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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lassified various types of a hotel's physical environment problems using the
critical incident technique and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e severity of service failure and
service recovery satisfaction on revisit intention, recommendation intention and the degree of
relationship change.

The data demonstrate that a hotel's physical environment problems are

four different categories: machine, cleanliness, equipment, and design problem.
While equipment problems showed the lowest score in terms of the severity of the service
problem, satisfaction with service recovery was the lowest among the four groups.

In addi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severity of service failure and service recovery satisfaction had an
impact on revisit intention, recommendation intention, and relationship change with the hotel.
This research also examined the various degree of revisit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across
the four different physical environment categories.

This paper concluded with a summary of

the results and research implications.

핵심주제어 : Physical Environment Problem, Recovery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Recommendation Intention, Relationship Change, Critical Incident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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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최근 주택을 단순한 주거지 개념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삶의 여유를 즐
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영남일보, 2012). 과거에는 지어놓기만 하면 저절로 분
양되었으나 요즘은 아파트의 내부구조와 브랜드, 조경시설 및 인근 공원입지 등에 따라 차
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택선택에 있어서 환경특성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내부 인테리어도 고객이 편히 쉴 수 있는 카페형식의 공간
으로 바꾸며, 소독약 냄새 대신 솔향, 아로마향이 풍겨 나오게 하는 등 물리적 환경에 지대
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호텔산업에서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끊임없는 시설보수와 이미지 업그
레이드 등을 통해 차별화하려는 노력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호텔 간 시장쟁탈전이 치열해지
면서 시설과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호텔의 개․보수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호텔산업에서 차별화를 위해 객실을 더욱 안락하게 꾸미는 한편 휘트니스 센터, 라운지, 식
당, 연회장 등을 대폭 확장하거나 고급스럽게 단장하고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
경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리적 환경은 고객이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
에 있어서 서비스를 평가할 시 서비스 품질 지각과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물
리적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객들은 구매에 앞서서 상품이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물리적 단서를 통해서 자신이 받을 서비스에 대해 예측하려하고 구매의사의 기초를
결정한다. 게다가 서비스 기업의 환경 내에서 서비스를 소비하므로 물리적 환경은 매우 중
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전인수와 배일현, 2006: Bitner, 1992).
물리적 환경은 시설과 환경을 접하는 고객의 정서와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형체의 인상과 물리적 환경특징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그것으로 고객은 환경의 평가를 예측
하고 호텔기업에서는 물리적 환경이 고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과 분석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물리적 환경 문제의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서비스 실패와 복구에 관한 연구는 서비스 실패에 대한 고객태도, 불평행동, 서
비스 복구를 위한 고객기대, 이업종 간 서비스 실패의 일반적인 형태, 특정한 서비스 산업의
복구전략 형태, 복구 평가과정, 그리고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에 대한 고객태도 등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서비스 복구 과정을 검토한 연구에서 물리적 환경의 서비스 실
패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관계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지만, 대부
분의 연구는 물리적 환경의 품질지각, 물리적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부분 정량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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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며 물리적 환경 문제를 구체적으로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적 환경 문제로 인해 불만족한 사건을 분류하고 심각성 및 복구만
족 수준에 따라 행동의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보고자 한다. 호텔기업이 서비스접점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물리적 환경 문제는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심각성 및 복구만족의 수준별로 물리적 환경 문제의 그룹 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심각성 및 복구만족 수준별로 재이용 및 권유의도, 관계변화, 그리고 인
구통계적 변수 등과 관련성을 갖는가?
연구문제 4: 물리적 환경 문제의 그룹별로 재이용 및 권유의도, 관계변화는 어떠한가?

Ⅱ

.

문헌고찰

1. 물리적 환경의 개념 및 역할
물리적 환경은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환경과 기업, 그리고 고객이 상호 작용하는 곳이며,
호텔, 레스토랑, 병원, 은행, 소매점 그리고 전문 서비스의 점포 이미지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Upah and Fulton, 1985). Zeithaml and Bitner(1996)는 물리적 환경을 외부
시설, 내부시설, 다른 유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외부시설은 외부 디자인, 신호계, 주차,
주변 경치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을 말하며, 내부시설은 내부 디자인, 고객에 직접적으로 편의
를 주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 또는 경영에 사용되어지는 도구, 신호계, 설계법, 대기(air)
품질 그리고 온도 등을 포함한다. 다른 유형은 명함, 사무용품, 광고 문구류, 보고서, 종업원
의 외모, 유니폼 그리고 책자 등과 같은 물품으로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Bitner, 1992). 또한 Davis(1984)는 사무실에서의 물리적 환경을 물리적 구조, 물리적
자극, 상징적 인공물로 구분하였으며, Rodriguez(1994)는 물리적 환경의 측정변인으로 평가,
온도, 소음, 공기, 공간의 5가지 차원을 도출하였다. Smith and Kearny(1994)는 작업 환경을
물리적 특성과 감각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물리적 특성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창
문, 벽, 가구, 바닥, 벽장 등이며, 이에 반해 감각적 특성은 작업 환경에서의 빛, 소리,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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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촉감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Wakefield and Blodgett(1996)는 레저서비스 환경
의 원인변수로 공간접근성, 시설의 심미성, 좌석의 안락성, 그리고 청결 등을 제시하였으며,
Hopkins et al.(2009)은 온라인 유통서비스 환경의 구성차원으로 주변요소, 표지판 및 상징
조형물, 공간 및 기능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박종철과 홍성준(2010), 권기준과 이형룡(2011)과 한진수와 현경석(2008)
은 물리적 환경을 주변요인, 사회요인, 디자인 요인의 3가지 핵심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장
혜진과 윤혜현(2010)은 Bitner(1992)연구를 근거로 물리적 환경을 공조환경과 공간기능성으
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김상호(2010)는 매력성, 청결성, 정보성이라는 핵심차
원이 물리적 환경 품질을 구성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같이 기존 연구에서 물리적 환경의
차원을 다양한 관점에서 학자들마다 다소 상이하게 구분하였으나 기본적인 틀은
Bitner(1992)연구와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다.
물리적 환경은 서비스 접점 안에서 포장, 촉진자, 사회화, 차별자로서의 광범위한 역할을
한다. 첫째, 제품포장과 같은 물리적 환경은 그 서비스를 감싸고 있는 기업의 부가가치로서
내부의 것을 외부적 이미지로 감싸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고객의 감각적인 반응에 호소
하도록 고안되었으므로 첫인상을 끌어내거나 고객의 기대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서비
스의 시각적 요소에 자극하여 고객의 첫인상을 형성하고 제공 받을 서비스에 대한 기대로
예측가능하게 해준다. 다시 말해서 신규고객에게는 서비스 구매와 관련된 지각된 위험을 낮
추어 준다(Zeithaml and Bitner, 1996; Berry and Clark, 1986).
둘째, 촉진자로서의 물리적 환경은 고객과 의사소통하는 신호나 단서와 같은 디자인 요소
로 서비스 전달 과정의 흐름을 강화하며, 물리적 환경 내에서 활동하는 고객 및 종업원의
성과를 돕는 역할을 한다(Solomon, 1985). 예를 들면 안내해주는 표지판이나 주문절차를 원
활하게 하는 메뉴, 은행에 비치해 둔 돋보기, 호텔 엘리베이터의 층을 표시하는 점자 등이
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안내 표지판이 적거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앉을 좌석이 부실하게 설계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불만족하게 되며 역시나 그 환경에서 일
하는 종업원의 동기부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셋째, 사회화로서의 물리적 환경은 고객자신의 역할과 행동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물리
적 환경의 구성요소들은 고객과 종업원에게 자신들에게 기대된 역할이나 행동, 그리고 관계
를 전달해 줌으로써 사회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Bitner, 1992; Hoffman and Bateson, 2002;
Solomon, 1985). 다시 말해 물리적 환경의 디자인 설계는 고객에게 자신의 역할과 어떠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지를 암시하는 것이며, 종업원이나 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고객은
물리적 환경의 디자인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역할은 무엇이며 서비스 환경에 머무르는 동안
에 행동과 어떠한 상호작용이 필요한지 예측하게 된다.
넷째, 차별자로서 물리적 환경은 멕시코나 중국 음식점과 같은 다양한 건축학적 스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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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경쟁자와 서비스 제공의 차별화가 되는 것이다. 또는 물리적 환경의 재설계를 통
해 서비스기업을 재포지셔닝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고객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끌어당기기도
하여 경쟁자와 차별화할 수 있다(김태희 등, 2008; Hoffman and Bateson, 2002; Zeithaml
and Bitner, 1996). 예를 들면, 레스토랑의 조명이나 음악 등으로 고객은 서비스 환경의 분위
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외형의 시설물을 통해서 내부의 물리적 환경을 미리 짐작할 수 있
는 것이다. 즉, 항공기의 넓은 공간 좌석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 물리적 환경에 관한 선행연구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 연구되었으며, 물리적 환경에
관한 품질지각 연구, 물리적 환경과 고객 감정반응에 관한 연구, 물리적 환경에 관한 전반적
인 만족에 관한 연구, 그리고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접점 종업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
으로 나눌 수 있다(e.g., 권기준과 이형룡, 2011; 김상호, 2010; 박종철과 홍성준, 2010; 김태
희 등, 2008; 장혜진과 윤혜현, 2010: Bitner, 1992).
먼저, Wakefield and Blodgett(1994)는 야구장 물리적 환경의 구성요소로 외부장식, 내부
좌석, 화장실, 음식시설, 종업원 등에 관한 고객의 정서적 반응과 혼잡성에 관한 지각을 조
사하였고, 이후 Wakefield and Blodgett(1996)는 다양한 레저 서비스를 대상으로 레이아웃과
디자인, 인테리어 장식, 시설의 심미성, 좌석의 안락성, 청결성, 디스플레이 등의 요인을 도
출하여 물리적 환경을 조사하였다. Wakefield et al.(1996)은 스포츠 경기장인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시설 심미성, 좌석 안락성, 시설 내 접근성 등이 체재욕구와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밝혀내었다. Lucas(2000)는 카지노 물리적 환경의 만족에 대한 영향과 결정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카지노장에 적용 가능한 5개의 공조상황, 레이아웃과 디자인, 인테리어, 좌석
의 편안함, 청결성 등 물리적 환경 구성요인들을 도출시켜 물리적 환경의 만족과 행동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물리적 환경이 고객만족, 재구매
의도 및 긍정적 구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만을 보여주었으나, 차길수(1995)는 물리적 환경
및 서비스 요원과 소비자 귀인과의 관계를 검증하여 물리적 환경이 소비자 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itner(1990)와 상반된 연구결과로 기대의 부정적 불일
치 시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고객 불만족의 수준을 증대시
키는 원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오히려 구매 후 평가에 역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본질적인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지 못할 때 물리적 환경은 더 큰 불만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호텔 및 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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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산업의 연구에서도 꾸준히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조우제(2004)는 서비스
평가의 영향 요인으로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밝히고 그 결정요인을 추출하여 그 요인들이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지각과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쾌적성, 편의성, 오
락성, 공간성이 고객의 서비스 품질 지각에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호텔서비스에 전반적
으로 만족하며, 그 중 실내온도 및 적당한 습도, 좋은 분위기, 온화함, 친근한 색채로 구성된
쾌적성은 다른 물리적 환경요인보다 경로계수가 높게 나타나 더욱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
혀냈다. 윤성욱과 김수배(2003)는 물리적 환경이 의료서비스 품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감정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윤성욱과 서미옥(2006)은 호텔서비
스 실패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고객의 재이용의도, 호텔과의 관계변화 등 고객평가가 상이
하다는 심각성의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심각한 서비스 실패 경험으로 재이용의도
가 낮으며 서비스 실패가 심각할수록 고객과 서비스제공자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도출
하였다.
또한 다른 분야에서의 물리적 환경 연구는 친환경, 소음저음효과,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
관한 연구(e.g., 오찬옥, 2000, 2006: 장길수와 국찬, 2008: 류혜지, 2010)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및 범죄 불안감예방을 위한 연구(e.g., 박정은 등, 2010: 이효창 등, 2009: 이은혜 등,
2008) 등이다. 먼저, 건축학적 접근에서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오찬옥(2000)은 장애인과
노인의 행동을 수용하는 물리적 환경의 특징이 이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며, 심
리적 좌절감, 절망의 감정을 초래하므로 주거환경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성을 규명하
였다. 나아가 오찬옥(2006)의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은 크게 자연과 함께 하고 환경을 보존
하며 사는 친환경 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친환경적 접근은 최우선시 되
어야 하는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며 이를 위해서 주거계획차원에서는 자연과 물리적 및 시각
적 연결이 용이한 공간 구성,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등 친환경적 디자인을 언급하였다. 또한
장길수와 국찬(2008)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심리적 소음 저감효과로 자연음 연출, 마스킹,
시각정보 제공이 소음인식에 직접적인 영향관계임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분수, 폭
포 등 물소리의 연출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소음에 대해 보다 관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방법으로 마스킹효과를 제안하였으며, 마스킹 현상은 물리적으로 더 나중에 발생한
큰소리가 시간적으로 앞선 작은 소리를 앞지르게 되고 이때 마스킹이 생겨 실제 일상생활에
서도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류혜지(2010)는 주거환경 스트레스를 주거환경이 거주자
에게 작용하는 압력이나 부정적 영향력이라고 하였다. 각 단계별 주거욕구를 조사한 결과,
안정성 욕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거특성
에 따라 주거욕구가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장길수와 국찬(2008)
은 쾌적한 소리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환경스트레스인 소음문제를 심리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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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및 범죄 불안감예방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은혜 등(2008)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을 9가지로 유형화하였으며 이중 경찰과 건축분야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과 건축학적 예방 기법에 인식적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CPTED 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효창 등(2009)은 범죄 및 범죄 불안
감 예방을 위한 특성을 건축 계획적 특성, 심리 행태적 특성, 유지보수 및 관리 특성, 사회
인구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건축 계획적 특성과 심리 행태적 특성이 범죄 및 범죄 불
안감 예방에 있어 주요 분석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거지역의 범죄 및 범죄 불안감 예방
을 위한 주거지역 계획지표 설정에서 건축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거주자의 심리적 특성을 동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

실증분석

자료 수집방법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설문작성 방법을 교육하여 결정적
사건들을 수집하도록 하였고 대학생들 중 다른 사람의 설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발생하는 오
류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무작위로 설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
기 위해 응답자와 전화를 통하여 수차례 확인절차를 거쳤다.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남성 111명(44.7%), 여성 138명(55.3%)이었으며, 연령은 20대
80명(32.1%), 30대 83명(33.2%), 40대 60명(24.2%), 50대 이상이 26명(10.5%)으로 각 연령대
가 골고루 분포되었다.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169명(67.9%), 결혼여부는 미혼이 93명
(37.4%), 그리고 월 소득은 300만 원 이상이 81명(32.7%)이었다. 호텔 이용 횟수는 1-2회가
127명(51.0%)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텔 이용목적은 여행 및 휴가로 호텔을 이용한 사람이
163명(65.3%)으로 나타났다.

1. 물리적 환경의 서비스 실패 유형
<표1>은 물리적 환경의 서비스 실패를 가져온 결정적 사건을 그룹별로 분류한 것이다.
물리적 환경의 실패빈도와 실패의 심각성 정도, 그리고 고객이 느낀 서비스 복구만족 정도
를 나타내며, 심각성을 High와 Low로, 복구만족을 Good과 Poor로 구분하였다.
조사결과, 물리적 환경 문제는 청결문제(33.7%), 기계 문제(26.9%), 시설 문제(26.4%), 디
자인 문제(12.8%)의 순으로 발생빈도를 보여주었다. 특이한 것은 시설 문제 그룹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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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각성은 다른 그룹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만족 정도도 다른 그룹
에 비해서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High와 Low로 나
눠 응답자를 살펴본 바, 심각성을 낮게 지각한 응답자(Low)가 심각성을 높게 지각한 응답자
(High)에 비해 3배가량 많았지만 역시나 복구만족에서도 서비스 복구에 불만족한 응답자
(Poor)가 서비스 복구에 만족한 응답자(Good)에 비해 2배 많게 복구만족도가 낮다고 평가하
였다. 이는 고객이 호텔의 물리적 시설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한 번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서비
스 복구 이후에도 서비스 복구에 불만족한 응답자(Poor)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
다.
서비스 실패 유형
그룹 1: 기계 문제
그룹 2: 청결문제
그룹 3: 시설문제
그룹 4: 디자인 문제
총
계
a
b
c
d
e
f

개수(%) 심각성a Lowb Highc 복구만족d Poore Goodf
67 (26.9) 6.69
25
23
4.88
24
21
84 (33.7) 5.42
33
35
5.35
27
23
66 (26.4) 4.76
34
12
4.82
30
14
32 (12.8) 5.03
17
9
5.29
13
10
249 (100.0)

실패의 심각성은 1(사소한 실수)에서 10(심각한 실수)으로 측정
Low은 실패의 심각성 수준이 4이하인 경우로 측정
High는 실패의 심각성 수준이 7이상인 경우로 측정
복구만족은 1(아주 나빴다)에서 10(아주 좋았다)으로 측정
Poor는 복구만족 수준이 4이하인 경우로 측정
Good은 복구만족 수준이 7이상인 경우로 측정

<표1> 물리적 환경의 서비스 실패 유형

2. 물리적 환경의 심각성 및 복구만족의 수준별 분석
Kelly and Davis(1994) 및 윤성욱과 서미옥(2006)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도 물리적 환경
문제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 재이용 및 권유의도가 다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심각성 및 복구 수준에 따른 재이용 및 권유의도, 호텔과의 관계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심각성 및 복구만족 수준에 따라 인구통계적 변수가 상호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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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지 아니면 관련성이 있는 지도 파악하고자 한다.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 인구통계적 변수(성별, 연령대, 직업, 학력,
소득) 모두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수준과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에 반해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 호텔 재이용 및
권유의도, 그리고 관계변화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재이용의도
호텔
권유의도
복구 후
관계변화

변수
저심각(%) 고심각(%)
그 때의 경험으로 가지 않음
9.5
18.9
다른 일로 가지 않음
23.7
14.7
여전히 이용함
23.2
10.0
절대로 권하지 않음
2.1
5.8
권하지 않음
26.8
25.3
권함
27.4
12.6
더 나빠졌음
16.3
25.2
변화 없음
35.8
15.3
더 좋아졌음
4.2
3.2

x2

유의확률

17.121

.000

10.814

.004

16.862

.000

<표2>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수준별 분석

서비스 복구만족의 수준별 분석에서 인구통계적 변수(성별, 연령대, 직업, 학력, 소득) 모
두 복구 수준과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었으나(p>.05), <표3>은 고객이 지각한 복구만족 수준
에 따라 호텔 재이용 및 권유의도, 그리고 관계변화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복구
일 때 재이용 및 권유의도가 높으며, 관계변화도 좋아졌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호텔
재이용의도
호텔
권유의도
복구 후
관계변화

변수
저복구(%) 고복구(%)
그 때의 경험으로 가지 않음
23.4
6.0
다른 일로 가지 않음
22.8
15.2
여전히 이용함
16.8
15.8
절대로 권하지 않음
6.5
1.6
권하지 않음
35.9
15.8
권함
20.7
19.5
더 나빠졌음
30.4
10.3
변화 없음
32.1
19.6
더 좋아졌음
0.5
7.1

x2

유의확률

9.988

.007

7.879

.019

23.162

.000

<표3> 서비스 복구 수준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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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환경의 서비스 실패 유형별 관련성 분석
<표4>는 물리적 환경의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고객의 호텔 재이용 및 권유의도, 서비스
복구 후 호텔과의 관계변화를 나타내었다. 먼저 호텔 재이용은 기계 문제(35.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청결문제(34.5%), 시설문제(30.3%), 디자인 문제(25.0%)의 순으
로 나타났다. 디자인 문제의 재이용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고객이 물리적 환경의 디
자인을 평가할 때 개개의 요소에 주목하기보다 전체의 관련성을 하나의 총체로 평가하기 때
문이다. 또한 한 번 부정적으로 지각된 디자인 문제는 호텔 서비스의 가치와 품질에 대한
고객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재이용의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권유의도는 재이용의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계문제, 청결문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디자인 문제, 시설문제 순이다. 또한 서비스 복구 후 호텔과의 관계변화가 가장 나빠
진 것은 시설문제(47.6%)→ 디자인 문제(43.8%)→ 기계문제(40.3%)→ 청결문제(36.4%)로 나
타났다. 이는 Hoffman et al.(2003)도 밝힌 바 시설 및 디자인 문제를 겪은 33~55% 고객은
다시 그 서비스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서비스 실패 유형
그룹 1: 기계 문제
그룹 2: 청결문제
그룹 3: 시설문제
그룹 4: 디자인 문제
총
계

% 재이용의도(%) 권유의도(%)
26.9
35.8
47.8
33.7
34.5
35.7
26.4
30.3
31.8
12.8
25.0
34.4
100.0
31.4
37.4

복구 후 관계변화(%)
더 나빠짐 더 좋아짐
40.3
10.5
36.4
3.0
47.6
7.1
43.8
9.4
42.0
7.5

<표4> 서비스 실패 그룹별 재이용 및 권유의도, 관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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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론

물리적 환경은 고객만족뿐만 아니라 서비스접점 종업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물리적 환경 문제의 구체적인 분석은 고객과 접점 종업원의 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적 환경의 문제를 상세히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전략과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크다.
본 연구결과, 물리적 환경 문제는 기계문제, 청결문제, 시설문제, 그리고 디자인 문제로 분
류되었으며, 시설문제에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수준이 다른 그룹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에
도 불구하고 복구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객이 호텔의 물리적 시설을 개별적으
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한 번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복
구 후에도 고객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및 복구만족 수준에 따라 호텔 재이용 및 권유의도, 그리고 복구
후 호텔과의 관계변화를 살펴 본 결과, 심각성 및 복구만족의 수준별로 다르다는 결론을 얻
을 수 있다. 즉, 고심각일 때 재이용 및 권유의도는 낮을 것이며, 관계변화는 나빠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고복구일 때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문제에서 재이용
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부정적으로 지각된 디자인 문제가 호텔 서비스의 가치와 품
질에 대한 고객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를 보면, 기업은
물리적 환경 문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함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고객들이 보이는 장
소에 청결 및 시설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비치해두는 물리적 증거 제시를 통하여 고객
이 체감하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미리 준비되지 않아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자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물리적 환경 문제의 실수방지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설계를 시
각적으로 도식화하여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물리적 환경의 문제가 발생한 곳의 실수 가능점
을 찾아 관리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리자는 형식적인 확인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재확인절차를 거치는 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환경
문제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서비스 실패이므로 서비스제공자가 적극적인 관심만 갖는다면
무결점의 서비스로 고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호텔 디자인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디자인 문제는 신규고객 유치에도 중요하
지만 방문한 고객이 지각한 디자인 문제에서 재이용의도가 다른 물리적 환경 문제에 비해
가장 낮은 재이용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고객의 불편한 동선이나 좋지 않은 전경에 대한 실
무진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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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고객에게 감성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불만족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객이 화를 내면
처음 단계에서는 대부분 선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업원은 감성적인 대화로 고객에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 Zemke and Bell(1990)연구에서도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실패 상황일지라
도 합리적인 설명과 관심을 보이면 고객은 정중한 대응이라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의 서비스 실패가 일어난 호텔 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호텔을 이
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고객의 마음은 순식간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게 된다. 서비스 실패 이후 접점의 복구과정에서 실망한 고객들은 처음 서비
스 실패가 일어난 불쾌한 감정과 서비스 복구처리 과정에서의 불쾌한 감정을 확대하게 된
다. 그러므로 서비스 실패 이후 처음으로 고객을 접하게 되는 접점에서는 고객마음을 공감
하는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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