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스트릿 댄스가 아이돌의 안무에 들어가거나 

Mnet의 ‘Hit the Stage’, ‘블라썸’, KBS2의 ‘댄싱하이’ 

등과 같은 TV프로그램에 많이 노출되면서 스트릿 댄스
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관심은 단
순히 스트릿 댄스를 관람하는 형태에 그치지 않고, 직
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현시켰다. 

스트릿 댄스는 말 그대로 거리 문화에서 생겨난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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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스트릿 댄스 학원을 선택하는 일반인과 스트릿 댄스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릿 댄스 
학원 선택속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스트릿 댄스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고 스트릿 댄스를 전문 교육
하는 학원들의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트릿 댄스 
학원에 다니고 있는 300명의 스트릿 댄스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Reliability test),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일원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 선택속성 구성 요소 중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홍보환경이 가장 중요한 선택
속성요인으로 파악된 반면에 가격요인의 중요성은 비교적 낮은 인식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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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lection criteria for street dance institutes in the subjects of ordinary 
people and students majoring in street dance who select the institutes. Moreover, it aims to enhance 
the perception and values of street dance and to provide with the required data for the development 
of institutes that train street dance. To do so, a survey was conducted in the subjects of 300 street 
dance learners who went to the street dance institute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ere performed using SPSS 18.0 Program with the 
collected data,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summary, training programs, services, and promotional environment were identified to be important 
criteria to select the street dance institutes by the learners while the low level of perception on the 
price wa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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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2000년대 전까지 국내에서 브레이크 댄스, 
비보이 댄스, 힙합으로 불리던 장르를 모두 포괄 하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스트릿 댄스의 장르에는 팝핑, 락
킹, 크럼프, 왁킹, 하우스, 프리스타일 힙합, 비보잉 등
의 장르가 모두 포함된다. 

이처럼 스트릿 댄스는 다양한 장르로 일반인들의 스
트릿 댄스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유형이 다방면으로 나타났다. 참여방법으로
는 유튜브 등의 영상을 통해서 춤을 학습하거나 댄스동
아리 등에 참여하여 춤을 서로 공유하는 간접참여, 교
육의 접근성이 높은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배우는 직접
참여가 있다. [1]에 따르면 다양한 기회의 확대는 참여
자들이 단순히 재미 위주의 취미활동뿐만이 아닌 전문
적이고 심화된 수업참여의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하였
다. 따라서 직접적 참여는 더욱 더 춤을 전문적으로 배
우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 때 나타나는 교육 참여 형태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습자가 스트릿 댄스 학원 교육에 참여할 때는 
단순히 취미로 시작하는 경우에서 전문적으로 춤을 학
습하여 전공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학원은 
학습자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2], 스트릿 댄스 
학원의 교육은 전문반과 취미반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학습자는 전공과 취미 두 목적 중 하나의 유형으로 교
육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곧 학원 교육의 주체는 교육
의 목적에 상충하는 다양한 학습자를 교육해야 하는 어
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경영적 측면에서 어느 한 유형의 교육목적을 지닌 
대상에게 교육을 집중하기보다 여러 가지의 동기와 목
적을 지닌 모든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야 될 필
요가 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스트릿 댄스 학원의 경우 
네이버 ‘댄스학원’검색 결과 시 약 3,046건
(2020.11.04.13:09)의 학원 정보가 검색될 정도로 양
적으로 팽창되어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학원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학습자들을 더욱 만족시키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인접연구인 [3]의 연구에 따르면 요리학원 수
강생들 대상으로 학습자들은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 시킬 

때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원하는 목적과 욕
구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4]은 체육입시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학원의 분위기, 접근성, 강사의 
지도능력, 학원의 인지도와 경쟁력 등이 선택의 주요 
속성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5]은 학원 프랜
차이즈 선택속성(학원의 인지도, 이용 경험, 편리성, 서
비스 응대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이 선택속성 
중 이용 경험과 전문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이끌어냈다. 즉, 학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봤
을 때, 학원은 학습자들의 욕구충족과 만족도를 향상시
키기 위한 여러 방면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
릿 댄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현황[6], 스트릿 댄스 참
여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7][8], 학점은행제를 대
상으로 한 스트릿 댄스 교육기관 연구[9][10] 등이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스트릿 댄스 교육 관련 선
행연구들은 교육기관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학점은행
제만을 집중적으로만 연구한 한계가 있다. 물론,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대한 타 기관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 또한 청소년과 광주시민만으로 제한하여 연구가 이
루어진 한계가 있다. 또한, 인접 연구로 학원들의 선택
속성 분석은있지만 스트릿 댄스 전문 학원의 연구가 아
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릿 댄스 학원을 선택하는 일
반인과 스트릿 댄스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릿 댄스 
학원을 선택할 때 두 학습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습자들의 원하는 교육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원하는 교육을 제공 할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스트릿 
댄스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고, 스트릿 댄스를 전
문으로 교육하는 학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서 올바른 교육의 발전의 방향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
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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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은 스트릿 댄스 학원을 다니는 학습자
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7세~50세의 학생과 일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선정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무선 표집방
법 중 편의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여 2019년 5월 1일부
터 5월 31일까지, 총 31일 간 직접 설문조사 및 온라인
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 31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후 회수된 설문지는 301부
(91.6%)였다. 이중,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동일한 척도
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응답한 불성실한 응답자 설문
지 1부를 제외하고, 유효한 설문지는 총 300부(95.8%)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 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정리했다.

표 1. 인구통계 적 특성(N=300)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스트릿 댄스 학습자들의 학원 선택 속성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
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
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
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
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
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
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

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결혼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넷째,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
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
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
기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전공/비전
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여섯째,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
기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학습목적)
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곱째,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
기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학습기간)
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했다.

그림 1. 연구모형

3. 변수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구통계 적 특성, 교육기관의 

선택속성 등 모든 설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
구통계 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전공/비
전공, 학습목적, 학습기간 등 총 7개로 구성했다. 둘째,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은 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

성별 남성 117 39.0 결혼 미혼 276 92.0
여성 183 61.0 기혼 24 8.0

연령

10대 84 28.0

학력

중졸 81 27.0
20대 144 48.0 고졸 95 31.7
30대 65 21.7 전문대졸 49 16.3
40대 4 1.3 대졸 61 20.3
50대 3 1.0 대학원졸 14 4.7

전공 전공자 150 50.0

학습
기간

1개월(미만) 71 23.7
비전공자 150 50.0 3개월(미만) 10 3.3

학습
목적

개인취미 133 44.3 6개월(미만) 23 7.7진학 83 27.7
1년(미만) 31 10.3연예인지망생 7 2.3
1년(이상) 165 55.0기타 77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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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 등 6개로 구성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변수의 측정항목 수, 측정방법 등은 [표 2]
와 같이 정리했다.

4. 신뢰도 분석
일반적으로 신뢰도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

일한 조건의 측정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각 반복 측정치들 사이의 일관성의 정도, 즉 신뢰성
에 대해 측정하는 것이 신뢰성 분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 알파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은 [표 3-8]에 나타내었다. 신
뢰도 분석결과, 교육기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
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 6가지 요인
의 크론바 알파(Cronbach's α) 계수가 최소 0.637에
서 최대 0.908로 나타나, 내적 일관도가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모두 신뢰할 만한 수
준이다.

표 3. 신뢰도 분석 (교육환경)

변수 측정항목 Cronbach's
alpha

교육
환경

교육환경1 환기, 냉·난방, 조명 등 시설의 편리함

.637

교육환경2 내부 시설의 청결성
교육환경3 내부 인테리어의 쾌적함
교육환경4 주변 환경의 청결성
교육환경5 편의시설 구비
교육환경6 연습공간의 환경
교육환경7 접근성

표 4. 신뢰도 분석 (교육 프로그램)

표 5. 신뢰도 분석 (가격요인)

표 6. 신뢰도 분석 (서비스)

표 7. 신뢰도 분석 (강사)

표 8. 신뢰도 분석 (홍보환경)

변수 측정항목 Cronbach's
alpha

홍보
환경

홍보환경1 교육기관의 브랜드

.876

홍보환경2 교육기관의 명성과 홍보
홍보환경3 교육기관 강사진의 명성
홍보환경4 교육기관의 진학여부
홍보환경5 교육기관 내 분위기
홍보환경6 타 교육기관과의 차별성
홍보환경7 친구 및 지인의 수강여부

변수 측정항목 Cronbach's
alpha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1 장르의 다양성

.861

프로그램2 수준에 맞는 지도
프로그램3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4 프로그램의 다양성
프로그램5 프로그램의 체계성
프로그램6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 된 프로그램

프로그램7 학습자가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질문 
시 충분한 답변여부

변수 측정항목 Cronbach's
alpha

가격
요인

가격요인1 수강료 지불 방법의 다양성

.846
가격요인2 프로그램과 수강료의 적합성
가격요인3 수강료 외 추가비용의 적절함
가격요인4 타 교육기관보다 저렴한 수강료
가격요인5 수강료 반환 시 신속한 처리

변수 측정항목 Cronbach's
alpha

서비스

서비스1 응대와 친절성

.908

서비스2 교육에 맞는 서비스 제공도
서비스3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설명

서비스4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다양한 정보 
제공

서비스5 수강시간 내 정확한 교육 서비스 
제공여부

서비스6 진로의 정보
서비스7 학습자의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해결

변수 측정항목 Cronbach's
alpha

강사

강사1 강사의 인품

.840

강사2 강사의 지도력
강사3 강사의 수
강사4 강사의 학력 및 지도경력
강사5 강사의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
강사6 강사의 신뢰성
강사7 수강생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

No 변수 세부 요인 측정항
목 수 측정방법 선행연구

1 인구통계 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전공/비전공
학습목적
학습기간

7개 명목척도 [14]

2 교육기관의
선택속성

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

40개

리커트 
척도(5점)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 5점(매우 
중요하다)

[14]
[4]
[3]
[21]
[11]

총계 - 47개 
문항 - -

표 2. 변수의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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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는 스트릿 댄스 학원(교육기관) 학습자의 교

육기관 선택속성에 관한 설문조사로, 수집된 300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통계적 분석을 실시했
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버전: 18.0) 프로
그램을 이용했다.

첫째, 설문 응답자(300명)의 기본적인 표본을 바탕으
로, 인구통계 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
시했다. 

둘째, 300명이 응답한 측정문항이 항상 비슷한 응답
을 도출할 수 있는지, 즉 측정문항은 높은 신뢰도를 보
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
다.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은 크론바 알파
(Cronbach's Alpha) 값을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도출
했다.

셋째, 각 변수 간 상호 연관성에 대한 기술통계, 그리
고 변수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
정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했다.

넷째, 본 연구의 핵심인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
가 지각하는 교육기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
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전공/비전공, 학습목
적, 학습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했다.

Ⅲ. 연구 결과

1.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는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로 측정

된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의 어느 정도 밀접한 관
련성을 갖고 변화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
고 묘사하기 위해 이용되는 통계학의 한 기법이다.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교육환경과 서비스(r=.615), 교육 프로그

램과 가격요인(r=.637),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
(r=.790),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r=.751), 가격요인과 
서비스(r=.685), 가격요인과 강사(r=.776), 서비스와 강
사(r=.776), 강사와 홍보환경(r=.627) 등이 p < 0.01에
서 최소 60% 이상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상관관계 분석

2. 차이분석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은 통계학에서 두 개 이상 다수의 집단을 비교
하고자 할 때 집단 내의 분산, 총 평균과 각 집단의 평
균의 차이에 의해 생긴 집단 간 분산의 비교를 통해 만
들어진 F분포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정을 하는 방
법이다. 따라서 일원 분산 분석을 통한 차이분석은 다
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

변수 성별 연령 결혼 학력 전공 목적 기간 교육
환경

프로
그램 가격 서비

스 강사 홍보

성별 1 - - - - - - - - - - - -

연령 .194
** 1 - - - - - - - - - - -

결혼 -.13
5*

.136
* 1 - - - - - - - - - -

학력 .009 -.26
4**

.202
** 1 - - - - - - - - -

전공 -.25
3**

-.14
7*

-.19
7**

-.16
2** 1 - - - - - - - -

목적 -.12
6* .056 -.15

7**
-.21
8**

.544
** 1 - - - - - - -

기간 -.22
5**

-.22
5**

-.05
4 .052 .570

**
.339
** 1 - - - - - -

교육
환경

-.03
2

-.04
6

-.12
6* .001 .159

** .060 .051 1 - - - - -

프로
그램

-.01
0

-.04
4

-.11
6*

-.06
0

.255
**

.144
*

.184
**

.580
** 1 - - - -

가격 -.10
2

-.06
8

-.01
9

-.00
6 .104 .017 .075 .547

**
.637
** 1 - - -

서비
스

-.02
8 .008 -.15

1**
-.07

3
.142

*
.127

* .082 .615
**

.790
**

.685
** 1 - -

강사 .014 -.03
3

-.12
0*

-.02
8

.164
** .079 .146

*
.594
**

.751
**

.676
**

.776
** 1 -

홍보 -.04
7

-.01
5 .001 -.06

1
.192
**

.179
** .099 .423

**
.560
**

.528
**

.494
**

.627
** 1

평균 .39 .52 .08 .41 .50 .56 .55 4.18
2

4.15
1

3.92
2

4.29
4

4.18
1

3.51
4

표준
편차 .489 .500 .272 .493 .501 .498 .498 .764 .629 .745 .658 .624 .821

주) * p < 0.05, ** p < 0.01
인구통계 변수(더미변수로 변환 후 

사용)
(01) 성별: 0=여성, 1=남성

(02) 연령: 0=20대, 1=그 외
(03) 결혼: 0=미혼, 1=기혼

(04) 학력: 0=고졸(이하), 1=고졸(이상)
(05) 전공: 0=비전공자, 1=전공자
(06) 목적: 0=개인취미, 1=그 외

(07) 기간: 0=1년(미만), 1=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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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전공/비전공, 학습목적, 학습기
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
로 검정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했다.

1)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에 있어, 성별 간 차이분석
본 연구는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

육기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성별)에 따
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
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으며, 모든 교육기관의 선택
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은 최대 p<0.05 유의수준에서 성별 간 차이
가 발생하지 않았다.

표 10.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에 있어 성별 간 차이분석

2)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에 있어, 연령 간 차이분석
본 연구는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

육기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연령)에 따
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
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으며, 모든 교육기관의 선택
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은 최대 p<0.05 유의수준에서 연령 간차이가 
발생했다.

3)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에 있어, 결혼 여부 간 차이분석
본 연구는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

육기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결혼 여부)
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으며, 교육기관의 선택속성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홍보환경)을 제외하고, 교육

변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F p

교육환경
남성 117 4.1514 .97853

.314 .575여성 183 4.2022 .59039
합계 300 4.1824 .76437

교육 
프로그램

남성 117 4.1441 .73791
.030 .864여성 183 4.1569 .55087

합계 300 4.1519 .62929

가격요인
남성 117 3.8274 .89207

3.154 .077여성 183 3.9836 .63033
합계 300 3.9227 .74593

서비스
남성 117 4.2711 .77781

.238 .626여성 183 4.3091 .57075
합계 300 4.2943 .65829

강사
남성 117 4.1929 .73548

.060 .807여성 183 4.1749 .54304
합계 300 4.1819 .62405

홍보환경
남성 117 3.4664 .97061

.663 .416여성 183 3.5457 .71185
합계 300 3.5148 .82185

변수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p

교육환경

10대 84 4.2381 .73893

1.036 .389

20대 144 4.2192 .80793
30대 65 4.0725 .70218
40대 4 3.8214 .55174
50대 3 3.7143 .75593
합계 300 4.1824 .76437

교육 
프로그램

10대 84 4.1990 .70616

1.225 .300

20대 144 4.1806 .55031
30대 65 4.0725 .66246
40대 4 3.7500 .29451
50대 3 3.7143 1.30931
합계 300 4.1519 .62929

가격요인

10대 84 3.9643 .86938

1.146 .335

20대 144 3.9750 .64553
30대 65 3.7877 .78332
40대 4 3.7000 .38297
50대 3 3.4667 .94516
합계 300 3.9227 .74593

서비스

10대 84 4.4099 .72055

1.458 .215

20대 144 4.2887 .55302
30대 65 4.1912 .75309
40대 4 3.9643 .52651
50대 3 4.0000 1.24540
합계 300 4.2943 .65829

강사

10대 84 4.2364 .69509

1.118 .348

20대 144 4.2034 .53521
30대 65 4.1055 .68478
40대 4 3.7857 .29738
50대 3 3.8095 1.29625
합계 300 4.1819 .62405

홍보환경

10대 84 3.6922 .92701

2.520 .041

20대 144 3.5278 .72907
30대 65 3.2747 .85651
40대 4 3.4286 .23328
50대 3 3.2381 .64418
합계 300 3.5148 .82185

표 11.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에 있어 연령 간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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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서비스, 강사는 최대 p<0.05 유의수준에서 결혼 
여부 간 차이가 발생했다.

표 12.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에 있어 결혼 여부 간 차이분석

4)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에 있어, 학력 여부 간 차이분석
본 연구는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

육기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학력)에 따
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
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는 [표 13]과 같으며, 교육기관의 선택속성
(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을 
제외하고, 홍보환경은 최대 p<0.05 유의수준에서 학력 
간 차이가 발생했다.

표 13.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에 있어 학력 간 차이분석

5)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에 있어, 전공/비전공 간 차
이분석

본 연구는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
육기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전공/비전
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
로 검정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는 [표 14]와 같으며, 모든 교육기관의 선택
속성(가격요인)을 제외하고, 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은 최대 p<0.05 유의수준에서 
전공/비전공 간 차이가 발생했다.

표 14.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에 있어 전공/비전공 간 차이분석

변수 결혼 N 평균 표준편차 F p

교육환경
미혼 276 4.2107 .77075

4.783 .030기혼 24 3.8571 .61047
합계 300 4.1824 .76437

교육 
프로그램

미혼 276 4.1734 .61366
4.065 .045기혼 24 3.9048 .75905

합계 300 4.1519 .62929

가격요인
미혼 276 3.9268 .74950

.106 .745기혼 24 3.8750 .71703
합계 300 3.9227 .74593

서비스
미혼 276 4.3235 .63630

6.929 .009기혼 24 3.9583 .81521
합계 300 4.2943 .65829

강사
미혼 276 4.2039 .60948

4.347 .038기혼 24 3.9286 .74051
합계 300 4.1819 .62405

홍보환경
미혼 276 3.5145 .83594

.000 .985기혼 24 3.5179 .65236
합계 300 3.5148 .82185

변수 학력 N 평균 표준편차 F p

교육환경

중졸 81 4.2381 .74402

.593 .668

고졸 95 4.1338 .93835
전문대졸 49 4.0787 .63759

대졸 61 4.2412 .63596
대학원졸 14 4.2959 .43571

합계 300 4.1824 .76437

교육 
프로그램

중졸 81 4.2099 .71324

.435 .783

고졸 95 4.1609 .57076
전문대졸 49 4.0729 .70054

대졸 61 4.1148 .58544
대학원졸 14 4.1939 .41784

합계 300 4.1519 .62929

가격요인

중졸 81 3.9679 .87147

.613 .654

고졸 95 3.8905 .70606
전문대졸 49 3.8327 .73750

대졸 61 4.0131 .66319
대학원졸 14 3.8000 .61269

합계 300 3.9227 .74593

서비스

중졸 81 4.4127 .72808

1.625 .168

고졸 95 4.2677 .61153
전문대졸 49 4.1166 .71230

대졸 61 4.3208 .58882
대학원졸 14 4.2959 .55883

합계 300 4.2943 .65829

강사

중졸 81 4.2504 .70150

.695 .596

고졸 95 4.1504 .62143
전문대졸 49 4.0787 .63692

대졸 61 4.2201 .51809
대학원졸 14 4.1939 .56203

합계 300 4.1819 .62405

홍보환경

중졸 81 3.7231 .92867

2.934 .021

고졸 95 3.4150 .76989
전문대졸 49 3.5948 .79290

대졸 61 3.3021 .73868
대학원졸 14 3.6327 .71256

합계 300 3.5148 .82185

변수 전공/비
전공 N 평균 표준편차 F p

교육환경
전공자 150 4.3038 .44266

7.742 .006비전공자 150 4.0610 .97304
합계 300 4.1824 .76437

교육 
프로그램

전공자 150 4.3124 .43299
20.802 .000비전공자 150 3.9914 .74520

합계 300 4.1519 .62929

가격요인
전공자 150 4.0000 .61481

3.249 .072비전공자 150 3.8453 .85236
합계 300 3.9227 .74593

서비스 전공자 150 4.3876 .47950 6.134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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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에 있어, 학습목적 간 차이분석
본 연구는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

육기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학습목적)
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는 [표 15]와 같으며, 모든 교육기관의 선택
속성(교육환경)을 제외하고,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은 최대 p<0.05 유의수준에서 
학습목적 간 차이가 발생했다.

표 15.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에 있어 학습목적 간 차이분석

7)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에 있어, 학습기간 간 차이분석
본 연구는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

육기관의 선택속성(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이 인구통계 적 특성(학습기간)
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는 [표 16]과 같으며, 교육기관의 선택속성
(교육환경,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을 제외하
고, 교육환경은 최대 p<0.05 유의수준에서 학습기간 
간 차이가 발생했다.

표 16.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에 있어 학습기간 간 차이분석

비전공자 150 4.2010 .78875
합계 300 4.2943 .65829

강사
전공자 150 4.2838 .44349

8.192 .005비전공자 150 4.0800 .75093
합계 300 4.1819 .62405

홍보환경
전공자 150 3.6724 .68633

11.419 .001비전공자 150 3.3571 .91342
합계 300 3.5148 .82185

변수 학습목적 N 평균 표준편차 F p

교육환경

개인취미 133 4.1310 .90060

1.161 .325

진학 83 4.3064 .53365
연예인지

망생 7 4.3265 .68370

기타 77 4.1243 .72041
합계 300 4.1824 .76437

교육 
프로그램

개인취미 133 4.0505 .61626

4.163 .007

진학 83 4.3356 .45419
연예인지

망생 7 4.4082 .41591

기타 77 4.1058 .77397
합계 300 4.1519 .62929

가격요인

개인취미 133 3.9083 .73258

3.873 .010

진학 83 4.0867 .61936
연예인지

망생 7 4.3429 .51270

기타 77 3.7325 .85999
합계 300 3.9227 .74593

서비스

개인취미 133 4.2009 .67421

3.121 .026

진학 83 4.4303 .50900
연예인지

망생 7 4.7143 .45922

기타 77 4.2709 .75293
합계 300 4.2943 .65829

강사

개인취미 133 4.1267 .62977

3.385 .019

진학 83 4.2943 .45688
연예인지

망생 7 4.7143 .32991

기타 77 4.1076 .74741
합계 300 4.1819 .62405

홍보환경 개인취미 133 3.3502 .83234 6.594 .000

진학 83 3.7935 .66156
연예인지

망생 7 4.0816 .41940

기타 77 3.4471 .89525
합계 300 3.5148 .82185

변수 학습기간 N 평균 표준편차 F p

교육환경

1개월(미만) 71 4.0322 .83690

1.072 .370

3개월(미만) 10 4.2143 .80320
6개월(미만) 23 4.3540 1.60060
1년(미만) 31 4.2028 .63436
1년(이상) 165 4.2173 .54617

합계 300 4.1824 .76437

교육 
프로그램

1개월(미만) 71 4.0040 .89017

3.117 .016

3개월(미만) 10 4.2286 .78593
6개월(미만) 23 3.9193 .70359
1년(미만) 31 4.0829 .41694
1년(이상) 165 4.2563 .47157

합계 300 4.1519 .62929

가격요인

1개월(미만) 71 3.7803 .96520

1.261 .285

3개월(미만) 10 3.7600 .75895
6개월(미만) 23 3.8783 .82625
1년(미만) 31 4.0645 .60307
1년(이상) 165 3.9733 .64033

합계 300 3.9227 .74593

서비스

1개월(미만) 71 4.1771 .90752

1.696 .151

3개월(미만) 10 4.4571 .72781
6개월(미만) 23 4.0932 .78200
1년(미만) 31 4.4009 .54513
1년(이상) 165 4.3429 .50527

합계 300 4.2943 .65829

강사

1개월(미만) 71 4.1127 .88160

1.993 .096

3개월(미만) 10 4.1429 .71270
6개월(미만) 23 3.9379 .60888
1년(미만) 31 4.0968 .53374
1년(이상) 165 4.2641 .47944

합계 300 4.1819 .62405

홍보환경

1개월(미만) 71 3.3219 1.04636

1.372 .2433개월(미만) 10 3.6429 .61075

6개월(미만) 23 3.5155 .5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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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스트릿 댄스 학원을 선택하는 일반인
과 스트릿 댄스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릿 댄스 
학원의 선택 속성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스트릿 댄스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관의 선
택속성이 인구 통계적 특성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분
석한 결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요
리전문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선택 속성과 교육서
비스 품질이 수강생의 교육 만족도와 추천 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3]의 연구에서 대체로 학습자들의 
성별에 따라 선택속성에 대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
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미용학원 수강생의 학원
선택 요인이 교육서비스 만족도와 진로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이 연구결과 일부를 지지해주고 있다. 즉, 스트릿 댄스 
학습자가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있어서 선택속성의 요
인과 성별은 관계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스트릿 댄스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관의 선
택속성이 인구 통계적 특성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분
석한 결과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연령에 따라 홍보
환경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
접연구인 제과제빵 학원생들의 교육기관 선택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12]의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 한다. 또한 국내 체대입시 학원의 선택속성이 만
족도 및 재등록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13]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일치 하며 [11]이 연구한 미용학원 
수강생의 학원선택 요인이 교육서비스 만족도와 진로
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와 부분일치 한다. 
즉, 이러한 결과에 따라 연령대 별로 홍보환경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며 연령대가 높은 학습
자일수록 홍보환경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원
을 선택하는 걸 알 수 있다.

셋째, 스트릿 댄스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관의 선
택속성이 인구 통계적 특성 결혼여부에 따라 통계적으

로 분석한 결과 차이가 발생하였다. 결혼여부에 따라 
교육환경, 서비스, 강사의 선택속성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미혼의 학습자가 기혼의 학
습자들보다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홍보환경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접연구인 미용학원 
수강생의 학원선택 요인이 교육서비스 만족도와 진로
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11] 연구에서는 
기혼의 학습자가 더 높은 인식의 중요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즉,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미혼/기혼 의 학습자를 비교했을 
때 모두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인, 홍보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 있다.

넷째, 스트릿 댄스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관의 선
택속성이 인구 통계적 특성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
이가 발생하였다. 학력에 따라 홍보환경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였다. 학력 중에서도 중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홍보환경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
로 대학원졸, 전문대졸, 고졸, 대졸 순으로 차이를 보였
다. 즉, 학원 경영 시 홍보 환경은 지역이나 타켓층의 
인구통계적 특성에서 학력을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
다.

다섯째, 스트릿 댄스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이 인구 통계적 특성 전공/비전공 에 따라 통
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였다. 전공/비전공에 따라 가격
요인을 제외한 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
공자와 비전공자 중에서 전공자가 비전공자 보다 교육
환경,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의 선택속
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교육
환경, 강사, 홍보환경 순으로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스
트릿 댄스 전공 학습자는 비전공 학습자 보다 스트릿 
댄스에 대한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환경과 프로그램 짜임새, 강사의 전문
성, 학원의 브랜드 등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다는 걸 알 수 있다. 

여섯째, 스트릿 댄스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이 인구 통계적 특성 학습목적에 따라 통계적
으로 차이가 발생하였다. 교육환경을 제외한 교육 프로
그램, 가격요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에서 유의한 차

1년(미만) 31 3.5253 .75448
1년(이상) 165 3.5879 .75944

합계 300 3.5148 .8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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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났다. 특히 연예인 지망생의 목적을 가진 학
습자들은 서비스와 강사의 선택속성요인을 높게 인식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접연구인 보컬댄스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아 연예인 지망생의 목적을 가진 학습자
는 학원을 선택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목적과 
충분히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강사의 경력과 신뢰도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 할 것이며 본인에게 수강시간 내 교
육에 대한 서비스와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제공
하는지 등 선택속성 중에서도 강사와 서비스에 대해 가
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스트릿 댄스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관의 
선택속성이 인구 통계적 특성 학습기간에 따라 통계적
으로 차이가 발생하였고 교육기관의 선택속성 중에서 
교육 프로그램만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1년 
이상의 학습자들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3개월 
미만, 1년 미만,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순으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접연구인 미용학원 수강
생의 학원선택 요인이 교육서비스 만족도와 진로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11]의 연구결과와 부
분 일치한다. 또한 체대입시 학원의 선택속성이 만족도 
및 재등록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13]의 연구결
과와도 부분 일치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결과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선
택속성요인과 성별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래 배운 학습자 혹은 전공자 일수록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다양성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
공자와 비 전공자 관계없이 두 학습자들 모두 본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학원을 선택하는 교
육적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
이 학원을 선택할 때는 학원의 홍보환경, 강사진들의 
구성, 학원의 분위기, 타 학원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연령대에 따라 10대와 40대는 홍보환경을, 20대는 
교육환경을, 30대는 가격요인을, 50대는 서비스와 강
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결혼여부에 따라 교육환
경과 서비스, 강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습목적에 따
라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학

원은 학습자들의 목적에 따라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스트릿 댄스 학원을 선택하는 일반인
과 스트릿 댄스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릿 댄스 
학원의 선택 속성을 분석하는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트릿 댄스 학원을 
다니는 학습자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종 수집 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IBM SPSS 
Statistics(버전: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
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
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
관의 선택속성이 인구통계 적 특성(성별)에 따라 통계
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
관의 선택속성이 인구통계 적 특성(연령)에 따라 통계
적으로 차이가 발생했으며, 홍보환경에서 차이가 발생
하였다. 특히 10대의 학습자들의 홍보환경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
관의 선택속성이 인구통계 적 특성(결혼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했으며, 교육환경, 서비스, 강사
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미혼의 학습자들이 서비
스 속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기
관의 선택속성이 인구통계 적 특성(학력)에 따라 통계
적으로 차이가 발생했으며 특히 대학원졸의 학력을 가
진 학습자가 홍보환경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
기관의 선택속성이 인구통계 적 특성(전공/비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했으며 가격요인을 제외
한 모든 선택속성인 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가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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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스
트릿 댄스 전공 학습자들은 서비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
기관의 선택속성이 인구통계 적 특성(학습목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했으며 교육환경을 제외한 홍
보환경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연예인 지망생 목
적을 가진 학습자들은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 속성에
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예인 지망생의 목적을 가진 
학습자들은 가격요인과 강사, 서비스, 홍보환경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곱째,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육
기관의 선택속성이 인구통계 적 특성(학습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했으며 학습기간이 1년 이상인 
학습자들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
자 선택속성 구성 요소 중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홍보
환경이 가장 중요한 선택속성요인으로 파악되었고 가
격요인은 다른 선택속성요인들에 비해 가장 낮은 인식
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스트릿 
댄스 학원을 선택할 때 가격을 제외한 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강사, 홍보환경의 요인들이 중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과정에 있어 향후 이루어져야 할 후속연
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지역과 서울특별시의 
스트릿 댄스 학원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을 
뿐 아니라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일부의 학원과 학교
에서 스트릿 댄스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는 일부 학습자
들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후속 연구에서
는 연구 대상 지역을 확대해 지역별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재 스트릿 댄스 학원에서 수강하
고 있는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스트릿 댄스 학원에 다니 는 수강생들의 평
균 연령은 10대~20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령층
을 축소하여 연구에서 설정한 특성 변인 외에 다양한 
변인들을 구성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10대의 대부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도 학원

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따
라서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학부모도 연구 범위에 포함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릿 댄스를 배우는 학습자들
의 학원 선택속성만을 연구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나아가 스트릿 댄스 교육기관이 학습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만족도와 재등록 
의도의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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