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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anew transportationmeansofexpressrailway(KTX),Consumers'psychic
distanceacrossthenationalterritorywaslikelytobechangedtotheextentthat
consumersfeelthesamedistancegettingmuchshorterasanationwideoneday
roundtravel.Thedemandofairflighttravelhasbeendecreasedenormously.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transportationmodesthataffectconsumers' perceivedbenefitsandpsychicdistance
and in turn,theirsatisfaction and switching behaviors.Thisstudy empirically
examinesconsumers'switchingbehaviorintheuseoftransportationmeans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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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heoreticalframeofcausalrelationships.
Based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suggested by prior studies, several
hypotheseswereestablishedtobetestedontheconceptualrelationships.Datawere
collected during twoweeksin early Aprilof2005attheGwangju airportand
railwaystation with actualconsumers whowerewaitingforthetransportation
meanswith prepared questionnaires.314questionnairesin totalweredistributed
and 306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in person. Insufficiently answered 5
questionnaires were discarded and 301 questionnaireswere used forthe final
analyses.Theratioof dominantlyairplaneuserstototalrespondentswere28.1%,
thatofrespondentswhopresentlyswitchedfrom airplanemodetoexpressrailway
modewere15.1%,andthatofmixedusersofbothmodeswere56.8%.
SPSSWIN 10.1wasused.Thereliabilityandvalidityofmeasurementsweretested
throughfactoranalysesandCronbachAlphareliabilityanalyses.Thehypothesesof
thisresearchweretestedwithmultipleregressionanalysesandANOVA.

Theresultsareasfollows:
First,thethreeusegroupsoftransportation means,amongtheairplaneusers,
switcherstoexpressrailwayfrom airtraveland mixed users,werefound tobe
significantly differentin theaspectsoftheirvariety-seeking,transportation usage
characteristics,andperceivedbenefits.
Second,individualcharacteristicshavenoimpactontheperceivedbenefitsand
psychicdistanceamongthethreegroups.Thatis,thedominantlyairplaneusers,
switchers,andmixedusersshowednodifferenceonpsychicdistanceand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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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betweenthetransportationmeans.
Third,with respectto the characteristics of transportation,the mixed-users
showeda significantdifferenceintheperceivedbenefitsandtheswitchershada
significantdifferenceinpsychicdistance.Thesecouldbeexplainedwiththefacts
thatthe mixed usersand switcherswere using both transportation meansby
comparingeachofthebenefitsandcosts.
Forth,theperceived benefitswasfoundtoaffectsatisfactioninthedominantly
airplaneusers.Theeffectofperceivedbenefitonswitchingbarrierwasnotfound
tobedifferentacrossthethreegroups.
Fifth,theeffectofpsychicdistanceonsatisfactionwassignificantonlyin the
switchergroup and thatoftheswitchingbarrierwasnotsignificantamongthe
three groups.Itmeansthatconsumersdid notperceive switching barriersin
accordancewiththepsychicdistanceoftransportationmeans.
Sixth,itwasfound thatsatisfaction had no impacton theswitching barrier,
satisfactiondecreasedtheswitchingintentionandtheswitchingbarrierofstayers
and switchers,and mixed usersshowed noimpacton switchingintentionand
switchingbehavior.
Insummary,theresultsofthisstudyseem toexplaintheeffectsofperceived
benefits and psychic distance affecting the consumer switching intention and
switching behavior, and also offer several implications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marketingpromotionofthetransportation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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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1 1 1 1 장 장 장 장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최근 들어 국내선 항공수요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
다.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역간 고속 및 간선도로망 확충과 경제침체 등
에 따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지난 2001년에는 고속도로의 집중적인 개통 및 확장으
로 인하여 몇몇 지방노선의항공수요가 감소한바 있다.2001년 11월,대전-진주 간 고속
도로의 개통을 시작으로 제2중부고속도로 개통,횡계-강릉 간 영동고속도로 확장,대구
-춘천 간 중앙고속도로 개통,인천-목포 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이 연이어졌다.지
난 2001년에는 고속도로의 집중적인 개통 및 확장으로 인하여 몇몇 지방노선의항공수
요가 감소한바 있다.
더욱이 2004년 4월 서울과 지방 주요도시의 주요구간을 최고시속 300㎞이상으로 주
행하는 고속철이 운행되면서 항공교통수단은 장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속도 우위적 독
점적 위치에서 초고속,대량수송이 가능한 새로운 장거리 교통수단인 고속철도의 등장
은 고속철도와 중첩되는 국내선 항공노선에서의 수요가 감소하였다(박용화․김연명․
오성열,2004;한국철도공사,2004).본격적인 고속철도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통의 궁극
적인 목표인 접근성과 이동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간역의 설치 등과 같은 항공기와는
다른 전략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김광식,2004).이로써 철로 위의 항공기로 인식되
고 있는 고속철은 항공기보다는 유리한 접근성으로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경제
적 측면에서는 항공과 고속철 두 상품은 경우에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 볼 수 있다.즉
한 여행자가 항공기를 이용할 것인지,고속철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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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즉 두 상품이 경쟁적일 때는 대체제로,비경쟁적일 경우 고속철(항공기)을 이
용한 다음 항공(고속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보완재로 볼 수 있다
(홍석진,1998).그러나 우리나라는 서울-부산간의 거리가 400㎞밖에 되지 않고 현실적
으로 고속철도와 항공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없다고 본다면,고속철
도의 운영이 항공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항공과 고속철도의 여객서비스는
경쟁관계인 대체제로 볼 수 있다.다시 말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시장에서 상
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와 같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여러 대체수단
중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을 찾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항공기와 고속철을 선택하는
소비자 행동으로 나타난다.특히 고속철 개통으로 지역간 교통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
키고,지역간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이용자들이 느끼는 공간거리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과 의식의 격차도 줄어들게 되어 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가 많이 좁혀
졌다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국제 마케팅 분야에서만 논의되어왔던 심리
적거리를 교통수단에 도입하여 연구하고자 한다.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속철 개
통 이후의 이용자들의 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가 변화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철도 운영이후 항공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개인적특성,교통수단의 특성,심리적 특성 등간의 관련성을 통해 밝혀내
고자 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탈을 방지하여 특정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
는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가지고 실증적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그 동안 소비자의 전환행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안의 매력도,전환비용,인
간적관계,가치와 만족,충성도,재구매 의도를 중심으로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다(Johnesetal.,2002;Kotler,2002;Rustetal.,2002).그러나 새
로운 교통수단인 고속철이 개통됨에 따라 항공 이용자의 고속철로의 전환행동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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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지속적인 이용행동,그리고 전환과 지속적인 이용자의 중간상태 등을 구체적
으로 분류하여 이들 소비자의 전환행동과 지속적인 유지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운영자
측면에서 세분화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데 요구되는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있
어 심리적,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특정 상표의 이용을 지속하게 된다(Henning-Thur
au,2002;YenandGwinner,2003).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항공 교통수
단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지속적인 이용자(stayer)와 고속철로 전환한 전환자
(switcher)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심리적거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이는 새로
운 교통수단이 공간적 거리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만들거나 행동패턴으로서 심리적거
리가 좁혀지는 등 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가 고속철이 개통하기 전보다는 상대적
으로 가까워졌다고 보기 때문이다.실제적으로 교통수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거
리에 따라서 효익 등이 다르게 인식한다.따라서 본 연구는 고속철 개통이전의 항공수
요와 개통된 이후 실제로 나타난 항공수요 감소 폭을 감안해 볼 때 소비자의 전환행동
에는 심리적거리에 따라 전환자와 지속적인 이용자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심층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셋째,그 동안 사회교환이론에서는 만족한 고객이 재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만족하지 않은 고객이 재구매를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ThibautandKelley,1959).
즉 관계유지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는 재 구매의도를 설명하는 데는 만족만으로는 불
충분하다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심리적거
리를 도입하여 전환행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이로써 교통수단에 대해 인지
하는 심리적거리가 만족을 어떻게 형성하며 또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나 행동으로 이
어지는지를 밝혀내어 소비자의 전환행동에 대한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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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연구의 목적

항공과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은 각각의 출발지로부터 출발공항(역)에 도착하여
항공기(고속철도)에 탑승한 후 목적 공항(역)을 거쳐 여객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다.항공과 고속철도의 시장분할에 대한 연구결과
를 보면 600㎞미만의 거리에서는 고속철도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어 제
주노선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내노선이 모두 500㎞미만임을 감안한다면 항공기는 고속
철도와의 경쟁에서 절대적인 열세일 수밖에 없다(홍석진,2004)고속철도 개통 후(‘04.
4～6월)서울과 광주,대구,김해구간의 항공수요 감소율을 보면 각각 23%,71.3%,
28.6%로 나타난다.그러나 2005년 1～3월은 구간별로 각각 32.4%,84.4%,42.1%의 감
소율을 보인다(한국공항공사,2005).즉 시간이 지날수록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항
공교통부문에서는 고속철도 등장이라는 외부적인 영향요인으로 장거리 교통이용자의
항공교통 이용의 감소는 차지하더라도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
하고 전환요인의 분석을 통해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행동 변수인 개인적,심리적 거리 및 서
비스특성이 그 동안의 항공에 대한 여객의 지각적 효익(benefit)과 고속철도라는 대안
이 생김으로써 항공이용 고객의 고속철도로의 전환행동에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인 다양성 추구성향이 지각된 효익 및 심리적거리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교통수단의 특성이 지각된 효익 및 심리적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소비자의 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 거리 및 지각된 효익이 만족 및 전환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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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넷째,소비자의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만족이 전환장벽 및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과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다섯째,소비자의 교통수단에 대해 인지하는 전환장벽이 전환행동 및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실증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도출하기 위해 고속철도가 개통
된 2004년 4월 이후 항공수요 변화를 기존의 문헌검토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하
는 실증연구방법을 사용한다.이를 위해 공항과 기차역에서 항공기와 고속철도를 이용
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모형을 설계한 후
연구모형에 포함된 구성개념들 간에 관계를 기초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또한 설문을 통해 도출된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
을 통해 연구단위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공항이용객과 고속철도 이용객을
중심으로 항공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지속적 이용자와 항공을 이용하다 고속철로 전환
한 전환자,그리고 양 교통수단을 번갈아 이용하는 중간 이용자의 비교연구를 통해 실
제 공항마케팅에 필요한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여객이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
경으로 고속철도 운영으로 나타난 항공수요의 변화와 우리나라 보다 고속철도를 조기
에 도입한 일본 및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고속철도의 개통이 항공수요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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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연관과 대체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그리고 3장에서는 여객의 행동전환
에 미치는 변수의 개념과 상호 영향요인을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다.제4장에서
는 3장의 이론적 연구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상호 영향관계를 통해 가설을
설정한다.또한 설문분석을 통해 가설검증과 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론을 통해 시사점과 한계점,그리고 장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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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제 1 절 교통수단의 현황 및 수요변화

1.교통수단의 현황

1)항공기와 공항
우리나라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국내선에 B737,B747,B767,
B777등의 항공기 기종을 국내선 여객운송에 투입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항공기 기종
에 따라 100～400여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또한 속도는
이․착륙 시,순항고도 유지,항공기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시속 800㎞～900㎞정
도로 순항하여 서울～광주는 실제 비행시간으로 보면 약 30분이 소요된다(한국공항공
사,2005).
모든 항공기의 출발점과 종료점이 되는 하부구조로서 공항은 지상에서 도착 또는
출발하는 여객과 화물의 교환지점 기능을 담당한다.따라서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여객과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야 하고,이 과정에서 항공기,여객,
(수)화물 등이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공항운용을 항공이동
지역(Airside)과 지상이동지역(Landside)으로 구분하는데 Airside지역은 항공기와 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하며,주요시설은 유도
로,계류장 및 주기시설 등이 있다.반면에 Landside지역은 여객과 화물,(수)화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출발 또는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김종훈,1998).
공항에서 여객은 버스,택시,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또는 자가용으로 공항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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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여 여객과 수하물의 check-in후 항공기탑승시간까지 터미널 내에서 대기하여 출
발 전 일정시간 전에 Gatecheck-in후 항공기에 탑승하여 목적 공항에 도착한다.목
적 공항에 항공기가 착륙,접현 후 여객이 항공기에서 하기 후에는 수하물 청구 후 여
객청사를 거쳐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으로 최종목적지로 출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
항공기는 고속철도와는 달리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은 상기의 절차상의 사유로 항
공기 출발 전 15분까지 공항에 도착하여 check-in하여야 한다.현재 우리나라에는 김
포공항을 비롯하여 15개 공항이 있으며 구간별 소요시간은 40～50분 정도 소요되며,
운항횟수 및 항공요금은 공항별로 차이가 있다.

<표 1>국내선 주요공항 운임체계
노 선 평일요금 주말요금

서울～부산 62,400 71,900
서울～대구 54,400 62,400
서울～광주 54,900 62,900

자료 :“국내여객이용료 제외금액으로 고속철도와 연관 있는 공항으로,“
http://www.koreanair.co.kr,자료 재구성.

2)고속철도
고속철도는 1989년 고속철도 건설방침이 결정되고 16년이 지나 마침내 2004.4월 경
부․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고속철도의 개통은 통상적으로 시속200㎞ 이상의 고
속으로 주행하는 철도를 말하며,현재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는 시속350㎞로 달릴 수 있
도록 설계되어있다.고속철도의 구성은 1대당 동력차 2량,동력객차 2량,객차16량 등
총20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전체 차량길이는 388ｍ이고 총중량은 771.2톤(승객탑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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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다.차량 내 좌석의 경우 특실은 1열 당 3석으로 127석,일반실은 1열 당 4석으로
808석으로서 총 좌석은 1편성 당 935석으로 간이좌석도 1편성 당 30석이 별도로 설치
되어 있다.운행편수는 평일 서울․용산역 기준,경부선은 서울-부산간 1일 32회 등,
총60회(최대64회)를 15-2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며,호남선은 40분 간격으로 서울-목포
간 4회 등 1일 총22회(최대28회)운행된다.(한국철도공사,2004)
경부고속철은 시속300㎞로 운행되면서 서울～대전 47분-49분,서울～대구 80-99분,
서울～부산 116분의 운행시간이 소요되며,호남선인 서울～광주 2시간38분,서울～목
포 2시간58분이 소요되어 서울～부산,서울～광주구간의 경우 기존에 가장 빠른 새마
을호 열차보다 각각 90분,74분이 단축되었다.운임은 새마을호 열차보다 평균 25% 높
은 수준으로 확정되어 서울-부산 항공료의 64%,새마을호의 122%,서울-광주 구간은
36,600원으로 항공요금의 62%,새마을 열차의 120%로 운영되고 있다.

<표 2>주요구간별 소요시간/요금

구간 연장(㎞) 소요시간 새마을호
소요시간 단축시간 운행요금(원)

서울-대구 292.4 1:39분 3:03분 1:24분 34,900
서울-부산 409.8 2:40분 4:10분 1:30분 45,000
서울-광주 352.0 2:38분 3:52분 1:14분 36,600

자료 :http://korail.go.kr(2004)

2.고속철도 개통과 교통수단의 수요변화

1)항공수요 변화
2000년 이후 국내선부문의 여객처리실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고속철도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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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된 2004년 국내선 수요는 전년에 비해 11.6% 감소하였고,실제 고속철도 정차역이
있는 지역의 김해,대구,광주공항 감소 폭은 전년에 비해 각각20.1%,36.4%,12.7%로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은 공항보다 커 간접적으로 고속철도 개통이 항공수요에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된다.또한 실제 고속철도가 운영된 ‘04.4월～12월까지의 여객
처리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김해 28.6%,대구 71.3%,광주23.0%로 조사되어 감소
폭이 상승했다.

<표 3>연도별 국내선 여객처리실적(천명)
연도 김포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광주공항 국내선 계
2000 18,739 8,015 2,234 2,381 45,863
2001 17,743 7,662 2,154 2,231 44,347
2002 17,082 7,363 2,141 2,083 43,109
2003 16,831 7,156 2,105 2,040 43,324
2004 14,227 5,721 1,338 1,780 38,290

자료 :한국공항공사(2004),통계연보

또한 1999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1999)」에서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하여 항공수요가 영향을 받는 공항과 항공수요 감소율에 관하여
분석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호남선에 대한 전철화 추진계획(1999)이 수립
되기 이전으로 경부고속철도로 인하여 수요의 감소가 발생하는 공항으로는 김포를 비
롯하여 김해,대구,포항,울산,사천공항으로 기존 전철선 구간을 전용선으로 교체하
는 2단계 고속철도가 완료된 뒤에는 기존선 구산에서 최소한 1단계 개통이후의 전용
선 구간의 성과는 보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교통개발연구원,2005;김연명 외,
2002).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항공교통부문의 개편방안이 요망되며 아울러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제선 유치,소형항공기 취항 등 지방공항의 활성화가 요구되며,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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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요의 고객유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4>고속철도에 의한 항공수요 감소율
구 분 2004년 2011년
서울～부산 20% 45%
서울～대구 65% 65%
서울～포항 13% 13%

서울～울산 13% 13%
서울～진주 5% 12%

자료 :건설교통부(1999),「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조사」

2)교통수단의 수요변화
상기에서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항공수요가 감소했다는 단순사실로 상호간의 영향관

계가 있다는 것을 단정에는 무리가 있어 항공수요의 감소가 철도여객의 증가로 이어
졌는지를 고속철도가 개통하기 전의 1분기와 개통 후 2분기 사이에 항공,철도,고속
버스 등의 교통수단의 수요변화를 비교하였다.

(1)항공부문
김포～대구는 고속철도 개통이후인 2분기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71.5%가 감소하였고,

김포～부산은 29.5%,김포～광주노선은 22.9%가 각각 감소하였으며,특히 대구노선의
이용실적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으며,부산노선은 상대적으로 이용실적 감소가 대구노
선 보다 작은 것은 2단계 개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대구～부산 구간은 기존 선을
활용함으로써 시간다축이 그리 크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호
남 축은 대전 이하 구간을 모두 기존 선을 활용함으로써 고속철도로 인한 효과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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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5>1일 평균 항공이용객 변화
(단위:명,%)

구 분
고속철도 개통 전 고속철도 개통 후

B-A
‘03.1～3 ‘04.1～3 증가율(A) '03.4～6 '04.4～6 증가율

김포-대구 4,150 3,740 -10.4 3,704 1,055 -71.5 -61.1
김포-부산 14,753 14,119 -4.3 13,892 9,792 -29.5 -25.2
김포-광주 3,389 3,149 -7.1 3,170 2,444 -22.9 -15.8

자료 :교통개발연구원(2005),월간교통 3월호,

(2)고속철도
<표 6>경부선․호남선 철도이용객 변화

(단위:천명/일,%)

구 분 개통전(‘03.4～6) 개통후(‘04.4～6) 변화율

경
부
선

고속철도 0 60 -
새마을 27 21 -
무궁화 85 65 -
합 계 112 146 30.4

호
남
선

고속철도 0 11 -
새마을 4 4 -
무궁화 27 20 -
합 계 31 35 12.9

자료 :교통개발연구원(2005)월간교통 3월호,

고속철도 개통후의 2분기를 전년대비 기준으로 보면 경부선은 1일 평균 11만2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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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4만6천명으로 30.4% 증가하였고,호남선은 1일평균 3만1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12.9%가량 증가하였다.또한 개통전과 비교하여 기존 열차의 승객은 감소하였으나 전
체적인 철도여객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 열차의 운행감소 및 고속철도
개통으로 해석될 수 있다.

(3)고속버스 부문
‘04년 2분기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서울～대구노선은 약24%,서울～부산은 약

27%가 감소하였다.1분기의 전년대비 감소세를 고려하더라도 16%이상의 이용실적 감
소가 있었다.서울-광주 노선의 변화율은 거의 미미하였으며,서울-목포 노선은 4%의
감소율을 보였다.

<표 7>1일평균 고속버스 이용객 변화
(단위:명,%)

구 분
고속철도 개통 전 고속철도 개통 후

B-A
‘03.1～3 ‘04.1～3 증가율(A) '03.4～6 '04.4～6 증가율

서울-대구 4,086 3,783 -7.4 2,882 2,194 -23.9 -16.5
서울-부산 2,790 2,495 -10.6 2,267 1,654 -27.1 -16.5
서울-광주 8,789 8,540 -2.8 7,080 7,137 0.8 3.6
서울-목포 871 877 0.7 1,072 1,029 -4.0 -4.7

자료 :교통개발연구원(2005),월간교통 3월호.

(4)수송 분담율 변화
고속철도 개통 이후 2분기를 기준으로 서울～대구 구간은 고속버스는 17%에서

9.7%로,항공은 21.9%에서 4.6%로 분담율이 낮아졌으나.철도는 85.7%로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서울～부산 구간은 고속버스는 7%에서 4%로,항공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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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8%로 낮아졌다.반면 철도는 67%로 증가하였다.반면에 서울～천안 구간은 철
도 및 고속버스의 이용객이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서울～대전 구간은 철도
분담율이 약 10%가량 증가한 반면 고속버스는 36.1%에서 25.6%로 감소하였다.

<표 8>2분기 일평균 주요노선의 수송 분담율 변화
(단위:인/일)

구 분 철도(KTX포함) 항공 고속버스 계 철도분담율

서울-천안
(97.1㎞)

2003년
11,834 0 4,054 15,888

74.5→71.9
(-2.6%)

74.5% 0 25.5% 100%

2004년
11,652 0 4,549 16,201
71.9% 0 28.1% 100%

서울-대전
(166.8㎞)

2003년
9,933 0 5,608 15,541

63.9→74.4
(+10.5%)

63.9% 0 36.1% 100%

2004년
15,198 0 5,228 20,426
74.4% 0 25.6% 100%

서울-대구
(327.1㎞)

2003년
10,348 3,704 2,882 16,934

61.1→85.7
(+24.6%)

61.1% 21.9% 17.0% 100%

2004년
19,518 1,055 2,194 22,767
85.7% 4.6% 9.7% 100%

서울-부산
(444.3㎞)

2003년
12,502 13,892 2,267 28,661

43.6→67.0
(+23.4%)

43.6% 48.5% 7.9% 100%

2004년
23,164 9,792 1,654 34,580
67.0% 28.2% 4.8% 100%

자료 :교통개발연구원(2005),월간교통 3월호.

즉 고속철도 개통이후 100㎞대 중간거리에 속하는 서울～천안 구간의 경우에는 철도
수송 분담율이 약간 줄었지만,200㎞의 중거리대인 서울～대전 구간은 철도 분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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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도 상승하였고,200～400㎞대 중장거리 통행에서는 서울～대구 구간의 경우
61%에서 85%로,서울～부산 구간의 경우도 43%에서 67%로 상승하였다.이에 따라 고
속철도는 중장거리대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같은 거리대의 항공과는 강력한 경쟁우
위관계로 항공수요가 위축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3.해외사례

현재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는 나라는 유럽의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와 일
본,미국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2004년 4월부터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포함되었다.
이미 수년전부터 고속철도 서비스가 시작된 프랑스,스페인,일본 등에서 보여준 고속
철도 개통에 따른 항공수요의 감소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표 9>프랑스의 TGV개통이후 항공수단 분담율 변화

구간 및 거리
동행소요시간(분) 항공수단 점유율(%)변화

항 공 TGV TGV개통 전 TGV개통 후
파리～리옹
(450㎞) 60 120 20～30 10～15

파리～마르세이유
(700㎞) 70 180 45～55 35～45

파리～니스
(900㎞) 80 240 55～65 50～60

주 :통행시간은 공항,역과 역간의 소요시간

프랑스는 1981년 파리-리옹 간 최초로 TGV가 운행되면서 본격적으로 항공과 고속철
도의 경쟁이 시작되었다.동 구간에 고속철도가 도입된 후 동 구간의 항공수단 분담율
은 기존 20～30%에서 10～15%로 절반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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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같이 구간거리가 길수록 그 감소량은 적어지지만,파리-마르세이유 구간의 경우
45～55%에서 35～45%,파리-니스 구간의 경우 55～65%에서 50～60%로 각각 항공수
요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스페인에서는 고속철도 AVE가 1992년에 처음으로
마드리드～세비야간 노선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그 이후에 마드리드～레디다,바
르셀로나 구간이 신설되었다.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드리드～세비야 구간
(약 471㎞)의 항공점유율은 고속철도 개통이전에 40%에서 개통 후 약 13%로 감소하였
다.반면 고속철도 개통이후 철도(고속 및 일반철도)의 분담율은 16%에서 51%로 증가
하였다.

<표 10>마드리드-세비야 구간 고속철도 개통이후 항공수단 분담율 변화

수 단
분담율(%)

고속철도 개통전(‘91년) 고속철도 개통후(‘98)
철도(고속,일반) 16 51

항 공 40 13
버 스 10 5
승용차 34 31
합 계 100 100

일본의 경우,1964년 도까이도 신간센의 도입을 계기로 고속철도가 빠른 성장을 이
루어 왔다.도쿄～나고야(약366㎞)구간의 항고운항이 중단되는 등 공항접근시간을 포
함하여 약 2시간30분 이하 소요되는 항공노선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대부분의 항
공수요가 고속철도로 전환되었다.몇몇의 외국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노선길이 500㎞
이하에서는 고속철도가 항공에 비해 매우 강항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이러한 논리에 근거해 볼 때,우리나라 국내선 항공노선이 대부분 450㎞
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항공부문의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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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일본의 신간센 개통이후 항공수단 분담율 변화

구 분 도쿄-후쿠오카
(939㎞)

나고야-후쿠오카
(622㎞)

후쿠오카-오사카
(452㎞)

오사카-히로시마
(212㎞)

항공
분담율
(%)

신간센
개통전 43.6 31.4 37.5 5.3
신간센
개통후 31.3 15.7 14.3 0.5

감소율(%) 28.6 50.0 62.0 90.5

  제 2 절 교통수단의 전환행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항공수요의 감소와 그 감소의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는 사실이 앞에서 실제로 나타난 교통수요 및 해외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즉 고속철
도 개통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객,고속철도로
전환한 고객,항공기 또는 고속철도를 무 차별성으로 이용하는 고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고객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 이유는 요금,소요시간,개인적 특성,
선호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표 12>는 국내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항공 또는 고속철도를 선택하는 이유를 설문을 통한 분포도로 나타냈으며,“소요시간”
을 이유로 84.4%가 항공을,34.8%는 고속철도를 선택했다.항공기의 신속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의 출현으로 이용객의 전환행동을 일으키는 변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그 밖에 접근성,요금,시설 및 교통수단의 서비스특성(한국항공진흥협회,
2004)이 있으며,고속철도의 개통이 공간거리를 단축시키는 심리적인 효과(조남건,
2004)도 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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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국내공항 이용객 특성(교통선택 이유)

구 분 사 례 수(명) 분 포(%)
항공 고속철도 항공 고속철도

소요시간 956 384 84.4 34.8
요 금 28 195 2.5 17.6
운항간격 18 43 1.6 3.9

공항(역)접근성 59 330 5.2 29.9
공항(역)시설 및 서비스 9 14 0.8 1.3
항공기(고속철도)시설 및

서비스
14 35 1.2 3.2

기타 49 104 4.3 9.4
계 1,133 1,105 100.0 100.0

자료 :한국항공진흥협회(2004),“국내공항이용자의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자료발췌

고객의 만족 또는 불만족에 따른 고객의 전환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학자의 연
구가 진행되어왔는데 Oliver는 고객의 만족정도가 재구매 의도와 전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고,LabarberaandMarzursky(1983)는 만족과 불만족의 형성에
대한 인지적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에서 반복구매행동은 전 단계의 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전환행동은 불만족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SwanandLongman(1993)은 불
만족한 소비자가 행하는 주요 반응 중의 하나가 상표전환(brandswitching)으로 보았
다.일반적으로 서비스마케팅 관점에서 고객전환 행동의 원인을 “핵심서비스 실패”
“불편”“가격”“서비스접점 실패”“서비스 대응의 실패”“경쟁자의 유인”“윤리적 문
제”“본의 아닌 전환”등의 8개의 범주로 보았다.Bitner(1990)는 시간이나 돈의 제약,
대안의 부족,전환비용,습관이 고객의 전환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소비자들의
특성과도 관련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ivon,1984).또한 고객들이 지각하는 대
안의 수가 서비스 제공자에 잔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ColgateandLang,
2001)과 대체점포의 매력도(임채운,1999)등이 고객의 전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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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전환행동을 유발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즉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이 고속철도
개통으로 항공여객의 전환행동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전환장벽(SwitchingBarrier)및 전환행동

Fornel(1992)은 고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고객만족이외에 전환장벽의 구축을 제시
하였는데 전환장벽으로는 소비자의 탐색비용,거래비용,학습비용,충성적 소비자에 대
한 가격할인,소비자의 습관,감정적 비용,그리고 인지적 노력과 같은 예를 들고 있는
데 이는 구매자에게 나타나는 재무적,사회적,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의할 수 있다.즉
전환장벽은 고객이 경쟁자로부터 이탈을 막는 또 다른 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으로 구매를 전환할 경우 회생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은 다른 기업으로 이탈을
막는다(박상희,2003).또한 전인수(1992)는 전환장벽은 기존 서비스나 점포에 만족하지
못한 고객이 현재의 공급자와 관계를 단절하고 다른 공급자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으
로 정의하고 있다.Jons,MothersbaughandBeatty(2000)의 연구에서는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를 교체하는데 있어 느끼는 심리적,비용적 측면에서 제공자의 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또한 많은 연구들이 전환장벽을 구성하는 세부요인
등을 구분하여 정의,측정하였는데 거래선의 전환 시에 지각하는 전환비용(Switching
cost)에 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객들이 다른 거래선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거래비용,새로운 점포에 대해 익숙하게 될 때까지의 심리적 비용,추가 노력
의 투입에 따른 시간적 비용 등의 전환비용을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매의도를 보인다는 것이다(Ganesan,1994).
Burnham et.al.(2003)은 먼저 전환비용 측면들을 8가지로 구분하였는데,첫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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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험비용으로서 소비자가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제공자를 채택함으
로써 잠재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는 불확실성을 채택하는 것의 비용들,둘째,평가
비용으로서 전환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탐색 및 분석과 관련되는 시간
과 노력,셋째,학습비용으로서 새로운 제품 혹은 새로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넷째,셋업 비용으
로 새로운 제공자와 관계를 구축하거나 초기 사용을 위해 새로이 구성시키는 과정과
관련된 시간과 노력,다섯째,효익 상실 비용으로서 현재의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것에
의해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계약적 연결과 관련된 비용,여섯째,화폐적 상실비용
으로서 새로운 제품 그 자체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를 전
환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인 재무지출,일곱째,개인적 관계상실 비용으로서 고객이 상
호 작용하는 사람들과 형성된 동일성의 유대들을 깨는 것과 관련된 감정적 상실비용으
로서 고객이 상호 작용하는 관계상실 비용으로서 고객이 관련하고 있던 기업과 형성된
동일성의 유대를 깨는 것과 관련된 상실들이다.이러한 전환비용은 재구매 의도에 중
요한 변수로 실제로 대다수의 고객들은 전환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자를 쉽게 교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항공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마일리지
누적으로 다른 항공사로 전환하지 않는 것과 예약시스템의 편리성,단골고객을 위한
배려(전용 Check-in)등의 서비스 등이 기존 항공여객들의 전환장벽으로 예로 들 수
있다.그러나 고속철도의 신속성,편리성 등의 전환장애 요인이 없어진다면 서울-대구
구간의 감소율만큼 기존선로의 복선화를 통해 고속철을 운행하고 있는 여타 구간도
여객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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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전환행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개인적 특성

<표 13>장거리 여행시 교통편 이용 비율(%)

구 분 항공 고속철도 일반철도 고속버스 자가용

계 합계 46 14 6 9 25

성별 남자 47 15 5 8 25
여자 42 14 8 140 25

직업별

공무원/군인 43 17 8 13 20
회사원 45 15 7 8 26
자영업 48 11 5 7 29
교직자 49 19 6 9 16
전문직 51 16 5 9 18
농림축 70 3 5 13 8
학생 41 21 12 11 16
주부 43 10 5 8 34
무직 49 13 4 18 16
기타 42 12 9 10 26

소득

2천만원이하 32 12 6 20 29
2천만원대 38 12 10 13 27
3천만원대 42 13 8 11 26
4천만원대 42 15 8 7 27
5천만원대 47 15 5 8 26
6천만원이상 52 15 4 6 23

연령

20대 38 16 11 12 22
30대 43 14 6 8 29
40대 48 14 5 7 26
50대 55 14 3 7 21
60대 51 8 7 15 19

70대이상 80 5 2 7 7
자료:한국한공진흥협회(2004),“국내공항 이용자의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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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매일의 생활속에서 끊임없는 상품선택을 하고 기업은 소비자들이 자사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마케팅 노력을 기울인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상
품을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도록 효과적인 고객유지를 위해 고객의 특성을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며,어떤 특성을 가진 고객을 유지할 것인지가 마케팅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표 13>에서와 같이 장거리 여행시 고객의 성별,직업별,소득별,연
령별로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인구 통계적 요인들 외에 관여도(Zaichowsky,1985),다
양성 추구성향(MenonandKahn,1995)등의 고객의 특성으로 고객의 전환행동을 설
명하려고 하였다(송윤재,2004).MidgleyandDowling(1978)은 소비자의 혁신성이 소
비자의 신제품 채택여부와 채택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 중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성향은 새로운 교통수단인 고속철이 개
통함에 따라 전환행동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1)다양성 추구성향
일반적으로 다양성 추구성향이란 특정상표의 구매가 다음 구매상황에서 그 상표의
구매확률을 감소시키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Bawa,1990).다양성을 추구하는 동기는
다양한데 HoyerandRidgeway(1984)는 다양성추구에 기인하는 욕구들에는 변화에 대
한 욕구,독특함에 대한 욕구,호기심 동기,모험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Kahn(1993)은
변화하는 내적 사용상황,기존제품에 대한 포화나 싫증이 다양성추구의 동기라 하였
다.
Trijpetal.(1996)은 특정제품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제품의 사용경험을 가지
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하며,이러한 성향을 가진 소비자를 다양성 추구자라고
하였으며,조광행․임채운(1997)은 점포선택에 있어 특정점포보다는 여러 점포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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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하는 성향을 가지는 소비자를 다양성 추구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이러
한 소비자는 기존 점포에 대한 의존성이 낮으므로 쉽게 점포를 전환 할 것이라 하였
다.즉,소비자 중 일부는 현재의 제품/서비스에 불만족이 있어서 제품/서비스를 전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제품/서비
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허남일․전영종․김세범,2000).이렇듯 다양성 추구는
상표전환과 같은 직접적인 구매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MenonandKahn(1995)은
다양성 회피행위는 동일상표 재구매 행위로,다양성 추구 행위는 상표전환행위로 연결
된다고 하였다.박민규와 고애란(1998)은 상표다양성 태도가 상표다양성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 상표다양성에 대한 태도가 실질적으로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2.교통수단의 특성

철도와 항공은 장거리 교통수단에서 상호 대체 또는 보완재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발달하여왔다.항공은 신속성,편리성,월등한 교통능률 등의 역할,철도는 항공에 비
해 저렴한 운임,안전함,대량수송,정시성 등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최영준․김영규,2003).그러나 선로위의 비행기라 불리는 고속철도의
등장은 항공 고유의 장점인 시간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실제 고속철도가 운영
된 ‘04.4월～12월까지의 여객처리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김해 28.6%,대구 71.3%,
광주 23.0%로 각각 감소하였다(한국공항공사,2005).
박소연․양현주(2004)는 장거리 교통수단(항공기,철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선택
요인을 정리하였는데 장거리 교통수단 선택 시 상대적인 통행시간,상대적인 비용,대
체 교통수단의 여부,안락도,목적지 도착의 신뢰성 및 안전 등과 여러 가지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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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

<표 14>교통수단 선택요인
특 성 교통수단 선택요인

교통수단
특성

-통행시간(차내,차외(접근시간+대기시간),보행시간)
-통행비용(직접비용,간접비용)
-환승횟수
-대중교통의 접근성 및 운행빈도,안정성,편리성,쾌적성,정시성,대체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

자료:박소연․양현주(2004),“고속철도와 항공기 이용자의 태도 비교연구”,관광경영학연구 제8
권 제3호,95-116.

박용화 등(2004)은 고속철도와 항공의 서비스특성 분석에서 요금이 다른 변수에 비
해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표 3-1〉응답자 특성별 교통편 선택
요인 중요도 평균”에서도 요금이 가장 크며,상대적으로 공항이나 역의 시설서비스 및
교통수단 자체의 서비스는 영향이 적게 나타났다.

<표 15>항공/고속철도의 서비스 특성에 대한 탄력성 분석결과
구 분 항공수요 고속철도 수요

접근시간
증가(감소)

항공수요 -0.8822 0.5038
고속철도 수요 0.8641 -0.4935

요금증가
(감소)

항공수요 -2.4625 1.4063
고속철도 수요 1.8060 -1.0312

배차간격
증가(감소)

항공수요 -0.2232 0.1275
고속철도 수요 .01703 -0.0973

자료:박용화․김연명․오성열(2004),“고속철도로 인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한 추정”,대한교통학회지 제22권 제6호,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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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격특성
상품의 가격은 거래관계에서 상품의 효용을 제공받는 댓가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경
제적 지출비용으로 상품의 가격은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심영,2005).소비자는 자신이 지각체계를 통해 평가되고 인지된 가격에 반응하며 구
매관련 행동을 하며,이러한 기준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는 소비자 자신의 구매
관련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Monroe,1990).즉 소비자의 가격관련 의사결정
은 기준가격과 시장 판매가격의 차이와 그 차이가 얼마나 적정한 것으로 소비자 자신
이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심영,2005).
Dodds,Monroe,andGrewal(1991)은 가격은 소비자 의사결정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며,특히 품질은 긍정적인 영향을,가격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경제
학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고자하는 수요는 상품의 가격,연관 상품의
가격,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이만우,1992).즉,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고정적이라고 가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수요가 감소(증가)하게 된다.또한 연
관 상품의 가격 또한 당해 상품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속철도의 등장은 항공수요
의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입증한 봐와 같이 항공기와 고속철도는 상
호 경쟁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것이다.이는 비행기는 열차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보다
빠른 여행일정을 제공하므로 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시간의 절약성으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선택함으로써 결국 돈으로 시간을 사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홍석진,1998).고속철도라는 대체재의 등장으로 소비자 자신이 구매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가격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즉,
고속철도와의 정면승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를 축소하더라도 가격을
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이는 가격의 경우 항공보다 고속철도가 낮게 책정되었지만
선진국의 고속철도 운임보다는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며,고객들이 느끼기에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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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정선이 아니하고 판단된다(박소연․양현주,2004).가격과 품질의 긍정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시장에서 기대되는 영향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즉,고품질의 제
품은 저품질의 제품보다 생산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며,저품질 제품에 대하여
높은 가격을 청구하는 기업의 기회에 대해 경쟁적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CurryandRiesz,1998).

2)시간의 특성
<표 14>교통수단 선택요인 및 <표 12>의 국내공항 이용객 특성(교통선택 이유)에
서와 같이 장거리 여행 시 항공과 고속철도 교통편 선택에 있어서 소요시간은 소비자
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홍석진(1998)은 비용과 시간가치의 개념을 도
입하여 항공과 고속철도를 비교하였는데 소비자가 교통수단을 선택할 경우 일반비용
(승차권가격)과 여행시간과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선
택하는데 고속철도의 등장은 시간가치의 단축으로 고속철도와 항공기의 무차별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3)대체가능성
본 연구에서 고객의 전환행동에 미치는 요인으로 대체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비
표준성 또는 비균질성”으로 일컬어지는 서비스특성 때문이다.즉 서비스 전환가능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변수 중 한 가지는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제공자의
대체 가능성으로,이는 현재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가 다른 대안적 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어느 정도 대체가능한가를 지칭한다(BagozziandPhillips,1982).서비스 제공자
의 대체가능성은 업종에 따라 그 정도차이는 있겠지만,고객의 서비스 전환장벽을 낮
추는 작용을 한다(이문규,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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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의 국내공항 이용객 특성상 소요시간과 요금은 교통선택 이유에서 명확한
선호가 있지만 시설 및 인적측면의 서비스는 장거리 교통선택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
한 요소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3.지각된 효익

항공에 대한 소비자의 기존에 지각된 효익은 신속성과 고품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이러한 효익을 항공여객과 고속철도여객이 공유하는 현
상을 보이고 있다.일례로 장거리 교통편 선택 시 항공과 고속철도의 선택이유 중 가
장 분포가 큰 요소가 소요시간이다.즉 지금까지 항공의 고유한 장점인 신속성에 소비
자의 지각된 가치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Woodruff(1997)는 고객지각 가치를 제품을 소유,사용 시에 소비자가 지각하는 효익
들과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희생의 비율로 나타내었다.여기서 지
각된 효익은 제품의 속성,속성의 성과 및 사용으로 인한 결과로부터 얻는 효익에 대
한 지각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얻는 효익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1)지각된 가치
Zeithaml(1988)은 지각된 가치의 개념을 지각된 가치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보면서

서비스의 이용에 의해서 얻어지는 편익과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자한 비용에 대한 고객
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치의 의미는 첫째,저렴한 것,둘째,제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 것,셋째,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고객이 제공받은 품질,넷째,고객이 지
불한 것에 대해 획득한 그 무엇과 같이 4가지를 함축하고 있다.지각된 가치란 고객이
무엇을 지불하고 무엇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각한 고객이 느낀 서비스 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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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객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어떤 고객은 양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가치
를 평가하는가 하면,어떤 고객은 비 화폐적인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비용,고객의 기
호,고객특성,특정상황과 배경,상징성,지각된 품질 등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주장하
고 있다(BoltonandDrew,1991).또 다른 의미는 고객이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지니게 되는 이용목적,고객의 욕구에 부응한 제품과 서비스 및 그 속성에
대한 평가에 의한 고객이 지각한 선호를 의미한다(Woodruff,1997).
BoltonandDrew(1991)는 지각된 비용과 지각된 편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
다.결국 지각된 가치란 측정과 개념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정의로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출한 전체 비용에 대해서 고객이 받는 편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cDougalland Levesque,2000).또한 Anderson,
Narus(1998)는 가치를 고객이 제품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의 반대급부로써 제공받는
기술적,경제적,사회적,서비스측면에서의 편익을 화폐단위(가격)로 환산한 것으로 보
았다.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틀을 제시한 Sheth,Newman,and
Gross(1991)는 소비가치를 사회적,정서적,기능적,지식적 그리고 조건적 가치 등 다
섯 개의 차원으로 제시하면서 소비자는 이들 가치에 의해 구매를 할 것인가(또는 하지
않을 것인가),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제품/상표를 구매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
였으며,SweeneyandSoutar(2001)는 다음의 네 가지 요인으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
를 측정하였다.
고객의 지각된 가치는 만족과 재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에 대해
Reichheld(1996)는 고객만족의 측정은 지각된 가치의 측정과 연관이 있으며 고객만족
의 측정은 고객가치에 의한 고객들의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Woodruff,1996)
으로 나타나고 있다.가치가 고객만족에 선행한다는 관점은 고객만족이 가치의 매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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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구매의도에 형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고객만
족을 통해서 이익창출(가치)을 가져올 수 있으며,고객만족의 증가는 고객가치를 높이
고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를 향상시켜서 긍정적 구전가능성을 높여 주게 되며,만족의
선행변수가 된다는 관점이 있다(Anderson,1994).Fornelletal.(1996)에 의해서 개발된
미국 소비자 만족지수(AmericanCustomerSatisfactionIndx)는 전체적인 고객만족은
소비자의 지각된 품질과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표 16>SweeneyandSoutar(2001)의 가치요인
정서적 가치 기분이나 감정적 단계로부터 발생되는 효용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아개념의 증가)
사회적 자아개념을 증가시키는 제품의 능력으로부터 발생되는
효용

기능적 가치
(가격,금전적 가치)

단기 그리고 장기 비용의 감소로 인한 제품의 효용

기능적 가치
(성과,품질)

제품의 지각된 품질과 기대된 성과로부터 발생되는 효용

자료:Sweeny,J.C.,andSouter,G.N.(2001).ConsumerPerceivedValue:TheDevelopmentof
MultipleItem Scale. 77,211.

(2)지각된 효익
지각된 효익의 개념은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효익에 기초해서 상품/서비스를
구매한다는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있다.서비스제공자들과 관계를 가진 고객들은 만족
스런 핵심서비스 전달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로부터 추가적인 효익을 받기를
원한다(윤성준․임승규․최동춘,2004)
Gwinneretal.(1998)은 사회적,심리적,경제적,고객화 등의 네 가지 관계효익을 제
시하고 고객들이 중요시하는 정도와 지각정도를 실증분석하고,만족,충성도,전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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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사회적 효익이란 친밀감의 감정,개인적 인지,우정,래
포트(rapport),사회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사회적 효익은 고객과 종업원간의 개인적
관계의 강도가 높은 서비스에서 나타나며,심리적 효익은 고객들이 서비스제공자와 관
계로부터 자신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확신,편안함,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
어 서비스가 올바르게 수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Berry,1995).경제적 효익은 고객들이 기업과 지속적인 관
계를 가지면서 할인 또는 가격파과와 같은 특별한 가격혜택을 통한 금전적 효익을 얻
게 된다.또한 고객들은 비경제적 효익은 고객이 서비스제공자를 전환하는데 관련되는
학습비용이 발생될 때 경험하게 된다(Klemperer,1987).한편 고객들은 대안을 추가로
탐색하지 않음으로써 대안탐색에 따르는 노력과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객화 효
익은 고객이 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특별한 대우,우선적 대우 등과 같은 효익으로
고객이 기업과 장기적 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선호를 알
게 해주어 더 나은 대우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한다.

<표 17>관계효익의 유형과 내용

관계효익의 유형 관계효익의 내용
사회적 효익
심리적 효익
경제적 효익
고객화 효익

친목,우정,개인적 인지
불안감 해소,신뢰/확산
할인/가격파괴,시간절약
우선적 대우,부가적 서비스 또는 고려,고객요구 파악과 관리

자료:Gwinner,Kevin P.,Dwayne D.Gremler,and Mary Jo Bitnet(1998),"Relational
BenefitsinServicesIndustries:TheCustomer'sPerspective,"

101-114.

Gwinneretal.(1998)이 제시한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장기적 관계로 인하여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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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관계효익의 유형과 내용을 정리하면 <표 17>과 같으며, Henning-Thurau et
al.(2002)은 관계효익이 고객충성도와 만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심리적 거리(PsychicDistance)

여객의 심리적 거리는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실제의 지리적 거리와 여객들이 느끼
는 심리적 거리로 구분할 수 있다.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대표적인 예로 항공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지리적 거리를
빠른 속도로 감소시키고 있으며 또한 관광객이 지각하는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이정규,2004).
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공간격차
의 해소이다.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소요시간이 과거 4시간30분에서 2시간40분으로 단
축되어 마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얻게 된다.그 동안 항공
은 비싼 운임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지만 고속철도
는 항공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간거리를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와 지역간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이처럼 지역간 공간거리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어 지방에 살더라도 서울이 멀지 않게 느껴지게 되고,공간적으로
가까운 느낌을 갖게 되어 교류의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조남건,2004).즉 고속철도는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크게 줄여 서울과 지방간의 왕래도 활발
해진 계기가 고속철도 개통이후 마련되었다(동아일보,2004).

1)심리적 거리 개념
물리적 거리는 두지점간의 실제 떨어져 있는 거리로 절대 거리인 반면에 심리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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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두 지점간의 공간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극복하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 느
껴지는 거리로 사람마다 지각거리는 다르게 나타난다.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은 “가깝
고도 먼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가깝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며,
“먼”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한다(황화철,2002).
심리적 거리는 Beckerman(1956)이 국제무역의 유통에 관한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
했으며,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Johanson and Wiedersheim-Paul(1975),
JohansonandVahlne(1977)의 연구에 의해 심리적 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
다.HallenandWiedersheim-Paul(1994)은 심리적 거리를 잠재적/실제적공급자와 고
객간의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정의하였으며,O'GradyandLane(1996)은
심리적 거리를 타문화권의 시장을 배우고 활동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업상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이후로도 수많은 학
자들이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나,“심리(Psychic)”와 “거리(Distance)라는 요소를 적
절히 규명해 내는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황화철,2002).

2)심리적 거리 결정요인
HoldenandBurgess(1994)은 심리적 거리란 문화적 거리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거
리를 합한 것이며 반대로 심리적 가까움은 문화적 유사성,신뢰,경험의 합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HoldenandBurgess(1994)에 의하면 문화적 유사성(culturalaffinity)은 상대방의 필
요와 요구사항을 추정하는 기업능력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높은 문화적 유사성은 양
당사자간의 심리적 거리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신뢰(trust)는 선호 또는 긍정
적인 시각으로 개인이나 조직 또는 국가적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개인이나 조직,
국가적 차원 중 심리적 거리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것은 국가 차원의 신뢰이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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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거리에 선행변수로 작용하게 된다.경험정도(experience)는 심리적 거리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적 수준의 요인이며 경험정도를 반드시 문화적 거리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없으나,이는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의 강력한 결정요인
으로 간주될 수 있다.개인적인 경험은 공급자나 고객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선입견은 공급자와 구매자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allenandwiedersheim-paul,1994).즉 심리적 거리는 기업/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인지와 이해로 생겨난 시장간의 차이로 법적/정치적 환경,경제적 환경,사업 환경,언
어,산업 및 시장구조에 따라 심리적 거리가 결정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황화철,
2002).

<그림 1>심리적 거리의 결정요인

문 화 적문 화 적문 화 적문 화 적 유 사 성유 사 성유 사 성유 사 성

신 뢰신 뢰신 뢰신 뢰

경 험경 험경 험경 험

심 리 적 거 리심 리 적 거 리심 리 적 거 리심 리 적 거 리

자료:황화철(2002)“심리적거리와 국가이미지가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교통수단의 심리적거리는 그 동안 항공만이 존재해 오던 특수 교통시장에 고속철이
개통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교통수단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는 상당부분 좁혀졌다.
이는 고속철 개통이후 그 동안 멀게만 느껴왔던 서울이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지
역간 공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생활과 의식의 격차의 해소로 이어져 그 동안 지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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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던 심리적거리를 인지하게 되고 이러한 심리적거리가 좁혀졌다는 것이다.따라서
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는 공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항공과 고속철이 첨단성을 가
지고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점과 일반 교통수단과는 다른 가격체계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같은 편리성 등이
교통수단의 심리적거리의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5.교통수단의 이용만족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만족이란 어떤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소비경험에
대한 구매자의 주관적이고 전반적인 평가반응이다.이러한 평가반응은 느낌이나 감정
뿐만 아니라 판단적 신념을 모두 포함한다.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 과정
은 제품성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과 실제 제품성과간의 차이에 대한 지각정도에
달려있으며. Oliver에 의해 개발된 기대-성과 불일치(expectancy-performance
disconfirmation)개념은 현재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소비자 만족/불만족 패러
다임(Oliver,1980)으로 소비자들은 구매이전에 제품성과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제품
구매 및 사용을 통하여 경험한 실제 제품성과를 자신의 기대수준과 비교한다.제품성
과가 기대보다 못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를 부정적 불일치(negativedisconfirmation)라
하며,제품성과가 기대보다 나았을 경우 긍정적 불일치(positivedisconfirmation),기대
했던 정도이면 단순한 일치(simpledisconfirmation)라 한다.따라서 일치 및 긍정적 불
일치의 경우에는 만족,그리고 부정적 불일치의 경우에는 소비자는 불만족하게 된다
(이학식․안광호․하영원,2004).구매전 기대는 제품의 실제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
준이 되며 제품성과에 대한 기대수준은 구매된 제품에 대한 과거경험,촉진변수,유사
한 타제품에 대한 경험,소비자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35-

또한 기대-불일치의 효과보다 소비자가 직접 지각한 제품성과가 만족에 더 큰 영향
을 미친다는 성과모형은 제품성과가 불일치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여러 연구(Churchiland Suprenant,1982;Olshvskyand
Miller,1972;TseandWilton,1988)를 통하여 이러한 관계가 증명되었다.제품성격에
따라 제품성과가 불일치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을 증명했다.즉,기대-불일치 모형과 성과모형이 동시에 만족과 불만족에 작용
함을 보여 만족,불만족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성과의 직접적 효과를 밝혔다.한편 일
치,불일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인지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준
이 기대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둘 사이에 다소간의 긍정적이거나 부
정적인 불일치가 있더라도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론으로 동화이론
(assimilationtheory)과 대비이론(contrasttheory)을 들 수 있는데,동화이론은 제품의
수준이 처음 기대수준에서 벗어나면 소비자에게 인지부조화가 생기게 되고,그 부조화
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수준이 처음의 기대수준과 비슷한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다.대비이론은 소비자가 제품수준과 기대수준의 차이를 인지부조화를 받아들이지 않
고 오히려 불일치의 정도를 확대시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손영화,2003).소비자
는 불일치에 대한 허용범위를 설정하여 불일치의 정도가 매우 커서 허용범위를 초과하
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불일치의 정도가 허용가능한
정도이면 자산의 기대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각하게 되어 스스로 만족하려고 노
력하게 된다(이학식․안광호․하영원,2004).
그 동안 항공기는 시간측면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었으나 소요시간,소요시간대비 요
금,대량수송 측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고속철도가 등장함으로서 <표 12>의 국내공항
이용객 특성(교통선택 이유)에서와 같은 교통편 선택의도가 나타났으며,실제로 고속
철도 개통이후 지방공항의 항공수요는 ‘05년 1분기의 경우 전년대비 15%～65%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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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었으며,동 기간 철도이용객은 12%～30%가량 증가하였다.이는 독점적 요인의 상실
이라는 외부상황의 변화,소비자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 등 개인적 특성,고속철도의
홍보 등 경쟁자의 유인으로 그 동안 기대보다 불일치의 범위가 커 고속철도로 전환한
여객그룹,개인적 특성,고속철도 실제 이용경험에 따른 기대-불일치 등으로 항공여객
유지 그룹,사업상 급한 상황 등 예측치 못한 소비상황(Unanticipatedsituation)이 고
객유지 또는 전환행동으로 나타난다.

<표 18>서울-주요공항 고속철도 개통 후 여객감소 추세
구 분 ‘04.1～3월 ‘04년 4～6월

(‘04.1분기대비율)
‘05.1～3월

(‘04.1분기대비율)
서울～김해 1,284,795 901,402(29.8%) 744,434(42.1%)
서울～대구 338,559 97,519(71.2%) 52,856(84.4%)

서울～광주 286,533 223,868(21.9%) 193,792(32.4%)
자료 :한국공항공사,http://www.airport.co.kr(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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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연구모형 연구모형 연구모형 연구모형 및 및 및 및 가설의 가설의 가설의 가설의 설정설정설정설정

제 1 절 연구모형

앞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연구모형의 관련
구성개념으로는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거리,교통수단의 특성,지각된 효익,만족,전환
장벽,전환의사/행동으로 구성되었으며 항공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지속적 유지자집단
과 고속철로 전환한 전환자,그리고 양쪽 교통수단을 번갈아 이용하는 중간 이용자로
집단을 분류하여 이들 집단간 개인적 및 교통수단의 특성,심리적거리가 지각된 효익
에 영향을 미치며 후속하여 만족 및 전환장벽에 미치는 영향과 전환의사/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인과관계의 틀을 통해 교통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전환행동을 실증적으로 검
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2>연구모형

개인적개인적개인적개인적특성특성특성특성

심리적심리적심리적심리적 거리거리거리거리교통수단의교통수단의교통수단의교통수단의
특성특성특성특성

만족만족만족만족

전환장벽전환장벽전환장벽전환장벽

전환의도전환의도전환의도전환의도/
행동행동행동행동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효익효익효익효익
H2-H5 H6-H9

H10

H11-H12

지속이용자지속이용자지속이용자지속이용자/전환자전환자전환자전환자

/중간이용자중간이용자중간이용자중간이용자

(양양양양 교통수단교통수단교통수단교통수단 이용이용이용이용)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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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의 설정

1.현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집단간(지속적 이용자/전환자,중간이용자)
전환행동의 차이

항공기만이 존재하던 기존 시장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고속철이 개통됨에 따라 현재
항공기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소비자집단인 지속적 이용자와 고속철로 전환한
전환자,그리고 양 교통수단을 번갈아가며 이용하는 중간 이용자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먼저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인 다양성 추구성향이 강할수록 새로운 서
비스상품에 흥미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는 노력과 직접 이용하려는 행동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Bawa,1990).따라서 다양성추구성향이 강할수록 항공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새로운 고속철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성추구성향은 지속적 이용자보다는 전환자와 중간이용자의 경우가 더 높게
타나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항공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공간적거리 지각인 공항
까지의 접근의 거리와 비용적 측면,상징적인 측면,초고속이라는 첨단성 측면에서 고
속철과 다른 측면을 소비자들은 인지할 것으로 본다.이는 대부분의 공항이 도심지역
과는 멀리 떨어져있는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단순한 공간적 거리측면에서도 총소요
시간이나 편리성 측면,이동 중 활동이 가능한 고속철과는 차이가 있다.또한 교통수단
의 특성인 안정성이나 정시성,편리성 등도 항공과 고속철과는 다른 차이가 존재할 것
이라고 본다.따라서 소비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인지하는 지각된 효익,그
리고 만족과 전환장벽 전환의도 및 행동 등은 이들 집단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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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현재 교통수단인 항공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지속적 이용자와 항공을 이
용하다 고속철로 전환한 전환자,그리고 양 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하는 중
간 이용자에 따라 소비자의 전환의도 및 전환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
다.즉 지속적 이용자보다는 전환자와 중간이용자가 더 높은 전환행동을
할 것이다.

2.개인적 특성과 지각된 효익 및 심리적거리와의 관계

심리학분야 연구에서의 다양성추구성향은 최적 자극수준의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
다.다양성 추구란 자극에 대한 내적욕구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람은 환경이 제공하
는 자극수준이 이상적 수준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싫증을 느끼게 되어 탐험행동,진기
함 추구 및 다양성추구와 같은 더 큰 자극적 투입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너무 높은
자극수준을 제공하게 되면 이를 단순화시키려는 회피성향을 통해 적절한 상황을 추구
하게 된다는 것이다(Raju,1981).다양성추구성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상표전
환정도,또는 다양한 상표를 찾는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다양성추구성향의 소
비자들은 동일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할 경우 그 제품에 싫증이 나서 다른 상품 또
는 새로운 상품 등 다양한 상표로의 관심이나 구매를 하고자 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표출한다(Bawa,1990).
다양성추구성향이 강한 교통수단의 이용자는 고속철이나 항공기 등을 지속적으로 이
용하지 않고 탐험행동의 일환으로 이용할 때마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다양성추구성향의 소비자들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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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특정 교통수단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용
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이 유지되면서 얻어지게 되는 가격할인이나 마일
리지,사은품,우대서비스 등의 효익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각된 효익을 낮출 것
이다.따라서 Menon,Kahn(1995)의 연구,Trijp 등(1996)의 연구와 한상만․남용식
(1997)의 연구 등에 따르면 다양성 추구성향은 서비스나 제품의존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대체재인 고속철도 등장으로 다양성 추구성향의 소비자
는 항공여행에서 느꼈던 신속성과 시간가치로 대별되는 지각된 효익이 낮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HoldenandBurgess(1994)는 심리적 거리는 문화적 유사성,신뢰,경험의 합이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황화철(2002)은 심리적 거리는 기업/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인지
와 이해로 생겨난 시장간의 차이로 법적/정치적 환경,경제적 환경,사업 환경,언어,
산업 및 시장구조에 따라 심리적 거리가 결정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2004)는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과 시사점”이란 연구 과제를 통해 고
속철도를 통한 사람의 이동은 국토전체에 대한 시간과 공간개념의 변화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간 인구이동 및 산업이동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전망했다.
<표 2-9>의 “2004.2분기 일평균 주요노선의 수송 분담율 변화”에 나타나듯이 실제
2003년에 비해 고속철도가 개통된 2분기에 서울과 주요구간별로 교통량이 증가하였다.
즉,앞에서 언급한 심리적 가까움은 문화,경제,역사 등 심리적 변수의 합이라는 측면
에서 고속철도의 개통이 심리적으로 서울이 더 가까워졌다는 예측이 가능하다.소비자
행동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거시적 환경요인이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이나 정보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리적 거리가 소비자들의 제품태도나 구매의도 및
지각된 성과에 부(-)의 영향을 준다(황화철,2002;Johanssonetal.,1985).따라서 소비
자의 다양성추구성향이 강할수록 새로운 고속철에 대한 정보탐색이나 경험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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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각된 효익을 높게 지각할 것이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심리적거리는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인 다양성추구성향이 강할수록 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지각된 효익을 높게 지각할 것이다.

가설 3: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인 다양성추구성향이 강할수록 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를 낮게 지각할 것이다.

3.교통수단의 특성과 지각된 효익 및 심리적거리와의 관계

고속철도의 등장이 항공수요의 감소요인으로 앞에서 입증하였듯이 고속철도와 항공
기는 장거리 여행 시 상호대체재로서 작용한다.박소연․양연주(2004),항공진흥협회
(2004)에서는 장거리 교통편 선택 시 상대적인 통행시간,비용 등을 우선순위로 선택했
다.기존 항공여객의 편익이었던 시간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철로위의 비행기라는 고
속철도의 등장이라는 대안의 등장은 가격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편으로 이
동할 것이며,고속철도와 항공기의 무차별성을 증가시켜 결국 돈으로 시간을 사는 효
과의 감소로 나타나 항공수요의 감소가 이어진다(1998,홍석진).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의 비표준성 및 비 균질성으로 일컬어지는 서비스 특성과 <표
2-13>국내공항 이용객 특성(교통선택 이유)의 인적 및 물적 서비스는 고속철도와 항
공기의 선택사유 중에서 그 차이가 미미하여 없는 것으로 본다면 두 개의 교통편에 대
한 서비스특성은 가격과 소요시간으로 구분된다.Dodds,Monroe,Grewal(1991)은 가
격은 소비자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지각가치는 제품에 대해 지불하는
것과 제품에서 얻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한 전반적인 효익으로 정의(Zeitham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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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ner,1998)할 수 있어 항공여행의 서비스특성은 항공여객이 느끼는 지각 효익에 부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StanleyandMarkman(1992)은 지금의 거래 상대방에서 얻는
자원이나 가치들을 다른 기업에게서 제공받을 수 있다면 현재의 거래 상대방에게 의존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속철도는 항공기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Ostrowski,Brien,andGorden(1993),박소연․양현주(2004)가 제시한 교통수
단의 특성인 안정성,접근성,접근성 등은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주된 선택요
인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해당 교통수단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이로 인해 해당 교통수단의 이용을 통해 편안한 느낌이
나 선택의 확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 많은 효익과 심리적거리를 낮추게 될 것으로
보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이용 교통수단의 특성인 안정성과 정시성,접근성은 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지각된 효익을 높게 지각할 것이다.

가설 5:이용 교통수단의 특성인 안정성과 정시성,접근성은 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를 낮출 것이다.

4.교통수단에 대한 지각적 효익과 만족 및 전환장벽과의 관계

소비자들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핵심서비스의 전달 뿐만 아니라 추가적
인 효익을 기대한다.Gwinneretal.(1998)은 사회적,심리적,경제적,고객화 등 네 가
지 효익을 제시하고 지각된 효익이 만족,충성도,전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회적 효익은 고객과 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얻게 되는 효익이며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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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익은 고객들이 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로부터 자신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확신을 경
험하는 것이다.즉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이용자가 얻게 되는 편안함,또는 안
정감을 의미한다.경제적 효익은 경제적 이점으로서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특정 교통수
단을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한다.즉 가격할인 혜택,가격파괴 등의
금전적 효익을 뜻한다.고객화 효익은 고객이 특정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특별한 대우,우선적 대우,특별한 주의 등과 같은 효익을 의미한다.이 같
은 지각적 효익은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얻
게 되는 효익이다.이러한 효익이 클수록 만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Henning-Thurau etal.(2002),Yen and Gwinner(2003)는 관계효익이 고객충성도와
만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전환장벽의 개념은 유지의 반대개념으로
Rusbult(1980)의 상호의존이론(interdependencetheory)과 사회교환이론(socialexchage
theory)을 통해 만족만으로는 관계유지나 관계종결을 밝힐 수 없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개인의 만족도와 관계지속에의 몰입이 전환비용과 대안의 매력도 및 고객가치에 대응
되는 대안가치,관계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전인수(1992)는 전
환장벽을 전환비용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서 구매자가 기존의 판매자와의 관계를 단
절하고 다른 판매자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Ganesan(1994)의 연구결과와 같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특정 이용 교통수단과 단절을 하
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타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으로 추가 지불되어야 하는 전환
비용 때문이다.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그 교통수단에 익숙해질 때까지 들어가
는 학습비용인 심리적 비용과 노력의 투입과 시간적 소모들이 전환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했던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용 교통수
단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효익이 클수록 만족도 높아지며 전환에 따르는
어려움인 전환장벽도 높게 지각할 것이다.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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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가설 6: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지각적 효익이 클수록 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을
높게 지각할 것이다.

가설 7: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지각적 효익이 클수록 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전환장
벽을 높게 지각할 것이다.

5.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와 만족 및 전환장벽과의 관계

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는 공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두 교통수단에
대한 유사성을 들 수 있다.즉 편리성이나 첨단성,가격,상징성 측면에서 고속철과 항
공은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따라서 이들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의 심리적거리
가 클수록 만족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전환하고자 하는 타 교통수단에 대한 전환
장벽은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할 것이다.즉 심리적거리가 클수록 전환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다.따라서 항공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의 편리성과 공간의 이동시간의 소요
가 고속철보다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점을 볼 때 항공에 대한 심리적거리가 크면 만
족과 전환장벽 모두 낮아진다는 것이다.고속철의 경우 항공과 달리 수송능력도 2배이
상 되며 이동시간이 절반이상 단축되는 등 안정성과 정시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고속철보다는 항공의 경우가 심리적거리가 더 클 것으로 보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가 클수록 만족은 낮을 것이다.
가설 9: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가 클수록 전환장벽을 낮게 지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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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통수단에 대한 만족 및 전환장벽과 전환의도/행동

고객만족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는 고객만족이 고객의 재구매 의도 및 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Cronin
etal.,1992;Dabholkearetal.,2000;Zeithaml,2000).특정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만
족한 고객은 충성도가 높아지고 긍정적 구전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마케팅관점의 고
객유지전략에서도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는 전환장벽과 고객만족을 중요시하고 있다
(Heskettetal.,1994). 기존 거래선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대체 거래선으로 전환하는데
따르는데 어려움에 대한 이유로서 화폐적,심리적,시간적 추가비용으로서 전환비용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비용의 지각이 거래선 전환 시에 장벽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Jackson,1985).Burnham,FrelsandMahajan(2003),Jonesetal.(2000)은 전환
비용 연구에서 고객만족과 재구매 의도와의 관계에 있어 전환장벽이 중재효과를 미치
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Sambandam andLord(1995)는 고객만족이 전환장벽을 더 높
게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였
다.따라서 본 연구도 이용 교통수단을 전환하는데 있어 전환장벽이 높다는 것은 타
교통수단으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적 측면 때문에 전환을 어
렵게 한다고 보고 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이 높다는 것은 현재의 교통수단을 단절
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환행동을 낮출 것이라는
것이다.즉 추가비용을 유발하는 전환행동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Morgan
andRev(1994),Sambandam(1995)의 연구결과와 같이 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이 높
을수록 전환장벽을 더 높게 지각할 것이고 타 교통수단으로 전환행동을 낮출 것으로
보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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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0: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전환장벽은 높게 지각할 것이다.
가설 11: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타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의도/행동

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12: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전환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타 교통수단으로의 전

환의도/행동은 낮아질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가설의 실증적 검증을 위해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
고자 한다.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
도를 교통수단의 전환행동을 측정하는데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대부분의 문
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
다.

1.개인적 특성 및 교통수단의 특성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인 다양성 추구성향은 Bawa(1990)의 연구척도를 사용하여 소
비자의 교통수단의 전환행위를 발생하는 다양한 행동의 4개 항목인 주로 이용하고 있
는 교통수단 외에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수집행동,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보는
정도,현재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 외에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등으로 측정하였다.
교통수단의 특성은 Ostrowski,Brien,andGorden(1993),박소연․양현주(2004)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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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척도를 사용하여 접근성,비용,안정성,정시성 등의 6개 항목으로 이용하고 있는 교
통수단은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정확한 정도,목적지까지 이동이 편리한 정도,가격의
적절성,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 접근의 편리성,교통수단의 안정성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2.지각된 효익

지각된 효익은 Gwinneretal.(1998),Henning-Thuauetal.(2002)의 연구척도를 사용
하여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얻게 되는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효익 등에 관한
항목으로 가격할인과 같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정도,다른 교통수단보다 더 많은 서비
스(사은품/마일리지/쿠폰제공)를 제공받는 정도,다른 교통수단보다 빠르고 편리한 정
도,직원이나 시스템이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아는 정도 등의 7개 항목으로 측정을 하
였다.

3.심리적거리

그 동안 심리적거리는 주로 국제 마케팅 분야에서 문화의 유사성과 단순한 거리측면
에서 이해되어져 왔다.그러나 교통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거리는 단순한 공간적
개념인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됨에 따라 원거리 이동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느낌과
두 개의 교통수단간의 수준 및 비용적 측면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심리적
거리가 줄어드는 변화의 느낌 등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고속철이 개통하면서 멀게 느껴지던 서울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는 등 단순거
리의 시간적 개념인 심리적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이같이 본 연구의 교통수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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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각하는 심리적 거리는 ShimpandSharma(1987),Nordstrom andVahlne(1996),
KleinandRoth(1990)의 연구척도를 사용하여 교통수단에 대해 단순한 거리측면인 공
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두 개의 교통수단의 첨단성과 편리성,상징성,가격측면에서 유
사한 정도로 측정하여 이들 두 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는 항공기가 빠르더라도 공항접근시간,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시간을 고려한다면 고속철과 시간상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
에 익숙해져 심리적으로 멀다거나 지겹다고 느끼지 않는 정도,항공기와 고속철의 첨
단기술을 이용한 유사한 속도중심의 수송방식이라고 생각한 정도,가격수준이나 서비
스수준이 높은 수송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고속철이 개통되어 몇 년 전보다 서울
이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정도,서울이나 지방을 다닐 때마다 이동하는 시간에 하루
를 보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정도의 6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4.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만족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만족 CroninandTaylor(1992)의 연구척도를 사용하여 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경험에 대한 전반적 평가 및 선호도 등의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
다.구체적인 설문항목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고 난 후의 만족정도와 교통수단의 이용
에 대한 전반적으로 만족과 선호도로 측정하였다.

5.전환장벽 및 전환의도/행동

전환장벽 및 전환행동은 Ping(1993)의 연구척도를 사용하여 대체 교통수단으로 전환
하고자 할 때 지각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심리적 비용,시간적 비용에 따른 전환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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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3개 항목과 타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 및 행동의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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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기초자료 분석

1.표본의 대상 및 자료의 수집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의 교통수단 중 항공과 고속철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이를 위해 공항과 기차역에서 약 2주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기차역
에서는 고속철을 이용하는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조사 시 응답
자는 교육받은 조사원의 설명과 도움을 얻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현장
에서 직접 회수하였다.총 314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06부를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는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총 30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이 중 항공이용 소비자 대상설문지는 135부였으며 고속철이용 소
비자 대상설문지는 166부이었다.최종분석 이들 응답자를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다는 응답자(56명,28.1%),항공을 이용하다 고속철로 이용을 전환했다고 응답한 응답
자(30명,15.1%),양 교통수단을 번갈아가며 이용한다는 중간이용자(113명,56.8%)로
이용유형별로 잡단을 분류하여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9>이용유형별 집단 분류

구분 빈도 %
지속적이용자 56 28.1
전환자 30 15.1

중간이용자 113 56.8
계 1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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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본의 특성

본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특성은 남성이 205명(68.1%),여성이 96명(31.9%)로 나타
나 남성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의 연령분포는 20대가 103명(34.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30대가 84명(28.0%),40대가 76명(25.2%),50대가 31명(10.3%),
60대 이상이 6명(2.0%)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중졸이하가 3명(1.0%),고졸이 60명
(20.0%),대학 재학 및 대졸이 207명(69.0%),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30명(10%)를 나타
냈다.응답자들의 직업의 분포는 회사원이 가장 많은 71명(23.6%)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는 학생이 49명(16.3%),전문직이 44명(14.6%),공무원이 35명(11.6%),자영업이 29
명(9.6%),서비스업이 16명(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연령 및 학력에 대한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명) %

성별
남자 205 68.1
여자 96 31.9

합계 301 100

연령

20대 103 34.3
30대 84 28.0
40대 76 25.3
50대 31 10.3
60대 6 2.0

합계 300 100

학력

중졸이하 3 1.0
고졸 60 20.0

대학재학 및 졸업 207 69.0
대졸이상 30 10.0

합계 3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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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특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낸 남성비율과 회사
원과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주 이용목적을 살펴본 결과 업무적(출장)으로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92명(30.6%),관
광/휴가 및 여행이 88명(29.2%),교육 및 유학이 21명(7.0%),통근이 83명(27.6%),기타
사교 등이 17명(5.6%)으로 나타나 두 교통수단이 주로 원거리 이용 시 이용되는 교통
수단임을 감안해 볼 때 주로 업무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

<표 21>직업 및 소득에 대한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명) %

직업

주부 20 6.6
회사원 71 23.6
전문직 44 14.6
자영업 29 9.6

교사 및 교수 7 2.3
서비스업 16 5.3
학생 49 16.3
공무원 35 11.6
기타 30 10.0
합계 301 100

소득

100만원 미만 61 20.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72 24.2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04 35.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2 10.8

500만원 이상 28 9.4
합계 297 100

또한 소득의 분포는 100만원 미만이 61명으로 20.5%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상-200
만원 미만은 72명(24.2%),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은 104명(35.0%),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32명(10.8%),500만원 이상은 28명(9.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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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변수의 신뢰도, 타당도 분석

1.전체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전체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 있어서 요인추출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 수를 줄이기 위한 주성분 분석(principalcomponentanalysis)방식을 사용하였으
며,요인의 회전에는 직각회전(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표 22>와 같이 전체 설명 분산비율은 68.7%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에 대
한 설명 분산의 값은 개인적특성 차원이 14.1%,교통수단특성이 8.7%,지각된 효익이
6.6%,심리적거리 차원이 5.7%,만족이 7.7%,전환장벽이 11.0%,전환의사 및 행동이
14.72%로 나타났다.교통수단특성이 25.2%로 나타났다.구체적 도출항목을 살펴보면
개인적특성인 다양성 추구성향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 이외에 다른 교통수단
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 경험이 있는 정도,어느 교통수단이 나은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험정도,다른 교통수단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
해 노력하는 정도 등의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교통수단의 특성은 예약을 하기 편리한
정도,목적지까지 이동이 편리한 정도,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정확한 정시성 정도의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지각된 효익은 경제적효익 항목으로 현재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가격할인과 같
은 특별한 혜택을 받는 정도와 사은품 및 마일리지,쿠폰제공을 받는 정도 등의 항목
으로 도출되었으며 심리적거리는 항공기나 고속철도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유사한 속도
중심의 수송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정도,이용 교통수단에 익숙해서
심리적으로 멀다거나 지겹다고 느끼지 않는 정도의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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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이용에 대한 만족은 최근에 현재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난 후의 만족도,이
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다시 이용할 의사 등의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전환장벽
은 익숙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따른 노력의
투입과 시간투자,경제적 손실 등의 항목으로 도출되었다.전환행동 및 의사는 현재 교
통수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의사의 항목으로 도출되
었다.

<표 22>전체변수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구분
개인적
특성

α=0.795

교통수단
특성

α=0.755

지각된
효익

α=0.682

심리적
거리

α=0.629

만족
α=0.671

전환장벽
α=0.748

전환행동/
의사

α=0.755
다영성추구성향3
다양성추구성향2
다양성추구성향1

0.876
0.865
0.720

0.116
0.073
-0.003

0.033
0.054
0.037

0.029
0.012
-0.058

-0.016
-0.095
0.075

-0.028
0.028
-0.078

0.076
0.018
-0.090

교통수단특성4
교통수단특성2
교통수단특성3

0.034
0.018
0.132

0.791
0.773
0.751

0.144
0.185
-0.023

0.090
0.037
-0.085

0.113
0.105
0.070

0.022
-0.048
0.007

0.083
0.030
-0.159

지각된효익2
지각된효익1

0.006
0.128

0.069
0.240

0.882
0.798

-0.049
0.050

0.066
0.032

-0.081
0.088

-0.022
0.085

심리적거리3
심리적거리1
심리적거리2

-0.097
0.064
0.001

0.157
-0.125
0.028

-0.103
-0.085
0.269

0.716
0.713
0.671

0.132
-0.053
0.144

0.013
-0.071
0.059

0.035
-0.026
-0.136

만족3
만족1

-0.047
0.027

0.104
0.170

-0.008
0.116

0.103
0.079

0.873
0.849

0.051
-0.041

0.041
-0.025

전환장벽3
전환장벽2
전환장벽1

-0.022
-0.087
0.020

-0.053
0.037
0.000

0.055
-0.023
-0.035

0.031
0.070
-0.128

-0.012
0.051
-0.027

0.886
0.877
0.654

-0.063
-0.043
-0.269

전환의사1
전환의사2
전환의사3

0.056
-0.041
-0.018

-0.022
0.023
-0.039

0.084
0.009
-0.037

-0.085
-0.041
0.006

-0.083
-0.008
0.096

-0.107
-0.098
-0.119

0.868
0.848
0.767

고유치(Eigenvalue)
설명분산(%)
누적분산(%)

2.695
14.183
14.183

1.662
8.750
22.933

1.256
6.608
29.541

1.088
5.726
35.267

1.463
7.701
42.968

2.094
11.019
53.987

2.798
14.729
6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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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원에 대한 측정항목의 신뢰도 검증에서는 Cronbach α가 개인적특성인 다양성
추구성향은 0.795,교통수단특성은 0.755,지각된 효익은 0.682,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0.629,만족은 0.671,전환장벽은 0.748,전환의사 및 행동은 0.755로 나타나 일
반적인 기준인 0.6을 유지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2.전체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단일 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변수의 측정항목에 대하여 서로
의 관계에 대한 방향성과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분
석결과 <표 23>과 같이 심리적거리와 전환장벽을 제외한 변수 간에 유의적인 상관관
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전체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평균 표준
편차

개인적
특성

교통수단
특성

지각된
효익

심리적
거리 만족 전환장벽 전환

의사
개인적특성 2.7590.801 1.000

교통수단특성 3.5220.668 0.166* 1.000

지각된효익 2.7060.774 0.154* 0.304** 1.000

심리적거리 3.2910.591 -0.005 0.080 0.061 1.000

만족 3.4350.677 0.009 0.267** 0.149* 0.166* 1.000

전환장벽 3.0220.750 -0.041 0.006 0.008 0.031 -0.014 1.000

전환의사 2.6310.709 -0.010 -0.015 0.033 -0.089 -0.006 -0.265** 1.000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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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가설검증

1.현재 교통수단을 이용 유형별 집단간(지속적 이용자/전환자,중간이용
자)전환행동의 차이(H1)

현재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비자의 이용유형별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4>와 같이 나타났다.분석결과,지속적이용자와 전환자,
그리고 중간이용자 간에 다양성추구성향과 교통수단특성,그리고 지각된 효익에서 집
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인
다양성추구성향은 지속적이용자보다는 항공을 이용하다 고속철로 전환하거나 양 교통
수단을 다 이용하는 중간이용자가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이로
써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은 새로운 교통수단인 고속철에 대한 흥미로 인해 경험을 하
게한다는 것으로 기존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교통수단의 안정성,정시성,편리성 등의 특성에서는 항공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다는 유형의 집단이 전환자 및 중간이용자보다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 지역의 특성상 고속철의 구간이 일반 고속버스와 큰 시간상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있다는 단점과 불편한 좌석배치 등으로 인한 역주행에서 오는 심리적 불편함으로
인한 결과로 설명되어진다.다음은 지각된 효익이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으며 지속적
이용자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중간 이용자,전환자의 순으로
나타나 고속철보다는 항공이 이용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수록 부가되는 서
비스가 제공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실제적으로 고속철보다는 항공의 경우
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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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24>교통수단 이용 유형별 집단간 전환행동의 차이

구분 이용유형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다양성추구
성향

지속적이용자 54 2.549 0.780
3.368*전환자 30 2.862 0.824

중간이용자 112 2.863 0.724

교통수단특성
지속적이용자 55 3.733 0.589

4.036*전환자 30 3.391 0.618
중간이용자 112 3.452 0.699

심리적거리
지속적이용자 56 2.690 0.535

0.545n/s전환자 30 2.589 0.477
중간이용자 113 2.617 0.490

지각된효익
지속적이용자 56 2.762 0.718

5.475**전환자 30 2.256 0.551
중간이용자 113 2.673 0.726

전환장벽
지속적이용자 55 2.973 0.670

1.393n/s전환자 30 3.083 0.603
중간이용자 112 2.871 0.664

이용만족
지속적이용자 56 3.607 0.579

0.839n/s전환자 30 3.467 0.522
중간이용자 113 3.496 0.604

전환의사/행동
지속적이용자 54 2.636 0.601

0.203n/s전환자 30 2.556 0.708
중간이용자 111 2.649 0.761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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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적특성 및 교통수단특성이 지각된 효익 및 심리적거리에 미치는
영향(H2-H5)

1)개인적특성이 지각된 효익 및 심리적거리에 미치는 영향((H2-H3)
개인적특성인 다양성추구성향이 지각된 효익 및 심리적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5>와 같이 나타났다.분석결과,개인적특성은
지각된효익 및 심리적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2는 지지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항공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 집단이나 고속철로 전환한 전환자,그리고 양 교통수단을 번갈아가며 이용하는
집단 모두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나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효익을 지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따라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기존시장에 도입
되더라도 다양성추구성향이 강하다하더라도 기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 지각된
효익을 더 높게 지각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고속철로 전환한 경험이 있는
전환자일지라도 교통수단에 대한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인 효익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교통수단특성이 지각된 효익 및 심리적거리에 미치는 영향((H4-H5)
교통수단특성이 지각된효익 및 심리적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표 25>와 같이 나타났다.분석결과 교통수단의 특성이 지각된 효익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이용자 집단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전환자의 경우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이러한 결과는 교통수단의 특성인 안정성,정시성,편리성 등은 지속적 이용자
의 경우는 항공만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타 교통수단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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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게 되는 효익 측면이 낮기 때문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또한
전환자의 경우는 이미 전환을 한 경험을 통해 효익적 측면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본
다.그러나 항공과 고속철 양 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하는 중간 이용자의 경우는 양쪽
교통수단 모두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호 비교를 통해 효익을 지각하기 때문에 중간이용
자의 경우만 유의적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25>개인적특성 및 교통수단의 특성이
지각된 효익 및 심리적거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지각된 효익 심리적거리
지속적
이용자

전환자 중간이용자
지속적
이용자

전환자 중간이용자

개인적특성
.227
(1.650)n/s

.117
(.594)n/s

.047
(.510)n/s

.109
(0.769)n/s

-.055
(-.290)n/s

-.072
(-.728)n/s

교통수단특성
.112
(.813)n/s

.272
(1.387)n/s

.338
(3.636)***

.015
(.107)n/s

.426
(2.256)*

.035
(.355)n/s

R2
Adj.R2

.071

.034
.105
.033

.124

.108
.013
-.027

.172

.106
.005
-.013

1.( )없는 숫자는 표준화된 β값,( )안의 숫자는 t값
2.*:p<.05**:p<.01***:p<.001

교통수단의 특성이 심리적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전환자의 경우만 유의한 영향을 나
타냈다.이는 지속적이용자의 경우는 항공만을 꾸준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심리적거리
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중간이용자의 경우도 양쪽 교통수단
을 모두 번갈아가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 양 교통수단 모두에 심리적거리를 크게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미 항공을 이용하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고속철로
전환한 경우는 항공에 대한 심리적거리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다.따라서 항공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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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측면에서 기존 이용고객인 지속적인 유지자가 심리적거리를 낮게 지각하도록 하
는 마케팅전략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이로써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의 고객 이
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지각된 효익 및 심리적거리가 만족 및 전환장벽에 미치는 영향(H6-H9)

1)지각된효익이 만족 및 전환장벽에 미치는 영향((H6-H7)
지각된 효익이 만족 및 전환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6>과 같이 나타났다.분석결과 지각된효익은 교통수단 이용만족에 항공기만
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 지각된 효익이 전환장벽에 미치는 영향은 이들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 7은 지지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효익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이용을 통해서 축적되는 것으로 항공의 경우 마일리지 보너스나 특별 서비스
제공 혜택,할인혜택 등과 같은 경제적 효익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직
원과 의사소통 등을 하는 정도와 같은 심리적 효익 측면도 만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
이다.따라서 지속적으로 항공기만을 이용할 경우,로얄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로 인
해 이용에 대한 만족도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지각된 효익이 전환장
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에게 효익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환장벽
도 높게 지각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다르게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효익은 단순한 효익
으로서만 인지한다는 것으로 타 교통수단으로 전환에 대한 장벽으로는 인지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이는 소비자가 현재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
고자 할 때는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요소의 영향으로
인해 전환하게 된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설명되어진다.따라서 항공의 경우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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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환장벽을 높게 지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다른 교통수단
으로 이탈을 방지하는 전략일 수 있다.

2)심리적거리가 만족 및 전환장벽에 미치는 영향((H8-H9)
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가 만족 및 전환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6>과 같이 나타났다.분석결과 심리적거리가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은 전환자의 경우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환장벽에 미치
는 영향은 집단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이러한 결과는 그 동
안 항공만을 이용하던 이용자가 고속철 개통이후 고속철로 전환함에 따라 심리적거리
가 만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는 항공의 경우 공항까지의 접근성
이나 목적지까지 도착했다하더라도 다시 도시로 나와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공간적
개념이 매우 떨어졌다는 단점과 특히 이 지역의 특성상 고속철 개통이후 시간적 개념
으로도 서울이 매우 가까워져 심리적거리가 좁혀졌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이 그 이유
로 들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이용자의 인지는 고속철로 완전히 전환한 이용자의 경
우,항공에 대한 심리적거리가 크기 때문에 고속철로 전환했기 때문에 고속철에 대한
만족도를 더 크게 지각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양 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는 번갈아가며 상황에 따라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심리적거리는 여전히 지
각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더라도 만족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심리적거리는 전환장벽을 세 집단 모두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수단
에 대한 심리적거리로 인해 전환장벽을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는 이용자가 항
공을 이용해서 심리적거리를 크게 지각한다면 전환장벽을 인지하지 않고 바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항공을 운영하는 운영자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의 심리적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고객이탈을 방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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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표 26>지각된 효익 및 심리적거리가
만족 및 전환장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만족 전환장벽
지속적
이용자

전환자 중간이용자
지속적
이용자

전환자 중간이용자

지각된효익
.337
(2.562)*

-.272
(-1.564)n/s

.113
(1.214)n/s

.024
(.173)n/s

.116
(.638)n/s

-.038
(-.394)n/s

심리적거리
.006
(.961)n/s

.398
(2.290)*

.163
(1.742)n/s

.046
(.333)n/s

.325
(1.892)n/s

-.040
(-.425)n/s

R2
Adj.R2

.114

.081
.201
.142

.040

.022
.003
-.034

.130

.065
.003
-.015

1.( )없는 숫자는 표준화된 β값,( )안의 숫자는 t값
2.*:p<.05**:p<.01***:p<.001

4.만족 및 전환장벽이 전환의사에 미치는 영향(H10-H12)

1)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만족이 전환장벽에 미치는 영향(H10)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만족이 전환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표 27>과 같
이 나타났다.분석결과 만족은 전환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0은 지지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만족하면 전환장벽
을 낮출 것이라는 결과와 다르게 향후 타 교통수단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지각하게 되
는 전환장벽도 고려치 않는 다는 것이다.또한 전환자와 중간이용자는 이미 전환을 경
험했거나 양 교통수단을 수시로 번갈아가며 이용했거나 경험한 상태로 전환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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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과 비용투입 등 학습시간을 다시 고려치 않는다는 것이다.

2)교통수단 이용 만족 및 전환장벽이 전환의사/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H11-H12)
교통수단 이용 만족 및 전환장벽이 전환의사/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7>과 같이 나타났다.분석결과,지속적이용자와 전
환자의 경우에 만족이 전환의사 및 전환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간이용자
의 경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이용자의 경우,항공에 대해 로얄티가 높기 때문에 향후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
가 없다는 것이다.전환자의 경우도 이미 항공을 이용하다가 고속철로 전환하여 다시
전환하고자하는 의사는 매우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중간이용자의 경우
는 상황에 따라 양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

<표 27>만족 및 전환장벽이 전환의사 및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전환장벽 전환의사 및 전환행동

지속적
이용자 전환자 중간이용자 지속적

이용자 전환자 중간이용자

만족 .077
(.569)n/s

.043
(.227)n/s

-.062
(-.659)n/s

-.315
(-2.370)*

-.488
(-3.137)**

-.029
(-.320)n/s

전환장벽 - - - -.061
(-.456)n/s

-.310
(-1.996)*

-.332
(-3.645)***

R2
Adj.R2

.006
-.012

.002
-.034

.004
-.005

.101

.066
.348
.299

.110

.093
1.( )없는 숫자는 표준화된 β값,( )안의 숫자는 t값
2.*: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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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고속철이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의 전환행동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으
며 구체적으로 개인적 특성 및 교통수단의 특성이 지각된 효익 및 심리적거리에 영향
을 미치며 후속하여 만족 및 전환장벽에 미치는 영향과 전환의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적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현재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항공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이용자와 고속철로
전환한 전환자,그리고 중간이용자 간에 다양성추구성향과 교통수단특성,그리고 지각
된 효익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은 새로운 교
통수단인 고속철에 대한 흥미로 인해 경험을 하게한다는 것으로 기존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의 안정성,정시성,편리성 등의 특성에서는 항공을 지속적
으로 이용한다는 유형의 집단이 전환자 및 중간이용자보다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 이
지역의 특성상 고속철의 구간이 일반 고속버스와 큰 시간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는 단점과 불편한 좌석배치 등으로 인한 역주행에서 오는 심리적 불편함으로 인한 결
과로 설명되어진다.다음은 지각된 효익이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지속적 이
용자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 고속철보다는 항공이 이용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
로 이용을 할수록 부가되는 서비스가 제공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개인적특성은 지각된효익 및 심리적거리에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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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항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집단이나 고속철로 전환한 전환
자,그리고 양 교통수단을 번갈아가며 이용하는 집단 모두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정
보의 수집이나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효익을 지각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다.또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기존시장에 도입되었을 경우에도 이용자의 다양성추구
성향은 기존 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는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교통수단의 특성이 지각된 효익에 중간이용자 집단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전환자의 경우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수단의 특성인 안정성,정시성,편리성 등은 지속적 이용자의 경
우는 항공만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타 교통수단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인지하게
되는 효익 측면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또한 전환자 및 중간이용자의 경우는 이
미 전환을 경험했거나 양 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상호 비교를 통해 효익을
지각하기 때문에 중간이용자의 경우만 유의적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넷째,지각된효익은 교통수단 이용만족에 항공기만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효익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장기
적인 이용을 통해서 축적되는 것으로 항공의 경우 마일리지 보너스나 특별 서비스 제
공 혜택,할인혜택 등과 같은 경제적 효익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직원
과 의사소통 등을 하는 정도와 같은 심리적 효익 측면도 만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
다.따라서 지속적으로 항공기만을 이용할 경우,로얄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용에 대한 만족도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각된 효익이 전환장벽에 미치는 영향은 이들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아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효익은 단순한 효익으로 인지한다는 것으로,전환장
벽으로는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는 소비자가 현재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새로
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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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요소의 영향으로 인해 전환하게 된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설명되어진다.따라
서 항공의 경우 소비자들이 전환장벽을 높게 지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발하여 제공
하는 것도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탈을 방지하는 전략일 수 있다.
다섯째,심리적거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전환자의 경우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환장벽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이는 항공의 경우 공항까지의 접근성이나 목적지까지 도착했다하더라
도 다시 도시로 나와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공간적 개념이 매우 떨어졌다는 단점과
특히 이 지역의 특성상 고속철 개통이후 시간적 개념으로도 서울이 매우 가까워져 심
리적거리가 좁혀졌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이 그 이유로 들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이
용자의 인지는 고속철로 완전히 전환한 이용자의 경우,항공에 대한 심리적거리가 크
기 때문에 고속철로 전환했기 때문에 고속철에 대한 만족도를 더 크게 지각한다는 것
이다.그러나 양 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는 번갈아가며 상황에 따라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심리적거리는 여전히 지각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더라도
만족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심리적거리는 전환장벽을 세 집단 모두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수단
에 대한 심리적거리로 인해 전환장벽을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용자가 항공에 대
해 심리적거리를 크게 지각한다면 전환장벽을 인지하지 않고 바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항공을 운영하는 운영자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의
심리적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고객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여섯째,만족은 전환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환자와 중
강이용자는 이미 전환을 경험했거나 양 교통수단을 수시로 번갈아가며 이용했거나 경
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환에 따르는 노력과 비용투입 등 학습시간을 다시 고려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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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이다.또한 지속적이용자와 전환자의 경우에 만족이 전환의사 및 전환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간이용자의 경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차이를 보였다.지속적이용자의 경우,항공에 대해 로얄티가 높기 때문에 향후 전
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전환자의 경우도 이미 항공을 이용하다가 고속
철로 전환했기 때문에 다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는 매우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그러나 중간이용자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양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항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용자의 경우,지각된 효익을 통해 만족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에 대한 중점적 고객관리를 통해 타 교통수단
으로의 이탈을 방지하는 관리적 시사점이 요구된다.
둘째,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는 고속철의 개통에 따라
지역간 교통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지역간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전국의 반나절 생
활권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한 점에서 이용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간거리의 격차가 줄
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속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물리적인 공간격차 뿐만 아니라
생활과 의식의 격차를 해소하는 심리적거리를 좁혔다는 점에서 항공을 운영하는 운영
자는 이용자들의 심리적거리를 좁힐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로얄티
가 형성되었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객이 고속철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결과
에서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지속적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중간이용자 모두에게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교통수단에 대한 이용만족이 전환의사 및 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타 교
통수단으로의 전환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고객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68-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또한 항공사의 경우 고속철 개통이후 항공기
의 이용이 감소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소비자의 항공에 대한 이용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소비자의 항공 이용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
로 시사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장래연구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의 방향이 도출된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개통됨에 따라 이용자의 전환행동을 검증하
고자 하였다.특히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거리를
통해 전환행동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3> 현 교퉁수단 유지와 타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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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용자와 새



-69-

로운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자에 대한 표본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 이에 따른 결과를
전체적인 현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
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지속적 이용자와 전환자에 대한 연구와 만족을 <그림 3>과 같
이 분류하여 심층적 연구가 수행된다면 소비자의 교통수단의 전환행동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본 연구는 이용 교통수단의 이용자의 전환행동을 파악하는데 심리적거리를 도
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좀더 포괄적인 연구 개념들이 도
입되어 연구가 수행되었으면 한다.예를 들어 심리적거리의 정도뿐만 아니라 관여의
정도,구매경험 등이 도입된 세부적인 연구가 후속하여 수행된다면 새로운 시장에 진
입한 후발업체에게 좀 더 긍정적인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본 연구는 광역시 한 곳만을 설문조사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간 비교
연구가 수행되어져 지역간 심리적거리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이는 지역간
공간적 격차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즉 고속철의 개통으로 종전보다
운행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지역마다 느끼는 심리적거리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
기 때문이다.광주의 경우는 서울까지 운행시간이 2시간 37분이 소요된 반면 대구의
경우는 1시간 39분으로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간 의
비교연구를 통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의 전환행동을 구체적으로 검증한다면 훨씬
풍부한 내용과 지역간 심리적거리의 지각 상 차이점을 밝혀내고 보다 더 개선된 소비
자행동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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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안안안녕녕녕하하하십십십니니니까까까

본본본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해해해주주주신신신 귀귀귀하하하께께께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본본본 설설설문문문지지지는는는 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 논논논문문문작작작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목목목적적적으으으로로로 고고고객객객의의의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인인인
항항항공공공기기기와와와 고고고속속속철철철 이이이용용용에에에 있있있어어어 행행행동동동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으으으로로로 구구구성성성되되되어어어 있있있습습습
니니니다다다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제제제공공공해해해 주주주시시시는는는 응응응답답답은은은 오오오직직직 학학학문문문적적적 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으으으로로로만만만 이이이용용용되되되
며며며 통통통계계계로로로 일일일괄괄괄 처처처리리리되되되므므므로로로 익익익명명명성성성이이이 보보보장장장됩됩됩니니니다다다

모모모든든든 문문문항항항에에에는는는 정정정답답답이이이 따따따로로로 있있있지지지 않않않습습습니니니다다다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답답답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신신신

모모모든든든 내내내용용용은은은 본본본 연연연구구구에에에 매매매우우우 중중중요요요한한한 자자자료료료이이이므므므로로로 다다다소소소 번번번거거거로로로우우우시시시더더더라라라
도도도 느느느끼끼끼신신신 그그그대대대로로로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요요요

귀귀귀하하하와와와 가가가정정정에에에 건건건강강강과과과 행행행운운운이이이 항항항상상상 함함함께께께 하하하시시시기기기를를를 기기기원원원합합합니니니다다다 바바바쁘쁘쁘신신신
중중중에에에도도도 시시시간간간을을을 내내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다다다시시시 한한한번번번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년년년 월월월 일일일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경경경영영영대대대학학학원원원 석석석사사사과과과정정정 장장장세세세환환환
062)940-0317e-mail;sewhan@airport.co.kr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경경경영영영학학학과과과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정정정형형형식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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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주주주로로로 이이이용용용하하하는는는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1.귀하는 지난 1년간 항공기 또는 고속철도(KTX)중 어느 것을 더 많이 이용하셨습니
까?
① 항공기 ② 고속철도(KTX)

다다다음음음부부부터터터 이이이 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끝끝끝까까까지지지 앞앞앞에에에서서서 답답답해해해주주주신신신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을을을 염염염두두두에에에
두두두시시시고고고 작작작성성성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요요요

2.귀하가 앞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하신 교통수단을 어느 정도 이용하셨습니
까?
① 내가 앞에서 응답한 교통수단만 계속 이용했다.
② 항공기를 이용하다가 고속철도(KTX)로 바꿨다
③ 고속철도(KTX)를 이용하다가 항공기로 바꿨다.
④ 항공기와 고속철도(KTX)를 번갈아 가면서 이용했다.

3.앞에서 응답하신 교통수단의 주된 이용목적은?
① 출장/업무 ② 여행/휴가 ③ 교육/연수 ④ 가족/친지/친구방문 ⑤ 기타

4.앞에서 응답한 교통수단(항공기 또는 고속철도)을 최근 6개월 동안 몇 번이나 이
용하셨습니까?
① 전혀없다 ② 1번-2번 ③ 3번-4번 ④ 5번-6번 ⑤ 7번-10번 ⑥ 11번이상

5.앞에서 응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3개월 이하 ② 6개월 이하 ③ 1년 이하 ④ 3년 이하 ⑤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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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른 교통수단보다 현재 교통수단을 더 자주 이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① 친절성과 서비스 ② 목적지까지 신속성 ③ 가격이 적절해서
④ 편리성 ⑤ 그냥 익숙해서 ⑥ 마일리지 보너스적립
⑦ 신속한 예약 및 처리

ⅡⅡⅡ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의의의 구구구매매매성성성향향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귀귀하하하의의의 느느느낌낌낌에에에 가가가장장장 가가가
까까까운운운 번번번호호호에에에 ◯◯◯표표표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 외
에 다른 교통수단에 대해 자세하게 알
아본 경험이 있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2 3 4 5

2.어느 교통수단이 더 좋은지 알기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편이다

1 2 3 4 5

3.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1 2 3 4 5

4.현재 이용하는 교통수단 외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출현하면 바로 이용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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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앞앞앞에에에서서서 자자자주주주 이이이용용용한한한다다다고고고 답답답한한한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의의의 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1.내가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가격
은 적절하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2 3 4 5

2.내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은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정확하다

1 2 3 4 5

3.내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은
예약을 하기가 쉽다

1 2 3 4 5

4.내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은
목적지까지 이동이 편리하다

1 2 3 4 5

5.내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은
할인혜택과 마일리지를 제공해 준다

1 2 3 4 5

6.내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의
직원은 친절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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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앞앞앞에에에서서서 자자자주주주 이이이용용용한한한다다다고고고 답답답하하하신신신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
니니니다다다

1.항공기가 빠르더라도 공항접근시간,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시간을 고려한
다면 고속철도와 시간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2 3 4 5

2.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익숙해서
심리적으로 멀다거나 지겹다고 느끼
지 않는다

1 2 3 4 5

3.항공기나 고속철도는 첨단기술을 이
용한 유사한 속도중심의 수송방식이
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항공기나 고속철도나 상당히 유사하
게 가격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높은
수송방식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고속철도가 개통되어 몇 년 전보다
서울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1 2 3 4 5

6.서울이나 지방에 다닐 때마다 이동하
는 시간에 하루를 보내는 것을 아깝
게 생각하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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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현현현재재재 이이이용용용하하하고고고 있있있는는는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 이이이용용용 시시시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기기기에에에 유유유리리리한한한 점점점
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1.다른 교통수단 보다 현재 교통수단은
나에게 가격할인과 같은 특별한 대우
를 해준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2 3 4 5

2.다른 교통수단보다 더 많은 서비스
(사은품/마일리지/쿠폰제공)를 나에
게 제공해 준다

1 2 3 4 5

3.다른 교통수단보다 빠르고 편리하다
1 2 3 4 5

4.현재의 교통수단 이용 시 직원과 때
때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다

1 2 3 4 5

5.나는 이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에 대
해 잘못 선택했다는 후회를 하지 않
는다

1 2 3 4 5

6.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안
전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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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른 교통수단보다 현재의 교통수단
이직원이나 시스템이 내가 원하는 것
을 잘 안다

1 2 3 4 5

ⅥⅥⅥ 현현현재재재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하하하신신신 후후후에에에 느느느꼈꼈꼈던던던 감감감정정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1.가장 최근에 현재의 교통수단을 이이이용용용하하하시시시고고고 난난난 후후후의 만족정도는 어떠하셨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② 대체로 만족하지 못했다
③ 보통이었다 ④ 대체로 만족하였다 ⑤ 매우 만족하였다

2.귀하가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해 전전전반반반적적적으으으로로로 만만만족족족 하셨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② 대체로 만족하지 못했다
③ 보통이었다 ④ 대체로 만족하였다 ⑤ 매우 만족하였다

3.귀하는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을 다다다시시시 이이이용용용할할할 의의의향향향이 있으십니까?
①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 ② 대체로 이용하지 않겠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가급적 이용하겠다 ⑤ 꼭 이용하겠다

4.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 이 교통수단의 이이이용용용을을을 적적적극극극 권권권유유유하시겠습니까?
① 절대 권유하지 않을 것이다 ② 권유할 것 같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권유할 것 같다 ⑤ 꼭 권유할 것이다

ⅦⅦⅦ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새새새로로로운운운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하하하는는는데데데 따따따르르르는는는 경경경제제제적적적 측측측면면면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솔솔솔직직직하하하게게게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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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익숙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다
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노력이
많이 들 것이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2 3 4 5

2.익숙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다
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1 2 3 4 5

3. 익숙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경제
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2 3 4 5

4.현재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바꾸실 생각은?
① 전혀 없다 ② 대체로 없다 ③ 보통 ④ 대체로 많다 ⑤ 매우 많다

5.원거리 이동시 현재 이용하는 교통수
단을 고려치 않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로 바꿀 계획이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2 3 4 5

6.현재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으
로 바꿀 계획이다

1 2 3 4 5

ⅧⅧⅧ 앞앞앞에에에서서서 자자자주주주 이이이용용용하하하고고고 있있있는는는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이이이 사사사정정정상상상 운운운행행행치치치 않않않아아아 다다다른른른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하하하게게게 된된된다다다면면면 과과과거거거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과과과 비비비교교교하하하여여여 항항항
공공공고고고객객객→→→고고고속속속철철철도도도 고고고속속속철철철도도도 고고고객객객→→→항항항공공공 그그그 서서서비비비스스스정정정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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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떻떻게게게 느느느끼끼끼시시시는는는지지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귀귀하하하의의의 느느느낌낌낌에에에 가가가장장장 가가가까까까운운운 번번번
호호호에에에 ○○○표표표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솔솔솔직직직히히히 말말말하하하면면면 나나나는는는 과과과거거거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 보보보다다다 새새새로로로 선선선택택택한한한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이이이

1.과거에 이용한 교통수단보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2 3 4 5

2.과거에 이용한 교통수단보다 내가 이
용하기에 편리한 시간들로 구성되어
선택의 폭이 더 넓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과거에 이용한 교통수단보다 가격에
비해 서비스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4.과거에 이용한 교통수단보다 고급
이미지를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다

1 2 3 4 5

5.과거에 이용한 교통수단 보다 직원
들이 더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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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거에 이용한 교통수단보다 전반
적으로 더 호감이 간다.

1 2 3 4 5

ⅨⅨⅨ 다다다음음음 질질질문문문은은은 자자자료료료정정정리리리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기기기본본본적적적인인인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1.귀하의 성별은?①남 ② 여

2.귀하의 연령은?(만 세)

3.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학 재학 및 졸업 ④ 대학원 재학 및 졸업

4.귀하의 직업은?
① 주부 ② 회사원 ③ 전문직 ④ 자영업 ⑤ 교사 및 교수
⑥ 서비스업 ⑦ 학생 ⑧ 공무원 ⑨ 기타

5.귀하의 한달 평균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바바바쁘쁘쁘신신신 시시시간간간 기기기꺼꺼꺼이이이 내내내주주주셔셔셔서서서 정정정말말말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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