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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교육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존

재하는 보편적 교육시스템 중 하나이

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사회적 이슈

가 되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사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

는 이유는 지나친 사교육의존으로 인

한 공교육 무력화, 학력과 부(富)의

세습, 사교육비용 및 학군관련 주거비

용 부담증가로 인한 가계가처분소득

감소 등의 여러 문제를 유발하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EBS수능강의나

강남구청 인강 등의 이러닝활용이다.

이러닝은 웹기반환경과 모바일환경

을 활용하는 교육방식으로 시공간적

제약 해소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저

렴한 교육비용으로 고품질 교육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수준별 대량고객의 확보

가 가능하므로, 수강자들의 필요와 수

준에 맞는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최근 들어 이러닝의 시장규모와 교

육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데, 이는

EBS 강좌의 수능출제 비중확대 정책

과 이러닝 교육품질 강화, 합리적인

교육소비 경향 증대, 세계 최고 수준

의 인터넷환경 구축(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닝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육

산업의 일종이므로 교육학이나 정보

기술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닝교육과정 평가나 시스템

측면, 인터페이스와 수용의도 등에 대

한 연구(안상희 등 2004, Ong & Lai

2006, Chang & Tung 2008)가 그것

이다.

그런데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초기

연구의 주요 관심분야였던 정보기술

및 하드웨어에 의한 이러닝업체간 차

별성은 거의 없어 졌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실제로 이러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 업체간 교

육콘텐츠 품질, 접근 속도나 인터페이

스 구조 등에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

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 이러닝 업체

간 차별원천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닝업체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마케팅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닝 구매는 이러닝상품에 대한

평가와 사용, 그리고 사용후 평가가

제반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교환과정으

로서의 특성을 갖지만, 이러닝을 마케

팅맥락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러닝사용자와 구매자가 다른 상황

에서의 의사결정문제이다. 김영찬과

이두희(2002)는 오프라인에 비해 인터

넷환경에서는 사용자와 구매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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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독립적 경

제활동이 불가능한 중고등 교과관련

이러닝은 학습자(사용자)와 구매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용자와 구매자

의 서비스품질평가과정이 다르면 효

과적 마케팅전략수립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마케팅적 관점에서 수강

자의 수강의도와 관련된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닝산업에서의 사용자와

구매자 이러닝강좌 선택행동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해 이러닝강좌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러

닝 수강경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

집한 다음 제 변수간 인과관계와 집

단간 차이를 규명할 것이다.

Ⅱ. 문헌연구와 가설설정

1. 이러닝산업

전자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닝

산업은 솔루션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서비스사업자로 구성된다(정보통신산

업진흥원 2012). 이러닝 서비스사업은

유무선 인터넷 및 전파(위성)방송 등

을 통해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

는 것을 의미하며, 솔루션사업은 교육

정보화 하드웨어 사업, 교육용 소프트

웨어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콘텐츠 사업은 전자기술 기반 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 컨설팅 등

을 포함한다. 이러닝은 웹기반형 수업

이 대부분이다. 웹기반 수업은 멀티미

디어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온라인 검색기능활용,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학습, 비용 및

시간의 절약이라는 장점이 있다

한국정보산업진흥원에 의하면 2012

년 현재 이러닝산업규모는 2조 7천억

에 이르며, 관련기업은 1,614개에 이

른다. 중등교과과정과 관련된 이러닝

시장은 EBS(교육방송)의 수능강의

시작과 함께 규모가 커지지 시작하였

다. 최근들어 EBS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형이러닝업체가 오프라인 스타강사

영입, 고객관계관리시스템 도입 등의

공격적 마케팅을 구사하면서 시장규

모 확대는 물론 경쟁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2. 이러닝 수강의도와 선행

  요인 관계

이러닝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

는 교육학이나 정보기술분야에서 이

루어져왔다. 초기연구는 주로 학습성

취도를 결과변수로 적용하였는데, 통

신인프라나 이러닝시스템 등의 하드

웨어적 특성이나 콘텐츠나 메뉴구성

과 같은 시스템적 요인(안상희 등

2004, Ong & Lai 2006, Ch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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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 2008)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스

템요인의 차별화가 줄어들면서 상호

작용성, 콘텐츠품질, 인지된 유용성

등에 관한 연구(Ong & Lai 2006,

Chang & Tung 2008)와 학습자율성,

학습동기, 전문성, 오락성(김인재 외

2009, 정화민과 조원길2011) 등의 사

용자 특성이나 시스템의 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사용자 선택행동이나 평

가과정과 같은 마케팅관점에서의 연

구는 여전히 부족한데, 본 연구가 주

목하고 있는 변수는 다음의 네 가지

이다.

첫째, 상호작용성 변수이다. 이러닝

에서의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은 강

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설명, 학업성

취도에 대한 평가, 동기유발, 학습과

정 지원 등을 포함한다. 상호작용 없

는 이러닝학습자는 고립감으로 고통

받기 쉽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학습효

과의 핵심적 선행변수이며(Hay 등

2004, 김규동 등 2012) 학습효과나 동

기부여, 만족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Ho & Kuo 2010).

둘째, 콘텐츠품질 변수이다. 중고학

습자는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분명

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닝학습에 참여

한다. 학습성취도는 이러닝강좌가 제

공하는 학습내용의 질과 양, 학습자료

등과의 상호작용 결과이므로 이러닝

강좌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과 질

이 상당히 중요하다. 일반적인 서비스

맥락과 마찬가지로 이러닝 콘텐츠 품

질은 만족과 수용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훈(2011)은

모바일인터넷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

정보품질이 소비자 만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이러닝과 관

련된 Lee(2010)의 연구와 SNS의 확

산에 관한 이지원 등(2011)의 연구 등

에서 콘텐츠품질과 사용자 수용의도

와의 긍정적 관계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사이버강좌의 인지된 유용성

역시 수강만족도나 수강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시스템

의 수용과 확산에 관한 기술수용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에 의하면 특정 시스템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은 해당시스템에 대한

태도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Davis et. al. 1989). 인지된 유용성과

만족 혹은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로는

Ong & Lai(2006)의 연구, Lee(2010)

의 연구, 신현식(2010)의 연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명성 변수이다.

이러닝을 포함한 강의서비스는 강좌

특성이 뚜렷하고, 사용후 평가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긴 특성을 가진다. 즉

강좌가 끝나는 시점에서야 최종평가

가 가능하므로 구매시점에서는 이러

닝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어려

울 수밖에 없다. 상품에 대한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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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는 평판이

나 명성 등의 외재적 단서에 의존하

는 경향이 높아진다.

브랜드명성은 소비자의 브랜드 평

가와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대상제품에 대

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상품

품질을 진단하는 강력한 외재적 단서

로 작용하게 된다(Maheswaran,

Mackie, & Chaiken 1992). 또한 브랜

드명성은 브랜드명과 결합하여 제품

의 지각된 품질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주요요인이 된다(Veloutsou and

Moutinho 2009). 따라서 이러닝브랜

드 명성은 이러닝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수강의도이

다. 최초구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

구매의사결정은 상품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함께 사용후 경험이나 만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닝은 수강

여부와 강좌선택에 대한 사용자의 자

기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프라

인 상품의 선택행동과 유사한 의사결

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정 강좌에 대한 학생의 구매행동

역시 과거의 수강경험과 이러닝서비

스와의 관계적 교환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수강의도는 이러닝 강좌를 경

험한 후 그 강좌나 유사 서비스를

(다시) 구매하려는 행동의도를 말한

다. 특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이

이루어지면 재구매의도가 강해지고

그 결과 상표충성도도 강화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상표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줄어든다(Oliver 1993). 이와

같이 재구매의도는 마케팅의 최종목

적지이자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가설 1 :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성은 수강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이러닝교육콘텐츠품질은

수강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이러닝강좌의 인지된 유용

성은 수강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브랜드 명성은 수강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이러닝 수강의도와 선행    

  요인의 관계에 대한 사용자-  

   구매자의 차이

상품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는

성능과 품질, 디자인과 같은 상품고유

의 특성과 사용감, 인지된 유용성에

대한 질적 속성, 그리고 가격-품질,

평판이나 명성과 같은 외재적 단서가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그런데 상

품의 구매와 소비와 관련하여 언제나

구매자와 소비자가 같은 것은 아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교과관련 이러닝

에 참여하는 사용자와 이러닝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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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로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닝의 경우 구매성과(학업성취)

에 대한 즉각적 확인이 쉽지 않고, 사

용감이나 유용성, 상호작용성 등에 대

한 질적 평가는 사용자와 비사용자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

닝상품의 사용자-구매자간 평가도 차

이가 날수 밖에 없다. 상호작용성이나

콘텐츠품질은 메뉴구성, 시스템, 반응

의 즉각성, 내용신뢰성, 내용정확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실지로 접해보지

않고는 정확하게 평가하기 힘든 특성

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닝 구

매자인 학부모는 사용자인 학습자보

다 강좌평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인지된 유용성은 학습능률이나 성

적향상과 같은 정량적 측면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자녀보다

학부모의 성적민감도가 큰 경우가 많

으므로 학습자에 비해 구매자의 평가

와 관심정도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중고교과 관련 이러닝상품의 특성상

사용자인 학습자와 구매자인 부모의

사용경험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경험은 정보의 부족으로 이어

지게 된다.

그런데 상품에 대한 직접적 평가가

어려운 소비자는 평판이나 명성 등의

외재적 단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지며(Maheswaran, Mackie, &

Chaiken 1992), 구매동기에 따라 추구

하는 혜택과 경험하는 감정이 달라지

게 된다(김상희 외 2011). 서용한

(2011) 역시 소비자가 브랜드를 명품

으로 인식할수록 품질지각이 높아진

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매자인 학부모

는 외재적 단서인 브랜드명성 등에

더 많이 의존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5 :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성이 수강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이러닝구매자(부모)집단보

다 이러닝사용자(학습자) 집

단이 더 클 것이다.

가설 6 : 콘텐츠품질이 수강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닝구매자

(부모)집단보다 이러닝사용자

(학습자) 집단이 더 클 것이

다.

가설 7 : 이러닝강좌의 인지된 유용

성이 수강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이러닝사용자(학습자)집단

보다 이러닝구매자(부모)집단

이 더 클 것이다.

가설 8 : 브랜드 명성이 수강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닝사용자

(학습자)집단보다 이러닝구매

자(부모)집단이 더 클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통해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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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이러닝서비스는

이러닝회사(사이트)가 제공하는 개별

강좌서비스를 포괄한다. 상호작용성은

이러닝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

습자와 강사, 학습자와 학습자 간 의

사소통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로 정

의되며(Tu, 2002), Hay et al.(2004)와

Teo et.al.(2004), 한금주(2010)의 연구

에서 다섯 문항을 연구의 목적에 맞

게 수정·사용하였다. 이러닝 콘텐츠품

질은 Alkhattabi et.al.(2010)이 제시한

정보품질요소 중 내재적 정보품질 요

인과 Lee(2010)의 콘텐츠품질 중 네

문항을 수정사용하였다.

인지된 유용성은 특정 기술을 사용

하는 사람이 해당 기술이 자신의 성

과를 향상시켜준다고 믿는 정도를 의

미한다. 측정은 Davis(1989)가 제안하

고 이를 수정한 Ong & Lai(2006)의

척도 중 네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러

닝사이트명성은 해당사이트에 대한

이해자집단의 전반적 평가로 오랜 시

간에 걸쳐 형성된 고객인지의 합이다.

Aaker(1996)의 브랜드명성 개념과 황

윤용(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네 문항을 활용하였다.

수강의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

공받았을 때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구매하려는 만족도의 한 형태

이다. 수강의도는 Taylor와 Baker(1994)

와 Ong & Lai(2010)이 사용하였던 항

목 중 세 문항을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구체적 표현은 다음 장의 <표 2>와

설명에 명기되어 있다.

2.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사용자와 구매자가 다른 이러닝집

단간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고등교과 관련 이러닝 수

강자와 부모를 선택하였다.

부산시소재 5개 고등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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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이러닝수강 경험자를 대상으로, 부

모용과 학생용으로 구분 제작된 자기

응답형 설문지를 2부씩 배포하여 수

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40여일 진행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수강한 이러닝 강좌를 상기시

킨 뒤,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사용자(학생용)와 구매자(학부모용)

각각 160부씩 320부의 설문지가 배포

되었으나 기입오류, 불성실 설문 등

7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46부의 설

문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지 점

검은 학생과 부모설문지를 교차점검

하였는데, 학생용 설문지와 부모용 설

문지의 응답패턴이 같거나, 서체가 같

은 경우, 한쪽만 해온 설문지 등을 쌍

으로 제거하여 상대적으로 설문지 손

실률이 높았다.

수집된 표본특성은 <표 1>과 같다.

남녀학생에 비슷하게 설문을 배포하

였으나, 남학생의 불성실응답비율이

높았고 여성학부모의 응답비율이 압

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54.5%는

7회 이상 인터넷강의를 수강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분포

사용자
성별

남 45(36.6)
수강경험

3회미만 68(27.6%)

4-6회 44(17.9%)여 78(63.4%)
7회 이상 134(54.5%)

부모
성별

남 7 (5.7 %)

학년

고1 74 (30.1%)
여 116 (94.3%) 고2 102 (41.5%)

계 246 고3 70(28.4%)

<표 1> 표본의 특성

Ⅳ. 연구가설 검증

1. 변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내적일관성분석과 요인분석으로 척

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였

다.

인구통계변수를 제외한 20개의 변

수는 내적일관성 분석과 요인분석과

정에서 5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탈락

된 변수는 상호작용요인에서 “교수학

습자간 상호작용의 활발함”, “질문에

대한 교수자 피드백” 두 문항, 유용성

요인 중에서 “전반적 공부역량 향상”,

콘텐츠품질 요인 중 “강좌내용의 신

뢰성”, 사이트명성 요인 중 “평가가

좋은 사이트”의 총 다섯 문항이다. 내

적일관성과 타당성분석과정에서 정제

된 최종 문항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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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인지된
유용성

사이트
명성

콘텐츠
품질

재수강
의도

상호
작용성

교과성적향상 .838 .003 .079 .132 .023

강좌 유용성 .834 .122 -.078 .164 .089

학습 능력 향상 .777 -.029 .135 .123 .003

잘 알려져 있음 .050 .877 .012 .169 .013

명성이 높음 .075 .826 .055 .123 .015

좋은 평가 -.042 .797 .005 .078 .201

강의 내용의 명확성 .022 .090 .847 .125 .161

전반적 강좌품질 -.096 -.001 .840 .156 -.015

대주제와 내용의 일관성 .245 -.010 .778 .009 .048

추천의도 .144 .125 .084 .824 .147

이러닝 강좌 이용의도 .160 .082 .043 .817 .128

이러닝 수강 가능성 .147 .208 .198 .754 .094

학생질문 피드백정도 .010 .102 .096 .079 .832

이메일, 게시판 활용정도 -.104 .056 .043 .104 .815

개별맞춤형 정보제공 .315 .064 .046 .191 .718

고유치 3.985 2.042 1.904 1.589 1.171

누적분산 26.569 40.179 52.873 63.464 71.272

내적일관성(Cronbach'-) .787 .805 .783 .814 .739

<표 2> 구성개념의 요인분석 및 내적일관성분석 결과

2. 연구가설 검증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Amos 21

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강의도를 종속변수로 선행변수를

회귀모형에 투입한 결과 모든 요인이

유의확율 .01이하의 수준에서 적합되

었다. 이러닝의 인지된 유용성이 .282

의 회귀계수 값을 보여 수강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명성과 상호

작용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콘텐츠품질은 회귀되지 않았다<표

3>. 따라서 가설 1, 3, 4는 지지된 반

면,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베타)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공차 VIF

(상수) .275 .376 .733 .464

상호작용* .191 .054 .200 3.551 .000 .919 1.088

품질 .106 .051 .168 3.037 .165 .952 1.050

유용성* .282 .052 .298 5.389 .000 .951 1.051

명성* .233 .055 .234 4.229 .000 .949 1.053

수정 R2=.288, F=25.802, P=.000, Durbin-Watson=1.83, * <.05

<표 3> 이러닝수강의도와 선행요인의 관계



182 경영과 정보연구 제32권 제3호

가설 5∼8의 사용자(학습자)-구매

자간 차이 또는 조절효과 검증을 위

해 집단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표5>. <표 4>의 사용자(학습자)

집단에 관한 회귀모형은 유의확률 .01

에서 적합되었으며, 모형은 32.2%의

설명력을 가진다. 회귀모형에 의해 사

용자수강의도는 상호작용성, 인지된

유용성, 콘텐트 품질의 순서로 영향을

받지만, 사이트 명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학습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베타)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공차 VIF

(상수) .385 .505 .763 .447

상호작용* .318 .077 .323 4.155 .000 .920 1.088

품질* .174 .066 .203 2.622 .010 .924 1.083

유용성* .316 .077 .321 4.111 .000 .934 1.071

명성 .089 .077 .089 1.160 .248 .948 1.055

수정 R2=.322, F=15.455, P=.000, Durbin-Watson=1.799, * <.05,

<표 4> 사용자(학습자)의 이러닝수강의도와 선행요인의 관계

<표 5>의 구매자(학부모)집단 회귀

식도 .01수준에서 적합되었으며, 모형

은 30.6%의 설명력을 가진다. 회귀모

형에 의해 구매자 수강의도는 명성과

유용성에는 영향을 받지만, 상호작용

성과 콘텐트 품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자
(학부모)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베타)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공차 VIF

(상수) .056 .552 .101 .920
상호작용 .085 .075 .090 1.132 .260 .905 1.104
품질 .118 .078 .116 1.512 .133 .971 1.030
유용성* .292 .070 .316 4.148 .000 .961 1.041
명성* .363 .076 .368 4.750 .000 .949 1.053

수정 R2=.306, F=14.439, P=.000, Durbin-Watson=1.945, * <.05,

<표 5> 구매자(학부모)의 이러닝수강의도와 선행요인의 관계

<표 4>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설 5, 가설 6, 가설 8은 채

택된 반면, 가설 7은 기각되었다. 예

측과 달리 학습자집단에 더 큰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집단별 선형회귀계수의 통계적 동

질성 검증을 위해 Chow test를 실행

하였다(Dougherty 2007). Chow test

score = 2.65로 계산되었으며, 이 값

은 .05의 수준에서 유의하다(Pr>F).

따라서 이러닝수강의도와 선행요인간

관계에 있어 이러닝사용자-구매자 집

단별로 통계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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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설 내용 분석결과 결과

1 상호작용성 → 수강의도 (+ 관계) + 채택

2 콘텐츠품질 → 수강의도 (+ 관계) ns 기각

3 인지된 유용성 → 수강의도(+관계) + 채택

4 사이트명성 → 수강의도 (+관계) + 채택

5 상호작용성→수강의도 (사용자>구매자) 사용자 > 구매자 채택

6 콘텐츠품질→수강의도 (사용자>구매자) 사용자 > 구매자 채택

7 인지된 유용성→ 수강의도(사용자<구매자) 사용자 > 구매자 기각

8 사이트명성→수강의도 (사용자<구매자) 사용자 < 구매자 채택

<표 6> 연구가설 검증결과

V.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중고등학교 교과관련 이러닝강좌는

사용자(학습자)와 구매자(학부모)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닝업체

의 입장에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구

매자의 선택행동을 자극하기 위한 마

케팅노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

는 이러닝사용자와 구매자의 선택행

동과 그 영향요인이 서로 다를 것이

라는 가정을 실증하였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러닝 강

좌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 상호작용

성, 사이트 명성은 소비자의 수강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에 비해 콘텐츠품질은 회귀되지

않았다. 콘텐츠품질의 통계적 비회귀

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연구자는

콘텐츠품질 평준화 경향으로 이를 설

명하였다. 정보기술발전과 업체의 콘

텐츠발굴 노력이 더해지면서, 이러닝

콘텐츠품질이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

됨에 따른 추론이다. 물론 이러한 추

측은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므로 향

후 연구를 통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주된 관심영역이었던 사용

자-구매자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이

러닝사용자(학습자)의 재수강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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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과 인지된 유용성, 콘텐츠 품

질에 영향을 받았지만, 명성에는 영향

을 받지 않았다. 이에 비해 구매자(학

부모)는 명성과 인지된 유용성에 영

향을 받은 반면, 콘텐츠품질이나 상호

작용성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닝사용자는 성적향상이나 교수

자와의 상호작용, 콘텐츠품질과 같이

경험적 평가와 측정이 가능한 요인에

회귀된 반면, 구매자인 부모는 자녀의

성취도와 외재적 명성요인에 강하게

반응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러닝은 일반적 교육상품이 아니라

성적향상이라는 명백한 구매목적을

가지는 실용재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성이나 콘텐츠품질,

시스템접근성 개선과 같은, 이러닝업

체의 모든 활동은 기술적 향상과 인

터페이스의 물리적 개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되며, 수강자의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명백한 목표

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사용자인 학습자에 비해 구매

자인 학부모는 명성과 같은 외재적

단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므로, 외재

적 의사결정 단서를 개발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러닝 성공

사례의 개발과 제시 그리고 성과에

대한 구전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차별

적 수단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사용자는 수강과정과 결과에 대한

직접적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

로, 명성 등의 외재적 단서보다 상호

작용성과 인지된 유용성, 콘텐츠 품질

등의 실재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 즉

구매자인 부모에 비해 이러닝 상품의

실용성에 대한 요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개선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학과 정보통

신분야에서 사용되던 개념들을 선행

변수로 이용하여, 추가적인 변수와 척

도개발이 필요하다.

이러닝표본에 적합한 변수의 개발

도 필요하다. 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설

문문항을 수정적용하였으나 학생응답

자집단에서 흔히 발견되는 무성의나

동일패턴의 응답이 많았다. 보다 포괄

적이고 정교한 척도를 개발할 필요성

과, 심층면접 등의 질적 연구를 병행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편의를 위해 부산시내 5개

고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집단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제한된 표본은 결

과의 일반화를 방해하므로 더 많은

표본구성과 지역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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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yer-User differences in relationships among antecedents

and e-learning attending intention

Kim, Sang-Jo*

I guess that e-learning buying behaviors have some selection criteria

which are interactivity, contents quality, perceived usefulness, and corporate

reputation. And I propose that the effects of selection criteria on adaptation

intention are moderated by buyer-user status. To accomplish research

purpose, I conducted a field survey wit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n

both user-buyer and analysed the causal 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by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are these. In all of the customer, interactivity, perceived

usefulness, and corporate reput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re-attending

intention to another e-learning class. In case of users(students), interactivity,

contents quality, and perceived usefulness had positive effects, but

buyer(parents) showed both perceived usefulness and corporate reput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re-attending intention.

Key Words : e-learning service, corrporate reputation, re-attend intention,

Buyer-Use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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