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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최근 예상치 못한 세계적인 감염병의 대유행은 대

학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1]. 코로나 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급속해짐에 따라 심각 단계에 접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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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정부(교육부)는 긴박하게 개학 연기 조치

를 발표하였고, 이후 3개월간 대면 수업 전면 금지-순

차적 온라인 개학-제한적 대면 수업 시행(실험 및 실

습수업)의 과정을 거치며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사실

상의 전 국가적 교육 체계로 시행되고 있다[2].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교육 체제의 대전환에서 핵

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 원격 

교육, 이러닝, 온라인 수업 등과 같은 주요 이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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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reat of COVID-19 pandemic put many universities in Korea to develop and
implement various types of untact online classes. Online education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effective educational methods because of its ubiquitous and flexible educational
environments. However quick move to online education caused by the sudden attack of the
COVID-19 led to many problems such as faculty’s burden and stress from the planning and
designing suitable for online classes, technology system problems for both students and
faculty and students’ complaints of the low quality of educati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earner, contents, and
instructor factors on college student satisfaction with untact online classes during the first
attack of COVID-19 pandemic.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605 undergraduate students of
S women’s university based in Seoul, who took the untact online classes in the spring
semester 2020.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reveal that only contents factor are likely to
predict learner satisfaction. These findings provide insights that the effective planning and
designing classes are key to enhancing learner satisfaction with online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nstructors need various contents developed and educational strategies f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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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이라는 학문 영역을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주목하는 현상이 되고 있으며[2], 이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3, 4].

그러나 갑작스러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시행으

로 인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학교와 

교수자들은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5].

2019년 대학알리미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국 4년

제 대학의 오프라인 강좌 수는 598,813개, 온라인 강

좌 수는 5,606개로, 국내 대학교육에서 온라인 수업은 

전체의 1%만을 차지하고 있다[6]. 이렇게 국내 다수

의 대학들이 온라인 교육 환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시행 

이후 교수자의 수업 설계에 대한 부담, 트래픽 등의 

기술적 문제,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 등의 문제점들

에 대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5].

온라인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 스스로 학습

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차

원에서 주목을 받으며 I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성장

해 오고 있다[7]. 그러나 그간의 온라인 교육은 개인

과 기관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

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교육의 중단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비자발적 선택이 되었다. 즉 온라인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유연함(flexibility)을 제공해 주

는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전체적인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시행은 전례가 없는 

현상이라 기존의 온라인 교육의 시행과는 다른 양상

을 띠게 된다[4].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면 온

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교수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이러닝, 플립 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의 대

학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 만족은 수업 유

형 등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학습자, 콘텐츠, 교수자 

요인이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이용되어 분석되고 

있다[7, 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온라인 교육의 학습자 

만족에서 논의된 학습자, 콘텐츠, 교수자 요인을 모두 

이용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비자발적 상황에서의 대

학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 만족도를 통

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온라인 교육과의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하는 교수 설계 과정

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 비대면 온라인  수업 

운영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은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교육 과정 운영을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4]. 국내 대부분의 대학

들은 일부 실험 및 실습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다[9].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10]. 동영상 강의형, 실시간 화상수업형, 그리고 

혼합형 운영 등이다. 기타 필요에 따라 MOOC나 유

튜브 등의 외부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동영상 강의형은 교수자의 개발 방식에 따라 여러 포

맷으로 제공된다. 파워포인트 자료에 음성으로 녹음

하여 동영상 포맷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교수자의 강

의 모습을 함께 녹화하여 동영상으로 제공하기도 하

며, 강의실에서 직접 촬영을 하여 마치 강의실 녹화

분처럼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동

영상 강의형 수업은 관련 과제를 부과하는 형태로 운

영되었다. 실시간 화상수업형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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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형이 다양한 편이다. ZOOM, 구글미트, MS

팀즈, 웹엑스 등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

간 대면수업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특징은 유연성과 기술적 의

존성, 참여자의 책임감과 의지의 중요성 등으로 논할 

수 있다[11].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시간적, 공간적으

로 유연함이 있으며, 익명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학

생들도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간적, 공간적 유연함으로 인해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이 가능

하며 자신의 속도로 학습하면서 반복 학습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기술 의존

적일 수밖에 없어서 네트워크의 속도, 화면의 크기 

및 화질, 컴퓨터 기기의 성능 등에 따라서 교육 여건

이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또한 참여자의 책임감과 

참여 의지에 따라서 참여 과정과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지는 것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중요한 특징이다.

일정 부분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비대면 온

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참여자가 그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학습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원격 교육에서 중도탈락이 매우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전개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상황에

서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 절약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강의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다른 업무와 병행이 가능

하다는 점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언급

하였지만,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9, 12]. 대표적으로는 

과제의 증가와 수업 플랫폼 관련 불만, 네트워크 환

경의 불안정, 출결 관리, 저화질의 문제, 교수 및 동료

와의 상호작용 어려움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전반

적으로 강의의 질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온라인 교육이 교육 환경에 유연함을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온라인 

교육의 시행은 전례가 없던 것이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온라인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비교적 

우수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학교 및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

수학습 개선을 위해 멀티미디어 교육, 이러닝, 블렌디

드 러닝, 플립 러닝, 스마트 교육, 유비쿼터스 교육 등

이 강조되어 왔다[2].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노력이 

부분적이고 자발적인 것이었다면, 지금의 상황은 교

육 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비자발적인 선택의 상황으

로 전혀 다른 양상이며,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 상황에서 비

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2.2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 만족

대학에서는 학습 효과의 개선 및 증진을 위해 그동

안 이러닝, 플립 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 온라인을 이

용한 다양한 유형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활용해 오

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들의 학습 효과

는 주로 학습자 만족과 지속적 이용의 관점에서 분석

되고 있다[8, 13]. 학습자 만족은 학습자가 느끼는 교

육적 경험의 긍정적 정도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요

구가 충족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며[14],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지표이다[15]. 학습자 만족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적용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향후 학습자의 반복 이용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8, 14, 15, 20].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의 학습자 만족에 대한 기 연

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학습자 요인, 콘텐츠 요인, 교

수자 요인의 관점에서 학습자 만족이 분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7, 8], 각 요인은 수업 유형 등

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이용

되어 분석되고 있다.

이러닝의 학습자 만족도 증진에 대한 이순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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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의 연구에서는 이러닝 성공에 대한 기존 연구

들을 분석하여 이러닝의 시스템 품질(홈페이지 품질,

UI 품질, 비디오 품질, 오디오 품질) 정보 품질(학습

자료 품질), 서비스 품질(교과목 품질, 강사와 상호작

용, 강사 교육방식, 강사 발음)을 이러닝의 학습자 만

족을 위한 변인으로 제시하였다[8]. 이러닝의 이러한 

품질 측면은 콘텐츠 특성과 교수자의 특성으로 정리

되어 이해될 수 있다.

이러닝, 플립 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온라

인 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한 전병호(2017)의 

연구에서도 학습자 요인, 콘텐츠 요인, 교수자 요인을 

학습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리하고 있

다[7].

먼저 학습자 관점에서는 주로 학습 동기가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15, 16]. 그 외에 자기효

능감 및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학습자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나[17, 18], 정보기

술의 일상화로 인해 컴퓨터 등의 매체 활용 효능감은 

이전에 비해 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사항은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콘텐츠 요인이다.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콘텐츠가 제공되는 매체의 기능적 

특성과 콘텐츠의 내용적 특성이 학습자 만족에 중요

하다[20]. 기능적 특성은 콘텐츠가 제공되는 시스템 

품질에 관한 것이고, 내용적 특성은 제공되는 콘텐츠

의 정확성, 다양성 등의 콘텐츠 구성에 관한 것이다

[21-23].

마지막으로 교수자 요인이다. 교수자는 학습자들

이 학습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다[20].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교수

자의 상호작용과 교수자의 교수 설계가 학습자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24-2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논의된 

학습자, 콘텐츠, 그리고 교수자 요인 모두를 활용하여 

대학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 1>과 같이 학습자 요인,

콘텐츠 요인, 그리고 교수자 요인이 대학 비대면 온

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 만족도와 지속적 이용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

이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제공되는 콘텐

츠를 공부하고,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자기 의견을 

게시하고, 스스로 학습속도를 조절하는 등 학습자의 

역할이 효과적 학습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무엇보다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인 학습 동기는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의 태도와 행동

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15, 16].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

가 제공되기 때문에 콘텐츠가 제공되는 매체의 시스

템 품질이 중요하다. 시스템 사용 시 불편함과 느린 

속도 등의 기능적 문제가 학습자에게 부정적인 요인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제

공되는 콘텐츠 자체도 학습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

게 되는데, 콘텐츠의 내용, 정확성, 다양성 등 콘텐츠 

구성이 학습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20, 21, 23].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작하

고 수업과 관련한 지침을 제공하는 교수자의 상호작

용 역시 학습자 만족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20]. 학

습 목표에 부합하여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수업 내용

의 제공과 수업 관련 일정 및 지침을 학생들에게 제

공하는 것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 시켜준다. 또한 적

극적으로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상호작용과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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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지하게 하는 

교수자의 상호작용 역시 학습자 만족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된다[24-26].

학습자 요인

지속 이용학습자

만족
콘텐츠 요인

교수자 요인
비대면 온라인 수업 유형

<그림 1> 연구 모형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추가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제공된 유

형(동영상 강의, 실시간 화상 수업, 혼합형 수업, 기

타)에 따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H1.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요인은 학습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콘텐츠 요인은 학습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 요인은 학습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만족은 지속적 

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각 요인이 학습자 만족

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 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다.

3.2 측정 척도

본 연구의 설문에 사용된 개별 문항들은 내용 타당

성의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고 그 타

당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항목들로부터 선택하여 

본 연구의 환경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정을 하여 사용

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 척도는 <표 1>과 같다. 각 측

정 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값의 범위를 갖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Ⅳ. 분석 결과

4.1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서울 소재의 모 여자대학교

에서 2020년 1학기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학

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무

응답 및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605부를 최종 분

<표 1> 측정 척도

요인 조작적 정의 및 문항수 관련 연구

학습자
학습 행위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심리적 

상태(5)
[15-16]

콘텐츠
학습의 편리함,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12)
[20-21,

23]

교수자 
교수 내용 설계의 조직화, 교수자의 촉진 

및 제반 활동(10)
[7, 20,
24-26]

학습자 

만족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긍정적인 태도와 만족(5) [8, 14-15,
20]지속 

이용

지속적인 비대면 온라인 수업 이용 

의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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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1학년 

229명, 2학년 103명, 3학년 190명, 4학년 83명의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수업 유형은 전공이 41.0%, 교

양이 59.0%였으며, 시행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유

형으로는 동영상 강의가 5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23.8%, 동영상 강

의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혼합이 18.2%를 차지하였

다.

4.2 자료 분석 방법 및 연구모형의 특성

SmartPLS를 사용하여 확인요인분석과 상관관계분

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분석하고, 대학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 만족과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

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PLS(Partial Least Square)는 모형 전체

의 적합성을 측정하기보다는 원인-예측 분석을 할 경

우나 이론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다[27]. 그리고 PLS는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에 제

약을 받지 않는다[28].

본 연구 역시 대학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

자 만족 및 지속적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PLS를 분석도구로 채택하였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측정항목들의 요인 적재

치는 임계치 0.5를 모두 상회하였고[28, 29], 구성개념

의 복합신뢰도 역시 임계치 0.8을 모두 상회하고 있

으며[30], AVE 역시 임계치인 0.5를 넘고 있다[29,

3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측정모형은 

적절한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각 구성개념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각 

구성개념간 상관계수와 AVE는 <표 3>과 같다. 모든 

구성개념의 AVE가 다른 구성개념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 제안하고 있는 측정모형은 적절한 판별타당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 연구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구성 요인적재치 복합신뢰도 AVE Cronbach’α

학습자 

0.688

0.849 0.532 0.781

0.607

0.784

0.804

0.748

콘텐츠 

0.635

0.944 0.585 0.935

0.688

0.753

0.755

0.769

0.783

0.815

0.724

0.851

0.837

0.835

0.707

교수자 

0.846

0.956 0.686 0.949

0.809

0.819

0.773

0.892

0.831

0.839

0.843

0.867

0.752

학습자 만족도

0.885

0.947 0.783 0.931

0.864

0.893

0.882

0.899

지속 이용

0.934

0.959 0.887 0.9360.95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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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검증

가설검증은 PLS에서 제공하는 부트트랩(Bootstrap)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 t값을 구하여 수행되었다. 가설

검증 결과에 따른 각 경로계수와 t값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콘텐츠 요인만 학습자 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경로계수 =

0.603, t값 = 4.721), 학습자 요인과(경로계수 = 0.087,

t값 = 0.793) 교수자 요인은(경로계수 = 0.032, t값 =

0.264)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자 만족도는 다시 지속적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 =

0.803, t값 = 20.483).

한편 각 구성개념에 대한 분산설명력은 전반적으

로 모형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습자 만

족 R2 = 46.3%, 지속적 이용 R2 = 64.5%).

각 요인이 만족도를 통해 지속 이용에 미치는 매개

효과, 즉 간접효과는 Sobel 검정(http://quantpsy.org/

sobel/sobel.htm)을 통해 분석하였는데[28], 가설 검

증 결과와 동일하게 콘텐츠 요인에서만 간접효과(콘

텐츠-만족도-지속이용)가 나타나고(t값 = 4.677) 학습

자 요인(t값 = 0.804)과 교수자 요인(t값 = 0.244)에서

는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유형에 따른 차이

의 분석은 조절 효과를 통해 분석되었다. PLS에서의 

조절 효과는 상호작용항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설명력 비교를 통해 조절 효과의 크기를 언급할 수 

있다[28]. 조절 효과 지수는 조절 효과의 대략적인 크

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값이 0.02 이하

면 조절 효과가 작은 값, 0.15는 중간, 0.35 이상이면 

조절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조

절 효과 지수는 0.001로 나타나 비대면 온라인 수업 

유형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

다.

<표 3> 상관 계수 및 판별 타당성 (괄호는 AVE값임) 

요인
요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학습자 요인 (0.532)

콘텐츠 요인 0.558 (0.585)

교수자 요인 0.549 0.743 (0.686)

학습자 만족 0.441 0.676 0.528 (0.783)

지속 이용 0.303 0.465 0.344 0.803 (0.887)

<표 4>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결과

H 1 학습자 요인 → 학습자 만족 0.087 0.793 기각

H 2 콘텐츠 요인 → 학습자 만족 0.603 4.721** 채택

H 3 교수자 요인 → 학습자 만족 0.032 0.264 기각

H 4 학습자 만족 → 지속 이용 0.803 20.483** 채택

H 4 비대면 온라인 수업 유형에 따른 차이 f2 = 0.01 기각

학습자 만족도 R2 = 0.463, 지속적 이용 R2 = 0.645
** p<0.01, * p<0.05

조절효과 지수(f2) = [R2
2 – R1

2]/[1 - R2
2], R1

2 = 상호작용 이전 모델의 설명력, R2
2 = 상호작용이 포함된 모델의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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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도  커다란 변혁의 시대를 겪고 있

다. 일부 수업의 경우 대면 수업이 시행되기는 하였

지만 국내 대학에서는 전반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

업이 지배적으로 운영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새롭고 낯선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19라는 요인으로 

비자발적인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시행된 것은 교육 

환경에서의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서의 학습자의 만족도를 학습자, 콘텐츠, 그리고 교수

자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해 기존의 자발적 환

경과의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및 그

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요인은 학습자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자 요인과 교수자 요인은 그렇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교

육 환경에서 학습자와 콘텐츠의 상호작용이 학습자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자간의 상호작용과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Alqurashi(2019)의 연구 결

과와 맥을 같이한다[13]. 특히 지난 학기에 여러 대학

에서 실시한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동영상 강의에 대

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점을 상기해보면[12], 콘텐

츠 요인이 학습자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학습들에게 

체계적으로 구성된 콘텐츠를 학습하기 쉬운 방법으

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고 간단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습자와 콘텐

츠와의 상호작용을 독려하는 교수자의 전략이 중요

하고, 무엇보다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확

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13, 20].

학습자 요인과 교수자 요인은 학습자 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3.42점(5점 만점)의 다소 높지 않은 학습

자의 수업 만족도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63명의 대학생들이 3.53점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 만족도를 보여준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9].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가 낮은 이

유는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비대면 온라인 수업

은 자발적 선택이기보다는 코로나 19라는 환경적 원

인으로 인한 비자발적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습자 측면에서 보면, 학습자가 스스로 희망해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거나 블렌디드 러닝과 같이 부

분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제공되는 경우에 학습자의 

동기는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14,

15, 32].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은 학습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비자발적 상황이

었다. 그리고 기존의 온라인 수업은 주로 일방적인 

동영상 강의였지만 이번에는 동영상 강의뿐만 아니

라 실시간 수업 및 혼합형으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동영상 강의라 할지라도 출석 확인을 위해 기존과는 

달리 유연함이 덜 적용되었으며, 실시간 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비디오로 얼굴을 노출하거나 온라인에서 

발언하는 것이 익숙지 않은 환경이었고 이러한 환경

에 대한 정서적 측면의 대비가 부족했다.

교수자 요인의 경우 항목의 평균 응답값이 4.26점

으로 높게 나왔으나 이것이 학습자 만족도로 이어지

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교수자의 조

직화된 교수 내용 설계와 학습촉진을 위한 노력들이 

학습자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

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는 학습자들이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방해요소로 작용했다

고 볼 수 있다. 학습자가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

다 할지라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낮은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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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자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방

해요소로 작용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갑작스러운 

비대면 온라인 수업 운영으로 교수자가 수업을 준비

할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제공되지 않았다. 교수자 

역시 일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비대면 온

라인 수업이 학기 전체로 적용되면서 기존의 대면 수

업 구성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시간과 역량이 부

족했다. 그 결과,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

인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과 학습자-학습자 상호작

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자 요

인에 대한 높은 평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만족도

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사료된다.

이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유형이 동영상 강의형

이거나 실시간 온라인 수업형이거나 상관없이 학습

자의 만족도가 낮게 나온 점과도 관련이 있다. 전체

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다보니 수업 유형의 특징에 따른 차이는 

수업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고, 다른 측면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 수업 유형

의 특징에 부합하게 효과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유형 

구분이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한편,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들

이 향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지속이용하고자 하는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

다. ‘이미 시작된 미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이번의 대

학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시행은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였고 이 자체가 대학에서 뉴노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속 이용 의지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습자가 수업환경에 대해 물리적, 심리

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명확

한 가이드라인과 사전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수자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면서도 적절한 양의 과제 제시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서는 의사소통, 피드백, 수업 준비, 수업의 내용, 교수 

방법, 상호작용 등과 같은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 역

량이 필요하므로[1], 학습자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모색하고,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다양한 교

수전략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교수학

습센터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를 위한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시행된 

대학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 만족도를 학

습자, 콘텐츠, 그리고 교수자 요인의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정 대학 

학생 대상 편의 표집을 통한 분석으로 그 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여러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수업 유형과 성격 및 참여도 등 학

습 동기 이외의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심층적 분석

이 이뤄진다면 더욱 의미 있고 심층적인 시사점을 도

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19 상황 정상

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연구를 통해 비대면 온

라인 수업의 만족도 향상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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