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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학의 고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의 고활동이 외부고객보다는 내부고객인 재

학생들의 학 애호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학에 해 외부인들이 가질 것으로 기 하

는 이미지와 실제 재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 다. 연구 수행방법으로 

변수 정의와 연구모형의 설계를 통해서 설문조사와 분석을 진행하 다. 가설검증은 AMOS 7.0을 이용한 

공변량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실시하 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의 고활동에 한 만족도가 재학생

들이 인식하는 학교 이미지에 정  향을 미쳤으며 자신의 친지들이 인식하는 학교 이미지까지 정

일 것으로 기 하게 하고 최종 으로 학에 한 재학생들의 애호도를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 따라

서 학의 이미지 고활동이 재학생, 부모나 친지, 재학생의 연 집단까지 상을 확 할 필요가 있겠다.

■ 중심어 :∣광고 만족도∣지각 이미지∣기대 이미지∣학교 애호도∣

Abstract

Recently, university advertising was increasing with the educational circumstance changes. 

This study purposed to find out the effect of university ads satisfaction on enrolled students's 

university loyalty as an internal customer's loyalty not on existing external customer's  

perspectives. And we want to see more about the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image of the 

student and expected image of the student's relatives. Through the research model design and 

survey on students, we analysed proposed path hypotheses using the covarianc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method with AMOS7.0 tool. As research results, all the hypotheses are 

accepted. University ads satisfaction was influenced to the perceived image and expected image, 

and finally to the university loyalty of the student. So, it is need to expand the university 

advertising coverage to the internal customer of enrolled students and his rel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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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학교육 환경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학 입학

자원의 감,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 유명 학의 

국내 진입, 서울  수도권 학으로의 학자원 편  

등으로 격한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 로 어들고 있

다. 많은 학들이 고활동을 분주히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응해 가는 과정이며, 우수한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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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확보와 재학생 도 탈락율을 낮추는데 목 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의 고활동이 증가하고 있

는 시 에서 학의 고활동이 수험생, 학부모, 기업 

등 외부인들에게 미치는 향이 아니라 내부 고객인 재

학생들에게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학 

고활동에 한 반응변수 는 결과변수로 재학생들

의 학교 애호도를 상정하고 학의 고활동과의 향

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세부 으로는 학 고활동

이 재학생들의 학교 애호도에 미치는 향 경로를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성하는 4개의 경로가설에 

해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의 고

활동 이후 학교에 해 외부인들이 가질 것으로 기 하

는 학교 이미지와 실제 재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 이미

지가 학교 애호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 고 련 연구들 부분이 외부 고객인 학부

모, 학생의 반응에 을 둔 것과 달리 내부고객인 재

학생의 반응에 을 둠으로써 학 고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차별  연구목 이 있다. 

연구 수행을 한 방법으로는 변수 정의와 연구모형의 

설계를 통해서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진

행하 다. 해당 측정변수에 한 신뢰성 검증과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 으며, 연구모델에 한 분석  가설검

증은 AMOS 7.0을 이용한 공변량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실시하 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는 학 고활

동의 실행에 있어서 새로운 목표 청  도출과 고 목

표 설정에 한 필요성과 의의를 제시하고자 하 다.

Ⅱ. 문헌연구

학의 고활동과 련한 연구들은 크게 학의 입

학자원인 입시생 상의 입시 고와 학시장 변화에 

응하고자 하는 학이미지 고로 나뉘어 연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 대학입시 관련 광고
학의 신입생 유치를 한 입시 고  고 효과에 

한 연구들은 다양한 에서 진행되었다. 먼  이

화[1]는 학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응할 수 있는 

보홍보 방안의 수립과 수험생의 선택에 향을  수 

있는 이미지 제고 활동을 강조하 다. 김선화[2]의 연구

에서는 학 커뮤니 이션의 표  두 근방법인 

고와 퍼블리시티(언론기사)가 고교생의 태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퍼블리시티가 고보다 효과 이며, 

메시지 형태와 정보원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퍼

블리시티-총장, 퍼블리시티-재학생, 고-재학생, 고

-총장 순으로 정 이고, 퍼블리시티에 해서는 여학

생이, 고에 해서는 남학생이 보다 정 임을 보이

기도 하 다. 각종 언론에서도 학의 고홍보와 련

한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 으며, 특히 문화일보[3]

에서는 학들이 기업의 홍보방식을 배우는 등 극

인 홍보공세에 나서고 있으며, 기업의 홍보 문가를 스

카우트 하거나 핵심홍보사업을 문업체에 맡김으로써 

기존의 홍보 략에서 벗어나 극 인 홍보 활동에 나

서고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한 학마다 국제처 신

설, 해외홍보 담인력 구축, 해외박람회 참가, 외국유

학생 유치 등을 통한 로벌 홍보계획과 활동의 비 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 박병주[4]와 김주희[5]는 학 고가 고교생의 

학선택에 미치는 향에 해서, 남한석[6]은 학선

택 의사결정과정에서 학 고  홍보활동이 주는 효

과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김주희[5]의 연구는 수험

생들의 학 선택기 이 미래 망과 차별화된 학이

미지에 따르는 경향이 증가함을 고려해, 이에 응 할 

수 있는 홍보 략이 필요하며, 내 인 고나 홍보도 

요함을 지 한 바 있다. 장경혜[7] 역시 학이미지 

고가 학과 공 선택에 주는 정  향을 보고하

고 있다. 

고경순[8]은 학들이 마  커뮤니 이션 활동으

로 주로 사용하는 이미지 고, 유명모델 고,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 UI의 도입과 고 행사 활용 등을 제

시하고, 학의 이미지먼트와 학선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통합  근법을 제시한 바 있다. 조기문[9]의 

연구에서도 학 이미지 제고 요인을 살펴보고 학입

시의 홍보활동 개선방안으로 홍보 담기구 활성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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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기의 탄력  운 과 상시 홍보체계, 차별화된 홍보

수단으로 이미지 차별화와 진학교사 청간담회, 지역

사회 연계, 총동창회 네트워크 등 상별 홍보방법의 

모색 필요성 등을 강조하기도 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학의 

입시 련 고활동이 학 입학환경의 변화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입학생 주

의 입시 고 뿐 아니라 가족, 교직원, 동문 등 이해 계

자들 까지 그 상을 확 한 계기반 커뮤니 이션 활

동이 필요하며, 나아가 학의 이미지제고를 한 차별

 근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대학이미지 광고
학들이 차별화를 해 이미지 고를 보다 자주 선

택하여 사용하는 추세이며, 학의 이미지에 한 향

[10], 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향 연구[11]들과 더불

어 학이미지의 강화를 통해 학과 공의 선택에 

정  향을 높이려는 연구[7]들이 진행되어 왔다. 김

욱[12]의 연구에서는 학들이 학 이미지의 차별화를 

해 학 고에 투자하고 있으나 차별화와 특성화에 

있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 하 다. 나아가 박양우

[13]는 학의 홍보는 학이미지에 직  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보고하며, 학의 성과에 한 홍보를 통

해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 

학의 차별화를 한 고 연구들로는 이두원[14]이 

지방 학 에서 차별화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시

하 으며, 윤일기[15]는 사례연구를 통해서 학 고의 

차별화를 논하 다. 오만덕[16]의 연구에서는 학 고

의 크리에이티  에서 학들의 일간신문 고를 

분석하여 일방  메시지 달에 문제가 있음을 지 하

고, 보다 효용·편익형식과 증언·실증형식을 확 하고 

학슬로건을 독특하게 제시하고 반복 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 다. 

한편 손용우[17]는 학이미지 제고를 한 홍보매체

의 활용에 있어 학홈페이지, 캠퍼스투어 등이 정  

향을 미침을 보 다. 한 정보획득은 학홈페이지 

문의-입시 련사이트-선생님 는 주변인 문의- 학

홍보책자 이용- 학에 직  문의 순서로 활용됨을 확

인하 다. 이용학[18]의 연구에서는 학 수요자들의 

학 선택 시 고려요인들이 사회 진출성, 발 가능성, 

사회  인정, 특화성 등임을 보이고, 이에 한 학의 

효과 인 이미지 포지셔닝이 필요함을 제안하 다. 

학 홍보활동이 학이미지에 주는 요인들 에서는 교

수역량, 발 가능성, 언론활동 등의 향력은 유의하지

만 매체 고 요인은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보고

된바 있으며[19], 가장 효율 인 고매체로 인식하는 

온라인 경로보다 오히려 오 라인 경로 즉 주변인의 

향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20].

3. 고객애호도
고객애호도(충성도)와 련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를 통해 비용으로 고객충성도를 높이

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승 [21]의 연구

에서는 랜드 커뮤니티의 운 방식과 성공요인 연구

를 통해 랜드 커뮤니티 운 방식을 기방문→회원

유지→회원활용의 3단계 에서 조사하고 이를 바탕

으로 비즈니스 연계형, 이벤트형, 정보습득형, 친목도모

형의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고객충성도는 성장시장에서 신규고객의 확보를 시

하는 개념과 상 으로 성숙단계 시장에서 고객의 이

탈을 막는 유지를 심으로 수익성을 극 화하기 해 

비용 리를 시하는 개념에 닿아있다. 고객충성도는 

경험에 기반을 두어 교환 계를 지속하려는 태도로 

재의 서비스 제공자를 재이용하려는 의도를 포함한다. 

과거 제품을 구매한 구매이력보다는 미래 구매가능성

에 한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구매의도를 고객충성도

의 응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22][23], 일반 으로 재

구매 가능성과 고객추천 가능성의 합으로 고객충성도

를 정의한다. 

고객만족은 고객충성도와도 한 연  계를 가

지며, 구매 후 태도나 재구매 의도에 향을 다[24]. 

고객만족도가 높을 때 계속 거래를 유지하려 한다는 연

구결과를 볼 때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는 정의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미지가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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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호의 인 기업 이미지가 

고객의 반복구매에 향을 주며[25], 고객충성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26][27].

 

Ⅲ. 연구모형

본 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배경과 문헌연구의 결과에 

기 하여 학의 고활동에 한 재학생들의 만족도

가 지각된 이미지와 외부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

하는 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경로가설과 이들 각각

의 경로를 거쳐 학애호도에 이르는 경로가설을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같이 설정하 다. 연구모형의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학교 고활동에 한 만족은 외부인들이 가

지는 학교 이미지에 한 (재학생들의) 기

수 을 높일 것이다.

가설 2. 학교 고활동에 한 만족은 지각된 학교 이

미지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외부인들이 가지는 학교 이미지에 한 (재학

생들의) 기 수 은 학교 애호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지각된 학교 이미지는 학교 애호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Ⅳ. 연구방법

1. 조작적 정의 및 변수의 측정

고 만족도는 학의 고활동에 한 재학생들의 

반 인 만족정도로 정의하고, 측정변수는 고활동

에 한 반  만족도 외 경쟁 학 고 비 우수성, 

학 홈페이지 역할에 한 만족도 등 2가지 항목을 추

가하여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지각된 이미지

는 학에 해 재학생들이 실제 지각하는 이미지로 정

의하고, Keller[28]의 랜드 이미지 측정내용을 본 연

구에 맞게 수정한 학 이미지의 차별화 정도, 학 이

미지 연상 용이성, 이미지 만족 등 3 가지 항목을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기  이미지는 재학생들의 

친지들이 가질 것으로 재학생이 기 하는 학교에 한 

이미지로 정의하고, 측정은 친지들이 가진 학에 한 

이미지의 정 정도, 학 이미지가 학 선택에 미치

는 향 정도 등 2가지 항목을 5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 다. 학교 애호도는 학교에 한 행동 , 태도  몰

입으로 정의하고, Putrevu et. al.[29]이 사용한 랜드 

애호도 측정변수를 본 연구에 합하게 수정하여 학교

에 한 반  만족도, 재입학의향, 추천의향 등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 다. 

2. 자료수집 방법
가설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충남에 소재한 학 재학

생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 다. 

회수율을 높이기 해 조사 참여자  추첨을 통해 경품

을 지 하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 으며, 조사에 한 

응답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해 학의 온라인 설문조

사시스템을 활용하 다.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을 통

해 수집된 자료들  불성실 응답자들을 제외하고 최종

으로 252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 으며, 표본구성은 

남자 72.2%, 여자 27.8%, 학년별로는 1학년 16.3%, 2학

년 21%, 3학년 31%, 4학년 29.8%, 5학년 2%로 비교  

고르게 나타났다.

3. 측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
측정변수의 신뢰성 검증은 Cronbach Alpha 계수 검

증을 통해 실시하 다. 분석 결과 모든 측정항목의 

Cronbach Alpha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

들이 비교  신뢰할 만한 수 에서 측정되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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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30]. 타당성 검증은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실

시하 고, Cronbach Alpha 검증 결과와 함께 [표 1]에 

제시하 다. 체 모델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모델 합도 검증에서 χ2의 p-value가 0.05보다 작은 

계로 기 치에는 미달되지만, χ2값의 경우 표본의 크

기가 클수록 기 치를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이기 때문

에 상 으로 안정  지표로 알려진 GFI, NFI 지수 등

으로 모델 합도를 평가하 다. 모델 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GFI=0.909, AGFI=0.917, CFI=0.916, 

IFI=0.917, NFI=0.888, RMR=0.056 등으로 나타나 모델

의 합도 해석 기 [31]에 근거할 때 반 으로 만족

스러운 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 구성개념과 측정

변수간의 계를 나타내는 λ 재량도 모든 구성개념

과 측정항목 사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개념과 측정변수간의 계가 실제 자료와 잘 부

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모든 구성개념 측정항목

들의 수렴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구성개념간 

별타당성 검증에서도 구성개념간 상 계를 나타내

는 Φ계수의 신뢰구간(Φ±2SE)에 1.0이 포함되지 않아 

구성개념간 별타당성도 확인할 수 있다[32]. 별타

당성 검증결과는 [표 2]의 구성개념간 Φ 메트릭스에 제

시하 다.

표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 
개념

측정 변수
λ
재량

S.E
Cronba
ch
alpha

광고
만족

 ∙ 학교 홈페이지가 광고미디어
    로 적정 역할 
 ∙ 광고활동 만족도
 ∙ 경쟁대학보다 광고 잘함

0.817*

0.820*
0.753*

0.077
0.083

0.839

기대
이미지

 ∙ 주변 친지들의 우리학교에 
    대한 이미지
 ∙ 우리학교 이미지가 대학선택
    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정도

0.658*

0.487* 0.185
-

지각
이미지

 ∙ 학교 이미지 만족도
 ∙ 학교 이미지의 차별화 정도
 ∙ 학교 이미지의 연상 용이성

0.661*
0.651*
0.760*

0.126
0.125

0.718

학교
애호도

 ∙ 학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주변에 우리학교 추천의향
 ∙ 우리학교 재입학 의향

0.812*
0.816*
0.816*

0.081
0.101

0.851

* p<0.01  
χ2=134.636(df=38, p=0.000), GFI=0.909, AGFI=0.917, NFI=0.888, 
IFI=0.917, CFI=0.916, RMR=0.056

표 2. 구성개념간 Φ 메트릭스
기  
이미지

지각
이미지

학교 애호도

광고만족 0.589
(0.040)

0.803
(0.061)

0.299
(0.042)

기대
이미지

0.769
(0.044)

0.417
(0.034)

지각
이미지

0.489
(0.046)

(    ):SE

4. 가설검증 결과
연구모델에 한 분석  가설검증은 AMOS 7.0을 

이용한 공변량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그림 2]와 [표 3]에 제시하 다. 먼  실증

모델에 한 모델 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이 χ
2=147.034(df=40, p=0.000)로 비록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모델의 다른 주요 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GFI=0.916, AGFI=0.861, CFI=0.907, IFI=0.908, 

NFI=0.878, RMR=0.076 등으로 비교  양호하게 나타

나 체 연구모형의 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4개 경로가설(가설 1-

가설 4)에 한 검증에서는 [표 3]과 같이 4개 가설 모

두 채택할 수 있었다. 각각의 가설검증 결과들을 살펴

보면 먼  가설 1의 검증결과 학교 고에 한 만족수

이 높을수록 외부인들이 학교에 해 정  이미지

를 가질 것으로 기 하는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설 2는 학교 고에 한 만족수 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학교 이미지도 정 으로 높아질 것을 상

한 가설로 검증결과 가설에서 상한 로 정 으로 

유의한 향 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의 검

증에서는 외부인들이 학교에 해 정  이미지를 가

질 것으로 기 하는 정도가 클수록 학교에 한 애호도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끝으로 가설 4의 검증에

서는 지각하는 학교 이미지가 정 일수록 학교에 

한 애호도 역시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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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    )는 t-value
χ2=147.034(df=40, p=0.000), GFI=0.916, AGFI=0.861, CFI=0.907, 
IFI=0.908, NFI=0.878, RMR=0.076 

그림 2. 실증모형 분석결과

표 3. 가설검증 결과 종합

경  로
경로
계수
(표 화)

SE t-value 결 과

H1 광고만족
→ 기대이미지 0.586 0.063 6.63** 채택

H2 광고만족
→ 지각 이미지 0.732 0.078 7.08** 채택

H3 기대 이미지
→ 학교 애호도 0.193 0.136 1.83* 채택

H4 지각 이미지
→ 학교 애호도 0.330 0.114 3.52** 채택

** p < 0.05,  * p < 0.1

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해석
본 연구의 목 은 학의 고활동이 재학생들의 학

교 애호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데 있었다. 한  

그 과정에서 학교에 해 외부인들이 가질 것으로 기

하는 이미지와 실제 재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이미지

의 매개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기존 연구들에 근거하여 학의 고활동

에 한 재학생들의 반응(만족도)이 학교에 해 지각

하는 이미지와 외부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 하

는 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경로가설을 설정하고 이들 

각각의 경로를 거쳐 학교 애호도에 이르는 경로가설까

지 설정하 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가설검증 결과 4

개 경로가설로 구성된 연구모델의 합성은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4개 경로계수 모두 당  가설에서 상한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두 채택됨을 확인하 다. 

가설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학이 

수행하는 고활동에 만족할수록 재학 인 학에 

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의 주변 친지들

도 자기가 재학 인 학에 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자신이 재학 인 학

에 정  이미지를 가질수록, 자신의 친지들이 자신이 

재학 인 학에 정  이미지를 가졌을 것으로 인식

할수록 학에 한 애호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학의 고활동이 재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이미지에 정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의 친지들

이 인식하는 학교 이미지까지 정 일 것으로 기 하

게 하고 결과 으로 학교에 한 재학생들의 애호도를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학의 고활동이 수험생, 학부모, 기업 

등 외부인들에 미치는 향이 아니라 내부 고객인 재학

생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 

특히 학 고활동에 한 반응변수 는 결과변수로 

재학생들의 학교 애호도를 상정하고 이들 간의 정  

향 계를 확인함으로써, 높은 도탈락율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많은 학들에 학 고의 새로운 목표 

청 으로써 재학생과 연 된 집단 등 고 상의 도출

과 이들 집단에 한 고 목표 설정과 추가 인 고 

근 략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 고활동이 재학생들의 학교 애호도

에 미치는 향 경로가 이  경로로 구성됨을 확인한데 

두 번째 의의가 있다. 첫 번째 경로는 재학생 자신이 인

식하는 학교이미지 경로이며 두 번째 경로는 자신의 친

지들이 인식할 것으로 기 하는 학교 이미지 경로이다. 

이는 학의 고활동이 재학생이나 수험생, 학부모, 기

업과 같은 입시 는 취업 련 특정 외부인들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친지들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 들까지 

목표 청 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지 까지 입시자원 확보에만 을 맞춰온 

학의 고활동들이 앞으로는 재학생들의 부모나 친지, 

재학생의 출신 고등학교 등 재학생이 속해 있는 거집

단이나 속하기를 원하는 열망집단들 까지 상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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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반 인 학 이미지 제고 활동을 개할 필요가 

있겠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이상의 연구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연구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핵심 선

행요인인 학의 고활동에 해 응답자인 재학생들

의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기업과 달리 

학의 고활동 부분은 노출 빈도나 노출 범 가 낮

은 인쇄매체,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하는 계로 재학

생들조차 자기 학의 고활동에 한 노출이 어 이

에 한 반응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연

구에서는 보다 많은 학과 재학생들을 상으로 연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학 고의 양 , 질  차원의 

다양성 확보로 한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최종 종속변수인 학교 애호도가 실제 재학생

들의 도 탈락율을 측하는 변인인지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신 학이 가지는 의미

가 매우 독특한 만큼 학교에 한 애호도가 높다는 것이 

편입, 자퇴 등 학의 도 탈락 가능성을 유의 으로 낮

출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연구에서 추가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학교 고활동에 한 만족도가 학교

에 한 애호도에 직  향을 미치는지는 검증하지 않

았다. 비록 학 고의 부분이 이미지 고보다는 입

시 련 정보제공 고가 많다는 에서 직  향을 고

려하지 않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학 고의 내용과 

목표청 에 따라 학 고에 한 재학생들의 태도와 

학교 애호도간 직  향 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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