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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가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활성화할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학

생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 온라인 수업만족도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학습몰입, 학습성과는 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자기주도학습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

명력은 49%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온라인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학생의 학습몰입, 학

습성과를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교수자와 대학은 온라인 수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주제어 : 대학생,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 온라인 수업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flow,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outcomes, and online class satisfaction,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online class satisfaction.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flow,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outcomes, and online class 

satisfaction. Online class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flow and learning outcomes, but 

self-directed learning had no direct effect. The explanatory power of online class satisfaction was 49%. 

Based on the above results, in order to increase online class satisfaction, a plan is needed to improve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flow and learning outcomes for online classes. In addition, instructor and 

university are required to actively endeavor and supp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online classes.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flow,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Outcomes, Online 

Class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Kim, Shin Hyang(kimsin210@shinsung.ac.kr)

Received January 7,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February 2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4, pp. 393-401, 2021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1.19.4.393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4호394

1. 서론

1.1 연구필요성

최근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 2019) 감염병 

확산으로 학습자의 건강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해 대학

의 수업방식이 면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하; 온라인 수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이다.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도 정보화 기술과 인터넷 및 네트워크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최근 10년 동안 온라인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은 단방향 지식전달 교수법으

로 학습자의 참여유도, 흥미유발 기능이 부족한 수동적

인 형태이지만[2],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의 참여 유연성, 

접근 용이성 및 편의성 때문에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

교육에서 증가하고 있다[3]. 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학습

자의 수업태도, 흥미, 이해 정도의 점검이 어렵고, 중도 

탈락률이 면대면 수업보다 높게 보고되어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4]. 특히 현재의 사회

적 상황에 의해서 증가한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온라인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업만족도는 학습자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

서적, 인지적 반응으로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등의 

충족에서 오는 총체적 결과이다[5]. 대학의 전통적 비대

면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으로는 자기 

동기화, 상호작용(학생-학생, 학생-교사, 학생-콘텐츠), 

컴퓨터기술 능력, 자기주도학습[6], 학습몰입[3], 학습성

과[7] 등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호작용은 

온라인 수업만족도 향상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스타일과 선호도를 반영할 경우 학습성과와 

만족도가 향상된다[3].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업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학습자 변인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학습에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로

학습 과정과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유용

한 변수로[8,9] 학습몰입 수준이 수업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력이 있었다[9].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와 접촉하지 않

는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학습목표 제시, 학습자의 자율적인 분위기

와 상호작용의 기회 제공하여 학습몰입을 높일 때 수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10].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의

지의 원동력으로[5]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에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고되었다[11]. 자기주도학습이 높

은 학습자는 수업만족도가 높았으나, 자기주도학습이 낮

은 학습자는 온라인 수업을 부담스러워하고, 수업내용의 

이해가 부족하여 수업만족도가 낮았다[12]. 하지만 선행

연구[5,11]에서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인 온라인 학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수업만족도에 긴밀한 영향을 주는 학습성과[7]

는 대학에서 고등교육의 목표 달성을 통해 학생들이 갖

추어야 할 역량으로써, 대학의 학습자가 교육 활동을 통

하여 획득한 지식과 능력이며, 개인적인 변화와 그로 인

해 수반되는 이익이 포함된다[13].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수업의 학습성과가 낮을수록 수업만족도가 낮고,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온라인 학습

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개별적

인 특성을 고려한 자기주도학습과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

해 다양한 지원의 제공과 학습 환경의 조정전략[6]이 학

습자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온라인 수업만

족도 증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의 의지에 의한 학습몰입, 자기주

도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습성과의 유지 또는 향상

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

라인 수업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온라인 수업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가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온라인 수업의 질 관리와 온라

인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

과가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

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 온

라인 수업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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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 온

라인 수업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 온라인 수업의 학습몰입, 자기주도

학습, 학습성과, 수업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온라인 

수업만족도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도구

2.2.1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Csikszentmihalyi [14] 가 개발한 학습

몰입을 Lee [15]가 국내 교육에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3문항이며 각 문

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15]가 개발 당시 Chronbach’ ⍺는 .91, 본 연구

는 .89이었다.

2.2.2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은 Guglielmino [16]가 개발한 자기주

도학습(SDLRS:Self-Directed Learning Readness 

Scale)을 Kim [1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총 22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

도학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역 문항은 역 환산하였

다. Kim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 본 연

구는 .89이었다.

2.2.3 학습성과

학습성과는 Bae [18]가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

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5문항

이며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Chronbach’ ⍺는 Bae [18]의 개발 당시 

.87, 본 연구는 .90이었다. 

2.2.4 수업만족도

수업만족도는 Bae [18]가 개발한 온라인 교육서비스 

품질 도구를 본 연구의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5문항이며 각 문항은 

리커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 수업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Bae [18]의 개발 당시 Chronbach’ ⍺는 .72, 본 연

구는 .95이었다.

2.3 자료수집 절차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S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IRB 

NO: SM-202007-047-2) 자료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는 충청남도,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만 18세 이상 재학생이다. 대상자

의 표본 수는 G*Power 3.1.9.4를 활용하여 일원표본분

석은 중간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

변수 3개(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로 하였을 

때 252명, 다중회귀분석은 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3개(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로 하였을 때 119명 산출되었다. 설문지는 탈

락률을 고려하여 320부 배포하여 응답이 부족한 10부를 

제외한 후 최종 310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 자료수집 

절차는 우선 연구 관련 내용을 학과장, 학부장에게 구두

로 승인을 받은 후 본 연구자 4명이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고 자발적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9월까

지이고, 설문 소요 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 

변수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만족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 온라인 수업만족도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실시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가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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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23.9세로 나타났다. 성별에

서는 여학생(86.5%)이 남학생(13.5%)보다 많았다. 학년

에서는 1학년(43.5%)이 가장 많았다. 온라인 수업의 장

소는 집(70.3%)이 가장 많았다. 온라인 수업의 유형은 

녹화된 영상(79.7%)이 실시간 영상(20.3%)보다 만족도

가 높았다. 온라인 수업의 단점은 수업집중도가 떨어짐

(37.1%), 소통의 어려움(26.8%), 수업이해도가 떨어짐

(18.1%), 수업매체 사용 어려움(7.7%), 없음(7.1%), 기

타(3.2%)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반복

시청 가능(55.2%)이 가장 많았다.

3.2 대상자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 

    온라인 수업만족도의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 

온라인 수업만족도 정도는 Table 2와 같았다. 학습몰입 전

체문항의 평균은 3.34점, 자기주도학습은 3.49점, 학습성

과는 3.30점, 온라인 수업만족도는 3.55점으로 나타났다.

(N=310)

Variables
Mean
±SD

1 2 3 4

r
(p)

1. Learning flow
3.34

±0.56
1

2. Self-directed 
learning

3.49
±0.44

.68
(<.001)

1

3. Learning 
outcomes

3.30
±0.93

.44
(<.001)

.17
(.003)

1

4. Online class

satisfaction

3.55

±0.64

.55

(<.001)

.36

(<.001)

.63

(<.001)
1

Table 2. Correlations of Major Variables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

    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

만족도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학년(F=2.27, p=.042), 온라인 수업의 장소

(F=5.17, p=.006), 온라인 수업유형(t=-1.97, p=.050)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학년이 1학년보

다, 장소는 집이 기숙사보다, 온라인 수업유형은 실시간 

영상이 녹화된 영상보다 수업 만족도가 높았다. 

(N=310)

Characteristics
Frequency

   (%)

Online class satisfaction

Mean±SD   t or F(p)

Gender
Male 42(13.5) 3.47±0.54

-.869(.385)
Female 268(86.5) 3.56±0.66

Grade

1sta 135(43.5) 3.42±0.73

2.77(.042)
a<c

2ndb 83(26.8) 3.57±0.60

3rdc 49(15.8) 3.72±0.48

4thd 43(13.9) 3.49±0.66

Uncontacted
class place

Original housea 218(70.3) 3.56±0.67

5.17(.006)
a>b

Dormitoryb 56(18.1) 3.28±0.62

Rented roomc 36(11.6) 3.65±0.52

Favorite method
Recorded video 247(79.7) 3.51±0.66

-1.97(.050)
Real-time video 63(20.3) 3.69±0.58

Advantages of 
uncontacted

class

Repeatablea 171(55.2) 3.54±0.67

1.523(.220)Freedom of placeand timeb 124(40.0) 3.54±0.61

High class concentrationc 10(3.2) 3.90±0.61

Disadvantages of
uncontacted

class

Nonea 22(7.1) 3.54±0.93

1.06(.380)

Reduced class concentrationb 115(37.1) 3.57±0.61

Difficulty in communicationc 83(26.8) 3.64±0.56

Difficulty understanding classd 56(18.1) 3.39±0.63

Difficulty using mediae 24(7.7) 3.51±0.60

Etcf 10(3.2) 3.60±0.95

Table 1. Differences in  Online Class Satisfaction with different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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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자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 

    온라인 수업만족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온라인 수업만족도와 학습몰입(r=.55 p<.001), 

자기주도학습(r=.36, p<.001), 학습성과(r=.63 p<.001)

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Table

2). 학습몰입은 자기주도학습(r=.68, p<.001), 학습성과

(r=.44 p<.001)는 정적인 관계였으며, 학습성과, 자기주

도학습(r=.17, p=.003)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3.5 대상자의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산출된 희귀모형은 유의하

였으며(F=74.88, p<.001), 다중회귀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은 1.77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

성이 없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 범위가 10을 넘지 않

아 본 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학습성과(β

=.50, p<.001), 학습몰입(β=.27, p<.001)이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9%였다. 

(N=310)

Variables B S.E β t p
Adj 
R²

Learning flow .31 .07 .36 4.58 <.001

.49
Self-directed learning .13 .09 .08 1.46 .144

Learning outcomes .35 .03 .50 10.87 <.001

Online clas.s satisfaction .00 .00 .05 1.09 .275

F=74.88(p<.001), Durbin-Watson = 1.77 

Table 3. Factors Influencing Online Class Satisfaction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 온라인 수업의 학습몰입, 자기주도

학습, 학습성과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온라인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사항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습몰입은 5점 만점에 

3.34점으로, 면대면 수업을 받은 보건의료분야 대학생의 

5점 만점에 2.76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9]와 간호대학

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조사한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06

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환경의 차이 즉 면대면과 온라인 학습 차이

로 인한 결과로 예측된다. 대학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질

을 높이는 선행요건으로 학습몰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

고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 관련 변인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0]. 특히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

습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고, 그 요인들

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몰입 정도가 결정되므로[21] 학

습몰입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온라인 수업의 자기주도학습은 5점 만점에 3.49점으

로 융복합 블렌디드 러닝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5점 만점에 3.35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2]와 온라인 

학습을 경험한 대학생 대상으로 5점 만점에 3.45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5]와 유사하였다. 이는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적용 등 온라인 

수업의 역량증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충

족시키지 못해[22]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의

지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결과로 사료된다. 학습자의 

동기부여와 자기주도학습, 상호작용 및 기술능력을 갖추

었을 때 성공적인 온라인 수업의 학습성과 달성이 가능

하고[23],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학습 능

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5] 자기주도학습 능력

이 낮은 학습자를 위한 교수자의 개별적인 접근과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의 학습성과는 5점 만점에 3.30점으로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액션러닝을 적용하여 5점 만점에 

3.50~3.73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4] 보다 낮았다. 이

는 온라인 수업이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해야 할 것을 시사하는 바이며, 온라인수

업에서 학습자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노력, 즉

각적인 답변이 반영된 교수자의 피드백, 체계적이고 명

확한 강의, 수준별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25]. 또한 학습내용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한 학습성과

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26]. 

본 연구에서 온라인 수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5점

으로 융복합 블렌디드 러닝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5점 만점에 3.60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2]와 유

사하였다. 이는 면대면 수업에 익숙한 대학생들이 이전

에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불

안과 소통의 어려움, 집중도 부족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

으로 사료되며, 의과대학생 대상의 연구[27]에서 원격교

육환경에서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불안감이 

증가한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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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만족

도 차이는 학년, 장소, 수업유형에 따라 유의하였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의 온라인 수업만족도는 3학

년이 1학년보다 높은 반면에 Choi와 Rho [28]의 대학

생 이러닝 연구에서는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 의과대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전공분야학습과 

학습량의 증가 등의 학습상황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 

규칙적으로 학습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만족

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21]와 유사하다. 추후 학년별 특

성을 고려한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온라인 수업의 장소는 집이 기숙사보다는 수

업만족도가 높았다. 온라인 수업의 장소에 관한 선행연

구가 없어 비교의 어려움이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철저한 준비과정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된 각 대학의 온

라인 수업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결과로 여겨진다. 이러

한 결과는 차후에는 대학의 온라인 수업환경에 대한 시

급한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온라인 수업

유형은 녹화된 영상이 실시간 영상보다 만족도가 높았

다. 이는 체육계열 대학생의 이론과 실습교과목에서 원

격동영상 강의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결과[29]와는 다른 

양상이었으나 녹화된 영상이 이해도에 따라 학습속도조

절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시간에 반복시청이 원활한 장

점으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대학교육에서 상

호작용이 온라인 수업만족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고

된 선행연구[3,6]를 토대로 교수-학습자 간에 상호작용

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구축하여 온라인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대상자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 온

라인 수업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학습

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는 온라인 수업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나 대학생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가 높을수록 온라인 수업만족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이는 국내 대학생의 학습몰입[30], 자기주도학습능

력[5], 학습성과[31]가 높을수록 수업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이 같다.  학습자의 내적 자원인 학습몰

입과 자기주도학습이 수업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

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성과가 수업만

족도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임을 기술한 기존 연구결

과와 부합된다[32].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학습몰입, 학습성과는 정적

인 영향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주도학습은 직접 영향 주

지 않았다. 대학생의 학습성과와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높은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는 Choi와 Shin [33]의 9차 연도 교육과정 적용 분석 연

구에서 학습성과가, 플립러닝 수업[30]에서 학습몰입이, 

수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

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 전통적인 수업방법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학습성과와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 개발

과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학습성과는 교육과정과 기법에 가장 큰 영향

을 받으며[31], 수업 운영의 충실도가 높은 경우[34]와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보다 하이브리드 온라인 교육과 온

라인 교육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5]. 온라인 

수업과 같이 개별적 학습을 진행하는 환경에서는 교육기

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콘텐츠의 질이 학습몰입과 학습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36]. 따라서 대학에서 제공

되는 온라인 수업의 질을 우선으로 향상하는 것이 시급

하며, 이로 인해 학습자의 학습몰입과 학습성과가 강화

될 경우 온라인 수업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면대면 강의실 수업환경에 익

숙한 학습자들에게 온라인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절

한 온라인 수업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하여 학습성과, 학

습몰입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교수자는 교수-

학습자 간 접근이 원활한 교수법 개발과 적용에 대한 효

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교

수자는 온라인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습자 변인과 

환경적 요인이 충족될 수 있는 수업 설계를 위해 다각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대학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만족도는 3학년이 

1학년보다, 집이 기숙사보다, 실시간 영상이 녹화된 영상

보다 온라인 수업만족도가 높았다. 대학생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과, 온라인 수업만족도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학습몰

입, 학습성과는 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자기주도학습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교는 온라인 수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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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학생의 학습몰입, 학습성과를 

증진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계점을 중심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대학생으로 연구를 하여 일반화하

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 추후 대상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의 내재적 요인인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외에도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학년, 전공, 교과목, 온라인 수업의 지원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온라인 수업만족도를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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