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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wastoexaminewhetherthepreferenceofcustomers
forthequalityandreputationofstudyaidsandforvisitinginstructorshadany
impactonthelearningeffectofelementaryschoolersandtolookintothecausal
relationship ofimproved learning effecton customersatisfaction and continuing
reuseintention.Thesubjectsinthisstudyweremotherswhosechildrenattended
elementary schooland used study aids.After a survey was conducted for
approximatelyamonth,theanswersheetsfrom 192respondentswereanalyzedwith
SPSS10.1program.Aftermakinganexperimentalanalysisofthecollecteddata,the
followingfindingsweregiven:
First,amongqualityfactorsofstudyaidsservice,convictionandresponsiveness



had no significantimpacton learning effect,buttypeand reliability exerted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that.Itimplied thatthe use ofstudy aids
produced greaterlearning effectwhen the visiting instructorsshowed etiquette,
when theywerepunctualand when theircompaniesgained morereliability.To
bolsterthelearningeffectofstudyaids,visitinginstructorsshouldthoroughlybe
educated nottobelate,and etiquetteeducationshould beprovided tothem as
well.
Second,learningeffectgotgreaterwhen studyaidsweremorerenowned and
when visiting instructorsweremorepreferred.In otherwords,studyaidswere
moreeffectiveatboostingthelearningeffectofthechildrenwhenthestudyaids
weremorefamousand gained morepopularityamongtheparentsand children,
and when visitinginstructorsweremorefavored.Toelevatelearning effect,it's
needed to setup thekind ofadvertising and salesstrategiesthatcould raise
awarenessofstudyaidsamongparentsandstudents.
Finally,learningeffecthadapositiveimpactoncustomersatisfaction,butdidn't
exertanysignificantinfluenceonsustainedreuseintention.Yetcustomersatisfaction
affectedcontinuingreuseintentioninafavorablemanner.Itdenotedthatagreater
learning effectled to highercustomersatisfaction butnotto continuing reuse
intention,andthatthecustomersdidn'tintend tokeepusingspecificstudyaids
whentheyweren'tsatisfiedwiththem.Accordingly,learningeffecthadanimpact
on lasting reuse intention through customer satisfaction,and it's required to
improvelearning effectfirstand then customersatisfaction in orderto stirup
customers'willingnesstokeepusingparticularstudyaids.



제제제 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 절절절 문문문제제제의의의 제제제기기기

최근 교육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사교육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 유형들이 이
용되고 있다.이 중 학습지는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사교육 유형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서창적․부연선,2004).그러나 2002년 이후
30-40%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학습지 시장이 최근 들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
다.학습지 시장이 포화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각 학습지 회사들은 다양한 경영전략과
판촉전략으로 새로운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이미 성숙시장이
되어버린 학습지 시장은 새로운 회원을 확보하려는 양적팽창전략은 한계라고 판단하고
기존 회원에 대한 유지전략이 절실해 지고 있다.이 같은 시점에서 소비자측면에서 학
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전략
을 강화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단편적으로
연구되어온 학습지 이용에 대한 소비자연구를 학습효과 및 고객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선행요인을 밝혀낸다면 실제 업계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마케팅관리적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에 본 연구는 학습효과의 선행요인으로 서비스품질 및
학습지의 명성,방문교사의 선호도가 학습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
로 검증하고 후속하여 고객만족과 향후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검증하고자 한다.특히 학습효과가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고객만족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향후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고객만족의 역할을
밝혀내고자 한다.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습지 이용에 있어 학습의 효과와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는 선행요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는 최근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학습지의 어떠한 부분
을 강화하는 것이 학습효과와 고객만족을 증대시키는지를 밝혀내어 학습지업체에서 활
용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
지의 서비스품질 및 학습지의 명성,학습지를 지도하고 있는 방문교사의 고객의 선호
도가 실제적으로 초등학생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또한 이 같은 학
습효과의 향상이 고객만족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지 이용에 있어 서비스품질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학습지 이용에 있어 학습지의 명성이 높을수록 학습효과가 향상되는지를 검증
하고자 한다.이는 초등학생들의 학습지의 선택은 주로 학부모들에 의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주변 학부모들의 권유나 추천에 의해 선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학습지를 지도하는 방문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학습효과는 향상되는
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넷째,학습효과가 향상될수록 고객만족 및 향후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학습능력의 향상은 단기적 이용보다는 장기적인 이용에서 오
는 학습의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예측되나,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의 특성
상 학부모들의 판단에 의해 이용의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고객만족을 통해서 지속적 이
요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이 향후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학
습지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만족보다는 이를 결정하는 학부모의 만족이 클수록 지속
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연
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설문의 내용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학습지를 이용
하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둘째,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모형을 설계한 후,연구모형에 포함된 구성개념들 간에
관계를 기초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셋째,고객 설문을 통해 도출된 변수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할 것이다.
넷째,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보된 변수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다섯째,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SPSSWIN 10.1통계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방법을 이
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학습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지의 서비스품질,학습지 명성,방문교사 선호도가 학습효과를 통해 특정 학
습지에 대한 이용 만족과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밝혀내어 학습지업체
측면에서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제제 절절절 논논논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는 학습지의 서비스품질,학습지 명성,방문교사 선호도가 학습효과를 통해
특정 학습지에 대한 이용 만족과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밝히고자 하



였다.이를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 및 연구의 목적과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먼저 학습지 이용에 있어 관련시장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또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질 학습효과와 고객만족 관련 변수들에 관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았다.즉 학습지의 서비스품질,학습지의 명성,방문교사의 선호도를 이론
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들 변수들 간의 이론적 관계를 검토하여 가설 및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제4장에서는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의 과정을 다루었다.우선 변수의
측정,표본설계와 자료의 수집과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평가를 다루고 있다.그
리고 SPSSWIN 10.1통계 팩키지를 통한 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 논의로서 연구결과의 요약 및 이에
따른 이론적,실무적 시사점,그리고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제제 장장장 학학학습습습지지지 이이이용용용의의의 학학학습습습효효효과과과 및및및 고고고객객객만만만족족족의의의
선선선행행행요요요인인인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제제제 절절절 사사사교교교육육육 규규규모모모와와와 학학학습습습지지지의의의 개개개념념념

1.사교육 규모

한국교육개발원의 1994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교의 각급에 따라 10
만～23만원이고 유치원 10.3만원 초등학교 11.3만원,중학교12.8만원,일반고 14.7만원,
전문대 23.1만원,일반 대학교 19.8만원으로 나타났다(공은배 외,1994).전국 사교육비
연간 총액은 17.5조원(고교생까지의 총액은 13.0조원임)으로서 국민총소득의 6%에 달하
며 공교육비 총액 16.6%조원보다 많다.그런데 이 연구에서 사교육비는 각종 과외비
외에도,학생이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기 위해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교재(교과서,부교
재)비,학용품비(교육기자재 포함),수업 준비물비,학교지정 의류비,단체 활동비,통학
교통비,급식비,유학생의 하숙비,잡비(검사지 대금,학급비,졸업비,각종 성급 등),기
타(육성회찬조금,어머니회비,각종 기부금,촌지)등을 포함하여,대학생의 사교육비도
포함되어 있다(단,94년 조사에서 교내 보충 수업비는 기성회비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교
육비로 분류됨)연구의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사교육비 개념은 다를 수가 있지만,윤정
일(1997),고형일 외(1998)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러한 구분은 문제가 있다.이 중 유치
원-초-중등생의 학원 및 개인 과외비만 합하면 3.0조원이며,재능특기 학원비 2.8조원까
지 더하면 5.8조원이다.통계청(1997)에 따르면 96년 월평균 과외비(교내 보충 수업비,
학원 및 개인 과외비,방문 학습지 비)는 취학 전 어린이나 초․중․고생 1명당 모두



약 9만원이며 재수생 1명당 26만원이다.이 자료를 이용하여 각급 학교 총학생수와 12
(개월)를 곱해 전국 연간 총 과외비를 추정하면 11.9조원이 된다.그런데,별도 항목으
로 조사된 교재비 중 정규 교재비는 저렴하므로 그 대부분이 과외 관련 교재비라 간주
하면,과외비 총액은 13.9조원에 달한다.소보원(1997)이 추정한 미취학 어린이의 1인당
월평균 과외비(각종 과외비 외에 학원 교재비,학원 차량비 및 유치원 간식비 포함)는
8.6만원,초등학생은 9.6만원,중학생은 12.5만원,고교생은 11.2만원이며,96년도 과외비
(교내 보충 수업비 포함)총액은 13.4조원이다.그리고 윤정일(1997)이 추정한 96년도
초중등생의 과외비 총액(교내 보충 수업비제외)은 9.4조원이다.각 조사기관의 표본과
조사항목들이 약간씩 다르므로 과외비 추정액은 큰 차이를 보인다.1996년 과외비를
13.5조원으로 보면,그것은 공교육비 총액인 22.7조원의 약 59%이며,GDP389.8조원의
약 3.5%에 달한다.
그런데 공은배 외(1994)에 따르면 1994년도 유치원 및 초중등 학생의 총 과외비 5.8

조원 중 무려 48%인 2.8조원이 재능특기 학원비이며(이 구성비를 1996년도 그대로 적
용하면,총 과외비 13.5조 원 중 약 6.5조원),그 중 2.1조원을 초등생이 지출하고 있다.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생에게 시키는 예체능 과외가 정서교육이나 전인교육을 위한
것이라면,그것은 초등학교가 적절한 실질적인 예체능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정규 교육을 파괴하거나 비생산적이기 보다는 그 정반대라고 하여야 할 것
이다.그러나 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4)가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예체능 과목이 어려운데다 내신에 들어 있고 또한 고교로 갈수록 학습시간이 귀해지므
로 비교적 한가한 초등 및 중학교에서 미리 준비시키는 학부모도 적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사교육비의 총량 규모는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다가 2001년
다소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2001년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전국 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또 다른 조사기관인 소비자 보호원의 통계에 의



하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공교육비의 절반 정도라고 한다.한국 소비자단
체 혐의회가 15개 시,도 4,783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20%의 분포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한겨
레,2003).

<표 1>유형별 사교육 교육 현황

자료 :이종재 외 학교위기의 실상분석 및 공교육 내실화 방향과 과제,2001,p.24

학교 수업의 보충을 위해 시작된 학원 공부가 어느새 필수가 되어 버렸고 학교 수
업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다.이에 따라 사교육이 학교 붕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2003년에는 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한 해에 과외비로 사용
된 금액이 13조 600억원으로 추정되고,이는 이전부터 증가되어 온 것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된 값이며,그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또한 한국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사교육의 열풍은 중,고등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도 주 6회 이상 이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구분 개인
과외

그룹
과외

단과반
학원

종합반
학원

공부방
과외 학습지 교육

방송
위성
방송

교육
방송
인터넷

사설
인터넷

전화
과외 기타

초등학교 11.4 11.7 23.4 23.0 8.8 51.9 20. 0.3 1.4 2.8 2.3 9.9
중학교 16.2 7.8 23.7 46.0 2.8 20.8 5.5 0.5 4.4 5.0 1.1 6.2

일반계고교 24.0 7.6 32.8 15.2 2.2 20.6 1.5 1.4 9.0 10.9 0.4 9.4
실업계고교 11.1 4.8 12.5 7.4 1.3 9.8 5.9 2.4 3.5 5.6 0.5 46.6
전체 14.3 10.0 24.4 27.0 6.2 38.6 4.1 0.6 3.2 4.6 1.7 10.2



<표 2>사교육비 규모

자료 :이종재 외(2001),“학교위기의 실상분석 및 공교육 내실화 방향과 과제,”p.32

전반적인 사교육수요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85.2%가 현재 자녀들에게 학원,개인 및
그룹과외,학습지 등을 통해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이들 중 상급학교 진학 또는 입시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교육은 84.9%에 이
르며,공부에 소극적인 자녀의 보습을 위한 사교육은 31.4%,재능개발을 위한 경우는
36.6%,불안 심리에 의한 경우도 18.3%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2000).

<표 3>연령별 사교육 이용 현황

출처 :한국 노동패널 3차 조사,2000

사교육기관 이용 개수를 보면 한곳정도 이용하는 경우가 47.8%,두 곳을 이용하는
경우는 12.8%,세 곳 이상은 6.8%로 나타나 전체의 67.4%는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
었으며,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32.6% 정도로 나타났다.사교육 주당 이용시간은

구분 1998년 2001년 2003년

사교육비 12,245,474,000 10663417000 13648505000
학생수 81,72,909 8,172,909 7,796,796

구분 주당 이용 횟수 주당 이용 시간 월평균
사교육비용

7세 이하(미취학 아동) 6회 28.8시간 16만 8천원
8～13세(초등학교) 6.2회 14.9시간 18만 1천원
14～16세(중학교) 4.8회 13시간 27만 4천원
17～20세(고교생 및

재수생) 4.9회 17.2시간 31만 8천원



평균 21.96시간정도로 나타났으며,하루 평균 3시간 이상정도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또한 11-20시간정도 이용하는 경우가 22.3%로 가장 많고 10시간
이하정도를 이용하는 곳도 20.9%로 나타났다(한국 노동 패널 3차 조사,2000).

2.학습지의 개념과 특성

2.1학습지의 개념

학습지란 학교의 정규 수업 이외에 학생들에게 지정 과목 또는 전 과목의 학력을 신
장 시켜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일종의 참고서로서 서점에서 공급하는 자습서나 문제집
이 아닌 회사와 소비자 간에 직접 유통되는 학습매개물을 말한다.또한 학습지는 교과
과정에 따라 일정한 주제별로 발간되어 가정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근래에는 온라인
상으로 회원에게 전달되기도 한다)배달되는 것으로 내용이 거의 변동되지 않는 참고
서나 기타 학습도거와 구분되며,그 종류도 유아용 학습지에서 성인용 외국어 회화 학
습지까지 매우 다양하다(한국소비자 보호원,1992).
학습지 회사가 제공하는 것은 학습지라는 물리적인 제품만이 아니다.특히 교사가
회원 가정으로 방문해서 회원에게 지도하는 교사 방문형 학습지인 경우 학습 제공이
학습지의 전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방문 지도학습지에서는 방문지도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의 학습을 돕는다.따라서 지도교
사와 회원의 상호작용이 학습서비스 제공의 주요한 요소가 되며,학습지는 이를 도와
주는 매개체 또는 보조용품의 역할만을 할 뿐이다.결국 학습지 회사가 회원인 고객에
게 제공하는 것은 학습지가 아니라 학습서비스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제품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서비스에서 투입되는 자



원은 보조용품이나 노동력,자본 등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자체가 포함된다.따라
서 서비스 시스템은 프로세스 안에서 고객과 상호 작용하는 특징을 가진다.왜냐하면
고객은 그들 나름대로 자유재량을 가지고 있으며,서비스에 대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이루어지기 때
문에 서비스 능력을 저장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동시
성으로 인해 서비스는 품질을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이외에도 서비스는 무형적인 특
성,시간 소멸적 특성 등을 가지고 있다.
학습지도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에 많은 부분 부합된다.방문지도교사는 교재라는 유
형적인 보조용품을 가지고 학습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를 전달한다.학습 서비스에서의
고객은 회원인 학생이 되고 이들은 학습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방문지도
교사는 학생과 일대일 개별지도를 통하여 교사의 학습자간에 지속적 대화가 가능하게
하고,학습자의 생각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따라서
지도교사와 학생 사이에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접점이 이루어지고 지도교사가 전달하는
학습서비스의 효과는 학력증진,응용력 증진,사고력 증가 등과 같은 무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이승래,2001).
교사 방문형 학습지는 교사가 주 1회 방문하여 일주일 동안의 회원의 학습상태를 점
검하기 위해 학부모가 채점해놓은 지난 주 교재를 확인하거나 또는 회원이 풀어놓은
교재를 채점을 한다.그 다음에는 새 교재로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중요 개념
등을 지도한다.몇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 설명해 주기도 한다.또한 회원과의 학습이
끝난 후 진도,학습 상태 등에 대해 학부모와 상담을 한다.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15분이다.교사 방문형 학습지 서비스는 주로 그 대상을 유아와 유치원생을 포함하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중학교 회원이 있기는 하나
그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그러므로 학습지 서비스 회사들은 직접 그 대상이 되는 회



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평가에도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회비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원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과목당 회비는 30,000원에서 40,000원 사이로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다른 사교육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이러한 식으로 진행되는 교사 방문형
학습지 서비스에서는 학습지 서비스가 교재,교사 그리고 학습지 회사의 지원 시스템
등의 3가지 요소를 통해서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고 있다.

2.2학습지 시장의 현황

학습지 시장은 1980년대 이후 성장하기 시작하여,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이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특히 저학년이나 취학 이전의 학생들에게 학습지는 다른 사교육의
대체 수단이 되고 있다.이는 학습지가 타 학습방법에 비하여 학습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가정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학습이 가능하며,일정한
학습 진도에 맞춘 학습량 배포 등 학습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
다.학습지 회사들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80년대 과외금지 조치로 인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1990년대 들어서는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이 조기 교육으로 전이됨에 따라 취학 전 유아들과 초등학생용
학습지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었다.1997년 이후 IMF체제하에서도 학습지 업계는 많은
타격을 받지 않았다.이는 소비자들이 전체적인 소비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비에 대한 지출은 별로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또한 학습지는 다른 사교육수단에 비하
여 저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과외와 학원에 대한 소비를 학습지로
전환하는 등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였다.소비자 보호원에 의하면 학습지 시장은 1990
년대 초에는 약 30～50% 성장률을 보였고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는 약 20～30%의
성장률을 보였다.그러나 이렇게 크게 성장해 왔던 학습지 시장이 근래 들어 주춤거리



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2002년 학습지 업계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대교,
구몬,재능,웅진 이른바 학습지 빅4의 매출액 기준 성장률은 13.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2003년에는 5.5%가 증가 되었을 뿐이다(파이낸셜뉴스,2004).학습지 시장
은 이미 성숙시장에 들어섰으며,그 경쟁도 매우 치열한 편이다.또한 정보기술의 발달
과 같은 환경의 변화와 고객의 기대 수준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양적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따라서 지금 학습지 회사들은 질적
성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2.3교사 방문형 학습지의 특성

교사 방문형 학습지 회사의 구조는 영업본부(또는 총국)와 본사로 구성되어 있다.본
사에서는 마케팅,교재 개발,고객 상담 센터 운영 등 영업 본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영업본부는 지국이라는 여러 개 사업장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의 지국에는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다.교사들은 회원을 할당 받아 해당 과목의 학습지
도를 하게 된다.이렇게 지도 교사의 방문 지도를 중심으로 학습 서비스를 전달하는
학습지 회사는 교재와 지도 교사,그리고 회사의 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된 3요소를 통
해 학습서비스를 제공한다.교재는 학습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이고,방문
교사가 교재를 가지고 회원과 직접 상호 작용하여 학습 서비스를 전달한다.
회사의 지원 시스템은 학습서비스가 전달되는 모든 방식을 결정해 놓은 체계이다.
따라서 회사의 지원 시스템은 교사의 방문 학습 모델을 비롯하여 지도 방식,상담 방
식,학력평가 등의 프로세스를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방문 교사가 학습서비스를 제대
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활동들로 이루어진다(이숭래,2001).따라서 학습지 서
비스에서는 교재,방문교사 그리고 회사의 지원 시스템의 3요소가 학습서비스 품질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즉 교재와 방문교사 그리고 회사의 지원 시스템이 학습서
비스의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서비스는 자체의 무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고
객에게 서비스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또한 서비스는 구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경험하는 것이다.주어진 특정 환경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묶
음을 서비스 패키지라고 한다.학습서비스의 경우에는 무형적인 학습서비스 전달을 위
해 교재라는 유형적인 고두를 사용하여 서비스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다.전달된 학습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회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지속
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경우 회원은 충성회원으로 된다.충성스런 회원은 자신이 그
학습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구전 및 추천 활동을 통해 회
사의 성과에 도움을 준다.



제제제 절절절 학학학습습습지지지의의의 서서서비비비스스스품품품질질질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1.서비스품질의 개념

Parasuraman,ZeithmalandBerry(1988)는 지각된 서비스품질의 개념을 ‘서비스의 우
수한 성과에 관련한 전반적인 판단이나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또한 이들은 ‘지각된
품질은 소비자의 지각과 기대 사이의 차이와 방향의 정도로서 보여진다’고 정의함으로
써 지각된 품질을 기대와 성과 개념에 연관시키고 있다.앞서 살펴본 서비스의 정의와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이어 서비스품질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품질의 개념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서비스품질은 고객의 지각과 관련된 고객지향적인 개념이다.서비스품질을 평
가하는 객관적인 측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활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는 적절한
접근법은 품질에 대한 고객의 지각을 측정하는 것이다.서비스 활동은 그 자체가 고객
지향적인 활동으로 고객에 의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면 여러 학자들에 의한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견지되어온 주장이다.
둘째,서비스품질은 태도와 유사한 개념이다.서비스품질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우월성과 우수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만족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태도와 유사한 개념
으로 구체적인 속성이라기보다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Zeithmal,1998).따라
서 지각된 서비스품질은 태도와 유사한 개념이므로,만족보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상태로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누적적
구성개념이다.
셋째,서비스품질은 서비스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이는 지각된 서
비스품질은 단지 서비스의 결과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까지도 고려된다는



뜻이다.Parasuraman,ZeithmalandBerry(1985)는 서비스품질은 기대와 수행의 비교이
며 서비스품질의 평가는 결과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이루어지
며 특히 서비스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이 품질평가에 있어서 중요시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Gronroos(1984)는 서비스품질을 ‘소비자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지각된
서비스와의 비교평가 결과’라고 정의하였고, 서비스품질은 기술적 품질(technical
quality)과 기능적 품질(functionalquality)의 합이며 서비스 제공활동에 있어서는 후자
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넷째,서비스품질은 탐색적 속성보다는 경험적 속성이 강하다.Lutz(1975)는 품질을
정감적인 품질(affectivequality)로 나누고,구매 전 평가할 수 있는 탐색적 속성(search
attributes)이 강한 산업재 및 내구소비재는 인지적 품질로 판단되나,소비하는 동안 평
가되는 경험적 속성(experienceattributes)이 지배적인 비내구재 소비재와 서비스는 정
감적 품질로 판단되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서비스품질의 중요성

서비스품질은 서비스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소비자
가 제공받는 서비스가 소비자가 지불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만 소비자는 만족감을 느끼고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로 이어지게 된다.반대로
좋지 못한 서비스품질은 고객 불만족의 원인이 되어 고객은 이탈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만해동 등을 표출하여 기업의 경쟁 환경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을 잃게 되는데 따르는 비용은 측정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서비스기업의 서비스 개선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수행을 신뢰할 수 있다면 마케팅의 효율성과 공정의 능률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어 기업의 이익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된다.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
존고객의 유지 및 거래량의 확대,긍정적인 구전커뮤니케이션의 형성,가격프리미엄 등
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신뢰성의 향상은 한편으로 공정의 능률을 향
상시키기 때문에 서비스수행의 부정확으로 인한 재수행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시켜주며 종업원의 이직률을 감소시킨다.

<표 4>서비스기업에서 불량률 5% 개선에 따른 이익 증대효과

업종 이익증대 효과 업종 이익증대 효과

자동차 서비스업 30% 소매금융업 85%
신용카드업 75% 보험중개업 50%
신용보험업 25% 유통업 45%

오피스빌딩관리업 40% 소프트웨어 판매업 35%

자료원 : Reichheld and Sasser, Jr(1990), "Zero Defection : Quality Comes to Service,"
,Sep-Oct,p.110.

3.서비스품질의 결정요인

3.1Gro"nroos(1984)의 지각된 서비스 품질의 연구

Gronroos는 ‘인지한 품질’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이 고객의 관점에서
인식되는 서비스품질의 영향요소를 제시하였다.이러한 요소에 대해 기업이 제공하여
야 하는 것을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였고 커뮤니케이션,이미지,구전,고객
니즈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서비스품질의 학습성을 증명하
였다.또한 서비스품질에 있어서 전체 품질은 기업이미지,기술적 품질,기능적 품질의



함수관계이며 고객들이 서비스품질을 평가할 때는 기대한 서비스와 제공받는 서비스를
비교,평가한다고 하였다.
서비스품질을 기술적 품질(technicalquality)과 기능적 품질(functionalquality)차원으
로 나누는데 기술적 품질은 서비스 생산과정이 끝나고 남는 결과(what),즉 무엇을 얻
는가를 의미하고 기능적 품질은 서비스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공받는 방법(how),즉 어
떻게 얻는가를 의미한다.기업이미지는 고객이 기업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대한 결과
를 말한다.기능적 품질은 사용자가 그것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주관이 많이 개
입되므로 기술적 품질에 비해 평가에 있어 객관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
이 총체적으로 인지한 품질은 경험한 품질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경험간의 격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즉 서비스 품질에 대
한 고객의 인지는 서비스를 받기전의 기대와 실제로 받은 서비스 경험을 비교하여 형
성된다.

<그림 1>Gro"nroos의 지각된 서비스 품질 모형

기대된 서비스기대된 서비스

이미지이미지

기대된 서비스기대된 서비스지각된 서비스품질지각된 서비스품질

기술적 품질기술적 품질 기능적 품질기능적 품질

*전통적 마케팅활동
-광고, 인적판매, PR,

가격 등
*전통, 이념, 구전에

의한 외부영향요인

자료 :Gro"nroos,C.(1982),"AnAppliedServiceMarketingTheory,"
Vol.16,No.7,pp.30-41.



3.2Parasuraman,Zeithmal,andBerry(1988)의 서비스 품질 결정요인 연구

Gro"nroos(1984)의 연구 이후 PZB는 소비자에게 지각된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과 서비스 기업의 성과에 대한 소비자의 비교
결과로 파악하고 서비스 품질을 '소비자의 기대와 지각사이의 불일치의 방향과 정도'로
규정하고 서비스 품질을 불일치 패러다임을 통해 설명하였다.

<표 5>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10가지 구성차원

차원 정의

신뢰성 성과와 믿음의 일관성
대응성 직원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의욕과 준비성
능력 서비스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지식의 보유

접근용이성 서비스에 접근 가능성과 접촉 용이성
친절 고객 담당직원의 정중,존경,사려,친근감

의사소통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의사를 경청
신용도 서비스 제공자의 진실성과 정직,고객에게 최대의 이익제공 자세
안전성 위험,의혹으로부터 자유
고객이해 고객과 고객욕구를 이해하려는 노력
유형성 서비스의 유형적 증거

자료원 :Parasuraman,A.,ValarieA.Zeithmal,andLeonardL.Berry(1985),"A Conceptual
ModelofService 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Future Research,"

,49(Fall),p.47.

이 연구에서는 기대된 서비스와 실제 지각된 서비스 결과인 전체적 서비스 품질의
구조를 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인과 영향요인을 결합하여 측정하고자 포커스 집단을 구
성하고 12회의 면담을 거쳐 서비스 품질에 관한 97개의 항목을 선정하고 이 항목으로



부터 10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결정요인을 밝혀내어 1988년에는 22개 항목으로 도출된
5가지 차원의 SERVQUAL을 개발하였다.이러한 서비스품질 구성요소들은 다소 중복
적인 측면이 있어 명확하게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고객의
개인적 욕구나 서비스 업종에 따라서 구성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다를 수도 있
지만 이들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비스 품질을 결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
느 정도 인정할 만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품질을 ‘서비스의 우수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판단이나 태도’라고 정의
하였으며 지각된 품질은 ‘소비자의 지각과 기대사이의 차이와 정도’라고 말함으로써 지
각된 품질을 기대와 성과의 개념에 연결시켜 SERVQUAL모형을 개발하였다.이들은
1985년 미국의 소매은행,신용카드,증권 중개,그리고 제품의 수선 및 유지사업
(productrepairandmaintenancebusiness)의 서비스 형태가 다른 4개 서비스 회사들
을 대상으로 집단인터뷰(focusgroupinterview)를 실시하였다.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품질평가의 상대적 중요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품질을 인식
할 때 유사한 평가기준이 있음을 밝혀내고,서비스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해 냈다.그 기준은 신뢰성,대응성,능력,접근용이성,친절,의사소통,신
용도,안전성,고객이해,유형성의 10가지 차원 97개 항목의 결정요소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 4>에 있다.



<그림 2>갭에 의한 서비스 품질의 개념적 모형

자료원: ParasuramanA.,V.A.Zeithaml,L.L.Berry(1990),DeliveringServiceQuality,(N.Y,
TheFreePress),p.46.

여기서 제시된 10가지의 구성차원들은 개념상의 중복이 다소 있지만 서비스품질의
차원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Grönroos(1984)의 연구와는 달리 서비스품질의 차원을 구체
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그 후 2차에 걸쳐 자
료를 수집하고 정교화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그들은 10개의 차원을 중복되지 않고 신뢰
성과 타당성이 있는 5개의 차원,22개의 항목으로 다시 정리하였는데 5개 차원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SERVQUAL모형의 5가지 서비스품질 구성차원

차원 정의

유형성(tangibility) 물리적 설비,장비 그리고 종업원의 외모

신뢰성(reliability) 정확하고 믿을만하게 약속한 서비스를 수행할 능력

반응성(responsiveness)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도울 의도

확신성(assurance) 종업원의 지식과 예절,믿음과 신뢰성을 고취할 종업원의 자질

공감성(empathy)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배려,개인적인 주의정도

자료원 :Parasuram:A Multiple-Item ScaleforMeasuring CustomerPerceptionsofService
Quality,"JournalofRetailing.an,A.,ValarieA.Zeithmal,andLeonardL.Berry(1988,
"SERV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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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습지의 명성

일반적으로 명성은 기업의 사업상의 행위,윤리,표준에 관한 상대방의 평가정도를
의미한다(SmithandBarclay,1997).학습지의 명성은 기업의 명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즉 기업의 명성은 기업이미지,기업 신뢰성 등의 개념과 상호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PurohitandSrivastava(2001)는 유통경로에서 소매업자의 명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자 명성,소매업자의 명성,그리고 제품보증이 제품품질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제조업자 명성(manufacturerreput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업 및 브랜드의 명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명확하지 않지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의로는 Fombrun(1996)의 정의를 들 수 있는데 그는 기업명성을 다른 선도적 경쟁자
와 비교할 때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전반적인 소구(appeal)를 나타내는 기업
의 과거행동과 미래전망에 대한 지각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의 정의는 기업명성은 경쟁자가 있는 산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기업과 기업의 명성
은 회사와 이해관계자 간의 이성적이면서 감성적인 애착이며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즉 기업의 미래를 판단하는데 개인적인 경제
적,사회적,이기적,이타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하위로부터 만들어지며,모든 이해
관계자가 갖는 기업에 대한 다중적인 이미지를 조화시키는 스냅사진 같은 특징을 가지
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Ducan(2002)은 기업명성을 기업과 상표가 이해관계자의 입장
에서 갖게 되는 존경심으로서 기업의 핵심적인 가치와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Homes(2000)도 기업이미지가 기업의 제품에 대하여 믿는 것인데 비하여 명성



은 상표 외에 기업행동을 추가한 것으로 보고 있어 명성을 기업의 행동지향적인 측면
을 강조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기업의 명
성은 기업의 과거 지속적인 행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여러 속성들을 하나
로 묶어 지각하는 평가적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의
학습지의 명성은 학습지 기업이 이용 소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학습지의 신뢰가 구축
되도록 반복 시행한 결과에 대한 지각적으로 기업이 존경심을 갖고 있을 정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지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유창조 외(2005)의 연구에서는 광고를 브랜드 이름(명성이 높은 브랜드와 낮은 브랜
드)만 바꾸어 소비자에게 보여준 후 브랜드태도와 구매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브랜드 명성의 주효과와 브랜드 명성의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고객은
흔히 브랜드를 평가할 때 내재된 브랜드 명성을 인식하고 그에 근거하여 구매의사결정
을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Yoon,Guffy,andKiiewski,1993).이에 근거
하여 소비자는 학습지 평가 시 학습지의 명성을 내재적인 단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즉 학습지의 명성이 높을수록 학습지에 대한 평가가 더 호
의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2.학습지 방문교사의 선호도

일반적으로 선호도란 다른 학습지 방문교사가 학습지도를 하는 것과 비교해서 좋아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이는 하나의 학습지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싫어하는 학습지
방문교사와의 상대적 비교를 할 경우 좋아하는 학습지 방문교사가 좀 더 돋보이게 되
는 태도로,학습지 방문교사의 선호도를 소비자의 특정 학습지 방문교사에 대한 몰입
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Jacoby,1971).이 같은 선호도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브랜드



및 기업의 선호도에 관련 연구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Griffin(1995)은 선호도를 제품
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감성적 애착의 정도와 재구매의 정도로 파악하여 높은 수준의
애착과 재방문은 프리미엄 선호도로 보았으며,경쟁자에 가기 쉬운 것을 관성적 선호
도로 구분하였다.Fornell(1996)등은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2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는
데 즉,재구매에 대한 가격의 허용(인상),재구매를 일으키는 가격의 허용(하락)등 3가
지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이명식과 전희정(1998)도 서비스 선호도를 소비자가 일관성
을 가지고 특정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한 행동적 반응과 현재 이용 중인 서비
스 제공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상미(2000)의 연구에서 브랜드 개성요인이 서비스 매장내의 여러 이미지 요인에 대
한 평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부분적인 경우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고객 애
호도를 형성하여 브랜드 선호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주장했다.브랜
드 선호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측정과 정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Bettmanetal.(1998)은 고객의 가치가 브랜드 선호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규
정하면서 그 밖에 지각된 공평심,서비스품질,고객만족 등도 간접적으로 브랜드선호도
정도에 영향을 미침을 주장했다.Oliver(1980)의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을 기존연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정의를 하고 이러한 고객만족이 브랜드 선호개념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브랜드 개념에 영향정도를 규명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습지 방문교사의 선호도
도 방문 교사에 대한 믿음과 몰입의 정도로서 경쟁 학습지의 방문교사와 비교한 상대
적 비교개념에서의 선호정도를 의미하며,이같은 학습지 방문교사의 선호도가 높을수
록 이용 학습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학습효과의 향상을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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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습지 이용에 대한 학습효과

학습지의 학습효과는 학습지를 이용함에 있어 초등학생의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학습능력의 향상은 학업의 성취도로 평가되며 이러한
학업성취도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향상됨을 보고하고 있다.Grabowski,Suciat,and
Pusch(1990)와 Zimmerman(1990)은 학습을 하는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부터 개
인의 성격,흥미,자기주도성과 같은 태도적 측면과 학습유형,자기효능감,선행지식과
같은 인지적 측면,그리고 학습환경의 특성에 기인한 정보기술 활용능력 등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 요인이 학습효과와 성과를 결정짓는데 관계됨을 알 수 있다.
유평준과 심숙영(2002)은 웹 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생의 관련 변인을 규명한 결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예
측요인은 학습내용 및 학습자원의 질적 향상 및 다양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정도로 나
타났다.본 연구에서도 학습지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학습지 이용의 주된 목적이 주
로 한글이나,독서,언어교육의 향상이나,창의력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또는 수학
이나 과학의 학습을 통해 학습능력이 향상되는데 초점을 두고 학습지를 이용하기 때문
에 학습효과는 긍정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학습지 이용을 통한 학습
효과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측면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자녀의 학습능
력이 향상되는 것을 학습효과라 할 수 있다.



2.학습지 이용에 대한 고객만족의 정의 및 개념

고객(customer)이라는 개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만,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고객은 기업의 가치제고에 기여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물론 일부기업에서는 고객을 실제로 제품 및 서비스
를 구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주,종업원,납품업체,지역사회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
가 있지만,일반적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
는 자를 의미한다.
고객만족의 개념은 결과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과정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객만족을 결과로 보는 입장은 소비경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산출물
로서 고객만족을 보는 견해를 말한다.이러한 정의로는 소비자가 지불한 대가에 대하
여 적절히 보상 되었는가 혹은 부적절하게 보상되었는가에 따라서 느끼는 소비자의 인
지적 상태 불일치한 기대와 관련한 감정이 고객의 소비경험과 이전의 느낌이 결부될
때 나타나는 종합적 심리상태 등이 있다(HowardandSheth,1979;Oliver,1981).이와
는 달리 만족의 평가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면,‘소비경험이 적어도 기대했던 만큼
좋았다고 평가되는 것,선택했던 대안이 선택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대안에 대한 신념
과 일치한다고 평가하는 것,제품을 소비한 후에 지각한 제품의 실제 성과와 이전의
기대 사이에 지각된 차이에 대한 고객의 평가적 반응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Engeland
Blackwell,1982;Hunt,1977;TseandWilton,1988).결국 만족이란 개념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 후 태도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구매대상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평
가라는 측면에서 태도와 구분되며,경험에 근거한 태도변화의 원인적인 지표로서 이해
되고 있다(WestbrookandOliver,1991).
ManoandOliver(1993)는 소비 경험 후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반응을 긍



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구분하여 10개 속성으로 파악하고 제품의 차원을 기능
적,효용적 성과와 심미적,쾌락적 성과로 구분하였다.이 연구에 따르면 심미적,쾌락
적 성과는 인지적 사고와 관련된다고 하였다.또한 효용의 차원으로 욕구와 가치의 속
성을,쾌락의 차원으로 흥미,긍정,희망의 속성을 선정하여 환기과정을 통하여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발생하면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러한 많은
만족에 관한 연구들서 나타나듯이 고객만족의 결정요인으로 기대와 제품이나 서비스
성과의 불일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늘날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에서는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 전략으로 휴게소를 방문한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객에 대한 서비스 상황에서 향
후 지속적 이용의도는 고객이 미래에도 서비스 제공자를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향후 지속적 이용의도는 동일한 종류의 브랜드나 동일한 종류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반복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경향을 평가함으로써
측정된다.
Fishbein(1980)이 이성적 행위이론(theoryofreasonedaction)과 소비자 행동 모델에
서 제시하였듯이 구매의도는 실제적인 구매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마케팅 연구에
실제 구매행동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재 구매 의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
업의 이윤이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고객유지 및 재 구매 행
동의 대용으로서 마케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DeSouza,
1992;Fornell,1992).Oliver(1986)의 연구에서도 고객만족이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
치고 계속하여 재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이와 같이 제품이
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불평행위를 한 불만족 고객보다 고객만족을 한 고객이 구매 후
에 재 이용의사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학습지의 지속적 이용 의도의 개념과 중요성

3.1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의 개념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는 일반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재구매 의도와 동
일한 맥으로 이해할 수 있다.향후 지속적 이용의도는 거래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
이 서비스를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향후 지속적 이용의도는
실제적인 재구매 행동 및 고객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최근 관계마케팅의 대두와
함께 기존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마
케팅 학자들이 1980년대가 기업계열화의 시대라면 1990년 이후는 고객계열화의 시대로
서 기업의 경쟁우위는 애호도(loyalty)가 높은 고객군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만큼,기존고객의 유지(retention)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로서 강조되고
있다(김상현․오상현,2002).
서비스 마케팅에 관한 기존연구들도 신규고객 창출보다 기존고객 관리가 더 효율적
이며 양적 성과지표인 시장점유율보다 질적 성과 지표인 고객애호도가 기업이익과 더
욱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Desouza,1992).예를 들어 미국고객서비스협
회(AmericanCustomerServiceAssociation)자료에 의하면 신규고객 획득은 기조고객
유지보다 비용이 5배 이상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미국 보험회사인 MBNA사 사
례에서도 고객 유지율이 4% 향상되면 1계약당 비용이 18% 저하되고 수익은 5년간
60%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현․오상현,2002).금융업,보험업,출판업,소매
업 등 12개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한 ReicheldandSasser(1990)의 연구도 서비스업에
서 고객 이탈율을 5% 줄이면 이익은 25%에서 85%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치열한 경쟁상황 하에 있은 서비스 산업에서는 더욱 신규고객 창출보다 기존고객의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객유지 및 향후 지속적 의도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들은 고객
유지 및 향후 지속적 의도에 대한 연구보다는 고객만족이 향후 지속적 의도를 유도한
다는 가정 하에 고객만족에 초점을 두고 고객만족과 서비스 품질간의 관계에 치중하여
온 감이 있다.

3.2향후 지속적 의도와 선행변수들과의 관계

고객만족과 향후 지속적 의도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Cronin
andTaylor(1992)는 패스트푸드점,해충방제업,은행,세탁업을 대상으로 만족과 재구매
의도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변수들 간에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냈다.또한 LabarberanandMazursky(1983)는 과거의 구매의도가 현재의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후속적인 반복구매행동과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연
구를 하였다.이들의 연구결과 과거의 구매의도는 미래의 반복 구매 행동에 대하여 적
응수준으로서 역할을 하며,소비경험으로부터 결정된 만족/불만족은 반복구매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그리고 Oliver,Oliver,andMacMillan(1992)도 만족과
반복구매행동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이들의 관계가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밝
히고 있으며,이들 관계는 단순한 선형 관계가 아닌 비선형 관계임을 주장하였다.즉,
만족이 상위의 일정수준을 넘으면 반복구매 행동이 증가하며,만족이 하위 일정수준
사이에 있으면 만족은 반복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Oliveretal.,
1992).만족과 향후 지속적 의도의 강도(strength)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 이견이 있으
나 만족이 향후 지속적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만족이라는 매개 요인이 없어도 서비스 품질이나 서비스 가치가 재구매
의도 및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있다.이런 연
구들을 통해서 고객만족이 재구매의도의 중요한 요인이긴 하나 충분한 조건은 아니며
고객만족만으로는 재구매의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박정
은,이성호,채서일,1996;AndersonandSullivan,1993).Reichheld(1993)는 고객만족은
고객유지의 상위개념이 아님을 주장하였고,Sandviketal.(1997)은 여행 산업을 대상으
로 한 연구결과에서 만족은 재구매의도의 주요선행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Frederick,1993;Sandvik,Gronhaug,andFrank,1997).AndersonandSullivan(1993)
은 57개 제품 및 서비스 기업에 관해 2년 동안 22,000명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만족은 재구매의도(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항상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AndersonandSulliven,1993).즉,이런 연구들은 고객만족이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의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나 고객의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는 다른 영향 요인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서는 고객가치가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Crononetal.(1997)은 서비스 품질과 비용을 토대로 한 소비자 의사결정과정 모델에서
서비스 가치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Croninetal.,1997).또한 슈퍼마켓 고객들의 점포애호도의도(storeloyalty
intentions)를 연구한 Siroghi,McLaughlin,andWittink(1998)도 지각된 가치의 선행변
수로서 지각된 상대적 가격(perceivedrelativeprice)을 설정하였다(Niren,Edward,and
Dick,1998).



제제제 장장장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및및및 가가가설설설의의의 설설설정정정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연구모형은 본 연구
는 학습지의 서비스품질,학습지 명성,방문교사 선호도가 학습효과를 통해 특정 학습
지에 대한 이용 만족과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의 틀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3>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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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가가가설설설의의의 설설설정정정

1.서비스품질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H1)

LeeandUlgado(1997)은 소비자들이 서비스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서비
스품질이 주는 긍정적 효용과 그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희생한 비용의 부정적 효용
간의 trade-off를 이용한다고 주장하였다.이들은 서비스 가치는 “기대와 서비스성과에
대한 지각간의 차이(즉,서비스품질)”와 아울러 “비용과 시간요소”에 의해서도 추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는 소비자가 지각된 서비스품질과 비용/시간요소의 trade-off를
통해 서비스 가치를 지각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
고 있듯이 서비스품질은 탐색적 속성보다는 경험적 속성이 강하다(Lutz,1975).이는 제
품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동안 평가되는 경험적 속성(experienceattributes)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평가한다는 것이다.따라서 학습지에 대한 높은 서비스품질의 지각은 학
습효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학습지의 지원시스템,방문교사,학습지의
구성 등이 눈높이 교육으로서 초등학생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학습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학습지의 이용으로 집중력,응용력 또는 영어 및 언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이에 본 연구는 학습지의 서비스품
질이 높을수록 학습지를 통한 학습효과는 향상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학학학습습습지지지 이이이용용용에에에 있있있어어어 서서서비비비스스스품품품질질질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학학학습습습효효효과과과에에에 긍긍긍정정정적적적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1-1:학습지 이용에 있어 확신성품질이 높을수록 학습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2:학습지 이용에 있어 유형성품질이 높을수록 학습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3:학습지 이용에 있어 반응성품질이 높을수록 학습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4:학습지 이용에 있어 신뢰성품질이 높을수록 학습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학습지 명성 및 방문교사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H2-H3)

방문교사형 학습지의 형태는 주로 방문교사가 일주일동안의 회원의 학습상태를 점검
하기 위해 학부모가 채점해놓은 지난 주 교재를 확인하거나 또는 초등학생이 풀어놓은
교재를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중요개념들을 설명하고,학습이 끝난 후에는 학부모와의 진도 및 학습상태에 대해 상
담을 한다.이러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방문교사,학습지,학부모와의 사이에는 상
호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이용 학습지에 대한 높은 신뢰가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적으로 학습지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의견보다는 학부모의 의견
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학습지의 선택에 있어 학보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학부모들의 학습지 선택은 주로 주변 학부모들
의 추천이나 아이의 선호에 따라 결정이 이루지게 된다.따라서 학습지를 이용한 경험
이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추천이나 명성에 의존하여 학습지를 선택하게 된다.이로
써 학습지의 명성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지정도가 높기 때문
에 이러한 점은 학습지에 대한 신뢰도가 증대되어 학습효과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된다.또한 방문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기대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이는 방문교사가 자신의 자
녀를 지도하기 때문에 방문교사가 학습능력이 탁월하다거나 지도능력이 우월할수록 학
습효과가 향상된다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학학학습습습지지지 이이이용용용에에에 있있있어어어 학학학습습습지지지 명명명성성성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학학학습습습효효효과과과에에에 긍긍긍정정정적적적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학학학습습습지지지 이이이용용용에에에 있있있어어어 방방방문문문교교교사사사에에에 선선선호호호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학학학습습습효효효과과과에에에 긍긍긍정정정적적적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3.학습지에 대한 학습효과가 학습지 이용만족 및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H4-H6)

많은 학습지의 이용은 학교의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능력의 향상을 목적
으로 두고 있다.즉 학습지 이용에 대한 학습능력의 향상인 학습효과의 향상은 이용
학습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의도에도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이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만족의 결정변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Oliver(1980)의 기대－성과 불일치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듯이 소비자들
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성과에 대해서 사전기대를 갖게 되고,제품을 구매․사
용 후 실제성과를 지각하게 되는데,이 둘 간의 차이가 만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즉
고객만족은 상호작용의 경험으로서 고객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Crosbyetal.,
1990;LilijanderandStrandvik,1995).또한 Kasper(1988)는 TV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객만족과 반복구매행동이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LaBarbaraandMazusky(1983)도 과거의 구매의도가 어떻게 현재의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에서,고객만족은 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CroninandTaylor(1992)는 즉석식품업,해충방제업,은행,세탁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밝혔으며,이유재,김
주영,김재일(1996)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에서 고객만족이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지 이용에 있어 학습효과와 고객만족
은 향후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가가설설설 학학학습습습지지지에에에 이이이용용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학학학습습습효효효과과과가가가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학학학습습습지지지 이이이용용용만만만족족족에에에 긍긍긍정정정적적적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학학학습습습지지지에에에 이이이용용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학학학습습습효효효과과과가가가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향향향후후후 지지지속속속적적적 이이이용용용의의의도도도에에에 긍긍긍
정정정적적적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학학학습습습지지지에에에 이이이용용용만만만족족족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향향향후후후 지지지속속속적적적 이이이용용용의의의도도도에에에 긍긍긍정정정적적적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제제제 절절절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측측측정정정

본 연구는 학습지의 서비스품질,학습지의 명성,방문교사 선호도가 학습효과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후속하여 특정 학습지에 대한 전반적 만족과 향후 지속적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의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은 선행연
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대부
분의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



정하였다.

1)서비스품질

서비스 품질은 학습지 이용에 대한 서비스품질을 특정 하는데 적합한 선행연구자들
인 Bitner(1990)와 Parasuraman,Zeithaml,andBerry(1990)연구를 바탕으로 유형성,신
뢰성,반응성,확신성의 차원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먼저 유형성은 학습지 교사
의 외모 및 학습지의 지원시스템에 관한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신뢰성은 학습지의
전반적인 신뢰항목인 믿음의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또한 반응성차원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도우려는 정도의 항목으로서 방문교사가 학생을 자라 파악
하고 칭찬하는 정도,회사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정도의 항목 등으로 측정하였
다.

2)학습지 명성 및 방문교사 선호도

학습지의 명성은 SmithandBarclay(1997)의 연구척도를 사용하여 현재 이용 학습지
의 브랜드는 학부모들 사이에 매우 명성이 높은 정도,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정도,
광고의 호감정도,아이들이 현재의 이용 학습지의 광고를 보고 학습지를 하고 싶어 하
는 정도,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정도 등의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방문교사
의 선호도는 Jacoby(1971)의 연구척도를 사용하여 방문교사의 학습지도 능력에 대한 신
뢰도,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만족도,방문교사의 자질에 대한 만족도 등의 5개 항목으
로 측정하였다.



3)학습효과

학습효과는 학습지 이용을 통한 학습능력의 향상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구체적
항목으로는 학습지를 학습하면서 기대한 것보다 집중력이 높아진 정도,학습지를 학습
하면서 기대한 것보다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정도,표현력이 좋아진 정도,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 정도 등의 7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4)고객만족 및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

고객만족은 Andersonetal.,(1994)의 정의를 토대로 여러 번의 서비스의 거래 및 경
험에 근거한 전반적 평가로 정의하였다.구체적 항목으로는 학습지 선택의 만족정도,
이용하고 있는 학습지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의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
다.다음으로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습지를 앞으로도 계속 이
용할 의향정도와 학습지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정도의 2개 항목으로 측정하였
다.



제제제 장장장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제제제 절절절 자자자료료료의의의 수수수집집집 및및및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1.표본의 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소비자 개인이며,조사는 실제 학습지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기간은 약 4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응답자는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의 설명과 도움을 받아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에서 직접 회수하였다.총 223부를 배포하여 199부
를 현장에서 회수하였다.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7부를 제외한 192부를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2.표본의 특성

응답자의 연령의 분포는 25세 이하가 10명(5.2%)으로 나타났으며,26세-30세 이하가
37명(19.3%),31세-35세 이하 및 36세-40세 이하가 각각 47명(24.5%)으로 나타나 연령대
의 분포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또한 41세-45세 이하가 39명(20.3%)으로 나타
났으며,46세 이상도 12명(24.6%)으로 나타났다.자녀의 수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는 응답이 가장 많은 103명(53.6%)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1명이라는 응답도 60명
(31.3%)으로 나타났다.응답자들의 학력의 분포는 대졸이 가장 많은 119명(62.0%)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전문대졸이 43명(22.4%)으로 나타났다.



<표 7>표본의 연령 및 자녀수,학력의 분포

구분 반도(명) 구성비(%)

연령

25세 이하 10 5.2
26세-30세 이하 37 19.3
31세-35세 이하 47 24.5
36세-40세 이하 47 24.5
41세-45세 이하 39 20.3
46세-50세 이하 8 4.2
50세 이상 4 2.1

합계 192 100

자녀수

1명 60 31.3
2명 103 53.6
3명 20 10.4

4명 이상 9 4.7
합계 192 100

학력

고졸 13 6.8
전문대졸 43 22.4
대졸 119 62.0

대학원졸 17 8.9
합계 192 100

응답자들의 월 평균 총수입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61명(31.8%)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58명(30.2%)으로 나타났으며,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5명(18.2%)의 순으로 나타났다.월 평균 1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비는 20만원 이상-50만원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58명(30.2%)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120만원미만이 42명(21.9%)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50만원
이상-70만원미만이 26명(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및 교육비 지출비,직업의 분포

구분 반도(명) 구성비(%)

월평균
총 수입

100만원 미만 19 9.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8 30.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61 31.8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5 18.2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5 7.8

500만원 이상 4 2.1
합계 192 100

월평균
교육비
지출비

20만원 미만 6 3.1
20만원 이상-50만원미만 58 30.2
50만원 이상-70만원미만 38 19.8
70만원 이상-100만원미만 26 13.5
100만원 이상-120만원미만 42 21.9

120만원 이상 22 11.5
합계 192 100

직업

공무원 45 23.4
회사원 71 37.0
전문직 28 14.6
자영업 26 13.5

기타 22 11.5
합계 192 100

학습지 선택에 대한 정보획득의 원천에 대해서는 주변 친구 및 이웃,가족들을 통해



서가 가장 많은 68명(35.4%)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아이학교의 다른 학부모의 추천
을 통해서가 60명(31.3%)으로 나타났다.또한 친구아이가 하고 있어서가 26명(13.5%)으
로 나타났다.학습지에 대한 이용정도는 12개월 이상-15개월 이하가 가장 많은 66명
(34.4%)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7개월-12개월이 52명(27.1%),15개월 이상-20개월 이
하가 32명(16.7%)으로 나타났다.학습지 이용 개수는 주로 1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
이 가장 높은 75명(39.9%)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2개가 72명(38.3%),3개는 23명
(12.2%),4개는 14명(7.4%),5개는 4개(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학습지 이용에 대한 일반적 특성 1

구분 반도(명) 구성비(%)

학습지 선택에
대한

정보획득의
원천

주변친구 및 이웃,가족들을 통해서 68 35.4
아이학교의 다른 학부모의 추천을 통해서 60 31.3

아이가 현재 학습지를 원해서 13 6.8
친구아이가 하고 있어서 26 13.5

TV및 라디오,잡지광고를 보고 11 5.7
방문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14 7.3

합계 192 100

학습지
이용정도

6개월 이내 13 6.8
7개월-12개월 52 27.1

12개월 이상-15개월이하 66 34.4
15개월이상-20개월이하 32 16.7
20개월이상-21개월이상 29 15.1

합계 192 100

선호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창의력 향상교육을 선호가 가장 많은 60명(31.3%)으로 나타



났으며,다음으로 한글,독서,언어교육을 선호가 58명(30.2%),수학 및 과학교육을 선
호가 45명(23.4%),외국어(영어,중국어 등)교육을 선호가 22명(11.5%),예․체능교육을
선호가 7명(3.6%)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부모들의 학
습지를 통해 희망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의 창의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학습지 이용에 대한 일반적 특성 2

구분 반도(명) 구성비(%)

학습지 이용
개수

1개 75 39.9

2개 72 38.3

3개 23 12.2

4개 14 7.4

5개 4 2.1

합계 188 100

선호
교육내용

한글,독서,언어교육을 선호 58 30.2

창의력 향상교육을 선호 60 31.3

수학 및 과학교육을 선호 45 23.4

예․체능교육을 선호 7 3.6

외국어(영어,중국어 등)교육을 선호 22 11.5

합계 192 100



제제제 절절절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신신신뢰뢰뢰도도도 및및및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의 제시된 모형에서 사용된 구성개념들의 단일차원성과 전체적인 개념 타당
도(constructvalidity)를 검증하기 전에 각 구성개념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탐색적 요인분석은 연구대상의 저변에 존재하는 잠재요인을 찾아보거나 자료
를 요인으로 축소하여 살펴보는데 사용한다.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있
어서 요인추출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 수를 줄이기 위한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에는 직각회전
(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탐색적 요인분석 이후에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론변수의 다항목 척도간의 신뢰성을 Cronbach'sα 계수를 통해 검증
하였다.

1.서비스품질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학습지 이용에 있어 서비스품질에 관한 문항을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1>와
같다.아래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지 이용에 있어 서비스품질의 특성요인의 하
위차원으로 확신성,반응성,신뢰성,유형성요인으로 구성되었다.먼저 확신성은 방문지
도교사의 지식과 예절,자질 등의 항목으로서 학습시간의 준수,방문시간의 약속철저
이행,예절성,지도과목에 대한 충분한 실력을 갖춘 정도 등의 4개 항목으로 도출되었
다.다음으로 유형성차원은 방문교사의 외모 및 물리적 장비로서 학습지의 색상이나
디자인 구성,교구의 다양성,정보지나 팜플렛 등이 이해가 쉽게 만들어진 정도의 3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반응성차원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도우려는 정도
로서 방문교사가 지도학생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정도,칭찬을 잘 하는 정도,회사



에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정도 등의 3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신뢰성 차원은 학
습지 회사에 대한 신뢰성 항목인 단일항목으로 도출되었다.이들 변수들에 대한 전체
설명분산 비율은 74.0%로 나타났으며,각 요인에 대한 설명분산의 값은 확신성이
23.72%,반응성이 19.24%,신뢰성요인이 9.97%,유형성요인이 21.13%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항목인 신뢰성요인을 제외한 변수들에 대해 Cronbach'sα 계수를 통한 신
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확신성이 .835,반응성이 .785,유형성요인이 .785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준인 0.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품질변수는 신뢰도를 확보하였
다.

<표 11>학습지 서비스품질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구분 확신성
(α=.835)

유형성
(α=.785)

반응성
(α=.785)

신뢰성
-

서비스품질2
서비스품질3
서비스품질15
서비스품질14

000...888222111
000...888000444
000...777333555
000...666666555

-0.023
0.199
0.356
0.361

0.189
0.240
0.089
0.325

-0.157
0.018
0.053
0.155

서비스품질6
서비스품질7
서비스품질8

0.180
0.218
0.135

000...888222999
000...777888222
000...777444222

0.050
0.252
0.241

0.061
0.142
-0.260

서비스품질11
서비스품질10
서비스품질17

0.131
0.381
0.217

0.120
0.144
0.379

000...888888444
000...777999999
000...666000111

0.096
-0.131
0.108

서비스품질20 -0.013 0.002 0.059 000...999555777
고유근
분산비중

누적분산비중

2.610
23.724
23.724

2.325
21.133
44.857

2.117
19.242
64.099

1.097
9.974
74.073



2.학습지의 명성 및 방문교사의 선호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학습지의 명성 및 방문교사의 선호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표 12>
와 같이 나타났다.분석결과 학습지의 명성은 3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구체적으로
학습지의 광고의 호감정도,현재 이용학습지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은 정도,
현재 이용학습지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정도의 3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방문교사의 선호도는 방문교사의 학습지도 방법에 대해 만족한 정도,방문교사의 자
질에 만족한 정도,매우 높은 역량을 지닌 정도의 3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이들 학습
지명성과 방문교사의 선호도 변수에 대한 전체 설명분산 비율은 73.8%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에 대한 설명분산의 값은 학습지 명성이 35.99%,방문교사 선호도가 .834%로
나타났다.

<표 12>학습지의 명성 및 방문교사의 선호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구분 학습지 명성
(α=.801)

방문교사 선호도
(α=.834)

학습지 명성4
학습지 명성5
학습지 명성3

000...888555999
000...888111000
000...777666999

0.122
0.282
0.292

방문교사 선호도2
방문교사 선호도4
방문교사 선호도3

0.149
0.249
0.300

000...999000555
000...888111222
000...777888444

고유근
분산비중

누적분산비중

2.160
35.995
35.995

2.273
37.880
73.875

또한 변수들에 대해 Cronbach'sα 계수를 통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학습지



명성이 .801,방문교사 선호도가 .834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준인 0.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 모두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3.학습효과 및 고객만족,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
석

<표 13>학습효과 및 고객만족,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구분 학습효과
(α=.804)

고객만족
(α=.859)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
(α=.806)

학습효과3
학습효과2
학습효과5

000...888555888
000...777999777
000...777111333

0.256
0.222
0.236

0.056
0.135
0.396

고객만족3
고객만족1
고객만족2
고객만족4

0.317
0.191
0.372
0.188

000...777888333
000...777777888
000...777111111
000...666444777

0.217
0.316
0.284
0.465

지속적 이용의도1
지속적 이용의도2

0.164
0.192

0.302
0.371

000...888555222
000...777888777

고유근
분산비중

누적분산비중

2.255
25.056
25.056

2.543
28.260
53.618

1.967
21.860
75.176

학습효과 및 고객만족,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분석결과,학습효과는 3개항목인 학습지를 이용하면서
기대한 것보다 응용력이 높아진 정도,기대한 것보다 공부하는데 자신감 향상정도,집
중력이 향상된 정도 등의 항목으로 도출되었다.또한 고객만족은 4개 항목으로 도출되
었으며,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습지를 선택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 정



도,학습지가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선택의 만족정도,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정도의 항목으로 도출되었다.향후 지속적인 이용의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의향과 다른 사람에게 현재의 학습지를 추천할 의향의 2개 항목으로 도출
되었다.이들 학습효과,고객만족,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세 변수에 대한 전체 설명분
산 비율은 75.17%로 나타났으며,각 요인에 대한 설명분산의 값은 학습효과가 25.05%,
고객만족이 .859%,향후 지속적 이용의도가 .806%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에 대해 Cronbach'sα 계수를 통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학습효
과는 .804,고객만족은 .859,향후 지속적 이용의도는 .806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준인
0.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 모두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4.전체 변수간 상관관계

<표 14>는 전체 구성개념들의 상관관례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단일 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단위별 척도들에 대하여 서로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분석
결과,<표 14>와 같이 구성개념들 간에는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전체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성
개념 평균 표준

편차 확신성 유형성 반응성 신뢰성 학습지
명성

방문
교사
선호

학습
효과

고객
만족

지속
의도

확신성 3.835 .713 1
유형성 3.661 .737 .503 1
반응성 3.682 .711 .570 .481 1
신뢰성 3.510 .880 .658 .513 .567 1
학습지
명성 3.465 .777 .571 .593 .443 .506 1

방문교사
선호 3.660 .718 .574 .548 .378 .558 .518 1
학습
효과 3.627 .750 .430 .681 .353 .351 .552 .586 1
고객
만족 3.674 .703 .514 .549 .504 .543 .590 .700 .627 1
지속
의도 3.586 .767 .442 .512 .446 .509 .406 .673 .489 .716 1

*전체변수간 상관관계에서 **p<.01을 나타냄



제제제 절절절 가가가설설설의의의 검검검증증증

1.학습지의 서비스품질 및 학습지 명성,방문교사 선호도가 학습효과에 미
치는 영향(H1-H3)

학습지의 서비스품질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먼저 다중회귀분석 실시로 인한 요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각
변수별 분산확장인자(VIF:varianceinflationfactor)가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
가 된다고 판단하는데 모두 2.085이내 정도로 나타났으며,조건지수(conditionindex)도
최대치가 24.4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30이하로 나타났다.또한 분산비율(variance
proportion)도 최대치가 0.80으로 일반적인 기준 0.9이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Belsleyetal..1980;Mansfieldetal.,1982).분석결과 서비스품질
차원 중 확신성과 반응성은 학습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유형성 및 신뢰성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1과 가설
1-3은 지지되지 않았으나 가설 1-2와 1-4는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학습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학습지의 방문교사의 예절성,
학습시간의 준수와 학습지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학습효과가 향상됨을 나타
내고 있다.따라서 학습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방문교
사의 학습지도에 대한 학습시간의 준수,교사의 예절교육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습지의 명성과 방문교사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학습효과는 긍정적으로 형성됨
을 나타내 가설 2와 가설 3은 모두 지지되었다.이러한 결과는 학습지의 명성이 학습
지를 이용하는 부모 사이에서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을수록 학습효과가 더욱 향



상되며,또한 방문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학습효과가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어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지회사에서는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광고 및 판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
다.아울러 방문교사의 학습지도 능력,자질,눈높이 교육에 대한 역량이 높을수록 학
습효과가 긍정적으로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어 방문교사의 자질향상 및 지도역량을 높
일 수 있도록 중점적 지도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5>학습지의 서비스품질 및 학습지명성,방문교사 선호도가
학습효과에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학습효과
VIF

표준화된β값 t값

확신성 .046 .650n/s 2.085

유형성 .461 6.862*** 1.881

반응성 .026 .418n/s 1.612

신뢰성 .111 2.250* 1.021

학습지 명성 .185 2.747** 1.887

방문교사 선호도 .263 4.022*** 1.791

R2
Adj.R2

.557

.542
**:p<.01,***:p<.001



3.학습지 이용에 대한 학습효과가 고객만족 및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H4-H6)

학습지 효과 및 고객만족이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 결과 <표 16>과 같이 나타났다.분석결과 학습효과는 고객만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지지되었다.반면에 학습효과는 향후 지속적 이
용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지지되지 않았다.그
러나 고객만족은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
은 지지되었다.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과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
로 학습효과가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나 직접적인 향후 지속적 이
용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만족의 선행이 되지 않고는 지속적
인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학습효과는 고객만족을 통해서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 학습지에 대한 이용의도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학습효과를 통한 고객만족이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6>학습지 효과 및 고객만족이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객만족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
표준화된β값 t값 표준화된β값 t값

학습효과 .627 11.108*** .065 .996n/s

고객만족 - - .675 10.387***

R2
Adj.R2

.394

.391
.515
.510

**:p<.01



제제제 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

본 연구는 학습지의 서비스품질,학습지 명성,방문교사 선호도가 학습효과를 통해
특정 학습지에 대한 이용 만족과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하였다.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학습지 이용에 있어 서비스품질 차원 중 확신성과 반응성은 학습효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유형성 및 신뢰성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학습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학습효과를 향상시
키는 것은 학습지의 방문교사의 예절성,학습시간의 준수와 학습지 회사에 대한 신뢰
도가 높을수록 학습효과가 향상됨을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학습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방문교사의 학습지도에 대한 학습시간의 준수,교사
의 예절교육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학습지의 명성과 방문교사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학습효과는 긍정적으로 형성

됨을 나타나 학습지의 명성이 학습지를 이용하는 부모 사이에서나 아이들 사이에서 인
기가 높을수록 학습효과가 더욱 향상되며,또한 방문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학습효과가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어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지회사에서
는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광고 및 판촉 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학습효과는 고객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효과는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객만



족은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과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학습효과가 높을수록 고객만
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나 직접적인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만족의 선행이 되지 않고는 지속적인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나
타내고 있다.따라서 학습효과는 고객만족을 통해서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 학습지에 대한 이용의도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학
습효과를 통한 고객만족이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시시시사사사점점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습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비스품질 차원 중에

서도 유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학습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
지를 제공하는 업체측면에서는 이에 대한 강화가 더욱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특히
유형성은 신뢰성보다는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
타 학습지와 비교될 정도의 유형성측면인 방문교사의 외모나 학습지의 지원시스템 등
을 강화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학습의 효과는 학습지의 명성과 방문교사의 선호도에 의해 향상됨을 나타내고

있어 학습지를 운영하는 업체측면에서는 전반적인 방문교사의 자질과 학습지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아울러 학습지
의 광고 등을 통한 차별화전략으로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학습지에 대한 명성을 통해 신뢰도를 증대시킴에 따라 학



습효과가 증대됨을 시사하고 있다.따라서 학습지의 브랜드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학습효과뿐만 아니라 고객만족까지도 증대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학습효과는 고객만족을 매개하여 향후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효과를 높게 인지할지라도 고객만족을 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이
용의도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따라서 서비스측면에서의 강화가 병행되어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점점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며,향후 연구의 방향이 도출된다.
첫째,본 연구는 학습지의 학습효과 및 고객만족의 선행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그
러나 조사의 대상이 실제 학습지를 이용하는 고객인 초등학생들이 아닌 학부모를 대상
으로 하여 실질적인 학습지 이용에 대한 학습효과의 측정이 이용대상이 다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학생
과 학부모 양쪽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본 연구는 학습효과의 선행연구로 단순하게 방문교사의 선호도 및 학습지의

명성만을 도입하여 학습효과의 선행요인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수의 도입을 통해 학문적 기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예를 들어,학습지에 대
한 특성변수나 학습지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개인변수들인 공부시간이나 학습지 이용정
도 등을 도입한다면 좀 더 세부적인 연구결과를 통한 학습지이용에 대한 학문적 기여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본 연구는 학습지의 서비스품질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기존 연구와 같이 5가지



차원화하지 않고 학습지의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4가지차원만을 도입하여 연구하
였다.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5개 차원이 아닌 CroninandTaylor(1992)의 연구와 같
이 상호작용품질,결과품질,물리적환경품질의 3가지 차원으로 차원화한 학습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학습지관련 서비스품질 연구에 더욱 세부적 연구결과
를 뒷받침하는 학문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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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아래 항목은 서서서비비비스스스 경경경험험험에 대한 항목들입니다.귀하께서 학습지를 이용하면서 평소 느끼
는 대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을 잘 읽으시고 귀하께서 느끼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번호항목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습지를 어디에서 정보를 획득하여 이용하게 되었습니
까?( )
① 주변 친구 및 이웃,가족들을 통해서 ② 아이학교의 다른 학부모의 추천을 통해서
③ 아이가 현재 학습지를 원해서 ④ 친구아이가 하고 있어서
⑤ tv및 라디오,잡지광고를 보고 ⑥ 방문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⑦ 기타

2.귀하의 자녀는 현재의 학습지를 이용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① 6개월이내 ② 7개월-12개월 ③ 12개월-15개월
④ 16개월-20개월 ⑤ 21개월 이상

3.귀하의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 방문 교육프로그램은 몇 개입니까? 개

4.귀하가 학습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선호하는 교육내용은?( )

① 한글,독서,언어교육을 선호 ② 창의력 향상교육을 선호
③ 수학 및 과학교육을 선호 ④ 예․체능교육을 선호
⑤ 외국어(영어,중국어 등)교육을 선호

서서서비비비스스스 경경경험험험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교사가 너무 자주 교체된다. ① ② ③ ④ ⑤
2.교사가 정해진 학습시간을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3.지도교사가 약속한 방문시간을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4.교재는 틀린 데가 없이 정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5.지도교사의 용모와 복장이 단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6.교재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흥미를 끌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서서서비비비스스스 경경경험험험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7.부교재나 교구가 다양하고 흥미를 끌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8.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정보지나 팜플렛 등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9.교사 교체나 2주분 수업을 해야 할 때 사전에 알려주고 양해
를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0.교사가 회원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교사가 회원에게 칭찬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2.교사가 상담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교사가 회원을 효과적으로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4.교사가 예절 바르다. ① ② ③ ④ ⑤
15.교사가 지도과목에 대한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교재가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회사에 불만을 말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중단절차가 불편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9.교사가 회원과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이용하고 있는 학습지 회사가 믿을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Ⅱ.아래 항목은 학학학습습습지지지 인인인지지지도도도에 대한 항목들입니다.귀하께서 학습지를 이용하면서 평소 느
끼는 대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을 잘 읽으시고 귀하께서 느끼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번호항목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학학습습습지지지 명명명성성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현재 이용 학습지의 브랜드는 학부모들 사이에 매우 명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Ⅲ.아래 항목은 방방방문문문교교교사사사의의의 선선선호호호도도도에 대한 항목들입니다.귀하께서 학습지를 이용하면서
평소 느끼는 대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을 잘 읽으시고 귀하께서 느끼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번호항목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학학습습습지지지 명명명성성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2.현재 이용 학습지는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학습지이
다. ① ② ③ ④ ⑤

3.현재 이용 학습지의 광고는 매우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4.아이들이 현재의 이용 학습지의 광고를 보고 학습지를
하고 싶어했다.

① ② ③ ④ ⑤

5.현재 이용 학습지는 아이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
다

① ② ③ ④ ⑤

방방방문문문교교교사사사의의의 선선선호호호도도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방문교사의 학습지도 능력에 대해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2.방문교사의 학습지도 방법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방문교사의 자질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방문교사는 아이의 눈높이 교육에 매우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아이를 자도하고 있는 방문교사를 매우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아래 항목은 학학학습습습효효효과과과에 대한 항목들입니다.귀하께서 학습지를 이용하면서 평소 느끼는
대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을 잘 읽으시고 귀하께서 느끼는 바를 가장 잘 나타
내주는 번호항목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학학습습습효효효과과과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학습지를 학습하면서 기대한 것 보다 표현력이 높아졌
다. ① ② ③ ④ ⑤

2.학습지를 학습하면서 기대한 것 보다 응용력이 높아졌
다. ① ② ③ ④ ⑤

3.학습지를 학습하면서 기대한 것 보다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학습지를 학습하면서 기대한 것 보다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학습지를 학습하면서 기대한 것 보다 집중력이 좋아졌
다. ① ② ③ ④ ⑤

6.학습지를 학습하면서 기대한 것 보다 학교 공부에 많
은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학습지를 학습하면서 기대한 것 보다 계산력이 좋아졌
다. ① ② ③ ④ ⑤

Ⅴ.아래 항목은 귀하의 학학학습습습지지지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 대한 항목들입니다.귀하께서 학습지를 이용하면서
평소 느끼는 대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을 잘 읽으시고 귀하께서 느끼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번호항목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학학습습습지지지 만만만족족족도도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지금 하고 있는 학습지를 선택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① ② ③ ④ ⑤

2.지금 하고 있는 학습지는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현재 학습지 선택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4.이용하고 있는 학습지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습지를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습지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Ⅵ.다음 항목은 개개개인인인특특특성성성에 관한 항목입니다.내용을 잘 읽으시고 귀하가 해당되는 문항에 체
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연령은?

① 25세 이하 ② 26～30세 이하 ③ 31～35세 이하
④ 36～40세 이하 ⑤ 41～45세 이하 ⑥ 46～50세 이하
⑦ 50세 이상

2)귀하의 자녀수는?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3)귀하의 최종 학력(재학도 포함)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4)귀댁의 월 평균 총소득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5)자녀 1명당 월 평균 교육비 지출은?
① 20만원 미만 ②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③ 50만원이상-70만원 미만
④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⑤ 100만원이상-120만원 미만 ⑥ 120만원 이상

6)귀하의 직업은?
① 공무원 ② 회사원 ③ 전문직 ④ 자영업 ⑤ 기타

7)귀댁의 주거형태는?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연립주택 ④ 기타

☞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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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한글 :학습지 이용에 있어 학습효과 및 고객만족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영문 :AStudyonDeterminantsoftheEffectof
StudyAidsandCustomerSatisfac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기억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
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
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동의(○ )조건부 동의( )반대( )

2007년 12월

저작자:조 규 희 (인)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총총총장장장 귀귀귀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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