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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을 활용한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효과검증: 고객, 수련생 만족을 중심으로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aekwondo Dojang service quality 
on satisfaction using meta-analysis :

(Focusing on the satisfaction of customers and trainees)*

최경환*, 여형일**

Kyung Hwan Choi*, Hyeing Il Yeo**

요 약 본 연구는 태권도장의 서비스품질이 만족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 효과검증을 파악하여 서비스품질 효과성 재입

증에 의의가 있으며, 현재 수련생 감소와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사회적 악영향까지 더해져 경영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국의 태권도장 경영방안에 실무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에 발표된 연구를 선정하였고, 선정과정을 거쳐 총 11편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장 서비스품질 요인이 만족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 효과크기는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서비스품질의 하위요인에 따른 만족(도장, 고객, 수련생)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유형성이 가장 높았고, 확신, 응

답, 공감, 신뢰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만족 유형에 따른 서비스품질

효과크기는 수련생 만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도장, 고객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태권도장, 서비스품질, 메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service quality on satisfaction factors, and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on the management of Taekwondo Dojang nationwide, which are facing 
difficulties due to the decrease in trainees and COVID-19. In this study, 11 studies were selected from January 
2010 to December 2020.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of all,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overall 
influence of Taekwondo dojo service on satisfaction is moderate. Second, the effectiveness of low-quality service 
on satisfaction (painting, customers, trainees) was the highest,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actors in order of confidence, response, empathy and reliability.Third, the quality,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the satisfaction type were the greatest, and the satisfaction of the trainees was the coating and 
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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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이자 전통 무예

이며 전 세계적으로 대중들에게 큰 주목을 받는 무도

스포츠이다[1]. 현재 세계태권도 회원국은 210개국이 가

입되어 있으며 국내 품,단증 보유자는 900만 명을 넘어

명실상부한 국민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

과거 전국 각 유명 대학들은 보다 전문적이면서 체

계화된 태권도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대학에 태권도학

과를 설립하였고 교육체계를 거쳐 졸업한 우수한 인재

들은 태권도장 개관 및 선수발굴, 양성을 위해서 노력

한 결과 1990년대 이후 태권도장 산업 부흥과 저변확대

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3]. 태권도장이란 수

련자들이 태권도를 통하여 신체적, 기술적 기능향상과

정신적 수양을 하는 수련 장소로 정의되고 있으며[4],

2019년 기준 대한태권도협회 등록도장은 10,078개로 집

계되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5]. 하지만 전국적으

로 저출산으로 인한 수련생 수요감소와 태권도장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태권도 산업은 치열한 경쟁구도에

이르렀고, 일선 태권도장들은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선

점하고자 도장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수련생 및 학부

모들에게 제공하고 있다[6].

이러한 맥락에서 태권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품질

은 수련생 및 학부모들로 하여금 만족을 이끌어내는 주

요 요인으로서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7]. 서비스품질이란 개인 소비자들이 지

각하는 유·무형적인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품질이라 해석될 수 있으며[8], 심리적

요소가 포함된 종합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9].

Lee & Park[10]의 연구에서는 차별화된 태권도장만

의 서비스 제공은 고객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

하였고, Kang & Yang [11]은 수련생중에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는 초등학생들의 학부모가 지각한 태권도

장 서비스품질은 수련지속의도와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여 태권도장의 경영적인 측면

에서 서비스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

처럼 태권도장 서비스품질과 만족 및 행동의도에 관련

된 연구가 [12],[13],[14],[15]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어

서비스품질은 수련생 및 학부모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

족시켜 수련지속과 만족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오랜기간 동안 서비스품질과 다양한 변인들과 영향

관계를 증명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

행연구들 간에 다소 상반되는 연구결과이 발표되고 있

어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의 영향력 및 관계를 종합적으

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6].

이에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Noh [17]의 연구에서 태권도

장 서비스품질 하위요인 중 유형성, 응답성, 공감성 요

인은 교육프로그램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는 반면, Kim & Kim & Jeong [18] 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 확신성 요인만 교육프로그램 만족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더불

어 Nam & Cho [19] 연구에서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에

따른 시설 만족은 유형성, 확신성, 공감성이 유의한 것

으로 발표하였지만, Choi & Jang [20] 연구에서는 서비

스품질이 시설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는 것으로 발표하여 반대적인 결과로 발표하였다.

이렇듯 같은 태권도장 서비스품질 일지라도 연구 상

황에 따라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

는데, 이에 Jung & Kwak [21]은 상반된 결과는 연구

대상 차이와 다양한 변수 등으로 발생 할 수 있고, 편

중된 결과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Park & Shin [22]의 연구에서도 개별 선행연구들로

부터 발표된 결과들은 표본 크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

으며 독립변수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정보가 없

는 통계적 유의성은 한계를 내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태권도장 서비스품

질의 개별적인 효과검증이 아닌 객관적 분석을 통해 다

양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

는 상황이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활용

하여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의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확

인하고자 한다.

메타분석(meta-analysis)이란 서로 상이하고 효과크

기가 다른 선행 연구들을 통계적으로 종합하는 연구방

법으로, 비슷하거나 동일한 주제로 연구된 선행 연구물

의 제시된 결과를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객관적이면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24]. Jackson [25]는 메타분석연구는 개별선행연구 결

과들을 종합적으로 통합해 도출되는 결과로 개별연구

보다 높은 신뢰성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메타분석은 전체 영향력 효과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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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고, 서비스품질 하위 요인 중 어떤 요인이 더 크

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점이 있고[26], 개별선행연구들의 단점과 한계점을 극복

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27].

태권도장 산업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해나가고 있으

며 치열해진 경쟁시장에서 태권도장은 각자 차별화된

서비스품질로 학부모와 수련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8]. 이처럼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변인들과 영향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선행연구들마다 다른 분석 방법, 표본

크기차이, 개별연구 특성, 연구시기, 연구지역 등 변수

로 인하여 서비스품질 영향력에 대한 결과는 선행연구

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에 종합적인 효과성을 검

증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태권도장 서

비스품질 요인이 만족(고객, 수련생) 요인에 미치는 영

향력을 종합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며, 이

를 통해 태권도장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품질의 효과성

을 제시하여 실무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이 만족(고객, 수련생)요

인에 미치는 전체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의 하위요인이 만족 (고

객, 수련생)에 미치는 각각의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

가?

셋째, 만족(고객, 수련생) 유형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태권도장 서비스품

질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0년 간 태권도

장에서 활용되는 서비스품질과 만족 요인 간이 관계가

증명된 연구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논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태권도장 서비스품

질’, ‘서비스품질과 만족’, ‘태권도장 서비스품질과 학부

모 만족’, ‘태권도장 서비스품질과 수련생 만족’, ‘태권도

장 서비스품질과 고객 만족’ 등의 검색어를 통하여 대

학 도서관 및 한국 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

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학위논문 60편, 학술지 46편, 총

106편이 검색되었다.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학위논

문 5편과 학술지 6편을 최종분석대상으로 8편의연구를

선별하였으며, 이는 <표 1>과 같다.

최종분석 대상논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주제를

벗어나는연구를비롯하여서비스품질대표인 SEVQAUL

척도 미사용 연구 82편, 비공개연구 2편, 학위논문과 중

복되는 논문 4편, 양적 연구가 아닌 논문 2편, 상관계수

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효과크기를 구할 수 없는 논

문 7편을 연구 선정자료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 PRISMA 논문선정과정
Figure 1. PRISMA thesis selection process

2. 동질성 검정 및 분석도구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장 서비스품질 요인이 만족(

고객, 수련생) 요인의 전체 효과크기, 서비스품질 요인

의 하위요인인 유형, 신뢰, 확신, 공감, 응답성 요인이

종속변인인 만족에 미치는 각각의 효과크기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메타분석 프로그램인 CMA3

(Comprehensive Meta Analysis 3 version), Excel 2016

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크기 산출과정에서

선행연구들의상관관계계수를사용하였으며, Fisher’s z와

Hedges‘ g 척도를 사용하였다. 효과크기는 Cohen [29]이

정의한 ES ≤.30은 작은 효과크기, 30< ES < 80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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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효과크기, ES ≥.80 이상이면 큰 효과 크기로 정의

하였다. 효과크기의 이질성은 Higgins & Green [30]의

정의에 따라 I² 이 25%은 작은 이질성, 50%는 중간정

도의 이질성, 80%는 큰 이질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하

였다. 그리고 Egger, Smith, Schneider, & Minder [31]

가 정의한 출판편향을 검증하여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

을 뒷받침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출판편향 검증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출

판편향(publication bias)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2>.

Funnel Plot은 X축 효과크기, Y축 해당 논문의 샘플 수

또는 표준 오차를 사용하여 산점도를 그린 것이다. 출

판편향은 선행 연구결과들을 통계적 유의성과 출판편

향에 대한 관련성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출판편

향의 검증방법으로 Funnel Plot를 제시하였으며 <표

2>과 같다. Egger's 회귀절편분석 결과 절편은 12.247,

표준오차 4.688, 유의수준 p=.012(2-tailed)로 나타나 유

의성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Egger’s의 절편검증 결과
Table 2. Results of Egger's ablation test results.

Egger`s regression intercept
intercept 12.247
SE 4.688

Lower 95% 2.747
Upper 95% 21.747
t-value 2.612
df 37

p(1-tailed) .006
p(2-taliled) .012
fail-safe N 2351

이러한 비대칭의 결과에 출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

어 오류가 연구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기 위해 Trim-and-Fill 교정분석[32]을 실시하였다.

Trim-and-Fill 교정 분석결과 10개의 결측 데이터를 추

가하여 수정된 효과크기는 0.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래의 효과크

기인 0.60과 비교했을 경우 반대로 높아진 수치이며 출

간편향분석의 교정 분석결과 시각적 판단을 위한 Trim

-and-Fill 모형을 적용한 Funnel plot은 <표 2>, 〔그

림 2〕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논문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thesis subject to study

ID 출판년도 연구자 연구주제 유형

1 2010 김성일 태권도장의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도 및 행동의도의 관계 고객

2 2010
이동준,
권오민

태권도장의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도, 고객충성도 및 구매 후 행동의 구조적 관계 고객

3 2010
남행웅,
조치훈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이 초등학교 수련생의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수련생

4 2011 홍민오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수련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련생

5 2011 김종학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전환비용 및 고객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고객

6 2011 전광수 태권도장의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도 및 고객 충성도의 관계 고객

7 2012
최경근,
장환민

권도장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와 수련의지에 미치는 영향 고객

8 2014
홍범석,
박명수

태권도장 초등학교 수련행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및
구매행동 차이

고객

9 2015
이재봉,
안용규,
장 권

태권도장의 온라인 서비스품질이 수련만족 및 지속수련의도에 미치는 영향 수련생

10 2018
왕명욱,
민병석,
임봉우

한국 태권도장의 서비스품질과 수련생 만족 및 애호도의 구조적 관계 수련생

11 2019 이정수
태권도에 참가한 ADHD 학생 부모가 지각하는 학생의 자기통제력, 서비스품질과

만족도 및 지속행동의 관계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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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rim-and-Fill 분석 결과
Table 3. Trim-and-Fill Analysis Results

모형
Studies
Trimmed

ES L H Q

Random .668 .567 .770

391.979수정된
Trim-and-
Fill

3 .583 .472 .693

그림 2. Trim-and-Fill Funel plot
Figure 2. Trim-and-Fill Funel plot

2.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이 만족요인에 미치는 영향력

1)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이 만족 요인에 미치는 전체

효과크기

태권도장 서비스품질과 만족 간의 전체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영향력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였다(ES=621

(.669). 또한, fail-safe N을 통하여 효과크기가 0인 개별

연구가 2531개가 추가되어야 서비스품질의 효과크기를

무효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족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전체 효과크기
Table 4. Total Effect Size
Model ES L H Q I N

Fixed .621 .583 .659 269.486
*** 85.899 2531

Random .669 .567 .770

2) 태권도장 서비스품질 하위요인에 따른 만족 요인에

미치는 전체 효과크기

태권도장 서비스품질 하위 요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서비스품질

요인 중 만족의 효과크기가 가장 높은 요인은유형성

(ES=.601(.728)), 확신성 (ES =.647 (.691)), 응답성(ES=

.647(.687)), 공감성(ES= .601 (.629)), 신뢰성(ES= .525

(.60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비스품질 하위요인

간에 효과크기 차이는 없었으며 만족 요인에 모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만족 유형에 따른 태권도장 서비스품질 효과크기

만족 유형에 따른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의 효과크기

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만족 유

형 중 효과크기가 가장 높은 유형은 수련생(ES=1.150

(1.156)), 고객(ES=.529(.53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족 유형 간에 효과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만족 유형에 따른 서비스품질 효과크기는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이 만족(고객, 수련

생)에 미치는 영향력의 효과크기를 분석하였으며, 이러

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태권도장 서비스품질과 만족 요인 간의 전체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서비스품질이 만족 요인에 미

치는 영향력은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 수집과정을 거쳐 총 11편을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태권도장 서비스품질과 만족(고객, 수련생) 요인 간의

전체 효과크기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서비스품질

은 수련생, 학부모들이 만족을 지각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영향력 역

시 높은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태권

도장 산업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오던 서비스품

질과 만족 요인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며, 선행 연구에서 발표한 서비스품질의 효과성을 재증

명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

이렇듯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이 만족에 크게 기여한

다고 밝힌[32], [33], [34], [35], [36], [37] 연구들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태권도장 서비스품

질은 수련생, 고객만족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임

을 재 확인할 수 있었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선행연구들 마다 연구대

상, 시기, 표본 차이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은 만족 요인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태권도장 산업분

야에서는 더욱 서비스품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열해진 경쟁시장에서 각자 차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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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수련생,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만족을 통한 수련지속의도 및 태도, 추천의사가 높아져

저변확대 및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태권도장 서비스품질 하위요인들은 도장, 고객,

수련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

실을 재입증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유형, 확신, 응답, 공

감, 신뢰성 요인 순으로 만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요인들 간의 차이는 없이 만족 요인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

었다. 이는 태권도장 서비스품질이 만족 요인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과 일맥상통하여 하위 요인 역시 만족에 모

두 다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

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서비스품질 하위 요인 5가지 모두 만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8], [39], [40], [41]. [42]

와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로서 태권도장 서비스품질 하위 요인은 무엇하나

빠지지 않고 만족(고객, 수련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즉, 태권도장

서비스품질 하위요인 5가지 모든 요인들이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5가지 하위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 한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 선행연구 수집

과정에서 SERVQUAL 척도를사용하였지만, 연구특성상

또는 연구 간소화로 인해 5개 요인이 아닌 3개 요인만

을 적용하여 효과검증을 한 연구들이 종종 발견되어 연

구 선별목록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이후 서비스품질 5가지 하위요인 중요성과 효과성

을 인지하여 하위요인들이 연구에 임의배제되지 않고

적극 활용되어야 많은 수련생, 학부모들이 만족에 효과

적임을 지각하고 빈번하게 사용되어야 하겠다.

더불어, 연구 특성상 태권도장 규모, 태권도장 장소,

연구 시기 등을 고려하여 5가지 요인들을 적절하게 사

용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품질을 제공한다면 수련생, 학

부모들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 및 호의적인 태도 등과

함께 만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만족 유형에 따른 서비스품질 효과크기를 분석

한 결과 수련생, 도장, 고객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

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련생 만족은 ES= 1.156로

나타났는데, Cohen[43]이 제시한 효과크기가 ES≥ .80
이상이면 매우 큰 효과크기로 정의하였기에 서비스품

질이 수련생 만족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고객, 도장 만

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수 있다.

이는 태권도장 서비스품질로 인하여 제일 크게 만족

을 느끼는 집단은 바로 학부모가 아닌 수련생임을 인지

해야 한다. 일선 태권도장의 서비스품질은 수련생 위주

가아닌 고객 또는학부모들을대상으로제공되는 경우가

표 5. 서비스품질 하위요인에 따른 효과크기
Table 5. Effect size according to service quality subfactors

하위요인 Model ES L H Q df p

유형성
Fixed .601 .593 .762

.603 4 .963

Random .728 .486 .970

신뢰성
Fixed .525 .436 .614
Random .606 .300 .912

확신성
Fixed .647 .563 .731
Random .691 .469 .914

응답성
Fixed .647 .563 .731
Random .687 .471 .903

공감성
Fixed .601 .518 .684
Random .629 .423 .835

표 6. 만족 유형에 따른 서비스품질 효과크기
Table 6. Size of service quality effects by satisfaction type of satisfaction

하위요인 Model ES L H Q df p

고객
Fixed .529 .482 .575

38.708 2 .000
Random .538 .444 .633

수련생
Fixed 1.150 1.022 1.279
Random 1.156 .98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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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데 본 연구결과 이후로는 제일 우선시로 서비스 제

공이 되어야 할 대상은 수련생임을 알 수 있는 결과로

매우 의의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련생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품질(유형,

신뢰, 확신, 공감, 응답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수

련생들의 호의적인 태도 및 신념을 거쳐 만족으로 이어

질 것으로 판단되고, 이어서 수련지속의도 및 저변확대,

충성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태권도장의 서비스품질이 만족 요인에 미

치는 영향력 효과검증을 파악하여 서비스품질 효과성

재입증에 의의가 있으며, 현재 수련생 감소와 코로나바

이러스-19(COVID-19) 감염사태로 사회적 악영향까지

더해져 경영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전국의 태권도장

경영방안에 실무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

내에 발표된 연구를 선정하였고, 개별연구 선정과정을

거쳐 총 11편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장 서비스품질 요인이 만족에 미치는 전

체 영향력 효과크기는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서비스품질의 하위요인에 따른 만족(도장, 고

객, 수련생)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유형성이 가장 높았

고, 확신, 응답, 공감, 신뢰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만족 유형에 따른 서비스품질 효과크기 는 수

련생 만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도장, 고객만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태권도장에서 사용되는 서비스품질

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모든 서비스품질로 일반화하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

야에서 사용되는 서비스품질과 비교분석하게 된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ERVQUAL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로 진행하였기에 모

든 서비스품질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 인적, 접점서비스품질 등 다양한 서비

스품질과 비교하면 보다 일반화된 결과가 도출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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