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
□ 본 연구는 시외직행으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운행 실태와 문제점을 토대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여 운전기사 서비스 교육 강화, 공항버스 수
익성 개선방안 등 공항버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공항버스 이용량 증가에 따른 승객들의 서비스 개선 요구에 따라 공항버스 서비스
실태 조사와 이를 통한 서비스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함
○ 2018년 6월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한정 면허체계의 공항버스가 시
외버스 직행 면허로 전환됨
○ 한정 면허체계의 공항버스가 시외버스 직행 면허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시외직행 공
항버스 노선에 대해 서비스 수준 변화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경기도 직행 면허체계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서비스 수준 향
상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통해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공항버스 운전자 인사교육을 강화하고, 친절도가 높은 공항버스 운전자들에게는 칭
찬 및 포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공항버스 운전기사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밝은 표정으로 친절하게 승객을 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친절도 향상 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공항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승객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운전
기사 실명제 및 복장 개선이 필요함
○ 명찰이 부착된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하는 운전기사 실명제가 필요함
- 명찰은 운전기사 복장의 좌측 상단에 부착하여 운전기사들의 공항버스 서비스에 대

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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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버스 운전기사의 복장은 넥타이를 착용한 셔츠에 단색의 복장이 단정할 수 있음

․

- 단일 색상의 상 하의 복장에 운전기사 실명제를 통한 명찰을 착용하는 방법이 효

과적인 개선방안일 수 있음

□ 공항버스 운행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공항버스 이용자들이 공항버스를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버스 운행계통 개선이 필요함
○ 공항버스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을 고려하여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배차 간격
을 조정하여 공항버스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공항버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항버스 수요를 고려한 공항버스 노선의 신설, 경유지 변경 및 증
차와 같은 맞춤형 공항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공항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항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이 필요함
○ 승객이 부피가 큰 여행용 가방 등을 가지고도 편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공항버스 전
용정류소를 지속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음
○ 버스정보시스템, 비대면 승차권 무인발권기 등 부대시설 확충이 필요함

□ 공항버스 노선별 운행계통 현황 및 운영실태 특성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4가
지 시외직행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공항버스 서비스 친절도 교육 강화
○ 공항버스 운전기사 실명제 시행
○ 정기적인 공항버스 평가/관리
○ 공항버스 수익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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