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 나은정,김기웅,윤영표,박성식 第19卷 第1號 2011年 03月 31日

論文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한 기내서비스 명품화에 관한 연구

- K항공사 승객과 승무원을 중심으로 -

나은정*, 김기웅**, 윤영표***, 박성식***

A Research on Premium In-Flight Service by Enhancing Service Quality

focusing on K-Airline's Passengers and Cabin Crews
Eun Jung Na*, Ki Woong Kim**, Young Pyo Yoon***, Sungsik Park***

ABSTRACT

This paper tried to research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ssenger's satisfaction and

expectation of in-flight service quality, overall satisfaction and passenger's Loyalty by

emphasizing on two groups of passengers and cabin crews from K-airline to find out

which service quality area should be focused on for pursuing premium in-flight service.

Such six service quality areas as in-flight equipment, food&beverage, duty-free sales,

service ability, service image and specialized service were conceived and survey questions

were made based on relevant previous researches. The analysis has used the data of 281

passengers and 336 cabin crews from K-airline.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physical

service factors, passengers perceive satisfaction from duty-free sales contributes to overall

service satisfaction. However, cabin crews believed in-flight equipment and food&beverage

are important to overall service satisfaction. In human service factors, both groups

seemed to agree service ability and service image have a positive impact on overall

service satisfaction. Among service satisfaction factors, the customer's satisfaction from

cabin crew's service ability(service response, professional knowledge and foreign language

skill) is also proven to be directly connected to customer loyalty.

Key Words : 기내서비스 명품화(Premium In-Flight Service), 만족도(satisfaction), 충성도(loyalty),

물적 서비스 및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 승무원(Cabin Cr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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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21세기 초반

911 테러사고를 거쳐 2008년 금융위기를 슬기롭

게 대처하여 이제 2010년 이후 본격적인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초대형 항공사의 출현(Mega Carrier), 장거리 운

항이 가능한 대형항공기의 출현 등으로 좌석공급

의 증가와 가속된 항공시장의 개방정책은 치열한

경쟁과 함께 항공사들을 고객유치를 위한 생존경

쟁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송성인 & 조주은, 2004

a) 이러한 국제적 경쟁환경에 직면한 우리나라 항

공사들은 생존 및 경쟁력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의 유지와 지속적인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

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가장 중요한

운항서비스부터 항공예약, 발권, 탑승수속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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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상서비스, 여객기 탑승 후 제공되는 기내서

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에서 수행되며,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항공사 직원들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송성인과 조주은, 2004

a).

Fig. 1항공사가여객에게제공하는서비스

Fig. 1 은 F. Alamdari(1999)가 제시한 항공사가

여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모형도로 항공사 서비스

품질의 중심에는 안전, 신뢰성 및 스케쥴 등이 있으

며 여객이 기대하는 서비스로는 좌석의 편안함, 수

하물, 라운지, 기내시설의 청결성 및 식음료 등이 있

는 것을알 수 있다.

기내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서비스의 품질에 대

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시

설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반면 인적 서비스

의 수준은 인사관리를 통하여 선발과 교육훈련을 체

계적으로 수행한다면 단기적으로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인적 서비스에 대한 연구결과가 교육훈련체계

에 반영된다면 단기적으로 인적 서비스 향상을 통해

고객만족도 증대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승객과 항공사 승무원

이라는 두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지각하는

기내서비스 품질의 중요도 및 만족도 그리고 전체

서비스만족도 및 고객충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연구문헌들을 참조하여

항공사 여객승무원이 제공하는 기내서비스의 품질

요인들을 도출하고 설문문항들을 구성하였다. 2차

적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피설문자의 인식을 승객

과 승무원 설문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의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사 승무원이 제공하는 기내서비스 품질

구성요인에 대해탐색한다.

둘째, 항공사가 제공하는 기내서비스 품질 구성요

인들이서로 어떤 관계를갖는 지 검증한다.

셋째, 기내서비스 품질구성요인의 중요도에 대해

승객과승무원의 인식의 차이를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기내서비스 품질요인의 만족도가 서

비스에 대한 전체 고객만족도와 고객충성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검증하고 기내서비스 명품화를 위

해서집중해야할분야를탐색한다.

2. 본 론

2.1 항공사의 기내서비스

(Kotler, 1997)는 자신의 연구를통해 서비스란 인

간과 인간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성립되는 활동으로

서 어느 개인이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항공사 서비스는 항공사 직원과 항공사

를 이용하는 고객 간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활동으로

서, 항공사 직원들이 고객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행

위로 정의할 수있다. 즉, 항공사 서비스에서주된 요

인은 서비스이고 이것을 보조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

용하여 설정된 항공노선을 비행하면서 승객을 친절

하게 모시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해주는 것이

항공사서비스라는 것이다.

항공사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일정한 기내공간과

인적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형성되므로

인적 서비스와 물적 서비스의 관계가 높은 산업이다

(김계섭 & 조주은, 2004). 이런 특징을 보고

Shostack (1997)은 항공사의 서비스가 유형성보다

무형성의 성격이 지배적이어서 서비스가 주된 속성

이 되어 항공사 서비스를 구성한다며, 항공사 서비

스를 유․무형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 패키

지라고규정하였다.

항공사 서비스는 연구자들마다 각국의 항공운송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지만 특히 국내

항공시장의 여객서비스를 연구한 김계섭과 조주은

(2004)의 분류는 항공사의 서비스를 지상서비스, 운

항서비스 및 기내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지상서비스

는 탑승객이 예약을 하고 그에 따른 항공권을 구입

하여 출국절차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친 후 항공

기에 탑승하여 출발할 때까지의 모든과정에서 승객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는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서비스, 기타 부대서비스(렌터카, 스마

트폰 안내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운항서비스는 운

항의 안전을 전제로 한 정시성의 확보를 위해 제공

되는 서비스로서, 운항 안정성, 운항시간 정확성,최

신항공기 운항, 이착륙시 안정성 확보 등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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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내서비스는 승객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승객의 다양한 욕구만족을 위한

각종 물적 서비스(기내시설, 식음료, AVOD(엔터테

인먼트), 기내 면세품판매 등)와 여객승무원의 인적

서비스(친절성, 외국어능력, 단정한 이미지, 전문지

식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김계섭 & 조주은,

2004)

이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운항서비스로 항공

사가 고객이원하는 목적지로 원하는시간에 안전하

게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운항서비스

는 모든항공사가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으므로 항공사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다.

또한 항공사의 지상서비스는 인터넷의 발달 및

컴퓨터 자동발권시스템의 도입으로 일반적으로 고

객들이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결국 항공사별

서비스의 차이와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객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기내서비스

라고 할 수 있다. 기내서비스는 크게 물적 서비스와

인적 서비스로 나누어볼수 있다. 기내 물적 서비스

는 승객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

록승객의 다양한욕구만족을 위한 것으로 기내에서

제공하는 기내시설,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기내 면

세품 판매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인적 서비스는 승무

원이 제공하는 고객에 대한 다양한 대인관계로서 친

절성,외모, 이미지,외국어 능력 및 적극적인 서비스

및 서비스 반응속도 등이다.

차 원 세부 변수

① 확실성

② 반응성

③ 능력

④ 접근 용이성

⑤ 예의

⑥ 커뮤니케이션

⑦ 신뢰성

⑧ 안전성

⑨ 고객에 대한 이해

⑩ 유형성

- 서비스 성과의 일관성과 신속성

특정서비스를 한 번에 제대로 수행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 청구서의 정확성

• 기록의 정확성

• 예정된 시간 내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를 수행할 종업원의 의향이나 신속성, 서비스의 시기적절성

-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의 소유정도

-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접촉의 용이성

- 접촉 종업원의 친밀성, 사려깊음과 공손함

-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전달수단을 통해 알리는 것

사용언어의 적절성

- 신뢰성, 정직성, 진심으로 고객의 혜택을 바라는 정도

- 고객의 위험의식이나 의문의 해소정도

- 고객의 요구를 알려고 하는 노력의 정도

- 물적 서비스 설비와 물적 근거(Physical Evidence)

Table 1. 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소 10가지

※ Parasuraman 등, 1985, p. 47참조

기내서비스에 따라고객의 만족도가달라지고이

는 곧 항공사에 대한 평가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다

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기내서비스 만족도를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내서비스 중 물적 서비스의 경우 해

당서비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항공산업의 특성

상 기기와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므로 큰 비용이 수

반될 수도 있다. 승무원의 인적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교육과 자체적인 엄격한 선발제도를 통하여

단기간에 일정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여객

승무원의 인적 서비스 정도에 따라 전반적인 물적

서비스가 부족했더라도 고객의 항공서비스에 대한

전체평가를바꿀수있다(김계섭 & 조주은, 2004).

즉, 실제로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시간 동안 고객과 시간을

보내는 여객승무원의 역할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항공사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물적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인적 서

비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의 기내서비스가 명품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한 품질 향상을 위해서 물적 서비스

와 인적 서비스 항목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승객과 승무원 두 집단 간

인식차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기로 한다.



한국항공운항학회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한 기내서비스 명품화에 관한 연구 77

구 분 서비스품질 평가문항 및 선행연구

물적

서비스

기내시설

클래스별 좌석편의성(박문조, 2001) (고창현, 2007)

기내오락설비 (장정아, 2005) (양진호, 2010)

기내복도 및 화장실 청결도 (이신택, 2006) (유기석, 2008)

식음료

식음료의 종류 (고창현, 2007) (전숙희, 2007)

식음료의 품질 (장정아, 2005) (이신택, 2006)

식음료의 차별성 및 독창성 (박지영, 2007) (유기석, 2008)

기내판매

기내면세품의 수량 및 품질 (장경란, 2006) (이신택, 2006)

유행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 구비 (이신택, 2006)

충분한 면세품 판매(구매) 시간 (유기석, 2008)

인적

서비스

(승무원)

서비스

능력

응대능력 및 서비스반응도 (이정민, 2009) (양진호, 2010)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유미, 2008) (이용덕, 2009)

외국어능력 (전숙희, 2007) (이용덕, 2009) (양진호, 2010)

서비스

이미지

세련된 외모 및 승무원다운 이미지 (이정민, 2009) (유미, 2008)

상냥한 미소와 밝은 표정 (박수영, 2008) (이용덕, 2009)

친절한 태도와 배려 (최덕진, 2009) (이용덕, 2009)

맞춤

서비스

개개인에 대한 세밀한 관심 (최덕진, 2009) (양진호, 2010)

적극적인 요구사항 파악 및 설명 (박수영, 2008)

자발적인 서비스 제공 (양진호, 2010)

Table 2. 서비스품질 평가문항의 구성

2.2항공사기내서비스품질

2.2.1기내서비스의품질요인

서비스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 의

해 주관적으로 인식되며, 이를 인식된 서비스 품질

이라고 할 수 있다(Garvin, 1984). 인식된 서비스 품

질에 대한 연구는 Gronroos(1984)에 의해서 인식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면서부터 고객에

의해 지각된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 연구가 시작되었

는데, Parasuraman 등(1985)은 서비스 품질이란, 서

비스

에 대한소비자의 기대와 지각사이의불일치 정도와

그 방향으로 정의하였으며 Gronroos(1984)는 서비

스 품질이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에 의해 이

루어진다고하였다.

또한 Cronin & Taylor(1992)는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이고 경제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태도로써 개념화되고 측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서비스 품질이소비자 만족의 선

행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Zeitham(1988)도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란 구체적인 제품의 속성이라기보다

는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하며태도와 유사한 개념으

로 고객의 경험에 의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하였다.

고객의 지각에근거하여 주관적으로평가되는개념

이므로, 서비스 품질은 그 속성상 탐색적 품질보다

는 경험적 품질이나 신뢰적 품질의 특성을 갖는다

(송성인 & 조주은, 2004a).

Parasuraman 등(1985)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의한 연구를 통하여소비자들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 품질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에는 차이를

보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유사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내고 ‘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소 10가지’

를 <Table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들은 다시 실증

적인 타당성과척도의 개발을 통하여 10개의 구성요

인들을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보증성, 공감성 등의

5 가지 구성요인들로축소하기도하였다(Parasuraman,

1990).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의 기내서비스 품질 결정요

소를 Parasuraman 등(1985)이 제시한 10가지 구성

차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기존의 국내 연구논문들을

토대로 기내서비스 품질요인을 구성하는 평가문항

을 Table 2와 같이 발전시켰다.

상기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서비

스 구성요인을 발전시킨 결과 기내서비스 품질의

물적 서비스 평가항목으로 3 항목과 인적 서비스

평가항목으로 3 항목 등 최종적으로 6 항목의

구성요인으로 구성된 설문지 문항들을 도출하였

으며 도출된 기내서비스 품질 구성요인을 토대로

세 가지 기본가설을 설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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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인적 및 물적 서비스 설문문항

문     항

물

적

서

비

스

기
내
시
설

①클래스별좌석편의성

②기내오락설비(AVOD)

③기내복도(AISLE) 및화장실의청결도

식
음
료

①식음료의종류

②식음료의품질

③식음료의차별성및독창성

기
내
판
매

①기내면세품의수량및품질

②유행에맞는다양한신상품구비여부

③충분한면세품판매(구매) 시간

인

적

서

비

스

서
비
스
능
력

①승무원의응대능력및서비스반응도

②승무원의업무에대한전문적인지식

③승무원의외국어능력

서
비
스
이
미
지

①승무원의세련된외모및승무원다운이미지

②승무원의상냥한미소와밝은표정

③승무원의친절한태도와배려

맞
춤
서
비
스

①승객개개인에대한세밀한관심

②승객개개인의적극적인요구사항파악및
서비스에대한설명

③승객개개인에대한자발적인서비스제공

2.2.2서비스품질에대한분석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개의 연구흐

름 속에서 진행되어져 왔다. 한 가지의 연구흐름은

Oliver(1980)의 기대-성과 불일치 모형을 기초개념

으로하여서비스품질에대한측정을시도한SERVQUAL

모형 및 이에 대한 수정을 시도한 SERVPERF 이다.

SERVQUAL 모형은Parasuraman 등(1988)에 의해 개발

된 서비스 품질을측정하는 도구로서 서비스 기업이

고객의 기대와평가를 이해하는데사용하는 다문항

척도이다. 이들은 일련의 반복적인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 단계를 통해 5개 요인들을측정하는 22개 문항

을 확정하였다.

SERVQUAL 모형에서는 서비스 품질이란 경험

한 서비스 격차로서측정되며 이는 경험하고 지각한

서비스에서 기대한 서비스를 차감한 값이 된다. 반

면, SERVPERF 모형은 Cronin & Taylor(1992)가

SERVQUAL 모형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서비스 품질

이란 장기적인 서비스 품질에 대한 태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과만으로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분석의 도구로 활용한 모형이다. SERVQUAL과

SERVPERF 연구모형은 모두 서비스 품질을 기대와

성과간의관계로바라보고측정한모형들이다.

2.2.3기내서비스품질과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는 고객의 과거로부터 현재에걸친소

비 경험의누적평가인 동시에종합적이며 전반적평

가로 고객의 실제 재구매 행위와 기업의미래수익성

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이미란, 2003). 또한 고

객의 전체적인 구매와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한 소비

경험의총체적인 구성개념으로 제품과 서비스 지각,

품질에 대한 경험 그리고 기업의 미케팅 믹스활동,

기업이미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 등 전반적

인 지각평가이다(Fornell, 1992; 이성희 등 2005). 따

라서 기내서비스에 대해 승객이 지각한 서비스 품질

은 고객만족과 큰 관련을 가질 것이다. 과거 연구문

헌들에서도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간의 관계에 대

해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Kotler(1997)는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을 향상시켜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바 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

들이 고객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각된 품

질을 설정하고 고객만족과 지각된 품질간의 관계가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Fornell,

1992; Tse & Wilson, 1988)

가설 1. 승객/승무원이 인식한 물적 서비스(기내시

설, 식음료 및 기내판매)의 품질수준은 기내

서비스에 대한 전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1.1 승객/승무원이 인식한 기내서비스 중 기내

시설의품질수준은기내서비스에대한전체

만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

가설 1.2 승객/승무원이 인식한 기내서비스 중 식음

료의 품질수준은 기내서비스에 대한전체만

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

가설 1.3 승객/승무원이 인식한 기내서비스 중 기내

판매의 품질수준은 기내서비스에 대한 전체

만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

가설 2. 승객/승무원이 인식한 인적 서비스(서비스능

력, 서비스이미지 및 맞춤서비스)의 품질수준

은 기내서비스에 대한 전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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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 승객/승무원이 인식한 기내서비스 중 서비

스능력의 품질수준은 기내서비스에 대한 전

체만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

가설 2.2 승객/승무원이인식한기내서비스중서비스

이미지의품질수준은기내서비스에대한전체

만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

가설 2.3 승객/승무원이 인식한 기내서비스 중 맞춤

서비스의 품질수준은 기내서비스에 대한 전

체만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

고객의 충성도란 재 구매를 위해 심층적인

몰입을 갖고나 지속적으로 구매한 상품을 선호하

는 것으로(Oliver, 1999) 지속적인 고객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기업

들에 있어 고객의 충성도는 매우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도 지각된 서비스 품질과 고객충성도 또

는 재구매 의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발견

되었는데, 송성인과 조주은(2004b)은 고객이 만족

하면 재구매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게

된 고객은 재구매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Kashyap & Bojanic (2000) 연구에서도 지각된 가

격, 객실품질, 공익품질, 인적 서비스 품질은 전

반적인 고객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되었다. 국내에서도 다

양한 연구들이 항공사의 인지된 서비스 품질과

고객충성도 간에 유의한 관계를 증명한 바 있

다.(이수범 등, 2005; 이성희 등, 2005) 이런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또한

도출하였다.

가설 3. 승객이 인식한 기내서비스의 품질수준은 고

객충성도에긍정적 영향을미친다.

가설 3.1 승객이 인식한 물적 서비스의 품질수준은

고객충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

가설 3.2 승객이 인식한 인적 서비스의 품질수준은

고객충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

상기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3개 가설들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3.방법론

3.1자료수집과연구대상

본 연구는 실증비교연구를위해서 공항에서 탑승

Fig. 2 연구모형

객들과 항공사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하였다. 2주에걸쳐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탑승객으

로부터 281부, 승무원으로부터 336부 돌려받아 총

617부의설문지를 회수하였다.

3.2변수의측정

본 연구에서는 기내서비스의 중요도와 만족

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asuraman 등(1985)이

제시한 10가지 항목을 기초로 하고 항공사 서비

스 품질요인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기내서비스의 물적 서비스 요인을 기내시설(3문

항), 식음료(3문항) 및 기내판매(3문항)으로 구성

하였고 기내서비스의 인적 서비스 요인을 서비스

능력(3문항), 서비스이미지(3문항) 및 맞춤서비스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내시설로는 좌석편의

성, AVOD(기내오락설비) 및 기내복도와 화장실

의 편의성을 포함시켰다. 식음료는 식음료의 종

류, 품질 및 차별성(독창성)등을 포함시켰다. 기

내판매로는 기내면세품의 품질, 다양한 신상품의

구비여부 및 판매시간 등을 포함시켰다.

인적서비스항목에서서비스능력으로는승무원의응

대능력, 승무원의업무전문지식및승무원의외국어능력

등을포함시켰다. 서비스이미지에는승무원다운이미지,

상냥한미소와밝은표정및승무원의친절성등을포함시

켰다. 마지막으로맞춤서비스에는승무원의세밀한관심,

승객에대한적극적인요구응대및자발적인서비스제공

등을포함시켰다. 기내서비스의중요도에대항응답은상

기항목들에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매우 중

요하다’까지를 7점 Likert-scale로 측정하였고, 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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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위의 항목들에 대해

‘전혀만족하지않는다’에서 ‘매우만족한다’ 까지를7점

Likert-scale로측정하였다.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는 설문 조사 등에 사용

되는 심리 검사 응답 척도의 하나로, 각종 조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리커트 척도에서는 응답자가

제시된 문장에 대해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답변하도

록한다. 리커트척도라는 명칭은 이척도 사용에 대

한 보고서를 발간한 Rensis Likert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리커트척도는 양극척도 방법이며, 그 문장

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측정하는 것

이다. 보통 5점척도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5

점척도 사용 시 가운데 ‘보통이다’에 집중되는 자료

왜곡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클 수 있어 보다 세밀

하게 반응자의 응답을 연구하기 위해서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2.2고객충성도

고객 충성도는 Gremler 와 Brown(1990)의 연구

에 근거해서 행동적 충성도와 인지적 충성도로 2개

씩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를 7점

Likert-scale로 설문을하였다.

Table 4 .고객충성도에 관한 설문내용

설 문 문 항

행동적
충성도

① 다음에도 K-항공사를 이용할 것이다.

② 다른 사람에게 K-항공사를 추천할 것이다.

인지적
충성도

③ 항공사를 선택할 때 대한항공을 먼저 고려

할 것이다.

④ K-항공사를 가장 친근한 항공사로 느낀다.

행동적 충성도는 항공사의 재이용, 항공사에 대

한 추천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인지적 충성도는

항공사 선호도와 항공사의 친밀감으로 설문을 구성

하였다. 고객 충성도에 대한 세부적인 설문 구성내

용은 Table 4와같다.

4. 결 과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SPSS for

Windows 18.0을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4.1측정도구의신뢰도검증과요인분석

4.1.1신뢰도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중 두 문항 이상의 복합

지표들로 이루어진 변수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검증

하였다.

Table5. 서비스만족도 신뢰도계수

변 수
신뢰도
계수값

기내시설
만족도

좌석편의성 0.810

기내오락설비 0.813

복도 및 화장실 편의성 0.810

식음료
만족도

식음료 종류 0.808

식음료 품질 0.812

식음료 차별성 0.812

기내시설
만족도

기내면세품 수량 0.813

다양한 신상품 구비 0.812

면세품 판매시간 0.812

서비스능력
만족도

응대능력 및 서비스반응도 0.810

업무관련 전문지식 0.808

외국어능력 0.807

서비스이미지
만족도

승무원다운 이미지 0.809

상냥한 미소와 밝은 표정 0.811

친절한 태도 0.813

맞춤서비스
만족도

개인별 세밀한 관심 0.808

적극적인 요구파악 0.808

자발적 서비스 제공 0.808

서비스 중요도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실증을 위

한 변수로서 사용되지는 않으므로 서비스 만족도를

위주로신뢰성분석및요인분석을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시 사용하는 방법은 내적

일치도 방법에 의한 신뢰도 추정방법으로 신뢰도 계

수인 Cronbach Alpha 값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탐색적 연구분야에서는 크론바흐 알파값

이 0.6 이상이 되면 측정치도 문제가 없다고 제시하

고 있다(이군희, 2001).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은 Table 5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

를나타냈다.

4.1.2요인분석

측정변수의 내적 타당도는 앞서 분석한 설문문

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내적일치도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외적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요

인분석을 실시해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 방법 중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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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을 활용했으며, Varimax 방식으로 회전시

킨값을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Table 6. 물적 서비스 만족도 요인분석

설문문항
요인적재량

공통값
요인1 요인2 요인3

좌석편의성 0.743 0.059 0.003 0.613

기내오락설비 0.702 0.173 0.185 0.542

복도 및 화장실 청결도 0.621 0.107 0.101 0.463

식음료 종류 -0.014 0.809 0.060 0.570

식음료 품질 0.201 0.718 0.101 0.566

식음료 차별성 0.182 0.692 0.241 0.658

기내면세품 수량 0.247 0.246 0.758 0.465

다양한 신상품구비 0.071 -0.119 0.698 0.583

면세품 판매시간 -0.005 0.261 0.627 0.517

Table 7. 인적 서비스 만족도 요인분석

설문문항
요인적재량

공통값
요인1 요인2 요인3

서비스 반응도 0.505 0.108 0.330 0.330

업무관련 전문지식 0.497 0.033 0.228 0.326

외국어능력 0.520 0.164 0.273 0.417

승무원다운 이미지 0.034 0.660 0.280 0.297

상냥한 미소 및 표정 0.146 0.568 0.225 0.457

친절한 태도 및 배려 0.149 0.626 0.024 0.375

개인별 세밀한 관심 0.037 0.328 0.555 0.415

적극적 요구파악 0.085 0.307 0.524 0.369

자발적 서비스 제공 0.018 0.257 0.518 0.335

기내서비스의 물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총 9개 문항이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이 기내시설, 식음료 및 기내판매

라는 3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기내서비스의 인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총 9개 문항이 고유

값 1 이상인 3개 요인, 서비스능력, 서비스 이미

지 및 맞춤서비스로 묶이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내서비스의 만족도 및 고객충

성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기내서비스

만족도는 태도적, 인지적 및 행동적 만족도를 묻

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고객충성도는 항공사의

재구매 의향을 인지적 및 행동적 충성도로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고유값 1 이상인 2개 요인

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8. 서비스만족도 및 고객충성도 요인분석

설문문항
요인적재량

공통값
요인1 요인2

기내서비스 만족도1 0.879 -0.042 0.770

기내서비스 만족도2 0.876 -0.048 0.775

기내서비스 만족도3 0.841 -0.132 0.724

고객충성도 1 0.106 0.813 0.673

고객충성도 2 0.140 0.762 0.971

고객충성도 3 -0.026 0.747 0.600

고객충성도 4 -0.002 0.895 0.559

4.2중요도분석

본격적인 가설검증에앞서 기내서비스 품질의 중

요도에 대한 승객과 승무원 집단의 인식을 분석하였

다. 앞서 언급한대로 서비스 품질이란 기대된 서비

스(중요도)와 지각된 서비스(만족도)에 의해 이루어

지며 이런 정의에 따르면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를 분석하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증

진시킬수 있다.

승객집단과 승무원 집단 간의 기내서비스 중요도

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

시하였다. 기내서비스 항목들의 중요도평균의 차이

는 기내판매의 중요도(0.587)가 가장 작은 차이를 보

였으며 서비스능력(0.705)이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

었다. t-test 분석결과 6개 기내서비스 항목들 모두

95%의 신뢰수준에서 승객집단과 승무원 집단 간에

유의(p=0.000)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기

내시설의 중요도(t=10.254) 와 서비스능력의 중요도

(t=10.632)에서 가장 유의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

는것으로판명되었다.

4.3가설의검증

연구모형을 통하여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보다

엄밀한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들 간 관계 및 서비스 만족도와 고객충성

도에 대한 유의성을 살펴보았고 회귀분석을 통하

여 변수간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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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대 응 차

t 유의확률
승객평균 승무원평균 평균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기내시설 중요도 4.970 5.642 .672 .543 .801 10.254 .000

식음료 중요도 4.976 5.576 .600 .460 .739 8.455 .000

기내판매 중요도 4.958 5.545 .587 .444 .729 8.111 .000

서비스능력 중요도 4.995 5.700 .705 .574 .835 10.632 .000

서비스 이미지 중요도 5.084 5.722 .638 .499 .777 9.049 .000

맞춤서비스 중요도 4.983 5.629 .646 .509 .783 9.314 .000

Table 9. 물적 서비스와 인적 서비스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4.3.1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 분석결과 가설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승무원 인적 서비스 중 서비스능력과 서비스 이미지

는 전체 만족도뿐만아니라 고객충성도와도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물적 서비스(기내시설, 식음료 및 기내판매)는 전체

만족도뿐만아니라 고객충성도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서비스능력과 서비스

이미지의 상관계수는 .824를 나타내어 95% 신뢰수

준에서 매우 유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항목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설

2.1과 가설 2.2는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채택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종합만족도(서

비스 만족도)와 고객충성도의 상관계수가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한 .698로 판명되어 항공사의 인지된

서비스 품질과 고객충성도 간에 유의한 관계를 증명

한 있는 선행연구결과(이수범 등, 2005; 이성희 등,

2005)들을지지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4.3.2회귀분석

4.3.2.1 기내서비스 중 물적 서비스 (기내시
설, 식음료 및 기내판매)와 전체 기내
서비스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잔차의 분

포를 확인한 결과 특이한 패턴을 찾아볼 수 없는

동변량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승객 집단에서는 1.846이고 승무

원 집단에서는 1.917로 나타났으므로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

중공선성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하였다.

VIF 값은 일반적으로 8 이상이면 독립 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다. 분석결과

VIF 값은 승객집단에서 1.00이며 승무원 집단에

서 1.42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

로판명되었다.

가설1 : ‘승객/승무원이 인식한 물적 서비스(기내시

설, 식음료 및 기내판매)의 품질수준은 기내서비스

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승객 집단

에서 물적 서비스 항목들 중 기내판매 만족도(p=.028)

는 95% 신뢰수준에서 기내서비스 만족도에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설 1.1과 가설

1.2는 기각되고 가설 1.3은채택되었다. 이는 설문대

상이 한국인 승객에게 집중되어 기내 면세품 구매를

선호하는 한국인 승객특성이 강하게 반영된 현상인

것으로분석된다.

Table10-1.가설1(승객)회귀분석결과: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회귀모형 4.80 1 4.801 4.87 .028

잔차 275.20 279 .986

합계 280.00 280

※예측 값 : 기내판매

종속변수 : 전체기내서비스 만족도

Table10-2가설1(승객)회귀분석결과:회귀계수

비표준화 표준화

t
유의
확률β

표준
오차

β

기내판매 .131 .059 .131 2.206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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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집단의 경우 Table 11에서와 같이 기

내시설 만족도와 식음료 만족도가 기내서비스 만

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판명되어

가설 1.1과 1.2는 채택되었다. 승무원들은 서비스

접점에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이므로

인적 서비스가 전체 기내서비스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판명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초기 기대와는 달리 기내시설 만족도와 식음료

만족도가 95% 신뢰수준에서 기내서비스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임이 판명되었다.

Table11-1가설1(승무원)회귀분석결과: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회귀모형 72.64 2 36.32 46.09 .000

잔차 262.36 333 .788

합계 335.00 335

※ 예측값 : 기내시설, 식음료

종속변수 : 전체 기내서비스만족도

Table11-2.가설1(승무원)회귀분석결과:회귀계수

비표준화 표준화

t
유의
확률β

표준
오차

β

기내시설 .269 .058 .269 4.638 .000

식음료 .261 .058 .261 4.508 .000

4.3.2.2 기내서비스 중 인적 서비스(서비스능
력, 서비스 이미지 및 맞춤서비스)와 전
체 기내서비스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가설 2 잔차

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특이한 패턴을 찾아볼 수

없는 동변량성을 가짐을 역시 확인하였다. 다음

으로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

-Watson 값을 확인하였다. 가설 2에 대한 회귀분

석 결과 승객 집단에서는 2.207이고 승무원 집단

에서는 1.976으로 나타났으므로 오차항의 자기상

관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 VIF 값

은 승객집단에서 3.347이며 승무원 집단에서 3.114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

었다.

가설 2 : ‘승객/승무원이 인식한 인적 서비스

(서비스능력, 서비스이미지 및 맞춤서비스)의 품

질수준은 기내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승객 집단에서 인적 서비스 항목들 중에

서 서비스능력 만족도와 서비스 이미지 만족도는

95% 신뢰수준에서 모두 전체 기내서비스 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Table12-1.가설2(승객)회귀분석결과: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회귀모형 57.28 1 28.64 35.75 .000

잔차 222.72 279 .801

합계 280.00 280

※예측값 : 서비스능력, 서비스이미지

종속변수 : 전체기내서비스 만족도

Table12-2.가설2(승객)회귀분석결과:회귀계수

비표준화 표준화

t
유의
확률β

표준
오차

β

서비스능력 .253 .094 .253 2.682 .008

서비스이미지 .220 .094 .220 2.335 .020

승무원집단에서도 Table 13과같이서비스능력만

족도와 서비스 이미지 만족도 모두 95% 신뢰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내서비스 만족도에 영향

을미치는 중요한변수임을파악할 수 있었다.

Table 13-1. 가설2(승무원) 회귀분석결과 :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회귀모형 63.75 2 31.88 39.13 .000

잔차 271.25 333 .815

합계 335.00 335

※예측값 : 서비스능력, 서비스이미지

종속변수 : 전체기내서비스 만족도

Table13-2.가설2(승무원)회귀분석결과:회귀계수

비표준화 표준화

t
유의
확률β

표준
오차

β

서비스능력 .253 .090 .253 2.801 0.005

서비스이미지 .202 .090 .202 2.24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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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집단이나 승무원 집단 모두 인적 서비스의

중요함을 인지한다는 중요한 정보를얻은 반면에 현

재 K-항공사에서 시행하는 맞춤서비스(예: UM 서

비스 등)는 두 집단에서 모두 전체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판명되어 맞춤서비스 시행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가설

2는 승객집단과 승무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가설 2-1과 가설 2-2는 두 집단 모두

에서 채택되었으며 2-3은 기각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4.3.2.3 고객충성도

고객집단을 대상으로 물적 서비스와 인적 서

비스가 고객충성도 즉, 재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Table 14에서 가설 3에 대한

검증결과 승객집단의 물적 서비스에 대한 회귀

모델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가설 3-1 : ‘승객이 인식한

물적 서비스의 품질수준은 고객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기각되었다. 하지만 서비스능

력은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설 3-2 는 채택하였다.

Table 14-1. 가설3(승객) 회귀분석결과 :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회귀모형 17.41 1 17.41 18.50 .000

잔차 262.59 279 .941

합계 280.00 280

※ 예측값 : 인적서비스(서비스능력)

종속변수 : 고객충성도

Table 14-2. 가설3(승객) 회귀분석결과 : 회귀계수

비표준화 표준화

t
유의
확률β

표준
오차

β

서비스능력 .249 .058 .249 4.301 .000

5. 논 의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실증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승무원들

은 ‘물적 서비스 중에서 기내시설과 식음료의 품질

수준은 기내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명되었

지만 승객들은 기내판매(기내면세품의 품질, 신상

품 구비여부 및 충분한 기내면세품 판매시간)의 품

질수준은 기내서비스에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에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물적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가분명한 것으로판명되었다.

둘째, 승객과 승무원 모두 ‘인적 서비스(서비스

능력과 서비스이미지)의 품질수준은 기내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라

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앞선 승객집

단과 승무원 집단에 대한 중요도 분석에서도 인적

서비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물적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보다 높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승객집단

과 승무원 집단 모두 서비스능력과 서비스이미지는

95% 신뢰수준에서 기내서비스 만족도에 유의한 긍

정적인영향을미치는 것으로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항공사의 인

지된 서비스 품질과 고객충성도 간에 유의한 관계를

증명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역시 기내서비스

만족도와고객충성도간에는 매우 유의한정(+)의상

관관계가있는 것으로판명되었다.

넷째, 승객집단을 대상으로 기내서비스 물적 및

인적 서비스 항목들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본 결과 기내서비스 전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인적 서비스 항목들(서

비스능력 및 서비스 이미지) 중에서 특히 서비스능

력의 만족도가 고객충성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항공사는 고객의 충성도를 높혀재구매로 직결될수

있도록 승무원의 인적 서비스 품질 중에서 특히 서

비스능력(서비스 반응도, 업무관련 전문지식 및 외

국어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

능력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가 필요할 것이다. 승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동

시에 고객충성도를 높힐 수 있는 이른바 명품 기내

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승무원의 서

비스능력배양의중요함이강조된다고하겠다.

Table15.연구결과의요약

가설 변 수 승객 승무원

H1-1 기내시설→만족도 기각 채택(.000)

H1-2 식음료→만족도 기각 채택(.000)

H1-3 기내판매→만족도 채택(.028) 기각

H2-1 서비스능력→만족도 채택(.008) 채택(.005)

H2-2 서비스이미지→만족도 채택(.020) 채택(.026)

H2-3 맞춤서비스→만족도 기각 기각

H3-1 물적서비스→충성도 기각 해당없음

H3-2
인적서비스→충성도

(서비스능력)
채택(.000)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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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연구의시사점

우선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마케

팅분야에 집중되다보니인적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

다소편중되어 기내서비스 중에서 물적 서비스와 인

적 서비스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집단간 비교하는 연

구가 다소 소흘하게 다루어져 왔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선행연구에서 항공사 기내서비스 품질 및 고객

충성도(재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물적 서비스와 인적 서비스의 중요도를 비교분석해

보고 기내서비스 구성요인에 대해 승객과 승무원이

인식하는 만족도를 토대로 기내서비스에 대한 품질

이 기내서비스 만족도 및 고객충성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둘째, 인적 서비스를 구성하는 품질요인을 항공

사 여객승무원에 맞게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

구에서 세부적인 항목들로 구성한 서비스능력, 서비

스 이미지 및 맞춤서비스 주에서 서비스능력과 서비

스 이미지는 승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항목들임이판

명되었고 각각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달라짐을볼

수 있었다. 셋째, 분석결과 인적 서비스 중 서비스능

력에 대한 만족도와 고객충성도 간에 매우 유의미한

관계가 증명되었다. 이는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지

식과 언어능력 뿐 아니라 실제로 항공사 승무원의

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능력이 고객들의 만족과 충

성도를 유발하는매우 중요한 요인임을나타낸다.

또한본연구의실무적인시사점을정리해보면다

음과 같다. 첫째, 승객들이 비행기 안에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기내서비스는 물적 서비스와 인적 서비

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물적 서비스는 회사차원

에서 중장기적 투자와 시스템개선이 필요한 반면 인

적 서비스는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단기간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여객승무원은

기내에서 장시간에 걸쳐 승객과 접촉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인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비스

주체이다. 본 연구의 결과도 여객승무원의 인적 서비

스 품질(특히, 서비스능력과 서비스 이미지)이 승객

집단과 승무원 집단 모두에서 기내서비스 만족도와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에, 항공사의 경영진은 단

시간 내에 기내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명품화달성

을 위해서 서비스능력과 서비스이미지 향상에 주력

해야만할것이다.

둘째, 기내서비스에 전체에대한 만족도에영향을

미치는 물적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승객과 승무원의

인식의차이는큰시사점을제시한다. 기내면세품구

매를 선호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승객들은 물적

서비스 중에서도 기내판매의 만족도가 기내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라고지각하였지만승무원들은기내시설과식음료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항공사

는 승무원들의 물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

요가 있으며 기내판매 서비스에 대한 강화를 통해 서

비스 전반에 대한 승객의 만족도를 증진하여야 할 것

이다.

셋째, 서비스능력이 고객들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는 인사관리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는 전략적 선발과도 일관된 것

으로해당기업에서인재를양성하는것뿐아니라해

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능력, 조건을 갖춘 인

재를 선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보편적인인성과능력을갖추면되는사무

및 관리직과 다르게 기내서비스의 경우에는 직종에

맞는 전문적인태도와 능력이 요구된다고볼수 있으

므로 기내서비스 명품화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능

력에 포커스를 둔 인재채용과 양성훈련 개발에 적극

노력을해야할것이다.

5.3연구의한계점및추후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적 서비스 품질의 구

성요인이 모든 요인을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

다. 추후에는좀더다양한측면의 인적 서비스의 구

성요인을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품질은 앞서 밝힌 대로 기대된 서비

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분석을 통해서 파악된다. 추

후에는 승객 집단과 승무원 집단 간의 기대된 서비

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차이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보

대 세밀하게 기내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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