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http://doi.org/10.22629/kabh.2021.36.3.002
논문접수일：2021.02.09
최종수정일：2021.06.07
게재확정일：2021.08.31

｢경영사연구｣ 제36집 제3호(통권 99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21. 8. 31, pp. 27~50.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항공운송업을 중심으로
3)최성수*ㆍ박상범**

요 약
항공운송서비스업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업 가운데 발전 가능성, 고용, 첨단이라는 측
면에서 가장 중요한 업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항공운송서비스의 단계에서 고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객실서비스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객실서비스는 산업
이라는 측면은 물론 서비스의 개념, 품질 등 연구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객실서비스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실무자 면담 등을 통하여 항공사 객실서비스의 발전과정을
핵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역사적 전개 차원에서 조망해 보고, 이를 객실서비스의 개념적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이어서 객실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 관련 연구들을 주제
에 따라 분류 및 정리해 보고 최신의 품질 향상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현대의
서비스 개념에서 객실서비스를 재조명해 보았다.
객실서비스 관련 연구의 진행 단계를 보자면, 초기에는 기능적 서비스 그리고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 요인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후 서비스의 필요성 및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
한다. 서비스제공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불량고객에 대한 처리방침에 대
한 기업의 방침이 서비스제공자 측에 대한 배려로 중심축이 이전하는 한편 단순한 서비스
제공에 머물지 않고 고객과 서비스제공자 간의 교환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전개된다.
한편 서비스 자체에 대한 연구 관련 일각에서는 종전의 관심대상이었던 신뢰성, 안전
성, 안락함, 청결성, 유형성과 물적 서비스 차원의 서비스 등 서비스품질 차원에서 고객이
느끼는 정중(courtesy), 편안함(comfort), 감사(appreciation), 어울림(socialization),
정보제공(information) 등 환대(hospitalization) 라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차원을 적
용하고자 하고 있다(Ariffin & Maghzi, 2012). 이와 동시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높
아진 관심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서비스의 본질이 상호관계, 쌍방향성이란
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 서울호서전문학교 항공관광계열 학부장, halibut-fish@hanmail.net, 제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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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객실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의 최고봉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고객과 교감을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서비스제공자 보호 등 사회적 차원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 당연하게도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조화롭게 양립하여야 진정한 서비스는 성립한다고 보고자 한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항공운송서비스, 서비스제공자, 객실승무원, 고객니즈, 환대

Ⅰ. 서 론
서비스는 기본 의미로 재화(財貨)를 생산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운반, 배급, 판매하거
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로 정의된다. 물론 제품과 서비스를 구분
하는 대신 서비스연속체 개념을 제안하는 시각과 같이(Oliva and Kallenberg, 2003),
서비스의 역할은 산업이나 상황, 시장 등에 따라 다르고, 중요도의 위상 역시 차이를
갖게 마련이다(유연성ㆍ임호순, 2011).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위주의
급격한 변신을 꾀한 국내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아직 선진 각국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낮은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작금의 코로나19사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항공운송업계는 여객부분의 성장세에
힘입어 호조를 이어가고 있었다(예경희, 2019). 업계의 성장세는 항공운송 관련 업계
의 필요인력이 증가하게 되고 취업 기회가 확대된다. 특히 젊은 세대의 주요한 관심 대
상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분야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경우 채용 규모와 지원자 수는 크게 증가하며 평균 200:1의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항공관련 전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동희, 2014).
그러나 항공운송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고객의 충성도는 낮은 편이며 외부 충격이
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고객유치와 시장점유율 확대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으며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객실서비스 품질 향상이다. 항공운송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에게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겨주는 과정이 객실서비스이며 이는 곧 고객충성도,
기업이미지 등 기업의 핵심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
은 객실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을 쏟고 있으며 관련 연구 역시 활발하게 수행되어 오고
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ㆍ분석한 감정노동 관련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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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자면, 객실승무원의 감정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공사 서
비스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고 중요한 업무이면서 감정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가
장 힘들고 어려운 업무이기도 하다.
항공운송서비스는 글로벌시대에 서비스 관련 첨단을 걷게 된다는 점, 일반 고객들에
게도 상당히 익숙한 서비스라는 점,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인적 자원이 많다는
점, 감정노동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 등에서 서비스발전 과정을 짚어보는 것은 의
미가 적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공운송서비스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핵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조명해 보고, 객실서비스의 개념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어서 객실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 관련 연구들을 주제에 따라 분류 및
정리해 보고 최신의 품질 향상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현대의 서비스 개념
에서 객실서비스를 재조명해 보았다.

Ⅱ. 항공운송업의 특징
1. 사업측면의 특성
항공운송산업은 치열한 경쟁(fierce competition) 하에서 운영되며, 서비스 모방이
용이하고, 가격경쟁 억제 방법이 약하다. 승객들은 가격에 좀 더 민감하고 개별 항공사
에 대한 충성도(loyalty)가 낮은 편이다.
항공운송업은 크게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두 부문으로 구분된다. 여객부문 중 휴가목
적의 여객운송의 경우 가격민감도가 높아 개인의 현재 가처분소득과 미래 수입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며, 비즈니스 목적의 여객운송의 경우 물동량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경기 침체시 비용절감
차원에서 화상회의나 전화회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경기변화에 대한 변
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물운송 부문은 거시경제와 연관되어 있어
무역량에 따른 영향을 개별항공사들이 노선배분의 조정과 물량조절 등을 통해 얼마나
융통성있게 완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성수기에 항공사들은 높은 탑승률과 함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협상력(bargaining
power)를 갖는다. 또한 티켓판매에 따른 선수금의 증가도 현금흐름에 긍정적으로 작
용한다. 그러나 반대로 비수기에는 이미 판매된 티켓에 대한 서비스제공비용이 발생하
게 되나 티켓판매 둔화에 따른 선수금 감소로 현금흐름이 저하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성수기에는 상당한 금액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건실한 항공사들이라 할지라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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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에는 마이너스의 현금흐름을 보이기도 한다.
걸프전과 9ㆍ11테러, 사스, 이라크전은 물론 작금의 코로나19사태 등과 같은 사건
은 항공운송산업에 영향을 미친 전 세계적인 사건위험(event risk)의 좋은 예이다. 한
편, 항공운송업이 본질적으로 글로벌 산업이기는 하나, 어떤 사건들은 지역적인 영향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코소보사태는 미국이나 아시아권 항공사 보다는 유럽항
공사들의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97년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제위기와 발리
폭탄테러사건은 미국이나 유럽의 항공사 보다는 아시아권 항공사들의 영업실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다.

2. 경쟁력 결정 요인
항공운송업 경쟁력 구성 요소는 노선(다양성, 정시성), 항공기(기종, 대수, 신형여부),
원가(자산, 비용), 서비스, 안전, 브랜드가치 등이다. 신용평가기관의 항공운송산업 평
가방법은 규모 및 시장 지위로서 매출액, 시장점유율, 브랜드 인지도를 감안하고 사업
안정성 차원으로 사업구성의 다양성, 화물매출/총노선매출, 최대지역매출/총노선매출,
CFO편차/CFO평균을 반영한다(NICE 신용평가, 2018). 그리고 영업효율성과 재무탄
력성이 주요 고려 항목들이다.
노선, 항공기의 경우 항공사의 역사, 규모, 인적자원, 자본력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
며, 원가 중에서 비용부분의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 경우가 저비용항공
사의 경쟁전략이다. 항공운송에서 안전은 가장 중요하며 우선 고려대상이 되고, 관계
당국 역시 안전 관련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소비자 선택시 최우선 고려 대상
이 되고 있다(김승복ㆍ박진우, 2015).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우 항공여행의 증가에 편승하여 많은 항공사가 시장에 진
입하였으며, 초기에는 주로 인건비 부분의 비용절감에 중점을 두었으나, 시간이 흘러감
에 따라 직원들의 재직연수가 쌓이게 되고 이에 따라 호봉 등 급여증가가 수반되어 점
차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들을 중심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게 되고, 많은 수의 항공사들이 서비스경쟁력 강화에 노력
하게 된다.

3. 항공운송 서비스의 특징
서비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만질 수는 없지만 필요한 일련의 활동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과 서비스고용자, 혹은 물리적 자원과 서비스제공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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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말하며(Gronroos, 1990), 물적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
고(Kotler, 1994), 도움, 편의, 경험, 정보, 지식 등의 전달 등을 들 수 있다(김도경,
2003).
서비스업을 분류할 경우,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업, 생산집약적 서비스업, 전문화된
서비스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김도경, 2003).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업은 호텔이나
음식점 등과 같이 기업의 수가 많으며 많은 고객확보를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생
산집약적 서비스업은 네트워크서비스업과 같이 서비스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우로 고객과의 관계를 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 전문화된 서비스업은
지식집약형서비스업으로 지식과 숙련된 노동자들에 의해 공급되는 전문서비스 위주의
서비스업이다. 이러한 분류의 관점에서 볼 때 항공운송서비스는 공급자중심의 서비스
에 가깝고 유형재인 항공기를 사용하고 무형재인 인적 서비스를 통하여 완전한 상품의
가치가 되도록 한다(이태원, 1991).
항공사 서비스의 프로세스는 예약절차 서비스, 탑승절차 서비스, 비행운항 서비스,
수하물처리 서비스, 기타(보상절차 등)의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조영희 외, 2012).
이러한 항공사의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고객과 서비스 종사자간 교환과정이 이루어지는
접점은 출발점에서 예약, 발권, 수하물처리, 출국수속, 기내탑승, 입국수속, 목적지 도
착 및 필요한 후속절차 등 다양하며, 특히 각 접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고객과 접
촉하는 시간이 가장 긴 것이 기내서비스이다(이경미, 2009). 기내서비스는 가장 가까
운 거리에서 승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항공사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며
(박광식ㆍ정미숙, 2005), 승객들이 항공사를 선택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신충섭ㆍ안명숙, 2006).
기내서비스 혹은 객실서비스란 객실승무원이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스
템적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가리킨다(박인주ㆍ최호규, 2010; 신충섭ㆍ안명숙, 2006).
기내서비스 가운데 물적 서비스는 승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필
요한 각종 시설물과 탑재된 서비스 물품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고, 인적 서
비스는 승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내에 비치된 장치나 물품을 이
용하여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를 말한다(이경미, 2009). 종전에는 객실서비
스가 주로 물적 서비스 위주였지만, 고객들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증대되면서 점차 인
적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신충섭ㆍ안명숙, 2006). 즉 객실서비스는 인적 서비스라는
무형성의 비중이 더 크고(Lovelock et al., 2002), 항공사 서비스품질의 수준결정과
승객의 만족도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서명선, 2007). 다음 표는 항공사
의 객실서비스 품질관련 연구자들이 파악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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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항공사 서비스 품질 요인-객실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자

서비스품질 요인
종사자 신뢰성 요인, 편익 및 안전성 요인, 고객대응성 요인,
운항 관련 요인, 이미지관련 요인, 예약관련 요인

김의근(2005)
김계섭ㆍ조주은(2005)

운송서비스의 신뢰성, 기내서비스의 우수성, 운항서비스의 확신성,
승객서비스의 차별성, 물적 서비스의 다양성, 유형성

박광식ㆍ정미숙(2005)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예의, 다양성, 안락함, 청결성

송성인ㆍ조주은(2005)

기내서비스, 승객서비스, 운항서비스, 물적서비스

서창적ㆍ강미라(2006)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

이은경(2007)

편리성, 신뢰성, 인적서비스, 유형성, 경제성

박수영(2008)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서비스품질

정재우(2009)

편리한 일정, 공항서비스, 기내서비스, 가격, 항공사직원
서비스 프로세스품질：예약절차, 탑승절차, 비행운항, 수하물처리,
보상절차
서비스품질：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보증성, 공감성

조영희 외(2012)

정윤지ㆍ김미정(2017)

물적 서비스：기내에서 각종 시설물과 장비를 매개로 하여
승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인적 서비스：객실 승무원에 의해 수행되는 무형의 서비스

주：서명선(2007)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보완함.

Ⅲ. 항공운송업의 서비스 발전과정
항공운송업 관련 서비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자면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2> 항공운송 서비스 발전 과정 정리
사건/
의미

정시
운항
서비스

연도
- 제1차
세계대전
시작시점
- 1920년
대초

서비스

목적

객실승무원 역할

- 승객은 개방된 캐빈
속 조종사 뒤편
좌석에 앉아야 했음
- 폐쇄형 혹은 실내
캐빈 나타남

- 비행은 모험적
이어서 약간의
불편은 시간 절약상
감수해야 함
- 비행이 관광 및 환대
산업의 일부가 됨

- 조종사가 모든 책임
부담
- 비행시 음식과
음료에 좀 더
편안함과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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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미

연도

선택된
소수
에게
- 1930
모험적
안락함
제공

항공
운송
황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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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객실승무원 역할

- 확장된 캐빈
- 승무원이 식음료
- 1등석 기차객실 모방
서비스
(마주보는 안락의자,
- 국가간 정비시행
- 승무원은
소파, 테이블,
네트워크로 주요도시
탑승승객의
고급직물, 벽지 장착
연결
안락함과 안전에
서비스제공)
책임(이 시기에
- 최초로 차가운 음료
항공기 비행고도가
제공, 1928년도에
- 사회적으로 성공한
상대적으로 낮아
처음으로 루푸트
사람들을 고객으로
여행이 평온하지
한자에서 베를린영입하기 위한 노력
않아 멀미 등은
비엔나 노선에
통상적인
뜨거운 음식제공 한
불편함이었음)
바 있음

- 좌석이 넓어짐
- 1940년대
- 고전적 인테리어
후반~
- 장거리비행에는
1950년대
탑승중 50%의
전반
음식이 제공됨

- 비행은 대부분
사업목적으로
사업관련 지역 혹은
공적기관이
부담(조직이나 기관)
- 서비스수준 관련
항공사간 IATA협약
체결
- 중상층고객의
대부분이 공감하는
수준의 환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시비행 실시
- 항공사들은 비행중
서비스 규정을
만들고자 함

- 승무원이 되는 것이
젊은 여성들의
꿈이었음
- 항공사들은 젊은
여성들이 좀 더
나은 정서와 환대를
제공할 수 있기에
이들을 고용하고자
했음

- 여성 객실승무원들이
- 승객들은 어느 정도 - 보통사람들이 휴일에
적정한 음식과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외국으로 가며
음료를 제공하거나
받게 될지 알게 됨
자신의 휴가를
항공
적절한 가격이
- 부가서비스가 없다는
스스로 관리함
운송의
책정됨
것은 공짜
- 대부분 단거리
대중화 - 저비용
케이터링이 없다는
비행임
항공：
- 승무원의 임무는
의미이고 음식은
- 비용절감과 생산성
1990년대
웨이터에서
유료로 제공됨
향상에 의함
판매원으로 바뀜
- 전세기:
1950~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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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새로운
2000년대
방향

서비스차원의 신개념
도입 움직임
서비스공정성에 대한
관심

목적

가장 우월한 서비스에
대한 갈망
서비스제공자 보호

객실승무원 역할
우수한 서비스가
되도록 전문성 확보
노력
노쇼, 진상고객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개념 재정립
움직임

주：Ariffin and Maghzi(2012)을 중심으로 연구자 보완ㆍ정리.

Ⅳ. 서비스 및 서비스품질의 역사적 전개
1. 서비스의 개념형성
서비스의 어원은 노예를 뜻하는 라틴어 ‘servus’에서 유래되었으며, 타인의 시중을
든다는 의미의 ‘servant’, ‘servile’, ‘servitude’라는 파생어로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정학, 2005).
학문적으로 경영학에서 서비스 관련 연구는 1960년대 초반에 제조업 상품과 서비스
의 비교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는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으
며, 1980~90년대에는 서비스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와 전략적 이슈가 연구 대상이 되
었다. 서비스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다가 2004년 미국IBM에 의해 서
비스사이언스로 명명되고(채종대ㆍ김헌수, 2018), 같은 해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미국혁신방법론으로 부각되면서 학계와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김광재 외,
2011). 서비스연구는 2004년 서비스사이언스로 개념에 대한 1차 통합이 이루어지고
2015년 서비스학 연구의 프레임워크가 제안되면서 거시적인 학문체계가 정립되는 계
기가 된다(김헌수, 201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개념
이 경제나 산업의 영역을 넘어 사회전반의 여러 분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논
의로 전개되고 있다(채종대ㆍ김헌수, 2018).
한편,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는 Gronroos(1982, 1984)가 지각된 서비스품질에 대
해 서비스고유의 특성인 이질성, 동시성, 무형성, 소멸성을 가지며 소비자개인의 주관
적 특성이 반영된다는 측면을 강조한 이후 본격적으로 서비스기업 경영자들의 주요 관
심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고,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 과제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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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하였다.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5, 1988)는 서비스품질에 대해 정의를 내리
고 구성차원을 밝히면서 체계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유서윤, 2015). Parasuraman
et al.(1988)은 서비스품질이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실제로 이루어진 서비스
에 대해 고객의 주관적 판단에 기한 비교를 통해 산출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서비
스를 받는 동안의 경험, 서비스를 받은 후 느끼는 만족감, 그리고 문제 발생시 겪는 경
험이라는 단계적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서비스는 제공자의 외모와 복장, 태도,
언어, 교환과정 등 많은 단계에서 서비스품질이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이정은, 2014).
서비스의 품질 관련 연구는 서비스품질을 고객만족에 관한 부분, 서비스 속성에 대
한 부분, 상호접촉에 관한 부분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식을 마련하거나
(Chase, 1991), 서비스품질은 고객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시킬 수 있는 수단이며, 서
비스제공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Collier,
1993). 서비스품질에 대한 지각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성과에 대해 고객이 가지
는 기대와 결과를 비교한 후 판단되며, 평가는 서비스의 결과와 전달 과정이 같이 포함
된다(Parasuraman et al., 1985).
결국 지각된 서비스품질에 대해 서비스의 우월함과 관련된 고객의 전반적인 판단 혹
은 태도라고 하거나,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품질의 5가지 차원이나 Gap Theory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품질을 정의하거나 측정한
다. 서비스품질의 특성은 고객의 기대와 성과 사이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배
영수, 2007), 제조업 등과 달리 업무와 성과가 동시에 이루어져 고객 만족 여부를 빠르
게 알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서비스는 기술적 만족은 물론 시설 등 환경에 대한 만족, 그리고 서비
스 제공자에 대한 만족 등 서비스품질의 질에 대한 요구나 욕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
는 다시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쳐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고객 자신에게 가
치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려는 소비성향을 보이며 만족에 따라 재방문하는 충성
고객으로 발전되기도 한다(최욱희, 2017).

2. 서비스의 필요성 인식
항공운송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각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920년대에는 비행이 모험적이고 시간절약이라는 장점으로 인
식되어 있다가 항공기 규모가 커지면서 탑승가능 승객수가 커지고 상업적 운영이 가능
해지면서 대중화 가능성을 열게 된다. 이때 항공운송의 경쟁상대는 기차운송이었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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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차원은 기차의 그것을 모방하고자 하였다.
기내 서비스는 초기에는 조종사의 책임 하에 기능적 측면위주로 수행되었지만 승객
의 안전을 돌본다는 측면에서 간호사 출신 스튜어디스가 채용되고 객실승무원으로 투
입되게 되면서 본격적인 객실서비스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된다(양재필ㆍ박상범, 2013).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후 남게 된 조종사, 정비사는 물론 항공기 처리에 각국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공산업 및 항공운송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국은 세금을 투입하
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항공산업을 지속적으로 보호 육성하게 된다. 이후 1978년
미국의 항공자유화 조치 이후 항공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공운송업의 특성은 경쟁이 매우 심하며 고객들은
항공사에 대한 충성도(loyalty)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고객확보 및 경쟁력증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점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3.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인식
1940년대 전후 항공운송 관련 승무원은 젊은 여성들이 매우 선호하는 직업이었다.
각국은 일찍이 민간항공의 IATA, ICAO협정 및 FAA를 통하여 항공운송 안전 및 고객
의 편의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의 건강을 위한 근무, 휴식 등 기본적 규정을
제정 및 적용하여 왔기 때문에 국제적 표준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근무여건 역시 좋
은 편이었고 서비스업무 수행에 필요한 우수인재 확보가 수월했다.
그러나 항공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사건에 취약하고 경기에 민감하다는 산업특성상
항공사 경영이라는 측면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특별히 성공적이
라 꼽히는 사례들이 부각되게 된다.
사우스웨스트는 1960년대 경영자인 켈러한의 소위 말하는 펀(fun)경영으로 고객에
게 즐거움을 제공하며 탑승시간을 줄이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내세우며
승승장구해 오고 있다. 스칸디나비아항공의 경영자였던 얀 칼슨은 접점 서비스(MOT:
moment of truth)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적자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고
서비스 품질경영의 획기적 신화를 창조하였다. 싱가폴항공은 아시아 여성의 신비감을
표면에 내세우고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항공은 서비스품질을 고
품질 차원을 넘어서는 환대(hospitality)개념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들은 치열한 경쟁, 산업특성상 나타나는 악조건 가운데 이룩한 것으
로 이들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해 각 항공사들은 무엇보다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
에 주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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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의 역사적 전개
1. 연구방향 개관
각 항공사들은 자사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객실
서비스 관련 노력 등에 관하여 수행된 연구들을 통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항
공사 운송서비스 관련 서비스의 전 과정은 예약절차 서비스, 탑승절차 서비스, 비행운
항 서비스, 수하물처리 서비스, 기타(보상절차 등)의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조영
희 외, 2012), 고객과 접촉하는 시간이 가장 길고 승객들이 항공사를 선택하는 데 우선
적으로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이 객실서비스이기 때문이다(신충섭ㆍ안명숙,
2006).
객실서비스 관련 연구는 서비스제공자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고객 및 고객의 니즈
(needs)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 그리고 서비스자체에 대한 연구로 크게 구
분해 볼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다시 개인특성 및 역량에 대한
연구, 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 업무를 감안한 팀장의 역할 및 리더십 관련
연구, 조직특성 관련 연구, 감정노동 관련 연구, 제도측면의 연구 등으로 세분할 수 있
다. 고객 관련 연구는 고객의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연구, 진
상고객 등 고객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서비스 자체에 대한 연구로는 객실서비스
직무특성 관련 연구, 서비스경쟁력 관련 연구,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정의에서 서비스품질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대신 환대(hospitality) 개념
을 가지고 접근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를 요약해 보자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객실서비스 연구방향의 역사적 전개
연구방향

세부사항
개인 특성 및 역량

연 구 사 례
배현숙(2015), 권도희(2010)

팀장 역할 및 리더십 양희옥ㆍ김성희(2003), 여성구(2014)

서비스 제공자

조직특성

팀분위기(박혜정 외a 2009; 이미균 2012)
조직문화(조주은 2006; 정희경 외 2018)
조직공정성(김희수ㆍ한상현 2017)
조직지원(정지영ㆍ김이태 2018)
조직커뮤니케이션(김은희 2015)

감정노동

황승미ㆍ윤지환(2012), 김상범ㆍ임은정(2016)

제도 측면

고창현 외(2012), 조선이(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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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향

세부사항

고객 및 고객니즈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고객 특성

고객과 서비스제공자
교환관계

승객과의 관계

2021. 8. 31, pp. 27~50.

연 구 사 례
김의근(2005), 김계섭ㆍ조주은(2005)
고창현 외(2012), 배신영 외(2014)
윤만희(2009)

객실서비스 직무특성 한수진(2015)
서비스 자체

서비스 경쟁력
새로운 서비스 품질

고객지향성(정민주ㆍ정애은 2019)
서비스지향성(장인화ㆍ박중환 2019)
서비스품질(박윤미 2019)
Ariffin & Maghzi(2012)

출처：연구자 정리.

2. 서비스제공자 관련 연구
1) 개인특성, 역량 관련 연구
우선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연구이다. 이미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항공운송 서비스
에서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이러한 객실서
비스는 인적 서비스라는 무형성의 비중이 더 크고(Lovelock et al., 2002), 항공사 서
비스품질의 수준결정과 승객의 만족도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항공사는 물론 연구자들의 관심이 큰 부분이다.
서비스 제공자 개인의 특성, 역량에 대한 연구로서 연구결과는 항공서비스 관련 전
공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며 항공
사의 채용은 물론 채용후 교육훈련에도 활용가능 여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구체
적 연구로 개인특성은 승무원 개인의 특성이 서비스제공(고객지향성, 서비스지향성),
조직적응, 감정노동에 대한 적응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
는 경우가 많다(배현숙, 2015; 황승미ㆍ윤지환, 2012; 김민수 외, 2013). 승무원 역량
관련 연구는 객실승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하여 주로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권도희, 2010).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ㆍ분석한 감정노동 관련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에서
객실승무원의 감정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정노동은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야기하는 서비스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다. 감정노동 관련 연구결과는 대부분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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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종사자의 감정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각 항공사는 서비스
제공자의 감정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상담 등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를 도
모하고, 소위 말하는 블랙 컨수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갈등 관련 일
정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따르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서비스제공자
인 객실승무원의 감정노동에 기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기를 높여 서비스품질 향상
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팀, 팀장, 리더십
항공사 기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실승무원은 대부분 팀 단위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때 팀장은 관리업무 뿐 아니라 리더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객
실승무부 팀장의 리더십 관련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양희옥ㆍ김성
희, 2003; 여성구, 2014; 함진숙 외, 2020), 최근에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함석정, 2020).
팀장과 승무원의 교환관계(LMX: leader member exchange)는 리더와 부하직원
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임파워먼트, 조직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고(김순희ㆍ이용일, 2009; 박윤미, 2019), 팀 조직
에서 수평적 측면에서의 관계에 기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또한 수행되고 있다(Seerrs,
1989; 김미영ㆍ이충기, 2019).

3) 조직특성
항공사의 경우 기업이념, 경영자의 역량, 기업의 전반적인 조직문화는 물론 팀의 분
위기, 문화가 개별 승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팀 단위로 임
하는 업무수행에는 팀 분위기(박혜정 외, 2009a; 박혜정 외, 2009b; 이미균, 2012),
조직문화 특성(조주은, 2005; 정희경 외, 2018), 조직공정성(김희수ㆍ한상현, 2017;
진철웅ㆍ양길승, 2016; 박정민ㆍ고선희, 2016), 조직지원(정지영ㆍ김이태, 2018), 조
직커뮤니케이션(김은희, 2015) 등이 객실승무원 서비스업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서비스제공자(객실승무원) 지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된 조건
이 양호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업무 수행자
에 대한 대우 처우를 내부마케팅으로 보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부터이다. 객실승무원에 대한 처우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된 것은 201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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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부터이다(고창헌 외, 2012; 배신영 외, 2014; 조선이, 2018).

2. 고객 관련 연구
항공운송 서비스 관련 고객의 요구에 대한 연구는 <표 1> 항공사 서비스 품질 요인
에서 제시된 품질 요인과 대부분 일치한다. 다만 최근 들어 불량고객 혹은 진상고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불량고객의 경우 객실승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우선주의에서 종사자보호 우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경민ㆍ최정문, 2015; 이유수ㆍ김학수, 2016).

3. 고객과 서비스제공자 교환관계 관련 연구
객실승무원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접점에서 관여하게 되는 네 가지 교환
관계(POS, LMX, TMX, CMX)가 있으니, 이들은 조직지원(POS), 팀 리더십(LMX), 팀
구성원간의 관계(TMX) 그리고 승객과의 관계(CMX)이다. 교환변수인 조직지원과 팀
리더십은 그 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된 사회교환 개념인 반면, 팀 구성원간의 관계 개념
과 고객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환 변수
인 팀 구성원 간의 관계와 고객과의 관계는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태도 변수뿐만 아
니라 종업원의 서비스 수행에도 강력한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윤만희, 2009).
객실승무부의 경우 종전까지 주로 고객의 불만에 대하여 관심을 쏟아온 것이 사실이
나 최근 들어 고객의 칭송레터라는 형식으로 고객이 서비스제공자를 평가하고 이를 경
영층에 직접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서비스제공자와 고객 간의 교감
을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고객만족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제공자의 고객지향성을 높
이고자 하는 것이다.

4. 서비스 자체에 대한 연구
항공운송서비스는 경쟁이 심한 항공운송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객실서비스는 고객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
들은 객실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관련 연구 역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
다. 서비스 자체 관련 연구는 서비스품질 관련 연구와 직무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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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볼 수 있으며, 서비스 품질 관련 연구는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요인
변수들을 찾고 그 영향을 밝히는 방향으로 수행되었으며, 직무특성 관련 연구는 피드
백 수준, 과업중요도 수준 등 직무의 특성요인이 직무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한수진, 2015).
한편 객실서비스 특성 관련 환대(hospitality)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움
직임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방향은 서비스품질의 측정 관련 물리적 측면, 신뢰성, 인
적 상호작용, 문제해결, 정책의 5가지 다층적 구조모형을 제시한 Debholkar et
al.(1996)의 모형과 인적 상호작용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Debholkar et al.(1996)의 모형이 소매점 환경의 서비스품질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었고, 객실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객실서비스에서 논하게 되는 인적 상호작용
을 기반으로 하는 환대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환대 관련 연구는 본질적으로 서비스제공자 혹은 호스트와 고객 간의 관계를 포함하
게 된다. Hemmington(2007)은 환대를 서비스제공자 혹은 호스트-고객 관계를 상업
적 측면에서 본다면 관대(generosity), 연기(theatre), 수행(performance), 수많은 작
은 놀람들(surprises)과 안전(safety and security)이라는 4가지 핵심 요인들을 가지
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Telfer(2000)는 진정한 환대행위는 고객을 기쁘게 하
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며, 고객의 필요에 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하
고, 고객에게 의도적인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환대는 단순한 도움주기, 고객에 대하여 인사하기
또는 미소보내기가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사와 미소 그리고 고객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항공사와 같은 환대조직의 경우 고객에게 즐
거움을 줄 수 있는 깜짝놀랄 이벤트나 진심의 순간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
요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 안전 관련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
Ariffin and Maghzi(2012)는 서비스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관계는 항공운송업에
서 서비스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선의 기점(basis)이 된다고 주장한다.
서비스기업이 제공하는 우수한 환대의 품질은 핵심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고객만족을
올릴 수 있게 되며(Lovelock et al., 2005; Brey et al., 2008), 경쟁대상인 서비스기
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서비스제공자와 고객 간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준다. 특별한 수준의 환대는 고객이 강렬한 기억의 경험을 갖도록 하며 이는 고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한다고 주장한다(Ariffin et al., 2011).
환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환대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아
군은 물론 적군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비스제공
업무에 임할 것을 주문하는 조직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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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객실승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연구는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
구를 시작으로 서비스제공자 관련 연구, 서비스제공자와 고객과의 관계, 새로운 서비스
차원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게 된다. 항공운송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은
운항 관련 정시성 등 신뢰성, 운항에 있어서의 편리성과 안락성, 청결성이며 편리한 일
정이나 가격, 물적 서비스는 항공사 혹은 항공사간 협정에 의해 정해지는 한도 내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항공사간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항공사들은 객실서비스 관련 고객과 서비스제공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미를 부여하여
고객참여를 유도하는 칭송노트제도 등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현장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현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서비스의 본질을 관계성이라 보고, 관계에 의한 서비스성립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서비스를 받는 측간의 쌍방향성에 기하여 수평성과 조화성을 가질 때
활성화될 것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김현수, 2006), 다소 불완전한 측면이 노정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서비스의 본질을 관계성이라고 보는 시각은 서비스의 개념을 산업을 포함한
경제전반에서 사회전반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보고 서비스를 받는 측의 책임과 자
세를 재정립할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포함한다(이정선 외, 2017). 이러한 시각에서

<그림 1> 객실승무원 서비스에 대한 역사적 발전 과정 도식
고객 관련 연구
고객 요구：서비스품질 요인
불량고객 등 연구

서비스제공자 관련 연구

⇨

개인：개인특성, 역량
팀：리더십, 조직특성
감정노동, 개인 지원

⇨

새로운 서비스 차원 관련 연구:
서비스제공자와 고객의 교환관계 관련 연구
- 고객불만 관심
- 고객의 서비스평가 반영
서비스 관련 고객참여 유도

⇨

- 환대개념(hospitality) 도입：
정중(courtesy), 편안함(comfort),
감사(appreciation),
어울림(socialization),
정보제공(information)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심
- 공정서비스
- 서비스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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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정노동에 기한 서비스제공 업무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측의 원숙한 자세의 필요
성을 강조하므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성숙 등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 있는 부
분이다.
결국 서비스기업에게 남는 것은 공감성 등 서비스품질에 대한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당은 대부분 객실승무원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상의 전개과정을 도식화하자면
위의 그림과 같다.

Ⅵ. 결 론
1. 연구결과 정리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하며 글로벌 시대에 첨단을 걷게 되
는 항공운송서비스의 발전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발전 단계
및 고용 등 측면에서 국가차원에서 서비스업의 발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서비스업을 분류할 경우,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업, 생산집약적 서비스업, 전문
화된 서비스업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김도경, 2003), 이중 아직은 전문화된 서비스업
의 경쟁력이 낮은 편이고 생산집약적 서비스업은 한창 경쟁력을 축적해 가고 있다고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업이라고 할 것이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업 가운데 발전 가능성, 고용, 첨단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업종은 항공운
송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운송서비스의 단계에서 고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객실서비스이
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객실서비스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항공사는
객실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이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해 왔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연구의 진행 단계를 보자면, 초기에는 기능적 서비스 그리고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 요인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후 서비스의 필요성
그리고 서비스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중요성에 대
해 강조하기 시작한다. 서비스제공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불량고객에
대한 처리방침에 대한 기업의 방침이 서비스제공자 측에 대한 배려로 중심축이 이전하
는 한편 단순한 서비스제공에 머물지 않고 고객과 서비스제공자 간의 교환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전개된다.
한편 서비스 자체에 대한 연구 관련 일각에서는 종전의 관심대상이었던 신뢰성, 안전
성, 안락함, 청결성, 유형성과 물적 서비스 차원의 서비스 등 서비스품질 차원에서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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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정중(courtesy), 편안함(comfort), 감사(appreciation), 어울림(socialization),
정보제공(information) 등 환대(hospitalization) 라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차원을 적
용하고자 하고 있다(Ariffin & Maghzi, 2012).
이와 더불어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관심 증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서비
스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한다. 이러한 시각은 서비스의 본질은 관계성이
란 점에 초점을 맞추며(김현수, 2015),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를 받는자 간의 쌍방향
성, 수평성, 조화성을 강조하며, 감정노동 등과 같이 서비스업무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
고자 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관련 제안
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대량공급 관련 어려움, 서비스의 일정한 수준 준수, 서비스
혁신 관련 문제 등 풀어내기 어려운 숙제들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측면
이나 고용문제 등 우리가 풀어내야 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격언으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는 황
금률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잣대는 매우 주관적이어서 다양한 고객들을 대하
는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곤 한다. 그리하여 Milton Bennett(1979)은 상대
방이 받고자하는 대접을 예측하여 제공하라는 백금률(platinum rule)을 제안한 바 있
다. 결국 객실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의 최고봉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고객과 교감을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실서비스의 전개과정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분석해보고
새로운 서비스개념을 소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객실서비스 관련 서비스품질에 대
한 체계적 특성연구, 서비스증진 방안들에 의한 효과들에 대한 비교연구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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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straighten out the development process of air transport
service which is familiar to us and walks on the cutting edge in the global
age. The service industry can be classified as provider-centric service industry,
production-intensive service industry, and specialized industry. Regarding
employment and output, the most important part is provider–centric service
industry in this country. And out of provider-centric industry, air transport
service industry is the most typical one considering development potential,
employment, etc.
Among many processes of the air transport service, the most influential
process to customers is airline cabin service. Reflecting this side, we check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airline cabin service.
Most airliners have made efforts to promote the cabin servic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it and related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actively.
The steps that researchers paid attention are as follow. At start, functional
services and services that passengers needed were of interest. After that,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the service and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of
it, service providers, cabin attendants, were emphasized. Considering attendants,
airliners’ processing policy regarding black customer has been changes to
protect cabin attendants first instead of treating black customer favorably
regardless of the situations. Also airliner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exchanges
of customer-service provider.
While in some cases of research on the service itself, in addition to factors
of the cabin service, such as, trustworthy, safety, comfort, cleanness, tangibility,
and service with material, new but upgraded factors, so called hospitality,
* Dean of Aviation & Tourism Seoul Hoseo Occupational College, President of Korea
Aviation Cabin Safety Association
** Professor, Korea Aerospac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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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ourtesy, appreciation, socializing,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have
of main interest.
all, the most desirable service can be delivered when the service came
the heart of the service provider while the service provider understands
customers need fully and has emotional connection with customers.

<Key Words> Air transportation service, Service provider, Cabin attendants,
Hosp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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