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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 사태 이후, 대학 및 평생교육원의 예체능 수업은 온라인으로 주로 실시하고 있다. 대면 수업을 통한 
실기 연습이 중요한 무용 역시 온라인 교육의 한계 등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무용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느끼는 교육서비스품질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휴학 등 학업이탈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사용자 만족, 지속사용의도, 학업지속의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모형적합도 및 타당성 검증, 경로분석을 거쳐 
이들 4개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총 6개의 가설 중에서 3개가 채택되었고 세부적으로 교육서비스
품질은 사용자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사용자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반면, 학업지
속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가설들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교육서비스품질은 온라인 무용교육에서도 만족과 
사용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 학업지속의도에까지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한계점을 확인하였다. 일시적 사용자 만족 이상의 중장기 교육문제인 학업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
라인 교육 품질 개선 외에 다양한 사회적 변수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온라인 무용교육, 교육서비스품질, 사용자만족, 지속사용의도, 학업지속의도

Abstract  Since the outbreak of Corona 19, Universities and Lifelong Education Center's arts and sports 
classes are mainly conducted online. Unfortunately, even in dance where practical practice through 
face-to-face classes is important, the satisfaction of students is falling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online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quality of education service they feel. In 
addition, since their academic departure is increasing, we intend to comprehensively study user 
satisfaction, continuous use intention, and academic continuity intention related to online education. 
This study confirm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4 variables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odel fit and validity verification, and path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3 out of 6 hypotheses were adopted, and the of education service qu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and use in online dance education. But there was also a limit that did not affect the 
intention to continue the study. In order to solve fundamental problems such as academic departure, 
follow-up studies taking into account more diverse social variables are needed.
Key Words : Online dance education, education service quality, user satisfaction, intention to continue 

use,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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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원격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정보화 시대의 혁신적 교육방법으로 떠올
랐다. 또한 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기기 보급
의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은 새로운 교실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1]. 온라인교육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기존의 일정
한 장소, 일정한 시간에 면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
사소통과는 달리, 정보 송신자와 수신자가 다른 시간, 다
른 장소에 있어도 정보 교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존재하며[2], 교육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등 학습자
들의 편의성 증진과 온라인을 통한 학위취득 및 평생교
육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온라인교육은 기존의 사이버대학에서 특정 대상 또는 
평생학습을 목적으로 이러닝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
근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대학에서도 온라인강의를 
시행하게 되었다. 경험이 부족한 오프라인 교육기관들은 
수업의 양과 질은 물론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가 
하락하는 등 많은 제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예컨대 콘
텐츠 내 소리크기의 불균형, 자기 주도학습의 어려움, 소
통의 어려움, 강의 속도 빠름 등 제한점은 다양하다[3]. 
이에 각 교육기관에서는 비대면 강의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3-6]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효과 및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실기 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는 예체능 계열 무용
학과의 경우 수업의 특성상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
이 중시되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에 기존의 사이버대학
에서 활용하던 매체인 ZOOM, 웹엑스를 활용한 화상채
팅이나 대학포털을 통한 영상강의는 대면강의에 비해 교
사나 동료와의 제대로 된 상호작용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7].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무용 분야에서는 온
라인 공연[8] 및 환경[9] 관련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온라인 무용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업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

오프라인 대학과는 달리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대학
에서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강좌의 품질 또
는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연구들을 활발하게 진행해왔으
며[10-14], 이런 사례들을 오프라인 대학에서도 참고해
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서비스품질 
개선은 온라인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만족과 지속사
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으며, 이를 기반으
로 서비스품질을 온라인 무용교육에 도입하여 학생들의 

만족과 지속사용의도, 학업지속의도를 높일 방안을 탐색
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서비스품질은 국내 교육 시장의 공급 과다현상과 
세계화, 온라인 교육시장의 확대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자 중심 판매개념에서 수요자 중심 마케팅 필요에 
의해 서비스품질이론을 교육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15]. 이러한 서비스품질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경영, 행정, 복지, 관광, 체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16].

다만 무용에서의 교육서비스품질은 오프라인 교육에
서 연구된 사례들이 있으나[17-19], 온라인 무용교육의 
서비스품질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다. 김수연[20]
에 의하면 온라인교육에서 서비스품질 개선은 학습만족
도와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
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
록 돕는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면 확대되어 학습자의 선택이 제
한적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등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중간에 면대면 수업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예체능 수업의 경우에는 코로
나 사태 중에도 강원대, 경상대, 단국대, 세종대 등 많은 
대학의 무용학과들이 학생들에게 사전에 오프라인 수업
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후에 교수자가 이에 따른 
수업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제
한된 환경이긴 하나 학습자가 온라인 교육 수용에 대해 
선택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교
육서비스품질을 온라인 무용교육에도 도입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사용의도와 학업지속의도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무용교육서비스품질이 사용자만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둘째, 온라인 무용교육서비스품질이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셋째, 온라인 무용교육서비스품질이 학업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넷째, 사용자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

칠 것이다.
다섯째, 사용자만족이 학업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여섯째, 지속사용의도가 학업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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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교육

오늘날 온라인교육이 일반화의 전제는 PC 통신산업
을 거쳐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급속도로 발달한 첨단정
보 인프라 구축이 교육과 융합하면서 사이버교육이 발전
되었기 때문이다. 통신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교육의 발전
과정을 분류하면 네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우편을 이용
한 통신교육에서 대중 전파 매체를 이용한 대량교육, 컴
퓨터를 통한 원격교육을 거쳐 네트워크를 이용한 쌍방향 
교육으로 발전해왔다. 컴퓨터와 통신망을 매개로 한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은 실시간 화상대화 등 다양한 수업 운
영방식과 첨단 멀티미디어를 통한 자료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그 역량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
으며, 이를 통해 사이버교육의 단점이었던 면대면 상호작
용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었다[21].

멀티미디어의 발달은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통해 학습
자들의 편의성을 증진 시켰고, 온라인교육을 통한 학위취
득 및 평생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온라인교
육 환경은 컴퓨터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을 포함할 뿐
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특성이 부가되어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제한점들을 보완하게 해준
다. 현재의 온라인 공간으로 제공되는 전자 정보 및 자료
와 이들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2].

온라인교육을 위한 전자 자료는 정보특성에 따라 그
림, 사진, 소리, 영상, 텍스트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요소
를 포함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
에서 활용되는 인쇄 자료와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을 지
니는데, 인쇄 자료가 정적인 정보를 제시한다면, 전자 자
료는 동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며, 편집의 편리성으
로 인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기본 정보에서부터 교수자 및 학습 모듈을 포함하는 것
까지 그 수준이 다양하다. 이러한 상호작용 도구는 컴퓨
터를 통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오프라인 강의의 일정한 
장소, 시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는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가 다른시간, 다른 장소에 있어서도 정보 교환이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2].

이러한 온라인강의는 인터넷 보급 및 발달 이래 가장 
쉽고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강의로 편의성을 가진 다양
한 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
다. 체계적으로 설계된 온라인강의는 어떠한 학습주제를 

막론하고 학습자 주도적이며 학습자의 속도에 맞는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매체 중심의 환경으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웹브라우져와 인터넷의 
활용을 쉽게 해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22].

즉 온라인교육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으로
써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학습이 가능하며 사진, 소리, 
영상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요소를 포함한 문자 위주의 
전자 정보와 자료를 통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소통방식
의 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

2.2 서비스품질
서비스품질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발하게 연

구되어 왔으며, 경영, 행정, 복지, 관광, 체육, 문화 등 다
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16]. 서비스품
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고객의 지각과 연관된 지향적
인 개념이다. 서비스품질을 평가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하나의 대안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고객의 지각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장기적 만족이라는 개념보다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
단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적인 상태로 변화하는 누
적적인 구성의 개념이며, 품질의 기대된 서비스와 인지된 
서비스를 비교한 결과를 통해 고객의 기대와 인지 사이
에 불일치 정도와 방향이라 볼 수 있다[23].

서비스품질의 속성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을 조사도
구로 활용하였다. 신뢰성은 정확하고 신빙성 있게 약속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교육서비스 질의 결
정요인 중에서 신뢰성이 수요자인 학생은 서비스품질을 
지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넓은 의미에서 신뢰성
이란 학교가 서비스 제공, 문제해결 등에서 학교목표의 
이념이나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한 약속을 제공하는 것
이다[24]. 이러한 서비스품질은 해당 프로그램의 서비스
를 다른 프로그램의 서비스와 차별화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지며, 프로그램과 서비스 담당자
에 대한 업무수준의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응성은 고객 봉사에 대한 자발성과 즉각성 즉 도와
주려는 의지로 정의할 수 있다. 학생 또는 고객을 도와주
려는 의지와 신속하게 요구에 대처하느냐 하는 의지이다. 
이러한 반응성은 학생들의 요구, 불만, 문제 등을 처리하
는 배려와 신속성을 강조한다. 즉 중요한 서비스 접점에
서 언급한 교사들의 행동과 서비스품질의 반응성 간에는 
강한 유사성이 있다[24]. 이러한 반응성은 업무담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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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이용자의 요구나 문의
에 대한 신속성을 말한다.

확신성은 강사 또는 직원의 공손함과 신뢰, 확신감을 
전달하는 능력으로 온라인 사이트와 학생들과의 지식, 정
중함, 믿음 등을 느끼게 하는 능력이다. 학생들에 의해 위
험이 높다고 지각되는 서비스나 은행, 보험, 증권업, 법
률, 의료 서비스와 같이 결과를 평가할 능력에 대해 자신
이 없을 때 중요하다. 담당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학생
들을 대하는 모든 강사와 직원들에게서 구현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강사와 직원들
간 사이에서 믿음과 애호가 형성되어야 한다[24]. 또한 
확신성은 해당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정보의 처리가 용이한
지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 서비스품질 이론은 교육기관에
서 활용하게 되었으며, 교육서비스품질이라는 명칭이 생
겨났다. 교육서비스품질은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관
련된 판단이나 태도로 교육수요자들이 지각한 교육서비
스와 기대한 서비스의 결과[25]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
적 서비스품질과 기능적 서비스 품질요인으로 구분된다. 
기술적 서비스품질에는 교·강사의 자질, 신뢰, 수업내용, 
취업 프로그램, 교육시설 및 기관 등을 포함하였고, 기능
적 서비스품질에는 교육의 방법론과 관련된 친절함 또는 
정중한 예절, 학생들에 대한 자상한 배려 등을 포함하는 
보증성의 성향을 지닌 공감성 품질요인을 포함하였다
[13]. 이러한 교육 서비스품질 연구는 주로 대학교육 서
비스품질이나 학원교육 서비스품질의 연구 형태로 발전
되어 왔고, 기업의 사내 교육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업과 소비자 관계에서 마케팅 차원의 연구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감과 요구, 불만, 믿음을 개선하여 긍정적
인 학교생활에 일정 도움을 주기 위해 서비스품질의 속
성인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3가지 요소를 활용하였다. 

2.3 사용자 만족
사용자 만족(User Satisfaction)의 개념은 연구자의 

다양한 관점만큼이나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 중에
서도 정보시스템의 관점에서 사용자 만족은 사용자가 그
들의 정보요구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믿는 정도나 사용
자의 지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라고 하였다[27]. 

이러한 사용자의 만족과 불만족 수준은 사용자들이 해
당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개발사의 마케팅 활동과 제
품에 포함되어있는 성능 및 기능을 비교 평가하는 과정

에서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가 하는 등
의 평가적 성향을 지닌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5]. 따라서 
사용자 만족은 사용자가 이전에 형성하고 있었던 기대치
를 충족했으며, 해당 서비스를 지속해서 사용하려는 의지
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되며[28], 해당 시스템에 대해 사
용자가 가지고 있던 기대와는 다른 불만족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2.4 지속사용의도
지속사용의도는 과거의 시스템을 이용해 본 경험자가 

이후에도 이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를 의미
하며[29], 개인의 태도와 행동 간의 의도에서 중간 변수
이며 수용단계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이러한 지속사용의도는 정보시스
템 분야에서 성공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수용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보시스템 성공의 
필요조건이다[30]. 또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
사를 미리 정한다고 정의했으며[31], 고객 스스로가 경험
한 서비스를 SNS를 통하여 이용 후기를 다른 고객에게 
전달하려는 의도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두 번 이상 연
속성을 가지고 이용하려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32]. 따
라서 지속사용의도는 시스템을 이용해 본 경험자가 이후
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정도
를 의미하며[29], 해당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장기적인 관
점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할 수 있다.

2.5 학업지속의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벽을 해소

하고 학생의 학습유지에 관한 접근을 위해 다양한 연구
자들이 학업지속의도에 관한 요인을 탐색하고 있다. 학업
지속의도는 중도탈락자의 성향을 분석하거나, 중도탈락
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진단하여 원인을 밝히고 제거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다[33].

학업지속은 특정기간에 학생이 설정한 의도 및 목적을 
성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성과를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34]. 또한 학업지속의도는 학생의 의도인 반응을 
평가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적성 또는 흥미로운 수
업을 선택, 지속한다는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학습을 완
료하고 졸업을 위해 차기 학기에도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계획적,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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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더불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업을 지속해나가는 
대학생의 의향은 자신의 행동이나 의지를 강조한 관점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33]. 즉 학업지속의
도는 학생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참여하고 있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유지하는 행동으로 정의된
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무용 실기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한 경
험이 있는 무용전공 대학(원)생 및 평생교육원 학생을 대
상으로 모집단을 설정하였다. 서울 지역 대학 4곳 & 평
생교육원 2곳, 경기 지역 대학 2곳 & 평생교육원 1곳, 
강원 지역 대학 1곳, 경남 지역 대학 2곳 등 총 12개의 
대학 및 평생교육원의 학생, 총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을 수집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37명, 여성이 
218명이었고, 연령은 10대 5명, 20대 241명, 30대 8명, 
40대 1명으로 2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은 
평생교육원 재학/졸업이 73명, 전문대 재학/졸업이 5명, 
4년제 대학 재학/졸업이 155명, 대학원 이상이 22명이
었으며, 전공은 한국무용이 56명, 현대무용 89명, 발레 
29명, 실용무용 81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학생들이 온
라인 무용교육 시 이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화상채팅프
로그램인 ZOOM이 109명, 유튜브 89명, 기타 34명, 웹
엑스 28명, 구글클래스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 대표
적인 쌍방향 프로그램은 ZOOM과 Webex를 들 수 있는
데 학생들은 채팅 및 음성 기능을 활용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유튜브나 구글클래스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제한
된 일방향 형태로 운영되었다. 인구통계표는 table 1과 
같다.

3.2 측정도구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각 구성요소를 측정하

였으며 교육서비스품질의 측정도구는 PZB[36], 조용석
[37], 사용자만족은 Cronin & Taylor[38], Oliver[39], 
조용석[37], 지속사용의도는 정한호[40]. 김수연[17], 학
업지속의도는 Shin[41], 김민정[42], 박지영[33]이 사용
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구성요소로는 인구통계 5
문항, 서비스품질 9문항, 사용자만족 3문항, 지속사용의
도 3문항, 학업지속의도 3문항 총 18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5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 2점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사
용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대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서
비스품질의 신뢰성은 “해당 프로그램의 서비스는 다른 
프로그램의 서비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 등 3개 문항
으로 구성하였고 다음으로 반응성은 “해당 프로그램의 
자주 묻는 질문(F&A)과 Q&A는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
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확신성은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잘 보호하고 있
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사용자만족
은 “해당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한다.” 등 3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로, 지속사용의도는 “나
는 앞으로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이다.” 등 3개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네 번째로, 학업지속의도는 “나는 우
리 대학(원)에서 진학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어떤 어려움
이라도 극복할 자신이 있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18개 문항으로 설문지가 이뤄졌다.

3.3 자료조사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무용교육의 서비스품질이 사용자만

족, 지속사용의도, 학업지속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을 위해 선행연구 분석, 연구 설계, 설문조사 문항 제작 

Category n %
Gender Male 37 14.5

Female 218 85.5

Age
10-19 5 2
20-29 241 94.5
30-39 8 3.1
40-49 1 4

Achievement
Institutes of lifelong education 73 28.6

Junior college 5 2

Table 1. Demographic Data

University 155 60.8
Graduate school (more than) 22 8.6

Major
Korean traditional dance 56 22

Modern dance 89 34.9
Ballet 29 11.4

Practical dance 81 31.8

Education 
Program

Zoom 109 42.7
Youtube 89 34.9
Webex 18 7.1

Google class 5 2
etc 3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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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검토, 설문조사 실시, 결과 분석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3.4 자료분석방법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오프라인 강의 전

에 충분히 설명한 뒤, 이후 온라인 링크에 접속하는 방식
으로 2020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255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
여 각 변수들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과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AMOS를 통해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함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
아보기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 1. The Research Model 

4. 연구결과
4.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교육서비스품질(ESQ)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공통성 .741~.860, 요인적재치는 .618~853, 신뢰도 
계수는 .775~.863으로 나타나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단
일 요인인 사용자만족은 .921, 지속사용의도는 .870, 학
업지속의도는 .818로 나타나 기준치를 충족시켜 본 연구
활용에 적합한 신뢰도 값을 나타냈다. 

4.2 타당성 및 모형적합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pe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변
수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p<.05), .29 ~ 
.35의 낮은 상관성을 보인 그룹(학업지속의도 변수와 여
타의 변수 간)과 .4 ~ .7의 다소 높은 상관성을 보인 그룹
(학업지속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간) 등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Reliability Responsi
veness Assurance US ICU ICS

Reliability 1 .760** .701** .665** .622** .314**
Responsi
veness - 1 .633** .639** .590** .293**

Assuranc
e - - 1 .509** .499** .317**

US - - - 1 .702** .351**
ICU - - - - 1 .320**
ICS - - - - - 1

*p<.05, **p<.01, 
US(User Satisfaction), ICU(Intention of Continuous Use), ICS(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이후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로 이루어진 교육서비스품
질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집중타당성을 측정하였다. 
요인부하량은 .75 ~ .91 수준으로 모두 기준치 0.5 이상 
바람직하게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AVE)와 개념신뢰
도(C.R)는 각각 .823과 .933으로 기준치인 0.5 이상, 0.7
을 모두 충족하여 타당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43].

Variable Standardized Estimate AVE C.R
E
S
Q

Reliability .911
.823 .933Responsiveness .841

Assurance .756

Table 4. Convergent Validity 

다음으로 가설검정에 앞서 구조방정식의 모형적합도
를 살펴보았다. 우선 카이제곱값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Factor
(ESQ)

Commonal
ity

Loading
s

Eigenval
ues

Variance
%

Cron
bach α 

Reliability1 .860 .838
2.595 28.831 .775Reliability2 .805 .717

Reliability3 .741 .618
Responsiveness1 .786 .732

2.408 26.758 .824Responsiveness2 .804 .814
Responsiveness3 .809 .804

Assurance1 .843 .788 2.275 25.279 .863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KMO: 0.912)

Assurance2 .779 .751
Assurance3 .851 .853

User satisfaction .921
Intent of continuous use .870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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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 대립가설을 기각, 연구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 절대적합지수(GFI), 비교
적합지수(CFI), 근사치 오차평균 제곱근(RMSEA) 등 모든 
모형적합지수가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it 
indices

Fit indices Indicator 
Desirable range Indicator Evaluation

CMIN/P p>0.05 6.946 / 0.326 Fitness
CMIN/DF ≦2 1.158 Fitness

RMR ≦0.05 .009 Fitness
GFI ≧0.9 .991 Fitness

AGFI ≧0.9 .969 Fitness
CFI ≧0.9 .999 Fitness
NFI ≧0.9 .991 Fitness
RFI ≧0.9 .979 Fitness
IFI ≧0.9 .999 Fitness

RMSEA ≦0.05 .025 Fitness

Table 5. Model Fitness Test

4.3 경로분석

Hypothesis 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1. ESQ -> US .730 0.087 11.735 ***
2. ESQ -> ICU .369 0.101 5.073 ***
3. US -> ICU .433 0.066 6.489 ***
4. US -> ICS .159 0.093 1.657 0.098
5. ESQ -> ICS .185 0.141 1.792 0.073
6. ICU -> ICS .081 0.087 0.917 0.359

*p<.05, **p<.01, ***p<.001

Table 6. The Result of Path Analysis

모형적합도에 이상이 없음에 따라 모형의 수정 과정 
없이 제시된 연구모형으로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경로분석을 시행한 결과, 6개의 가설 중에서 3개가 채
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모형적합도가 비교
적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
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서비스품질은 하위요인 3개를 
포함해 모두 다른 변수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반면, 
학업지속의도 변수와 관련된 가설들은 모두 기각됨으로써 
전반적인 모형 구성은 문제가 없었으나 연구자가 생각한 
종속변수와의 연결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채택된 가설은 1~3번으로 1번 교육서비스품질(ESQ)
이 사용자만족(US)에게, 2번 교육서비스품질이 지속사용
의도(ICU)에게, 3번 사용자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게 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1번 가설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730), 그 다음
은 3번(.433), 2번(.36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각된 
가설은 학업지속의도(ICS)와 관련된 것들로써 계수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유
의확률을 다소 유연하게 설정할 경우(p<0.1), 4번과 5번 
가설은 채택이 가능한 수치를 보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교육서비스품질 변수를 온라인 무용교육에 

적용함으로써 그간 오프라인 이론수업에서 활용된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
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기수업의 온라인화 자체에 대
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무용전공자의 학업지속의도
를 함께 측정하여 사회적 시사점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서비스품질은 온라인 무용교육에서도 중요
한 변수로써, 이를 높이게 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사용
자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비례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
침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들에게 교육의 신뢰성, 반응
성, 확신성을 높여준다면 적어도 일시적 만족감이나 해당 
프로그램(혹은 매체)에 대한 사용의향을 증진시킬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이는 온라인 무용교육 분야에서는 아직까
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연구를 확인하였다는데서 특히 
의의가 있다. 향후에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여타
의 바이러스가 간헐적으로 창궐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서 무용교육의 온라인화가 일시적인 보조수단 이상의 의
미를 지닐 수 있다. 또한 해외 무용지도자 및 수강자와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온라인화는 
무용교육시장을 확대하는데도 일정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절대적으로 오프라인 방식만을 추구하던 기존 무용교
육계에 온라인화에 따른 교육서비스품질의 세부 효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사용자 만족이 높아질 경우, 지속사용의도에도 
함께 긍정적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이 또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은 아니지만 분야를 달리하여 예체능계열 역
시 교육서비스품질과 함께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다채로운 연구와 기법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향후 대학당국 및 평생교육원 측은 온라
인교육에 특화된 만족도 조사와 별개로 해당 교육프로그
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사용성 평가 등의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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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로 정기적인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서비스품질이나 사용자 만족, 지속사용의도

를 높이더라도 학업지속의도에까지 이어지진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부분이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무용 
수업내용 등 무용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경향
성, 가능성, 강화성과 같은 무용 지속의사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44], 본 연구에서는 교육내용에 대
한 측정도구의 차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환경적 차이 등
으로 인해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4번 가설인 사용자 만족이 학업지속의도에게, 5번 
가설인 교육서비스품질이 학업지속의도에게 끼치는 영향 
관계에서 유의확률 기준을 재설정한다면 이들이 채택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가정에 불과하며 표준화계수값 역
시 앞서의 1~3번 가설 그룹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하 및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결국 학업지
속의도는 본 연구의 변수들로는 높이기 힘든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변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밝혀내진 못했으나 몇 몇 외형적 교육 관련 변수
들로 고취시킬 수 있는 단순한 문제라기보다 코로나 등 
사회적 환경과 함께 등록금 책정 같은 대학 및 정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학생의 중도탈락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요인은 학업만
족도 외에 등록금, 학업태만, 교수와의 교류 등을 들 수 
있다[45].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커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싸고 
면대면 수업이 중요한 예체능 전공자는 학업불만이나 휴
학신청자도 더욱 늘고 있어 등록금 인하를 조절 변수로 
활용하는 등 학업지속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연구 관
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시사점은 교육서비
스품질이 온라인 무용교육에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편으로는 한계점이 뚜렷하
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교육의 질 제고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변수를 고려해
야 하며 면대면 교육이 무엇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체능 과목 특성상, 완벽한 대체재가 아닌 어디까지나 
보완재 역할로써 온라인 무용교육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후속 연구에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간에도 
기능이 다양하고 활용방식이 다른 부분을 감안하여 이들
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혹
은 전공별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메뉴 및 서비스 개선 연
구나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장기적인 활용을 위한 대학

의 표준화된 자체 플랫폼 개발 연구 등도 사회적 필요성
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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