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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객 만족도의 정확한 피드백인데 우리나라에는 서비스산업의 
고객 만족도 측정에 대한 정량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설
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설문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
은 프로세스 기반 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수집 및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설문 문항의 설계가 용이하고 스코어링 시스
템을 도입하여 서비스 및 단위서비스에 대한 품질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할 요소의 우선순위를 제공
하여 효율적으로 고객만족도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비용 및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상품별 단순한 만족도 조사뿐만이 아니라 프로세스별 비교분석, 추이분석, 기대치 분석 등 다양하고 
상세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개선 대상 서비스를 도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적용사례로
써 관광서비스 대표기업인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사에 적용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입증한다.  

ABSTRACT 

An accurate feedback about customer satisfaction is a very important factor to efficiently manage achievements in 
the service industry. However, Korea is lack of quantitative and standardized system of customer satisfaction 
measurement. This paper suggests standardized survey system with more in-depth and various methods of 
questionnaire survey as well as analysis which is able to efficiently evaluate customer satisfaction. This system is that 
investigates customer satisfaction of process based services, which uses various methods including simply designed 
questionnaires,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via mobile, and an investigation on follow-up satisfaction rate. In 
addition, we adopted scoring system to digitize a degree of satisfaction rate, so the suggested system provides an 
opportunity to improve specific objects those need to be improved by clearly evaluating a degree of satisfaction rate 
and applying various analysis techniques, such as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process analysis, and 
expectation analysis etc. This study substantiates suggested system through applying it to travel agency which is a 
representative enterprise of tour service.

키워드 : 서비스산업, 고객만족도 피드백, 설문조사 시스템, 프로세스 분석, 기대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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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가 복잡해지고 생활이 풍족해 지면서 소비자의 

니즈는 다양해지고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제

품 품질과 가격만을 가지고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

시킬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

시키기 위해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과 관련된 서비

스로 승부하는 서비스 경제시대가 도래하였다. 서비스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하며, 
기업들은 고객과 관련한 보다 정확하고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축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고객에 대한 데이터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

해 고객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오프라인 설문조사

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료수집과 

분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시간으로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측정하

기 어려운 면이 있다[1]. 보다 효율적으로 고객피드백을 

얻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내부 프

로세스와 통합하는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서비스

를 개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2].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비용과 시간

을 절감하고 단순한 고객만족도 통계가 아닌 심층분석

을 통해 고객니즈를 파악하여 고객의 만족 정도와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

원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시스템은 프로세스 

기반으로 설문 문항의 설계가 용이하고  스코어링 시스

템을 도입하여 만족도를 수치화하여 보다 정학한 만족

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대치분석, 추
이분석, 비교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보

다 정확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개선 대상 서

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출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를 기대할 수 있다[3,4].

Ⅱ. 시스템 구성 및 설계

제안하는 시스템의 표준 프로세스는 다음순서로 구

성하며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1. 설문을 작성 한다. 

서비스와 프로세스와 분석요인을 정의하여 일정을 

수립하고 설문문항을 설계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설문문항을 설계에 따라 구성하고 분석요인을 등록

하며 설문대상자를 구성한다.
2. 설문을 시행한다.

온라인 설문으로서 설문 이 메일을 발송하거나 설문 

홈페이지에서 설문을 시행한다. 또한 모바일 등을 통

해 실시간 설문조사를 한다.
3. 결과를 분석한다.

설문결과를 집계하고 통계를 실시한다. 대시보드, 상
품별 만족도 분석과 함께 IPA기대치/추이/비교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결과를 분석 한다.
4. 결과분석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세부 고객 타켓팅 및 심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림 1. 고객만족도 표준 설문 시스템 프로세스 구성도

Fig. 1 Diagram of customer satisfaction standard survey 
system process

위에 제안한 시스템 구성의 첫 단계로 일정을 수립함

에 있어 서비스를 정의하는데 먼저 서비스 설문과 분석

요인 및 설문방법을 정의 한다. 
서비스 설문정의에서는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설문

지를 작성한 후 품질요인을 정의한다. 품질요인 및 측

정요인은 해당 서비스의 수준 평가 및 서비스들 간의 

서비스 수준을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정형

화(표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수준 평가에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SERVQUAL의 5가지 품질

요인과 10가지 측정요인을 참고하여 정의하였다[5-7]. 
또한 분석요인 정의에 있어 표1과 같이 고객 분석, 상품

요인, 내부요인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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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항목

예약 및 출국

항공
한국 → 여행지

여행지 → 한국

선택 관광

일정

부가서비스

인솔자

현지가이드

숙소

식사

전반적인 만족도

분석요소 분석요인

요소 내용 요인 내용

고객
요인

상품의 
주대상이 되는 
고객요인 정의

성별 남성/여성

연령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기타

상품
요인

고객에게 
서비스되는 

상품별 
요인 정의

상품가격
대별

최고급 / 고급 / 
중저가 / 저가

서비스
지역

지역구분(대) > 
지역구분(소)

서비스
기간

여행일수

내부
요인

고객에게 
서비스되는 

서비스 주체의 
요인 정의

부서
본부 < 사업부 < 
총괄팀 < 소팀

대리점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별

표 1. 분석 요인 

Table. 1 Analyze factors

설문작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설문구성정보: 설문제목/설문개요/자유설문 영역/설

문꼬리말 등 설문지의 구성정보를 대상 언어별로 입

력한다.          
2) 응답자정보영역 작성: 설문지의 응답자 정보 영역을 

구성한다.
3) 서비스설문영역 작성: 설문지의 서비스 설문 영역을 

구성한다. 실제 상품/서비스 설문 내용은 상품/서비

스 설문Pool에서 가져와 구성한다.
4) 설문 작성 완료: 고객만족도 설문 형식은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조건형 질문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2. 조건형 설문 예제

Fig. 2 The example of condition type survey

그림 3는 고객 만족도 설문 시스템 스토리 분석에 대

한 구성 화면이다. 조사된 설문결과를 대시보드, 상품

별 만족도 분석, 분석요인 /프로세스/타켓분석 등 다양

한 방법으로 만족도 결과를 분석하고, 각각의 서비스 

구성에 따라 상세조회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림 3. 고객 만족도 설문 결과 분석 구성

Fig. 3 The configuration of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result analysis

Ⅲ. 시스템 구현 및 적용사례

설문분석 결과를 단순한 고객만족도 통계가 아닌 다

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실제 개발한 시

스템을 관광서비스 산업의 대표기업인 여행사에 적용

하였다. 설문항목 구성은 국내 최대규모여행사인 H여

행사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표2의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2. 여행사 프로세스별 설문 항목

Table. 2 Survey items on process of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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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여행지별 만족도 비교 분석 화면

Fig. 4 Satisfaction comparison analysis screen of des- 
tinations

그림 5. 여행지별 만족도 주이분석 화면

Fig. 5 Satisfaction progress analysis screen of destinations

그림 4,5와 같이 여행지별 비교분석과 추이분석을 통

해 여행 장소와 시간에 따른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분석결과에 따르면 다른지 역에 비해 중국지역의 만

족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고 1년 중에 5월이 비교적 만

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 그림 6,7과 같은 

IPA분석과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개선 순위를 알 수 있

고 서비스 과정 중 어느 지점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

다[8]. 제안한 고객만족도 설문 시스템이 현장에서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나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보완하

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H여행사에 시스템의 일부를 

적용하여 테스트하였다[9].

그림 6. 프로세스별 IPA 분석화면

Fig. 6 The IPA analysis screen of each travel process

그림 7. 프로세스별 만족도 결과 화면

Fig. 7 The satisfaction result screen of each travel process

그림 8. 만족도와 기대치 분석 화면

Fig. 8 The satisfaction and expectation analysis screen 
on each trave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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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은 2014년 1년이고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

여 약 24000여명의 응답자의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였

다. 실제 구현한 화면은 그림8과 같다. 분석 결과 표3과 

같이 사전 기대치 대비 사후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이 식사 부문 이였고,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인솔자 

부분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식사부분이 시급히 개선

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표에 나타난 숫자의 의

미는 5점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번호
항목설명 및 질문내용

(프로세스)

사전 사후 만족도 차이

기대치
(A)

만족도
(B) (A)-(B)

P00 [전체] 80.97 81.17 0.2
P01 [전반적만족도] 82.46 78.8 -3.66
P02 [예약 및 출국] 80 83.86 3.86
P03 [항공] 81.09 81.05 -0.04
P04 [일정] 84.52 82.04 -2.48
P05 [선택관광] 75.26 72.44 -2.82
P06 부가(인솔자) 74.73 87.56 12.83
P07 부가(현지가이드) 83.09 82.67 -0.42
P08 부가(숙소) 83.95 82.58 -1.37
P09 부가(식사) 81.87 75.6 -6.27

표 3. H여행사 온라인 설문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Table. 3 Results of Online Survey on H Travel Agency

그림 9는 H여행사 대상으로 한 테스트 진행 결과 화

면이다. 여행지역별 조사결과 미주지역이 기대치 대비 

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지역별 H 여행사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Fig. 9 Results of Survey on H Travel Agency by Regional
Groups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조사된 설문결과를 대시보

드, 상품별 만족도 분석, IPA /프로세스/타켓 맵 등 다양

한 방법으로 만족도 결과를 분석하고, 각각의 서비스 

구성에 따라 비교분석, 추이분석, 기대치분석 등 상세

조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제안하는 설문조사 시스템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특장점이 있다.
1.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2. 개선사항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3. 사전사후  만족도를 비교 평가할 수 있다.
4. 지역별 만족도를 비교평가가  가능하다.
5. 시간별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다.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서비스 산업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관련 고객

의견의 수집 및 분석 기술이 미흡하고 인적자원의 고비

용, 저효율의 특성 때문에 관련기업의 서비스 체계개선

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기업이나 기관들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요소를 추론하여 제공하고 그 결

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요한 요소는 고객 만족

도의 정확한 피드백인데 우리나라에는 고객 만족도 측

정에 대한 정량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

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고객의 피

드백 측정을 위해 오프라인에서 단순히 설문지를 작성

하는 것이 아니라 웹상에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상품

별 만족도 분석, 프로세스분석, 요인분석, 타켓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제안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시스템은 프로

세스 기반 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시스템으

로 설문 문항의 설계가 용이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다

각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품질요인별로 측정요

인을 설정하고 이를 통한 체계적인 설문 조사가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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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 만족도 수준

을 수치화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만족도 수준을 평

가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설문을 하므로 시간과 비용

이 절약된다. 뿐만 아니라 기대치 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며 비교분석과 추이

분석을 통하여 관광서비스에 있어 다른 지역과 비교

하여 평가가 가능하며 시간에 따른 만족도 평가도 할 

수 있다.  
테스트베드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H여행사에 적용

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사전 사후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

과 인솔자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고 식사

부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얻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향후 실시간 만족도 분석을 위해 모바일에 

의한 설문시스템을 개발 알 예정이다. 본 시스템은 여

행사뿐 아니라 의료, 관광, 유통, 공공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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