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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paper proposes S-NS diagram. S-NS diagram helps us find core factors which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Methods: S-NS diagram draws a scatter diagram based on marks obtained from surveys consisting of several 

questions on satisfaction and non-satisfaction at the same time. S-NS diagram is divided into the 4 regions. 

We focused on region B which is High satisfaction and high non-satisfaction shown in S-NS diagram. Region 

B is the areas for needs to improve.  

Results: S-NS diagram can find few important factors which affect customer satisfaction. We improve Lecture 

Satisfaction using S-NS Diagram. 

Conclusion: S-NS diagram has been proven to be an effective method for improving customer satisfaction 

with a lecture satisfaction improvement example. We know S-NS diagram can use many fields including manu-

facture and servic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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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는 이 논문에서 S-NS 다이어그램을 소개한다. S는 Satisfaction의 약자이고, NS는 Non-Satisfaction의 약자

이다. Non-Satisfaction와 Dissatisfaction 의미는 다르다. Non-Satisfaction이 Dissatisfaction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S-NS 다이어그램은 S와 NS을 축으로 산점도를 그린 그림이다. 

S-NS 다이어그램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찾아내는 것이 

고객만족 개선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Ree, 2009).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기 때문에 이중에서 중요한 

요인을 찾는 노력은 고객만족 분야에서는 오랜 숙제이다. S-NS 다이어그램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는 핵심인자를 

찾는데 매우 탁월한 기법이다.

고객만족을 측정하는 기존 기법 대부분 설문조사로 활용하여 조사한다. 설문조사의 한계는 응답자들이 불만족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만족한 경우는 정직하게 설문에 응답하지만, 불만족한 경우는 불만족을 표현하기보다 보통으

로 표현하다. 흔히 보통(5점 리커드에서 3점) 점수는 불만족으로 평가해야 한다. 

S-NS 다이어그램은 고객들의 설문조사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고객들은 5점 척도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만족하

면 4점(만족) 혹은 5점(매우 만족)이라 답하지만, 불만족한 경우는 3점(보통)으로 답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강의 만

족도 조사에 응답한 학생들과 토론에서 확인하였다. 일반인들도 만족도 설문지 조사에서 학생들과 같은 방식으로 가

능한 3점(보통) 이상으로 응답한다(Ree, 2009). 고객들은 불만족을 설문지에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하

지만 불만족이란 단어대신 ‘만족하지 않는’ 이란 단어에는 좀 더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

을 이용하여 S-NS 다이어그램을 구상하였다.  

 본 논문에서 S-NS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대학에서 강의 만족도 향상에 적용하였다. 

대학에서 교육 품질은 지난 몇 년간 많은 연구가 있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된 품질 개선기법도 대학 교육 품질 

향상에 사용되었다. 

Ree, S.B., Park, Y.H. Park, Yoo, H.J.(2014)는 다구찌 기법으로 대학 강의 만족도 향상에 활용하였다. Raharjo, 

Ngee, & Brombacher (2007)은 대학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하여 SPC/SQC(통계적 공정관리/품질관리), TQM(품질경

영), QE(품질공학), 6 Sigma 및 ISO 9001 등이 사용된 사례를 조사하고, AHP 기법으로 대학 교육 품질을 개선하였

다. Martinez-Caro, Cegarra-Navarro and Cepeda-Carrion(2014)은 학생들 만족 개선을 목적으로 이런닝

(e-learning)의 품질 개선 모델을 개발했다.

Yeo and Li(2014)는 대학 교육을 서비스 산업으로 간주하였다. 

Parasuraman et al.(1988)은 잘 알려진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SERVQUAL 모델을 제시하였다. SERVQUAL 

모델에선 서비스 품질은 고객의 기대와 고객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제공한 서비스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SERVQUAL 모델은 최근에 대학 교육의 성과나 대학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사용되고있다

(Astin, 1999; Douglas, Douglas, & Barnes, 2006; Eagle & Brennan, 2007; Barone, & Lo Franco, 2009; Kim, 

& Ree  2011; Kim, & Ree  2009, 2014; Ramseook-Munhurrn, Naidoo, & Nundlall, 2010; Duque, 2014; 

Yildiz, 2014).

대학 강의는 대학 교육 품질의 핵심요소이다. 본 논문에선 강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S-NS 다이어그램을 적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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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다이어그램 

S-NS 다이어그램은 발표되지 않는 새로운 기법이다. S-NS 다이어그램은 카노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개발하였다. 

카노 모델은 유형적 품질요소를 제공할 때, 심리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여 매력품질, 일원적품질, 당연품질, 무관심품

질, 회의적품질 등으로 나눈다. 카노 모델에선 매력품질 요인을 찾아내어 고객 만족도 향상에 활용한다(Ree, 2012). 

S-NS 다이어그램은 5점 척도 리커드 설문지 응답값을 이용하여 그린다. 고객 만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각각 고객에게 현재의 만족 정도(S)를 설문지로 조사하다. 동시에 같은 요인에 대한 만족하지 않는 

정도(NS)에 대해 설문지로 조사한다. 만족 정도를 X 축으로 하고, 만족하지 않은 정도를 Y 축으로 하여 산점도를 

그린다. 산점도를 4 등분으로 나눈다. 나누는 기준점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사용자에 따라서 관리 목표 

점수를 사용할 수 있다. S-NS 다이어그램은 <Figure 1>과 같다. 

그림에서 X축과 Y축의 구분선을 그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S-NS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저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선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설문지의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다. 평균값보다 높은 영역과 낮은 영

역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혹은 관리하고자 하는 관리값이 있으면 관리값을 기준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논

문의 적용 사례인 강의 만족도 개선에서는 X축의 기준선은 관리점을 기준값으로 사용했고, Y축의 기준선은 평균값

을 사용하였다. 

Figure 1. S-NS Diagram

S-NS 다이어그램의 4 영역은 다음과 같다. 

A 영역 : 만족 점수는 높고, 만족하지 않은 점수는 낮은 영역이다. 이 영역은 고객이 진실로 만족한 영역이다. 고

객만족을 위해선 이 영역에 속한 요인들을 현재대로 유지한다. 

B 영역 : 만족 점수는 높고, 만족하지 않은 점수도 높은 영역이다. 이 영역은 기존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찾지 못한 

영역이다. 고객들은 이 영역에 속한 요인들에 관심이 높다. 이 영역의 불만족만 해결해주면 고객들의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 개선해야 할 영역이다. 고객의 불만족한 원인을 찾아 해결한다. 

C 영역 : 만족 점수는 낮고, 만족하지 않은 점수는 높은 영역이다. 이 영역은 진실로 만족하지 않은 영역이다. 고객 

만족을 위해선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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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영역 : 만족 점수는 낮고, 만족하지 않은 점수도 낮은 영역이다. 고객들의 관심이 적은 영역이다. 고객은 이 영

역에 속한 요인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 영역의 개선 순위는 낮다.

위 4 영역중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선 B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은 C 영역이다. 개선 기법은 벤치마킹, 통계 

기법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A 영역 요인들을 참고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다.

3. S-NS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강의 만족도 개선

3.1 강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 

S-NS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서울의 S 대학 강의 만족도 향상에 적용하였다. S 대학은 강의 만족도 조사를 위하

여 매 학기말에 학생들에게 강의에 관련된 설문에 응답하게 한다. 강의 관련 설문지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은 만족도(S)를 질문한 설문지이다. S-NS 다이어그램을 적용하기 위하여 '만족하지 않은'(NS) 설문은 <Table 2>

와 같이 만들었다. 

(설문지 참조: http://portal.skuniv.ac.kr/education/main.jsp). 

Table 1. Questionnaire for Satisfaction on Lecture 

Table 2. Questionnaire for Non-Satisfaction on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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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No Satisfaction Non-Satisfaction

① 4.18 1.78

② 4.09 1.70

③ 4.21 1.65

④ 3.97 2.09

⑤ 4.27 1.48

⑥ 4.18 1.70

⑦ 3.76 2.22

Average 4.10 1.80

만족도 설문과 만족하지 않는 설문 모두 각 질문항목의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5점은 가장 긍정적인 답변

이다. <Table 1>에 대한 S 대학의 학기별 전체 평균은 약 4.15점이다. 이 점수로만 보면 학생들은 강의에 만족한 

점수이다. 그러나 학생 개인적 면담을 하면 만족도가 4.15 만큼 높지 않다. 학생들은 설문 작성 시에 대부분 4점 이

상을 주고 있다. 만족도만 질문했을 때는 학생들이 실제 느끼는 만족 수준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교수들은 강의 만족 점수를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노력에 비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강의 

만족도 향상을 노력하는 교수는 강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핵심 인자를 모르기 때문에, 설문지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항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강의 만족도 점수 향상에 효과가 크지 않다. 

S-NS 다이어그램은 교수 개인별로 강의 만족에 영향력 있는 요인을 찾아주기 때문에, 강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핵심 인자에만 집중 개선함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3주차 설문 조사

K 교수는 2014년 1학기에 강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S-NS 다이어그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해당 과목은 40명이 

수강하는 2학년 C 과목이다. 강의 시작 후 3주(2014년 3월)에 설문 조사를 하였다. 3주에 설문 조사한 것은 학생들

이 교수의 강의 스타일을 알게되어 강의 만족도 설문에 적절하게 응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정리되었다.

Table 3. 3rd Week Outcome of Lecture Questionnaire

3주차의 강의 결과를 <Figure 2>와 같이 S-NS 다이어그램를 그렸다. X 축의 구분선은 4.15로 잡았다. S 대학의 

강의 만족도 전체 평균 값이다. Y 축은 1.6을 잡았다. 1.6은 본 과목의 평균 1.8보다 조금 높게 잡은 것이다. 구분선

은 관리할 목적으로 임의로 잡을 수 있다. 

<Figure 2>와 같이 A 영역에는 (설문 항목 5) , B 영역에는 (설문 항목 1, 3, 6), C 영역에는 (설문 항목 2, 4, 7), 

D 영역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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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NS Diagram at 3rd Week

3.3  각 영역별 개선 노력

K교수는 4주부터 13주까지 10주간 S-NS 다이어그램의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선하였다. 

B 영역의 질문 항목 ① ③ ⑥를 집중 개선하였다. C 영역의 질문 항목 ⑦ ④ ②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Table 

4>와 같이 각 영역별로 개선 노력을 하였다.

Table 4. Improvement Policy of each Factor



Ree :Case Study for Improving Lecture Satisfaction using S-NS Diagram  495









3rd week 13th week Difference(13th week - 3rd week)

Factor No
Satisfact

ion

Non-Satisf

action

Satisfacti

on

Non-Satisfa

ction

Satisfaction   

difference

Non-Satisfaction   

difference

① 4.18 1.78 4.31 1.71 0.13 -0.08

② 4.09 1.70 4.26 1.76 0.17 0.07

③ 4.21 1.65 4.38 1.62 0.17 -0.03

④ 3.97 2.09 3.95 1.97 -0.02 -0.12

⑤ 4.27 1.48 4.33 1.62 0.06 0.14

⑥ 4.18 1.70 4.15 1.62 -0.03 -0.08

⑦ 3.76 2.22 3.92 1.85 0.17 -0.36

total 

average
4.10 1.80 4.19 1.74 0.09 -0.07

3.4  13주차 설문 조사

13주에 조사한 설문지는 3주에 실시한 설문지와 동일하고 응답한 학생들도 같다. 13주차의 강의 설문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정리하였다. 대부분 항목에서 강의 만족도가 개선되었다. 설문 결과를 S-NS 다이어그램으로 그

리면 <Figure 3>과 같다.

Table 5. 13rd week Outcome of Lecture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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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NS Diagram at 13rd Week

3주와 13주 설문 결과 각 영영별 강의 항목들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Division of Survey Outcome Question Items into Region 

본 강의 만족도 개선 사례로 S-NS 다이어그램이 강의 만족도 개선에 도움이 됨을 증명하였다. 강의 만족에 영향

을 주는 적절한 인자를 찾아서 개선 노력한 결과이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고객 만족에 효과적인 요인을 찾는 기법인 S-NS 다이어그램을 제시하였다. S-NS 다이어그

램의 장점은 기존 설문지에서 설문자들이 불만족 표현이 어려워한 점을 해결한 것이다. 설문 응답자에게 만족도를 

질문하면서 동시에 불만족 정도를 질문하도록 한 것이다.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선 고객들이 진정으로 불만족한 영역의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 기존 만족도 설문에서 찾지 

못한 문제를 본 S-NS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하였다. 고객 요구중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많기 때문에 정

확한 요인을 찾는 일은 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일이다.

본 논문에선 S-NS 다이어그램을 강의 만족 개선에 적용하여 강의 만족도가 향상되어, S-NS 다이어그램의 효용

성이 증명하였다. 본 S-NS 다이어그램은 제조 기업 및 서비스 기업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제조업에선 종업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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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종업원들의 불만 요소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서비스 기업에서 고객들의 만족과 불만족을 찾

아내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S-NS 다이어그램의 활용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앞으로 다양한 개선 사례에 적용하여 활용도를 검토하는 일이 남아 있다. S-NS 다이어그램도 설문지를 

사용하므로 설문조사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다. 좋은 정보는 늘 설문자들의 성실성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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