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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대학과 일반대학 사범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어수업에 대한 수
업만족도를 비교·분석하며 집단 간 만족도 항목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온라인 영어 수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20년 1학기에 
온라인 영어 과목을 수강한 교육대학 재학생 54명과 일반대학 사범대 재학생 5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온라인 설문지가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초로 5개 항목 50문항의 설문
이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수업 만족도의 하부요인은 학습 내용/운영, 학습결과, 수업환경, 학습지원, 효과성으
로 분류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05%로 하여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영어 수업을 수강한 교육대학 재학생
과 일반대학 사범대 재학생의 수업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는 일반대학의 평균값이 교육대학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집단 간 수업만족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값을 보이지는 않았다. 둘째, 수업만족도의 하위요인별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한 결과 하위요인 5개 가운데 수업환경, 학습지원, 효과면에 있어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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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lass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enrolled in between a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college, and to identify any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the class satisfaction 
factors.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a survey of 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54 
primary teachers’ college students and 50 secondary teacher’s college ones, respectively. A survey 
consisted of 5 categories including class contents, instruction results, class environment, instructional 
supports and efficiency. To analyze data, the descriptive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were 
administerd using Jamovi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erms of the overall class satisfaction, even though the mean score 
from the secondary teachers’ colleg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rimary teachers’ college 
student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lass satisfaction’s sub categories: class 
environment, instructional supports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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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세기 후반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컴퓨터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은 수 백 년 동안 지속되어온 
전통적 개념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 모형을 뿌리째 
변화시키고 있다. 1960년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라틴어, 화학, 음악, 기초수학 등의 교양과
목을 지도하기 위해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PLATO 
(Programmed Logic for Automatic Teaching 
Operations) Project가 실행된 이후, 1990년대 들어 
획기적으로 발전한 www (World Wide Web)로 상징
되는 ICT 기반 기술은 급기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
육과정 운영을 꿈이 아닌 현실로 바꾸어 놓고 있다. 특
히, 최근 2010년대 들어 미국 Stanford University에
서 실행하기 시작한 Udacity, Coursera, 그리고 
Harvard University와 MIT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edX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온라인 대중수업(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을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 들인 촉발제가 되었
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MOOC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지만, 
COVID-19로 불리는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대유행
(pandemic)은 MOOC와 같은 온라인 강좌 운영의 필
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절실히 요구하고 있
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의 경우도 지난 10여 
년 이상에 걸쳐 일반 종합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습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도
입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우리 사회 
상황의 급격한 변화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눈 깜짝할 
사이 교육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
꾸어 놓았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그 변
화에 맞는 교육 내용 및 교수방법을 개선하여 궁극적으
로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초등교사 양성 방안 모색을 
위해 본 연구자들은 우선 현재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강좌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실행시기 측면에서 교육대학보다 다소 앞
서 있는 일반 종합대학의 영어교과 관련 온라인 강좌에 
대한 재학생들의 반응과 교육대학 학생들의 반응을 비
교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영어 수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목
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질문을 다루었다: 현
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영어 관련 수업의 만
족도(학습내용 및 운영, 학습결과, 수업환경, 학습지원, 
수업효과성 등)에서 교육대학 재학생과 일반 일반대학 
사범대 재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본 질문에 대한 
답은 비대면 교육활동이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
는 현실이 되고 있고, MOOC 또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
의 선택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회변화에 속
에서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자로서 교육대학 및 일
반대학의 영어교과 교수자(instructors)들이 이들의 교
육과정 운영에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비록 작지만 구
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학습의 개념과 특징
온라인 학습(online learning)이란 테크놀로지 기반 

환경에서 교수-학습이 진행되고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닝(e-learning), 원거리학습(remote learning), 
가상학습(virtual learning), 원격학습(distance learning), 
사이버학습(cyber learning)과 같은 용어와 비슷한 의
미를 지니며 최근에는 인터넷 뿐 만 아니라 모바일
(mobile)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수방법을 말한다[1-3]. 온라인 학습
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든
지(anytime)’, ‘어디든지(anywhere)’, ‘누구나(anyone)’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학습자들
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기기와 도구를 활용해 대
면 대체학습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4]. 특히 코로
나 시대의 온라인 학습은 초창기 온라인 학습체제와 달
리 교육을 혁신하고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
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020년 현재 온라인 교육의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1) 녹화된 강의재생, 2) 실시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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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강의, 3) 강의자료 업로드, 4) 과제 제출 등이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 아래 [표 1]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의 주요 플랫폼들을 소개한 것으로 교
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는 온라인 상에서 새로
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며 동시에 상호간 
의견 교환과 토의, 토론을 통하여 능동적인 학습을 가
능케 하고 있다.

표 1. 온라인 학습 도구와 플랫폼
구분 이름 특징

온라인
학습 도구

Google Hangouts Meet, Cisco Webex, 
Microsoft Teams, Zoom, Skype, 

Blackboard Collaborate 등
real-time

학습관리
시스템(LMS)

E-Class, E-Campus, E-학습터. 
Blackboard, Moodle, Google 

Classroom 등
on-demand

이러한 ICT 기술의 발달은 과거와 달리 역동적이면
서도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표 2]에
서 요약한 것처럼 학습의 질 제고와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되어 시도되
고 있다.

표 2. 온라인 학습 형태 비교
구분 학습 과정 특징

온라인
(online) 

형태

기본적인 교수-학습을 비롯한 평가 및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사소통이 온라인에서 

진행

코로나 대유행 이후의 
학습형태

블렌디드
(blended) 

형태

전통적 대면 방식의 수업과 온라인 형태의 
교수-학습 활동이 유기적으로 혼합되어 

진행

비대면 온라인과 대면 
환경을 적절히 활용

온라인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온라인 교육의 쌍방향성과 상호작용의 긍정적 효과를 
밝힌 연구가 있다[5-8]. 이러한 연구들은 온라인을 통
해 새로운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교류하고 손쉬운 공
유를 통하여 정보습득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온라
인 학습의 장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온라인 학습의 편
의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사용자 편의성과 휴대성, 
그리고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다
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9][10].

물론 온라인 학습의 단점과 제한점을 꼽은 사례도 있
었으며 인프라 부족과 교사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교사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

였다. 아울러 몇몇 연구들은 대면 수업과 달리 학습자
의 책임감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온라인 학습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11][12].

2. 수업만족도의 정의와 특징
만족도라는 것은 한 개인이 느끼는 긍정적이며 편안

한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각 개인의 기대치와 요
구에 따른 판단을 일컫는 것으로 개인별 만족도의 기준
과 단계는 서로 상이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수업에 대
한 것을 수업만족도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수업만족도
는 수업에서 계획한 주요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정서적으로나 상호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수업상황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
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13]. 또한 수업만족도를 느낀다
는 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지적·인지적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계속적인 학습을 이루어 나가고 싶은 바람과 
함께 수업에 대한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14]. 일반적으로 수업의 목표는 새로운 지식, 기술, 정
보, 태도와 행동양식의 습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업
은 이러한 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가령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자들의 정의적 및 인지적 요인들이 어
떻게 다루어지고 만족도 높은 학습을 위해 학습자의 특
성 및 교과목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내는 것도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다. 수업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동기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알 수 있다. 
가령 높은 수업만족도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을 지속
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수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15]. 뿐만 아니
라 학습태도를 고취하여 학습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몰
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16-18]. 이처
럼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의 향상
은 물론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와 같은 정의적 특
성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온라인 수업만족도 선행연구
온라인 수업만족도는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수업

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이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정서적, 
주관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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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전통적인 교실 기반의 대면 수업과 달리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수업을 받으며 교실기반의 수업과 
동일한 교육적 효과 내지 학습 성취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학습의 개념과 특징에서 밝힌 바와 같
이 현재 온라인 교육의 단점과 제한점을 뛰어 넘으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적 수업방
식과 같은 교육 효과와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
구한 사례들을 소개되고 있다[19-22]. 그 가운데 ‘학생
의 온라인수업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23]이라
는 연구는 온라인수업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음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온라인수업 만족 요인
구분 내용

온라인 수업만족도 
향상 요인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 동기와 학습에 대한 주도성 확립

교과교사의 학습 지원 활동(질문에 대한 답변, 학습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강화
학습 콘텐츠의 적절성과 시스템의 편리성 강화

온라인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안정적인 온라인 교과교사 확보 및 전문성 개발 
학습콘텐츠 확보 및 질 관리를 위한 체제 구축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
학생의 자발성과 자기주도성 확보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1학기 온라인 영어강좌를 수강하

는 강원도 소재 C 교육대학교 학부생(54명)과 4년제 K 
대학교 사범대 학부생(50명)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다. 표집(sampling)은 집단의 성격을 개략적으로 알
아보기 위하여 비확률적 표집 방법 가운데 우연적 표
집1(accidental sampling) 방식을 채택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참여한 138명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과 기
입 누락 및 중복적인 내용 반복이 포함된 34명의 자료
를 제외하고 나머지 104명을 유효 표본으로 삼았다. 아
래 [표 4]는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기본 정보이다.

1 우연적 표집은 연구자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들 중에서 표
집하기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은 있다.

표 4. 실험참여자의 기본 정보

영역 구분(단위: 명) 합계C교육대학 K대학
성별(남/여) 54(22+32) 50(18+32) 104

학년(1/2/3/4) 54(0+32+22+0) 50(23+18+9+0) 104

실험에 앞서 참여한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
를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Levene의 동질성 검정과 비모
수 통계방법인 Mann-Whitney U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 5]에서 나타나듯이 Homogeneity 공
분산이 0.05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U 
통계값은 124.000이고 유의확률은 .113으로 유의수준 
p<.05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이질집단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5. 집단 간 Levene의 동질성 검사결과
구분 F df df2 p

Homogeneity Test 23.2 1 102 <.001

표 6. 집단 간 Mann-Whitney U 검사결과
구분 Statistic df p U

Mann-Whitney U 1106 - 0.113 124

2. 연구도구
연구 참여자들의 온라인 영어 학습에 대한 수업만족

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지가 제작되어 배포
되었다. 설문 문항은 다음 [표 7]과 같이 총 5항목 50문
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유사한 선행 연구인 [24-27] 
수업만족도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제작하였다.

표 7. 설문지의 구성과 항목

설문문항은 1-5 likert scale(1: 전혀 아니다, 5: 매
우 그렇다)로 온라인 영어 수업에 대한 학습 내용과 운
영, 학습결과, 수업환경과 지원, 그리고 영어강좌에 대

구분 하위항목 문항수 비고

온라인
영어

수업의
만족도

학습내용/운영 10
1-5
likert
scale

학습결과 10
수업환경 10
학습지원 10

효과성(영어능력신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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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검
사 결과 평균 .712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0년 1학기에 대학영어 과목을 온라인

으로 수강한 재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영어는 대학생의 영어 능력향상을 위해 필
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으로 읽기, 쓰기와 말하기, 
듣기 능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대학의 온라인 기반 영어 수업은 동일한 교수자에 
의해 매주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교수-학습방법
과 교재 모두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업은 교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인 E-Class를 
통하여 매 차시 녹화(asynchronous)된 강의 영상을 
탑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과 질의응답, 과제 
및 평가 모두 E-Class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실시되었
다. 교수자는 효과적인 강의 전달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강의 영상 외에 관련 정보와 참고자료를 제공하
였다. 수업이 종료된 후 수업만족도 설문지가 온라인으
로 배포하였으며 배포 전 설문내용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 확인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배포 후 수집된 설문결과는 Jamovi 통계 프로그램2

을 이용하여 양적으로 분석되었다(유의수준 p<.05). 우
선, 두 집단의 온라인 영어 수업에 대한 수업 만족도 평
균값(M)과 표준편차(SD)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이어 수업 만족
도 하위 영역(학습내용/운영, 학습결과, 수업환경, 학습
지원 및 효과성)에 대한 양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2 Jamovi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방식의 무료 및 공개 
통계 프로그램으로 https://www.jamovi.org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1. 집단별 수업 만족도 분석
온라인 영어 수업을 수강한 교육대학 재학생과 일반

대학 사범대 재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는 아래 [표 8]에서 나타나듯이 일반대학
(M=4.02)의 평균값이 교육대학(M=3.82)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집단별 기술통계값(Group Descriptives)
내용 집단 N Mean Median SD SE

온라인
영어수업

수업만족도

교육대학 54 3.82 3.81 0.729 0.0992

일반대학 50 4.02 4.00 0.374 0.0530

다만 두 집단 간 수업 만족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t값은 1.72이고 유의확률은 0.085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는 않았
다. 다음 [표 9]는 집단 간 t검정값을 측정 결과이다.

표 9. 집단별 독립표본 t값(Independent Samples T-Test)

내용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SE 
difference

온라인
영어수업

수업만족도
1.72ᵃ 102 0.085 0.198 0.115

그림 1. 집단 간 수업 만족도 평균값 비교

2. 집단별 수업 만족도 하위요인 분석
집단별 전반적인 수업 만족도 비교 분석에 이어 세부

하위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학습 내용과 운영에 관한 만족도는 교육대학 
평균3.75, 일반대학 3.87로 근사하게 나타났다. 학습결
과에 대한 만족도 역시 3.79(교육대학), 3.73(일반대학)
로서 두 집단 모두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다만 수업환
경과 학습지원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평균의 차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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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데 일반대학 참여자들의 평균이 4.25인 반면, 교
육대학 참여자들의 평균은 3.95에 그쳤다. 또한 학습지
원면에 있어 일반대학 참여자들의 평균값이 약 0.3점 
가량 높은 4.04를 보였다. 온라인 영어교육의 효과에 
있어서도 일반대학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교육대학에 
비해 0.34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표 10]
은 수업만족도 하위요인별 기술통계값이다.

표 10. 수업만족도 하위요인 기술통계값(Group Descriptives)
내용 집단 N Mean Median SD SE

학습내용/운영 교육대학 54 3.75 3.95 0.662 0.0901
일반대학 50 3.87 3.95 0.394 0.0557

학습결과 교육대학 54 3.79 3.80 0.754 0.1026
일반대학 50 3.73 3.90 0.496 0.0702

수업환경 교육대학 54 3.95 4.00 0.762 0.1036
일반대학 50 4.25 4.20 0.538 0.0760

학습지원 교육대학 54 3.75 3.70 0.835 0.1137
일반대학 50 4.04 4.00 0.485 0.0686

효과
(영어능력신장)

교육대학 54 3.87 4.00 0.846 0.1151
일반대학 50 4.21 4.05 0.561 0.0793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업만족도 5개의 하위요인 가
운데 학습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고 일반대학 참
여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교육대학 재학생에 비해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수업만족도 하위요인 Plots

다음은 이러한 하위요인에 있어 두 집단 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앞서 [표 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 집단 간 온라인 영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
족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값(p>.05)을 보이지는 않았
다. 그러나 다음 [표 11]에서 드러나듯이 하위요인 5개 
가운데 수업환경, 학습지원, 효과(영어능력신장)면에 있
어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1. 수업만족도 하위요인 독립표본 t값(Independent Samples 
T-Test)

내용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SE 
difference

학습내용/운영 1.109ᵃ 102 0.270 0.1197 0.108
학습결과 -0.437ᵃ 102 0.663 -0.0552 0.126
수업환경 2.319ᵃ 102 0.022* 0.3020 0.130
학습지원 2.114ᵃ 102 0.037* 0.2861 0.135

효과
(영어능력신장) 2.380ᵃ 102 0.019* 0.3378 0.142

그러나 학습내용 및 운영, 수업결과 만족도면에 있어
서는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집단 간 하위 요인면에 있어 동일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대학과 일반대학 사범대에 재

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어수업에 대한 수
업만족도를 비교·분석하며 집단 간 만족도 항목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것이
다. 수업 만족도의 하부요인은 학습 내용/운영, 학습결
과, 수업환경, 학습지원, 효과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05%로 하여 기술통계와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분석
한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영어 수업을 수강한 교육대학 재학생과 
일반대학 재학생의 수업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는 일반대학(M=4.02)의 평균값이 교육대학

학습
내용/
운영

학습
결과

수업
환경

학습
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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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82)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집단 간 수업만족도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는 않았다.

비록 두 집단 사이에 수업만족도 전체 평균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반종합
대학 재학생들의 평균이 교육대학 재학생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일반종합대학이 교육대학보다 교
육과정 운영에 있어 IC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제
공을 몇 년 앞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온라인 
강좌 운영을 위한 노하우와 체제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대학 입장에선 2020년 초반까지 
다소 익숙하지 않고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았던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급격한 
사회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적으
로 실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일반종합대학 재학생들의 
반응과 비교하여 교육대학 학생들의 만족도가 통계적
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은 현재 교육대학교에서 제공하
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수업만족도의 하위요인별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하위요인 
5개 가운데 수업환경, 학습지원, 효과(영어능력신장)면
에 있어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학습내용 및 운영, 수업결과 만
족도면에 있어서는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드러
나지 않았다.

수업환경, 학습지원, 교육효과 측면에서 일반종합대
학의 평균값이 교육대학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
도로 높게 나타난 결과는 눈여겨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바로 앞부분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듯이, 일반종
합대학이 교육대학보다 온라인 강의 제공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을 몇 년 앞서 더 강력하게 받은 사실을 고
려할 때 이들 세 가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난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
학본부 차원에서 범지구적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대학
의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재
정적 지원을 뒷받침한다면 온라인 강좌의 교육적 효과
와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판

단된다.

2. 제언
코로나 사태로 유발된 교육현장은 기존 전통적 교실

에서 온라인 비대면 중심의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온라인 중심의 교수 방
법이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하게 전달되고 그 효과를 성
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한
다. 우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업환경 개선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책임감과 
자율성을 토대로 학습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습 자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온라인 기반의 수업의 효과성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의 체계적 구성 뿐 만 아니라 학
습 결과 및 평가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한 추후 연구와 교육 과
정의 개편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이루어 질 필요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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