Student number : 2018-2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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