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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공공기관의 경영 패러다임이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품질 평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타 기관과 비교하
여 기록관의 경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 및 연구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기록관의 서비스 품질 측정
의 필요성을 논의함과 더불어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품질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기록관의 정보서비스품질을 직접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한 품질
평가 방법이 PCSI다. PCSI는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고안된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PCSI에 대해 
분석하고 기록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수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P
기록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품질 평
가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먼저 만족 모형을 통하여 산출된 P기록관의 고객만
족도 점수는 80.2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족 지수 중 이용자들은 환경품질에 대해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 품질에 대해 조사한 결
과 상품품질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성’이 최고점을 받아 강점으로 파악되었으
며, 최저 점수를 받은 혁신성이 약점으로 파악되었다. 전달품질에서는 담당자의 
공감성이 최고점을 대응성이 상대적으로 최저점을 받았다. 환경품질 영역에서는 
쾌적성이 최고점을 편리성이 최저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품질에서는 직원의 태도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안전성은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이용자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주제어: 공공기관 고객만족지수, 기록정보서비스 품질평가, 기록관

* 이 연구는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수정한 것임.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사학과 기록관리전공 석사.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 94 ｜ 연구방법논총 ｜ 2019년 봄호 제4권 제1호

Ⅰ. 서론

오늘날 공공기관은 기존의 기관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품질평가 또한 기관의 성과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평가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관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기록관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국가기록원의 2017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결과를 살펴보면(국가기록원, 2017), 

기록정보서비스 및 업무개선 분야보다는 여전히 기반구축 및 보존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 및 업무개선 분야 점수는 전체 평균인 73.8점보다 한참이나 

모자란 점수인 60.1점을 받았으며, 이는 업무기반(77.5점) 및 업무추진 분야(74.9점) 

점수와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관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기록의 보존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의 이용에 있음을 생각한다면(설문원, 2008) 향후, 기록관에서도 서비스 개

발과 제공에 관한 계획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방법에 관해서 치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사고를 통해 기관이 가진 내・외부

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해 평가하고 기관의 전략적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즉, 이용자 

중심의 기관평가가 도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기록관이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록정보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이용자중심의 기관

평가를 실시해보고 기록정보서비스 품질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자 한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고객만족지수(PCSI : Public-service 

Consumer Satisfaction Index, 이하 PCSI)를 활용하여 기관을 평가개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PCSI를 활용하여 실제 단위 기관인 부산의 P기록관의 기록 정보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 보고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 요소를 분석해보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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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기관 고객만족지수 모형의 개념과 사례

1. 공공기관 고객만족지수(PCSI)모형

공공기관에서는 효율적 운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부문의 국가고객만족지수인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이하 NCSI)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NCSI와 기존의 고객만족도지수모형인 KCSI(Korea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이하 KCSI)는 민간부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공공

성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표1>처럼 민간부

문과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의와 가치기준이 상이하며, 나아가 민간의 

경우 고객의 재화 및 서비스 재구매 행위를 성과로 평가하는 반면, 공공기관은 고객의 

행복과 사회적 기여를 성과의 결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부문 공공부문

고객 고객(Client) 시민(Citizen) 또는 국민

가치 Private Value Public Value

서비스 품질 결과 Customer Satisfaction People satisfaction

사회교환
상품, 재화, 금전 등의 

유형 자산
협조, 존경, 타협

고객만족의 
결과변수

재구매, 구전 국민행복, 사회적 기여

<표 1>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조직 목표의 차이

*출처 : “공공기관 고객만족지수 모형의 개발과 적용: PCSI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중심으로” 이유재 외, 2012

이에 따라 2004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연구를 진행

하여, 기존의 고객만족지수 모형인 NCSI, KCSI, 한국표준협의회의 KS-SQI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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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 서울시민 만족도 조사인 SSI(Seoul 

Satisfaction Index) 등을 분석하여 공공기관이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고객만족지수(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이하 PCSI)모형을 개발

하였다. 이후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1) 초기 모형을 개편한 PCSI

모형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한 모델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유재 외, 2012)

2. PCSI의 개념 및 구조

PCSI모형은 이용자의 만족이 서비스의 품질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만족은 공공기관

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평가모델이다. 이러한 인과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품질 즉 선행요인에 의해 고객은 

만족・불만족을 느끼게 되며 이는 실질적인 기관의 성과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만족점수가 도출된 요인인 서비스 품질지수(선행요인) 분석을 통해 자관

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자연적으로 만족지수 및 성과지수가 상승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기성을 확보한 

모델이다. 이처럼 PCSI모형은 단순히 만족지수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이라기보다는 

각 기관의 서비스 품질의 강점요소와 약점요소를 파악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현장 

개선형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 2항, 국민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
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
를 통합하여 실시하게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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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CSI모형의 인과모형 방식

*출처 : “공공기관 고객만족지수 모형의 개발과 적용: PCSI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중심으로” 이유재 외, 2012

 

이러한 PCSI모형의 장점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17년도에 실시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에서도 나타난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만족도점수가 점

차적으로 상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공공기관에서 PCSI모형을 활용하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개선을 꾀하였

고 이러한 결과로 고객만족도 역시 상승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기업 92.0 92.9 93.7 93.0 93.9 94.4 92.4 92.5

준정부기관 86.7 88.4 89.6 89.4 89.7 89.9 86.6 87.1

기타공공기관 82.7 84.7 86.9 85.1 86.3 86.3 85.8 85.1

<표 2>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의 PCSI점수 변화

*출처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결과> 기획재정부, 2018

또한, PCSI모형은 객관적이고 합의된 기준을 통해 공공기관의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타 기관과 자관의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 및 품질과 성과에 대한 점수도 비교분

2) 기획재정부 경영혁신과. 2018.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결과. http://www.index.go.kr/p
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3(검색일: 2018.12.18.).

3) 만족지수를 높이는 방법을 파악하고 역으로 점수를 올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PCSI
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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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가능하다.

PCSI점수는 만족 모형의 하위요소인 전반적 만족, 요소 만족, 사회적 만족 3개의 

차원에서 측정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족 모형의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의 측정항목을 합산하여 평균

하는 산술평균값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둘째, 구성요소의 산출된 점수를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차원별 만족도 점수를 산출한다. 셋째, 도출된 차원별 만족도 점수에 가중치

를 산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여 도출한다. 각 가중치는 전반적 만족 50%, 요소 만족 

30%, 사회적 만족 20%이다. PCSI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그림 2>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PCSI 지수 산출방법

*출처 : “공공기관 고객만족지수 모형의 개발과 적용: PCSI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중심으로” 이유재 외, 2012

3. PCSI의 적용사례

지금까지 기록관리 분야에서 PCSI모형을 활용하여 서비스 품질평가를 진행한 연구

는 없었다. 그러나 유관분야에서는 PCSI를 적용한 평가들이 이루어져 왔다. 유관분야 

중 PCSI모형의 활용사례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오픈액세스 서비스

인 NOS 서비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회도서관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를 정리하

면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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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환(2013)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13)

권나현(2018)

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OS 서비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회도서관

평가방법 설문조사
설문조사 및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

평가대상 NOS 서비스 이용자
해당 기관 서비스 이
용 경험 고객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
용 경험 고객

선행요인 
모형관련 
항목구성

- PCSI 선행요인모형 
11개요소 포함

  온라 인정 보 서비 스의 
특성으로 심미성 제외

- PCSI 선행요인모형 
12개요소 모두 포
함.

- PCSI 선행요인모형 
요소 12개요소 모두 
포함.

<표 3> 유관기관의 PCSI 적용사례

현미환(현미환 외, 2013)은 PCSI를 통해 NOS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3가

지 핵심 문제를 발견하였고 그 개선 방안으로 인증키 발급 절차를 간소화, 자동인증방

식으로의 변경, 검색식 작성 및 활용법 안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달품질 중 가장 점수가 낮았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별 핵심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휴먼웨어적 중요 개선 필요 

부문을 서비스 품질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국회도서관을 대상으로 품질 평가를 실시한 권나현(2018)은 혁신성이 가장 낮음을 

밝혀내고 국회도서관 전체 서비스 품질과 부서별 서비스 품질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이와 같이 PCSI모형은 공공기관들이 동일한 모형을 적용해 결과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며, 서비스 품질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수 있어 서비스 품질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CSI모형은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개선점을 찾고 변화하고 있다. 이에 현재 자관의 

상황에 맞추어 세부 평가요소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 PCSI 2.0 버전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기관의 내부자가 아닌 이상 기관별 세부적 중점분야를 선택하는 

것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통일된 분석요소를 제안하고 있는 PCSI 1.0버

전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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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조사기관 개요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 중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기록관인 P기록관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P기록관은 1984년 건립 후 2008년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까지 영남권

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생성한 중요 기록물을 수집, 보존, 

활용하고 있다. 기록관 내의 시설로는 서고 28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기록문화전시관 

2개(기록문화역사실, 조선왕조실록실)와 기록정보열람실이 있다. 

P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는 온/오프라인 열람서비스를 비롯하여 전시, 체험교실, 

견학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온/오

프라인 기록열람서비스, 복사서비스, 기록관 안내, 이용자 면담, 검색도구 제공 등을 

통하여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참조서비스로, 온/오프라인 전시, 교육, 방문자에 대한 안내, OT, 교육 등 

기록물의 가공, 해석 작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기록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부가가치서비스로 문화행사를 통한 기록관에 대한 

홍보,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홍보, 매체 홍보, 견학, 마케팅,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출판 등을 포함하여 기록관이 기록관과 기록관리의 존재와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 

등을 확장서비스로 범주화하여 구분하였다.(Pugh, 2005; 이숙희, 2004; 설문원, 

2008; 이명희 외, 2008; 허덕행, 2014)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P기록관의 주요 기록정보서비스를 범주화하면 <표 4>와 

같다.

유형 P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

참조서비스
온/오프라인 열람서비스, 스캐닝, 복사, 소장기록물 안내, 
이용안내 등

부가가치서비스 전시, 기록문화 체험교실 등

확장서비스
견학, 팜플렛, 리플렛 등 참조자료 발간,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 진로체험교실, 기록교실 등

<표 4> P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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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문항

설문조사를 위한 평가지표의 구성은 <표 5>와 같다. 

첫 번째로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는 선행요인모형은 상품품

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4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차원은 3개

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고객 또는 이용자의 만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반적 만족, 요소 만족, 

사회적 만족의 3개 차원과 8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족모형은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요인과 만족 요인을 기반으로 기관성과와 공

공기관의 서비스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성과모형은 4개의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이외에 응답자의 기본사항을 묻는 질운 6개를 포함하여 총 39개의 

문항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5점)부터 매우 불만족(1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모형 차원 구성요소 측정항목 문항수

서비스 
품질
모형

상품품질
(서비스 
내용)

편익성

1. 혜택과 가치 제공 유·무
2. 서비스 내용의 유용성 유·무
3. 시간과 비용의 절감성 유·무
4. 정보제공의 적합성 유·무

4개

전문성

1.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지식, 
기술, 전문성 보유 .유·무

2. 정보제공을 받기위한 전문적
인 시스템 보유 유·무

2개

혁신성
1. 이용자를 위해 새로운 아이

디어나 프로그램 기획 유·무
1개

전달품질
(서비스 
전달)

대응성

1. 처리절차 또는 구비서류의 
간편성, 신속성 유·무

2. 처리 결과 통보의 신속성 
유·무

2개

지원성
1. 처리 후 확인 점검 혹은 불만 

사항에 대한 대응성 유·무
1개

<표 5> PCSI를 적용한 설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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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성
1. 이용자에 대한 담당자의 친

절성 유·무
1개

환경품질
(서비스 
환경)

쾌적성
1. 기록관 환경의 쾌적성 유·무
2. 기록관 환경의 관리성 유·무

2개

편리성

1. 기록관 시설의 편리성 유·무
2. 이용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창구의 편리성 유·무
3. 서비스 담당 부서나 업무 담

당자와의 연락 용이성 유·무

3개

심미성
1. 홈페이지의 심미성 유·무
2. 시설의 안락성 유·무

2개

사회품질

직원의 
태도

1. 직원들의 공정성 유·무 1개

공익성
1. 기관의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도 유·무
1개

안전성
1. 정보 보호의 신뢰성 유·무
2. 안전을 위한 노력성 유·무

2개

서비스 
만족
모형

전반적
만족

절대적 
만족

1. 기록관 서비스의 전반적 만
족도 정도

1개

상대적 
만족

1.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한 투자 
대비 만족도 정도

1개

감정적 
만족

1.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감정
적 만족도 정도

1개

요소 만족

상품만족
1.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 

정도
1개

전달만족
1.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만

족도 정도
1개

환경만족
1. 서비스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정도
1개

사회적 
만족

사회적 
책임만족

1. 사회적 책임과 역할 만족도 
정도

1개

성과
모형

기관성과

신뢰도
1. 서비스 이용 후 P기록관의  

신뢰성 정도
1개

호감도
1. 서비스 이용 후 재이용 의향 

유·무
1개

구전긍정
도

1. 서비스 이용 후 타인에게 추
천 의향 유·무

1개

사회성과 국가발전
1. P기록관이 국가의 발전기여

도 유·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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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방법

PCSI를 활용한 P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품질 조사는 기록관을 방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설문 및 간략 면담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03일

에서 17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열람서비스와 부가가치서비스 등 기록

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접 배포, 수거하였고 이 중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간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5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항으로는 성별, 나이, 직업을 조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75명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37명(49.3%), 남성이 38명(50.7%)의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27명(3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6명

(21.3%), 40대 15명(20%), 50대 7명(9.3%), 10대 6명(8%), 60대 이상이 4명(5.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대학생/대학원생이 23명(30.7%)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13명(17.3%), 공무원 11명(14.7%), 기타 11명(14.7%), 주부 12명(9%), 중학생/고등학

생 6명(8%), 교수 및 연구자 2명(2.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요약하면 <표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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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세부항목 빈도(n) 비율(%)

성별
여성 37 49.3
남성 38 50.7

연령

10대 6 8.0
20대 27 36.0
30대 16 21.3
40대 15 20.0
50대 7 9.3

60대 이상 4 5.3

직업

중학생/고등학생 6 8.0
대학생/대학원생 23 30.7
교수 및 연구자 2 2.7

주부 9 12.0
회사원 13 17.3
공무원 11 14.7
기타 11 14.7

합계 75 100.0

<표 6>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들이 이용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응답자 중 확장서비스 이용자는 51명(68.0%), 열람서비스 이용자는 24명(32.0%)으로 

나타났다. 

특성 세부항목 빈도(n) 비율(%)

이용 서비스

열람서비스 24 32.0

부가가치서비스 0 0.0

확장서비스 51 68.0

기타 0 0.0

합계 75 100.0

<표 7> 응답자의 이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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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적 분석

PCSI 조사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P기록관 이용자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80.2점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만족지수의 요소 만족 차원과 품질지수를 중점으

로 분석하였다.

각 지수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족지수에서는 사회적 만족이 8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요소 만족

이 81.0점, 전반적 만족이 7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소 만족에서 이용자들은 

서비스 환경품질에 가장 큰 만족도(81.6점)를 느끼고 있었으며, 상품품질에 대한 만족

도(80.5점)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P기록관 이용자의 PCSI 결과 

둘째, 품질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그림 4>와 같다. 품질지수에서는 환경

품질 84.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전달품질 81.8점, 사회품질 80.8점, 

상품품질이 77.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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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비스 품질 차원의 평균점수와 구성요소 점수

품질지수에서는 상품품질의 담당자와 시스템의 전문성에 가장 높은 점수(82.5점)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의 기획에 대한 혁신성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71.5점)로 나타났다. 

혁신성에 관하여 부정적 응답으로 대답한 일부 응답자를 대상으로 간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기관의 홍보방식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타의견은 간략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매년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기록관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견학 내용이 바뀐게 

있는지, 새로운 프로그램은 없는지 매년 사전답사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요. 제 성격이 꼭 확인해야 되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한게 

있는지 딱히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동료들에게 확인하거나 

방문한 뒤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이용자 A, 2018년 11월7일)

전달품질에서는 담당자의 친절성을 측정하는 공감성(86.9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구비서류의 불편함과 처리 결과 통보의 신속성을 측정하는 대응성에 낮은 

점수(78.0점)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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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성에 관하여 부정적 응답으로 대답한 일부 응답자를 대상으로 간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절차와 구비서류의 복잡함, 수수료 발생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도 기록관의 존재는 다른 기관을 방문하여 알게 되었어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를 찾는데도, 조상님의 토지문서를 찾으려고 하는건데도 필요한 서

류와 절차는 너무 복잡했어요.”(이용자 B, 2018년 11월 16일)

“기록관 방문이 이번에 벌써 3번째에요 3번째 그런데 일부러 직접 기록관에 

방문해서 기록물을 보려고 하는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FAX로 받으려는 경

우 수수료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군요. 근데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기

록물을 확인하는데 절차가 너무 많고 불편하더군요.”(이용자 C, 2018년 11월 

16일)

환경품질에서는 기록관 환경이 쾌적하고 환경의 관리성에 높은 점수(88.4점)를 준 

반면에 담당자와의 연락 용이성 등을 측정하는 편리성에는 낮은 점수(76.8점)를 받았다.

사회품질에서는 직원들의 공정성을 측정하는 직원의 태도가 가장 높은 점수(82.9

점)로 나타났으며 안전을 위한 노력 등을 측정하는 안전성(79.5점)은 가장 낮은 점수

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지수에서는 기관성과 76.4점, 사회성과 80.0점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과

에서는 신뢰도가 8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감도가 73.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PCSI모형을 활용해 기록관리 

분야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PCSI모형은 품질모형, 만족지수 모형, 성과지수 모형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 만족의 선행요인으로 서비스 품질모형을 두고, 만족 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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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모형의 결과요인으로 성과모형을 두는 인과구조를 갖추고 있어 서비스 

품질 개선의 분석이 용이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P기록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의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P기록관의 PCSI점수는 80.2점이었다. 2017년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공기

관의 고객만족도 결과(기획재정부, 2017)를 보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평균점수는 

공기업 92.5점, 준정부기관 87.1점, 기타공공기관 85.1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P기록관의 고객만족도 평균점수는 타 공공기관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P기록관의 고객만족도를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개선점을 파악

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품품질에서는 전문

성(82.5점)이 강점으로, 혁신성(71.5점)은 약점으로 확인되었고, 전달품질에서는 공감

성(86.9점)이 강점으로, 대응성(78.0점)은 약점으로 확인되었다. 환경품질에서는 쾌적

성(88.4점)이 강점으로, 편리성(80.5점)이 약점으로 확인되었고 사회품질에서는 직원

의 태도(82.9점)는 강점으로 안전성(79.5점)이 약점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P기록관의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개발과 더불어 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는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

는 과정의 단순화 및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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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of Recording Information Service Quality Using the 
PCSI(Public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Case of the P Archives

4)

Je-woo Park*·You-Ra Youn**

ABSTRACT

Upon the user-centered shift in management paradigm of the public 
institutions, the importance of service quality evaluation is emphasized 
over time.

Addressing such issue, this study aims to directly measure the 
Information and service quality of the archives using the previously 
established quality evaluation method.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es 
the need for the evaluation of the service quality of the archives. The 
quality evaluation method used is called PCSI (Public Customer 
Satisfaction Index), which is a model developed for evaluating service 
satisfactory level and its enhancement in public institutions. In this study, 
PCSI was first analyzed and indicators of evaluation were modified in 
order to be applied to the archive. Based on this, a survey was made on 
the P archives to evaluate the quality of the user-centered recording 
Information service. The survey yielded four main results. First, the 
customer satisfaction score was calculated to be 80.2 from the 
satisfactory model, and customers showed highest satisfaction in the 
environment quality. In the service quality aspect, “professionalism” and 
“innovation” were shown to be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product quality, respectively. In the quality of delivery, the empathy of 
the person in charge received the highest and the correspondence 
received the lowest score. In the environmental quality, “comfort” 
received the highest score while “convenience” received the lowest 
score. In social quality, the records manager's sense of duty and safety 
each received a highest and lowest score.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user-based assement of 
recording Information service and enhancement of user satisfaction.

Keywords : Public Customer Satisfaction Index, Recording Information 
Service Quality Measuring,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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