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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코레일 앱은 2010년 12월에 출시되어 사용자 천만 시대

를 맞고 있다. 2011년에 10.6%(하루 평균 3만 4천명) 2012

년에는 24.9%(하루 평균 8만9천명) 올해 6월 34.3%(하루 평

균 13만 4천명)로 이용자가 매년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1].

이러한 시점에 코레일 앱의 서비스편의성에 관하여 살펴보

면 사회경제학적 변화, 기술진보,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는 비

즈니스 환경, 증가하는 기회비용들로 인해 편의성에 대한 고

객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2].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돈

보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

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편의성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잠재고객의 손실을 줄이기 위

해 서비스제공자들은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one-stop 민원 서비스, 셔틀버스제공, 그리고 대

기고객을 위한 해피라운지 서비스 등이 이러한 기업들의 노

력을 보여주고 있다[3-5].

코레일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대적인 트렌드인 스

마트폰 앱 IT 기술을 활용한 대고객 서비스 제공과 경영합

리화를 목적으로 코레일 앱 운영을 시작하여 이용고객에게

서비스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철도서비스

활용사례는 고객관리와 관광을 위한 열차정보를 활용하는 내

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이외에 철도연계서비스,

철도관련 Entertainment로 분류할 수 있다. 특별히 고객관리

와 열차의 노선정보 및 출발, 도착정보들이 대부분이지만, 점

차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많은 응용

애플리케이션이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다[6]. 이러

한 상황에 본 연구는 코레일 앱 서비스 편의성이 코레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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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과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연구를 통

하여 이용자 형태와 동기, 만족도, 재이용의도를 분석 연구

하여, 코레일 앱이 지속성을 갖고 최적화된 앱이 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여, 유의한 연구 성과를 도출 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need를 충족시키는 코레일 앱이 될 수 있도록 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서비스 편의성

2.1.1 서비스 편의성의 개념과 선행연구

서비스편의성을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간과 노

력을 줄이는 것의 관심으로 제시한 연구 이후 이러한 현상

은 편리한 상품과 서비스개발을 촉진하였으며 편의성이 제

품 구매에 있어 주요 결정요건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모델로

발전하게 되었다[7]. Berry 등 [2]는 서비스 편의성의 개념

을 개념화하여 의사결정편의성, 접근편의성, 거래편의성, 편

익편의성, 사후이익편의성으로 구분하였다. 이 편의성 유형

들은 서비스를 사거나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소비자의 활동

단계를 반영한다. 서비스편의성의 각각의 타입과 관련된 소

비자의 인지된 시간과 노력의 비용은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편의성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결정편의성은 고객이 서

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최

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것과 관련된 편의성

이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의사결정은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창출할 것인지 아

니면 그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한

다. 의사결정 편의성에는 서비스 구매나 의사결정을 위한 소

비자들의 지각된 시간과 노력 소모가 포함된다. 고 관여 서

비스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수집에는 더 많은 시

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저 관여 서비스에는 주로 경험에 따

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고객은 부족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구전 커뮤니케이션이나 기업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서

비스 용이성과 같은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접근편의성은 서

비스를 이용하기 전, 이용하는 중 서비스제공자와 접촉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고객의 시간과 노력의 최소화와 관

련된 편의성이다. 고객과 직접 접촉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

공되는 기업에서의 접근편의성은 서비스의 지역적 접근용이

성이나 영업시간, 주차용이성 등이 접근편의성에 많은 영향

을 미친다[2]. 거래편의성은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이루어지

는 거래의 시간, 노력의 최소화와 관련된 편의성이다. 고객

이 서비스이용을 결정하거나 서비스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

으로 거래에 참여하게 되고 서비스구매가 이루어진다. 거래

편의성은 본질적으로 서비스편의성의 한 유형이며, 거래를

하는 가운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 불편의성은 고객의

불만에 해당된다. 편익편의성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의 핵심 편의성이다. 최근에는 정보화, 인

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의 정보습득이 용의하며 온라인

상에서도 상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익편의성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지고 있다. 고객은 일반적으로 핵심적인 이익의 이

용을 위해 최소의 시간과 노력비용을 사용하려고 하며 편익

편의성은 고객이 지각하는 시간 및 노력과 관련된 비용이다.

사후이익편의성은 서비스이용 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서비스

실패나 추가적인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자와

다시 접촉하는데 따른 시간과 노력의 최소화와 관련된 활동

이다. 고객은 상품 구매 후, 생각지 못했던 서비스 실패나

서비스제공자와 재 접촉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재 접촉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간과 노력의 최소화가 필

요하다. 사후이익편의성은 서비스 이용 후에 예측하지 못했

던 서비스실패나 추가적인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 서비

스제공자와 다시 접촉하는데 따른 시간과 노력의 최소화와

관련된다[8].

2.2 고객만족

2.2.1 고객만족의 개념과 선행연구

고객만족의 개념은 다양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일반적으로 고객만족은 소비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

(outcome)중심과 평가과정(evaluation process)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9]. 결과(outcome) 중심의

고객만족 개념은 고객이 치른 대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

았다고 느끼는 인지와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

매점 혹은 구매행위, 소비자 행동과 같은 넓은 의미의 행동

이나 시장 전체에 대한 경험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 불일치

된 기대로 인한 감정이 고객의 구매경험 전 감정과 결합될

때 발생하는 종합적인 심리적 상태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그

러나 평가과정(process) 중심의 고객만족 개념은 고객만족의

선행요소들로부터 고객만족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기대-불일치 패러다임(paradigm)에 기초한다. Hunt [10]은 고

객만족을 소비경험이 최소한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다는 평

가라고 하였으며 사전적 기대와 소비 후 지각된 실제 제품

기능 간 지각된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고객만족이라

고 하였다. 이들 정의는 고객만족의 기저에 평가과정이 중

요한 요소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고객

만족에 대한 연구는 기업과의 모든 경험에 기초를 둔 고객

의 전반적인 수준의 만족으로서 고객만족을 측정하는 경향

이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만족은 누적된 개념으로 조직의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가격, 촉진, 물리적 시

설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 대한 만족을 합한 것이다. 이

러한 가운데 박명호와 조형지[11]은 고객만족에 대한 다양

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고객만족 속성에 따른 접근을 하

여 1)인지적 상태(cognitive states) 2)고객의 평가(evaluation)

3)정서적 반응(emotional response) 4)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반응의 결합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2.3 재이용 의도

2.3.1 재이용 의도의 개념과 선행연구

재이용의도란 고객의 입장에서 예기되거나 계획한 미래행

동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신념 및 태도가

행위로 나타날 확률을 일컫는다. 이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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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과거 구매 경험 및 이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

후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가능성을 일

컫는 것이다. 서비스 마케팅 시대를 주도하는 트렌드는 신

규 고객유치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 못

지않게 고객충성도 제고와 기존 고객 유지의 방어적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12]. 충성도가 높은 기존

고객은 더 많은 양을 자주 구매하고 경쟁기업의 가격유인에

덜 민감하여 높은 가격에도 지속적으로 재이용을 할 뿐 아

니라, 긍정적인 구전효과로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하기도 하

여 기업이익증대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객만족과 소비자 행동 사이에 강

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더 높은 고객만족

은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13-15]. 노미

진과 권기정[16]은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만사항

및 만족 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한 결과 고속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고객만족은 재

이용과 타인추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

증하였다. 그리고 이현주[17]의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이용고

객의 접점만족도와 운영만족도는 고객의 도시철도에 대한 충

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고객이 느끼는 접점만족은 직원의 고객응대 및 친절도, 역

사 내 이동 및 환승의 편리성, 역사 내 안내체계 등의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만족은 도시철도운영기

관의 다양한 문화행사 및 전반적인 도시철도 이용 등에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은 고객유지 및 시장점유

와 관련이 있으며,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고객 만족과 서비

스의 질은 고객유지와 시장점유 그리고 이윤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질 개선 노력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이 인식된 서비스의 질 및 고객만족

을 통해 계속적으로 현 고객을 유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는 구전의 효과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수익 및 시장점유를 통한 이윤을 달성하게 된다. 이상의 선

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고객만족은 재이용의도의 선행요인

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고객만족이 높을수록 재이용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코레일 앱 사용자들의 서비스편의성과 고객만족, 그리

고 재이용의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결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4 코레일 앱

2.4.1 코레일 앱의 개념과 선행연구

코레일 앱은 고객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철도서비스경영

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코

레일 앱은 코레일의 공식적인 앱으로 시간표조회,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하며, 처음 사용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User Interface)가 구성되어 있다. 코레일 앱은 6가지의 기

능을 가지고 있으며 첫째, 승차권예매 기능으로 열차시간 및

잔여석 조회, 예약, 결제, 발권 및 좌석선택이 가능하며 두

번째 기능은 할인상품 기능으로 알뜰찬스, 동반석, 비즈니스

실, 영화객실 등의 예약이 가능하고 세 번째 승차권확인 기

능은 이미 발권된 승차권의 조회 및 반환을 할 수 있는 기

능을 말한다. 넷째는 예약내역 가능 기능으로 이전예약내역

을 확인 후 결재, 발권이 가능하며 다섯 번째 나의 정보기

능은 과거 이용내역조회와 신용카드, 할인증등을 미리 등록

하는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가까운 역 찾기 기

능으로 GPS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주변 역을 찾아주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사

용되고 있으며 최세나[18]은 미디어 저널리즘에 전면으로 등

장한 스마트폰 앱 뉴스에 대한 이용과 충족 이론을 바탕으

로 이용 동기와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강민아[19]는 스마

트폰 및 헤어스타일 앱 이용 동기와 이용만족도가 추천의도,

구전의도, 재이용의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실증적

규명을 하였다. 현재 국내를 포함한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

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과 향후 도입이 가능한 애플리케이

션을 중심으로 그 응용사례를 검토한 박덕규[6]의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철도서비스 활용’에서 코레일 앱

의 활용사례 연구가 있으며, 스마트폰 시장의 확산에는 각

종 모바일 플랫폼과 개발 툴들의 발전이 지대한 공헌을 하

고 있으며 융, 복합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

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라는 측면에서 철도고객들과 만

날 수 있는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

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철도서비

스 구축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6]. 

3.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

들을 종합하여 코레일 앱 이용자의 서비스편의성이 고객만

족과 재이용의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

한 개념인 서비스편의성은 Berry 등 [2]의 연구에서 제시된

의사결정편의성, 접근편의성, 거래편의성, 편익편의성, 사후

이익편의성이며 이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편의 분

야에 대하여 연구하려 한다. 의사결정편의성, 접근편의성, 거

래편의성, 편익편의성, 사후이익편의성이 고객만족,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과 고객만족과 재이용의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2 연구가설의 설정

황용철과김수성[20]은 서비스편의성을 시간편의성과 노력

편의성으로 구분하여 고객만족간의 유의성을 분석하여 편의

성과 고객만족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거래편의성과 접근편의성으로 구성된 지각된 편의성은 고

객만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처럼 코레일 앱 이용자의 서비스편의성이 고객만족과 재이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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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가설 1: 코레일 앱 이용자가 지각하는 서비스편의성은 고

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거래·접근편의성은 코레일 앱 이용자의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편익편의성은 코레일 앱 이용자의 고객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사후이익편의성은 코레일 앱 이용자의 고객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객만족과 재이용의도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

었는데 고객만족이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긍정적

인 태도는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고객의 만족은 재구매, 재이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안광호 등 [22]는 여러 가지 고객만족 측

정방법으로 고객만족도를 측정한 후 고객만족과 재이용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고객만족과 재이용의도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2: 코레일 앱 이용자의 고객만족은 재이용의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근거가 된 Berry 등 [2]의 연구에서도 의사결

정편의성, 접근편의성, 거래편의성, 편익편의성, 사후이익편

의성의 5가지 요인이 고객만족과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관계

가 있다고 하였다. 의사결정편의성은 코레일 앱 이용자의 첫

이용 시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여 의사결정편의

성을 제외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코레일 앱 이용자가 지각하는 서비스편의성은 재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거래·접근편의성은 코레일 앱 이용자의 재이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편익편의성은 코레일 앱 이용자의 재이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사후이익편의성 코레일 앱 이용자의 재이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실증연구 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

들을 종합하여 코레일 앱 이용자의 서비스편의성이 고객만

족과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

Fig. 1 Research model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Variable Item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n 134 67.0

Women 66 33.0

Age

Below 20 years old 1 5

21~30 years old 38 19.0

31~40 years old 59 29.5

41~50 years old 62 31.0

51~60 years old 29 14.5

Above 60 years old 11 5.5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8 4.0

College 19 9.5

University 114 57.0

Master’s degree 59 29.5

Job

Professional 41 20.5

Personal business 22 11.0

Office 61 30.5

Student 15 7.5

House wife 8 4.0

Sale direct 4 2.0

Service jobs 17 8.5

Technician 17 8.5

Etc 15 7.5

Monthly 

income

1millian won 25 12.5

1-2millian won 22 11.0

2-3millian won 47 23.5

3-4millian won 38 19.0

4-5millian won 30 15.0

5millian won 38 19.0

Place of 

residence

Seoul 70 35.0

Gyeonggi-do 43 21.5

Gangwon-do 1 .5

Chungcheong-do 27 13.5

Gyeongsang-do 53 26.5

Cholla-do 1 .5

Etc 5 2.5

Use number 

of years

1-2 4 2.0

3-4 7 3.5

5-6 28 14.0

7-9 25 12.5

Above 10 136 68.0

Total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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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2013년 5월26일부터 5월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배포된 210부의 설문지중 응답이 부

실하고 결측치가 있는 10부를 제외한 20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을 살펴

보면 성별로는 남성 67.0%, 여성 33.0%로 남성의 비율이 높

았으며,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넓게 분포하였는데 31-

40세가 29.5%, 41-50세가 31.0%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소

득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비율이 23.5%로 가장 높았으

며, 직업은 사무직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

는 경상도가 26.5%, 경기도가 21.5% 순이며 년 이용회수는

10회 이상이 68.0%로 나타났다.

4.2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5.0을 이용하여 서비스편의성의 측

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서비스편의성의

요인분석 결과 Berry 등 [2]의 연구에서 제시된 의사결정편

의성, 접근편의성, 거래편의성, 편익편의성, 사후이익편의성

이 코레일 앱 이용자의 서비스편의성에서는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이를 바탕으로 AMOS의 측정 모형을 이용하여 확

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서비스편의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 값이 작은 8개 항목을 제외한 10개의 항목으

로 3개 요인인 거래·접근편의성, 편익편의성, 그리고 사후

이익편의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고객만족은 5개 항목을 제

외한 5개의 항목으로, 재이용의도는 3개의 항목으로 나타났

다. 확인요인분석으로 측정항목의 선별과 정교화 과정을 거

치고난 후 각 구성 개념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준화 요인 부하량의 크기, 평균분산추출값(AVE)과 개념 신

뢰도(Construct Reliability; C. R)값을 확인하였다. 각 측정

변수들의 표준화 요인 부하량은 0.5이상이 되어야 하며 0.7

이상이면 바람직하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은 0.5이상이면 집

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개념 신뢰도 값은 0.7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23].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 0.734-0.959까지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념 신뢰도 값이 0.8이상이고, AVE값도 0.6이

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 개

념들과 측정 변수들 간에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카이검증(χ2) 분석결과는 모델의 적합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이검증의 가정은 너무 엄격하여 모

형이 쉽게 기각되며, 연구자의 관심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 때문에 적

합도 지수(fit index)들이 주로 이용된다[23]. 표본특성 적합

도 지수를 살펴보면 GFI=.857, AGFI=.806, RMR=.045,

NFI=.867, IFI=.910, CFI=.909, RMSEA=.095으로 나타났다.

모델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GFI,

AGFI, CFI, NFI, IFI는 0.9이상, RMR는 0.05이하, RMSEA

는 0.1이하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GFI와 AGFI는 0.9이하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s name Questions S.C S.E CR
Concept 

reliability
AVE

Transaction

·

Access 

convenience

Functionality of the app was Korail tickets booking. .921

.928 .726

Ticket checking feature of the app was Korail. .888 .037 21.531***

Book history features of the app was Korail. .892 .042 21.828***

Korail app is easy to obtain the information. .810 .044 16.893***

I can use the Korail app in the desired time. .734 .046 13.819***

Benefit 

convenience

Price, features of the app was Korail. .847

.833 .657My account feature of the app was Korail. .817 .048 15.317***

Korail find feature of the app was the nearest station. .766 .053 12.165***

Post benefit 

convenience

App of the refund feature was Korail. .926
.917 .888

Korail features of the app was canceled. .959 .037 26.335***

Customer 

satisfaction

Korail are satisfied with the app. .908 .057 16.370***

.969 .852

Korail app of the provider is satisfied. .904 .061 16.323***

Korail app is satisfied about the service as a whole. .956 .056 17.456***

On ease of apps that were Korail satisfied. .949 .054 17.847***

App Korail put into use costs(money, time, effort)are satisfied. .897

Degree of 

reuse

Korail would recommend to others to use app. .878

.956 .867App will use Korail reuse. .949 .044 22.914***

I will continue using Korail app. .948 .051 20.226***

χ
2=328.622(df=117, p=.000), GFI=.857, AGFI=.806, RMR=.045, NFI=.867, IFI=.910, CFI=.909, RMSEA=.09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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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나 GFI와 AGFI는 표본특성에 기이한 비일관성

(inconsistencies)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

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comparative fit index)를 권고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CFI 지표 값이 0.909

로 나타나 모델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판별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Anderson과

Gerbing[24]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판별타당성

은 측정변수가 반드시 달라야만 하는 다른 변수와 높은 상

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입증되어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각 연구 개념들간의 상관관계와 관련된 신뢰구간

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성개념간의 관

계를 보여주는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즉, 상관계수±2 S.E.)에

1.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요인들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판별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25].

4.3 가설검정

4.3.1 연구모형의 검정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연구 개념

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MOS 18을 이용하여 구조

방정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χ2=371.265(df=157, p=0.000)로 나타났고, 적합도 지수

인 GFI, AGFI, NFI, IFI, CFI등은 각각 0.863, 0.804, 0.879,

0.929, 0.925로 나타났다. 또한 RMR과 RMSEA에서도 각각

0.045, 0.083로 나타나 측정 모형의 집중타당도의 평가수준

을 충족하고 있어 만족스러운 모형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4.3.2 연구가설의 검정

본 연구에서는 코레일 앱 이용자의 서비스편의성이 고객

만족과 재이용의도간의 구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변수

들 간의 관계와 경로를 아래 Fig. 2와 Table 4에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10개의 가설 중 가설1-1, 1-2, 1-3,

Table 3 Correlation matrix

Transaction ·

Access convenience

Benefit

convenience

Post benefit

convenience

Customer

satisfaction

Degree of

reuse

Transaction ·

Access convenience 
1

Benefit convenience
.832

(0.034)
1

Post benefit convenience
.822

(0.031)

.799

(0.035)
1

Customer satisfaction
.861

(0.020)

.803

(0.031)

.786

(0.024)
1

Degree of reuse
.820

(0.039)

.768

(0.042)

.748

(0.045)

.860

(0.022)
1

1) Diagonal lower variables correlation and ( ) standard error

Fig. 2 Research model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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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4개가 채택되었고, 가설 3-1, 3-2, 3-3, 3개가 기각되

었다.

5. 결 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코레일 앱의 활

용범위가 확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현재 운영되는 코레

일 앱의 서비스편의성이 코레일 앱 고객만족과 재이용 의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 제고 및 코레일의 향후 코레일 앱의 지속성과 최적

화를 모색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 코레일 앱의 고객만족

도 및 재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여 코레일 앱

이용 시 고객만족 및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서비스편의성 요

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세분화된 마

케팅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

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서비스편의성과 코레일 앱 만족

도 및 재이용의도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이

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코레일 앱 이용 시 고객들이 인지

하는 서비스 편의성 요인을 확인하는 가운데 본 연구를 위

한 전반적인 틀을 도출 하였다. 그 틀로 연구 분석한 결과

코레일 앱 서비스편의성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분석결과, 코레일 앱 서비스편의성이 고객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만족이 재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코레일 앱 서비스

편의성 고객만족은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레일 앱 서비스편의성 자체와 재

이용의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코레일 앱 서비스 편의성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이는 고객이 소비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코레일 앱을 이용목적에 따라 쉽게 접하고 편리하

게 다운로드하여 코레일 앱을 이용하고자 하는데는 커뮤니

케이션이 많은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승차권 발매, 취소 및

정보 등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이 높을수록 재이용의도

가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셋째, 코레일 앱 서비스편의성이 직접적으로 재이용의도

에는 유의한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

는 코레일 앱의 단순한 서비스편의성이 재이용의도에 영향

을 못 미치고, 고객만족을 통해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결론으로서 코레일 앱의 서비스 편의성을 고객

만족에 치중하여, 개선 운영하면, 고객만족의 매개효과로 코

레일 앱 고객의 재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코레일 앱 이용자의 서비스편의성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

증적인 조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편의성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제언

첫째, 연구의 한계에 있어서 서울역 코레일 라운지 이용

고객만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시행하였으므로 본 연

구결과가 코레일 모든 지역의 코레일 앱 이용자를 표본 한

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대상을 코레일 이용자 중 코레일 앱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따

라서 연구의 결과를 코레일 전체 고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보다 가치 있는 서비스편의성을 연구하자면 편중된

Table 4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Hypothesis Path Estimate S.E t-value p-value Have selection

1-1
Transaction ·Access convenience

→ Customer satisfaction
.390 .076 5.155 *** Selection

1-2
Benefit convenience

→ Customer satisfaction
.195 .089 2.203 .028 Selection

1-3
Post benefit convenience

→ Customer satisfaction
.167 .060 2.767 .006 Selection

2
Customer satisfaction

→ Degree of reuse
.571 .107 5.328 *** Selection

3-1
Transaction ·Access convenience

→ Degree of reuse
.132 .072 1.841 .066 Dismissed

3-2
Benefit convenience

→ Degree of reuse
.104 .082 1.265 .206 Dismissed

3-3
Post benefit convenience

→ Degree of reuse
.058 .061 .959 .337 Dismissed

χ
2=371.265(df=157, p=.000), GFI=.863, AGFI=.804, RMR=.045, NFI=.879, IFI=.929, CFI=.925, RMSEA=.08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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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편의성이 아닌 유사 서비스 종류를 비교한 상대적

편의성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코레일

설문 여건마련의 어려운 점이 연구의 한계였다.

넷째, 코레일 앱 이용목적이나 소득수준, 학력, 라이프스

타일, 그리고 연령대별, 직업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서

비스편의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직업별로

자신이 소비하는 시간과 노력의 가치가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코

레일 앱 이용자뿐만 아니라 코레일 고객들을 대상으로 코레

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편의성을 알아보기 위

한 객관적이면서 신뢰성 있는 측정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으

로 연구가 지속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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