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대학교육의 환경은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 형성으로 전통적인 수업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1] 온라인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

은 e-learning, 인터넷 기반 학습 또는 웹 기반 학습이

라고도 하며, 교육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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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으며,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속도에 따라 유연

하게 학습할 수 있고, 반복 학습이 가능하므로 자기 주

도 학습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2,3]. 온라인 교육은 

학습자에게 최신 증거 기반의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이

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4]. 또

한 교수자는 온라인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역량을 평가

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는 학습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

을 수 있다[5]. 

대학교육에서의 온라인 수업은 교육의 접근성을 높

이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6]. 대학 온라인 

수업의 유형은 전체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유

형과 수업 일부를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유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7], 그동안 대학의 정규과목에 대

하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되어 있는 Blended 

learning 형태의 수업 확산을 더 장려해왔다[6]. 그러

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감염은 현재까지 종식되지 않고, 교육과 

경제를 포함한 우린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8]. 교육기관들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사실상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를 포

함한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9]. 대학교육 또한 대면수업

이 불가해지면서 온라인 수업은 대학교육 연속성의 핵

심 요소가 되었다[8]. 현재 국내 여러 대학에서는 2021

학년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비대면 상태에서도 수업

이 가능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 상황이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의 온

라인 수업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대학 구성원

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7].    

그러므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대학

은 온라인 수업의 질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10]. Wei Bao[11]는 북경대학교의 온라인 교육 사례

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과적인 온라

인 교육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관련성의 

원칙, 효과적인 전달의 원칙, 충분한 자원의 원칙, 양질

의 참여 원칙, 마지막으로 비상계획 작성 원칙이 그것

이다. 김남일[12]은 비대면 원격수업 만족도에 대한 조

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위하

여 학내 지원체제 구축, 대학의 LMS서버 및 프로그램 

구축, 원격수업 촬영 및 편집을 위한 전문가 지원, 다양

한 스마트 클래스 구축, 교수자의 원격수업 운영을 위

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교수자의 모니터링, 

피드백 등을 통한 지속적인 원격수업의 질 관리가 필요

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최원경[13]은 면대면 대 비대

면 강의 만족도 비교 연구에서 성공적인 비대면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의내용(콘텐츠), 교수자 및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과 실재감, 교수방법 및 교수자 

요인, 환경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남영옥[7]은 대학의 

온라인 수업 질 제고 요인에 대한 대학생의 전공계열별 

요구를 분석하여 순위를 제시하고, 대학 온라인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교수역량 요인으로 

교수자의 강의내용 전달력, 교수자의 수업에 대한 관심

과 태도(상호작용, 피드백 제공, 학습관리시스템 기능 

구축 및 사용성 확보)를 제안하였으며, 전공계열별 요

구도의 차이에 따른 단계적 지원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

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대학교육에서 좋은 수업에 대한 요구와 인식은 시대

적 상황과 전공계열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14,15], 대학생들의 요구와 인식을 지속적으

로 파악하고 이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

염 상황 이후 온라인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및 

요인분석 연구는 과거 어느 때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을 위하여 국가시험을 치르게 되는 치위생(학)

과 학생들이 원하는 치위생 전공교과의 온라인 수업은 

타 전공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2020년도에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치위생(학)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수업의 구성요소에 따른 온

라인 수업의 중요도와 만족도, 온라인 수업운영 유형에 

따른 만족도, 치위생 전공교과 온라인 수업의 학습 콘텐

츠 필요도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

하여 온라인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개선

해야 하는 수업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위험수준 Level 1(최소위험) 연구이며, 연

구윤리 준수 및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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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설문지 등을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에 

제출하고 심의(면제) 승인(1041455-202102-HR-002-01)

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강원도에 위치한 

대학의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이며 2020년에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2∼4학년이며,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4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중간의 효과크기 

0.15, 검정력 0.80수준으로 산출하여 도출된 결과 220

명을 기본으로 하고 분석과정 중 제외될 수 있는 설문

결과(결측값이 있는 설문) 예측 수를 추가 반영하여 최

종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네이버폼을 활용

하여 연구에 대하여 안내하고 동의한 대상자가 자율적

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가 설문에 참여할 때까지 설문조사 기간을 조

정하였다. 최종 조사기간은 2021년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다. 조사된 설문결과 241부 중 응답이 불충

분한 13부를 제외하고 최종 228명의 설문결과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도구의 좋은 수업 구성요소

는 선행연구 중 오미자[16], 남영옥[7]의 연구, 수업운

영 유형은 강숙희[17]의 연구, 온라인수업의 학습 콘텐

츠는 전영미[18]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

게 Table 1과 같이 재구성하여 조사하였다.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Division Variable Contents

Learner traits

Grade 2 / 3 / 4

Media application to online classes
Personal computer(Notebook computer) / PC 

room computer / Mobile phone / Etc.

Computer application ability Low / lower middle / upper middle / high 

Online class experience status Yes / no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Low / lower middle / upper middle / high 

Course credit in the last semester <2.5 / ≥2.5, <3.0 / ≥3.0, <3.5 / ≥3.5, <4.0 / ≥4.0

Importance / satisfaction 

with online class according 

to good instruction 

components

Basic teaching 

competence

Professionalism of class content

Very / yes / neutral / no / never

Ability to convey the contents of a class

Instructor’s passion and attitude

Educational 

contents

Learner-centered instruction

Various quality learning contents

Lecture 

operation

Systematic method of a class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Feedback offer

Learning encouragement

Learning 

environment

Instructor’s ability to apply media

Online learning environ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erformance

Suitable and fair evaluation

Meaningful learning outcome

Satisfaction with online 

instruction according to a 

class operation type

Real-time video lesson(ZOOM etc.)

Very / yes / neutral / no / neverNon-real-time teaching method(Class video offer, etc.)

Mixture of real-time and non-real-time teaching methods

Necessity for the learning 

contents in online class

Lecture syllabus

Very / yes / neutral / no / never

VOD(class video)

Quiz(on-and-off quizzes)

Discussion and presentation

Teaching material(PPT, Class-assisted video data, etc.)

Task submission

Question an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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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은 총 42문항이며 학습자의 특성 6문항, 좋

은 수업의 구성요소에 따른 온라인 수업의 중요도 13

문항, 좋은 수업의 구성요소에 따른 온라인 수업의 만

족도 13문항, 수업운영 유형에 따른 온라인 수업의 만

족도 3문항, 치위생 전공교과의 온라인 수업의 학습 콘

텐츠 필요도 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문항 중 만족도와 

중요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좋은 수업의 구성

요소에 따른 온라인 수업 중요도 전체 13문항의 

Cronbach’s α는 0.932, 좋은 수업 구성요소에 따른 

온라인 수업 만족도 전체 13문항의 Cronbach’s α는 

0.958, 수업운영 유형에 따른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 전

체 3문항의 Cronbach’s α는 0.725, 온라인 수업의 학

습콘텐츠 필요도 전체 7문항의 Cronbach’s α는 

0.710으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학

습자 특성(학년, 온라인 수업 참여 시 매체 활용, 컴퓨

터 활용 능력, 온라인 수업 경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직전학기 학점)은 빈도 분석하였고, 학습자 특성에 따

른 좋은 수업의 구성요소에서의 온라인 수업 중요도와 

만족도, 수업운영 유형의 만족도, 온라인 수업의 학습 

콘텐츠 필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

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집단은 사후검정으로 

Tukey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학습자 특성에 따른 좋은 수업 구성요소의 온라인

수업 중요도 

좋은 수업 구성요소 별 온라인 수업의 중요도는 

Table 2와 같이, 교육평가 및 학습성과가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학습환경 4.26, 교수 기본역량 

4.20, 교육내용 4.12, 강의운영 4.04 순으로 나타났으

며, 학습자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학년에서는 교수기본

역량(p<0.001), 교육내용(p<0.001), 강의운영(p<0.05), 

학습환경(p<0.01), 교육평과 및 성과(p<0.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온라인 수업 참여 시 

매체활용에서는 교육평가 및 성과(p<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컴퓨터 활용능력에서

는 교육내용(p<0.05), 강의운영(p<0.05), 학습환경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 경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지난학기 학점은 좋은 

수업 구성요소의 온라인 수업 중요도와는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다.

Table 2. Importance of online class in good instruction components according to learners’ characteristics. 

(Unit: M±SD)

Characteristics All

Good instruction components

Basic teaching 
competence

Educational 
contents

Lecture 
operation

Learning 
environ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erformance

All 228(100.0) 4.20±0.63 4.12±0.64 4.04±0.65 4.26±0.66 4.31±0.65

Grade

2 68(29.8) 4.44±0.51 4.38±0.59 4.21±0.61 4.47±0.52 4.52±0.49

3 78(34.2) 4.12±0.67 4.07±0.60 3.94±0.64 4.19±0.68 4.25±0.66

4 82(36.0) 4.09±0.64 3.96±0.66 4.00±0.66 4.15±0.70 4.18±0.71

p-value <0.001 <0.001 <0.05 <0.01 <0.01

Media application 
to online classes

Personal computer 
(Notebook computer)

195(85.5) 4.23±0.63 4.14±0.65 4.04±0.65 4.28±0.65 4.36±0.63

PC room computer 3(1.3) 4.00±1.00 4.00±1.00 3.75±0.66 4.00±1.00 3.66±1.15

Mobile phone 27(11.8) 4.00±0.59 3.96±0.53 4.00±0.62 4.03±0.67 3.98±0.62

Etc. 3(1.3) 4.89±0.19 4.83±0.28 4.66±0.28 4.83±0.28 4.83±0.28

p-value .076 .135 .324 .104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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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Table 2. Importance of online class in good instruction components according to learners’ characteristics. 

(Unit: M±SD)

Characteristics All

Good instruction components

Basic teaching 
competence

Educational 
contents

Lecture 
operation

Learning 
environ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erformance

Computer 
application ability

Low 6(2.6) 4.27±0.57 4.08±0.86 4.33±0.60 4.41±0.58 4.66±0.60

Lower middle 57(25.0) 4.08±0.72 4.00±0.67 3.88±0.62 4.12±0.69 4.21±0.71

Upper middle 121(53.1) 4.19±0.53 4.10±0.58 4.04±0.60 4.21±0.64 4.27±0.61

High 44(19.3) 4.40±0.75 4.36±0.71 4.23±0.75 4.55±0.61 4.51±0.64

p-value .080 <0.05 <0.05 <0.01 .053

Online class 
experience status

Yes 124(54.4) 4.22±0.64 4.11±0.61 4.01±0.62 4.27±0.60 4.30±0.63

No 104(45.6) 4.18±0.63 4.14±0.68 4.08±0.68 4.25±0.72 4.32±0.67

p-value .666 .752 .404 .784 .779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Low 12(5.3) 4.16±0.67 4.12±0.64 3.83±0.70 4.37±0.64 4.33±0.77

Lower middle 103(45.2) 4.26±0.58 4.15±0.63 4.07±0.59 4.25±0.59 4.32±0.58

Upper middle 95(41.7) 4.14±0.65 4.05±0.65 4.01±0.66 4.22±0.73 4.27±0.69

High 18(7.9) 4.27±0.80 4.38±0.63 4.19±0.81 4.47±0.62 4.44±0.78

p-value .541 .222 .454 .470 .802

Course credit in 
the last semester

<2.5 11(4.8) 3.72±0.74 3.77±0.51 4.00±0.70 4.00±0.80 4.40±0.88

≥2.5, <3.0 15(6.6) 4.11±0.65 4.00±0.75 3.91±0.72 4.20±0.64 4.16±0.69

≥3.0, <3.5 59(25.9) 4.24±0.58 4.16±0.60 4.02±0.63 4.17±0.66 4.24±0.66

≥3.5, <4.0 69(30.3) 4.16±0.65 4.07±0.68 3.94±0.65 4.22±0.74 4.21±0.70

≥4.0 74(32.5) 4.30±0.62 4.22±0.62 4.19±0.62 4.41±0.53 4.47±0.52

p-value .064 .165 .158 .126 .111

p-value calculated using t-test or ANOVA 

3.2 학습자 특성에 따른 좋은 수업 세부 구성요소의 

온라인 수업 중요도

좋은 수업 세부 구성요소 별 온라인 수업의 중요도

는 Table 3과 같이, 적합하고 공정한 평가 4.38, 온라

인 학습환경 4.33, 학습자 중심 수업 4.32, 수업내용의 

전달력 4.27, 의미있는 학습성과 4.24, 교수자의 매체

활용능력 4.19, 교수자의 열정 및 태도 4.19, 수업의 체

계성 4.19, 수업내용의 전문성 4.15, 피드백 제공 4.05,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4.01, 학습독려 3.92,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 3.90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학년에서는 수업내용의 전문성

(p<0.01), 수업내용의 전달력(p<0.01), 교수자의 열정 

및 태도(p<0.05), 학습자 중심 수업(p<0.001), 다양한 

양질의 학습콘텐츠(p<0.05), 수업의 체계성(p<0.01), 

교수-학생간의 상호작용(p<0.01), 온라인 학습환경

(p<0.001), 적합하고 공정한 평가(p<0.001), 의미있는 

학습성과(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온라인 수업 참여 시 매체 활용은 온라인 학습환

경(p<0.05), 적합하고 공정한 평가(p<0.01), 의미있는 

학습성과(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으며, 그 차이는 개인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차이가 있

었다.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는 학습독려(p<0.01), 교수

자의 매체활용능력(p<0.01), 온라인 학습환경(p<0.05), 

의미있는 학습성과(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고, 온라인 수업경험은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에서 

온라인 수업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지난학기 학

점에서는 수업내용의 전문성(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은 좋

은 수업 구성요소의 온라인 수업의 중요도에서 유의미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3 학습자 특성에 따른 좋은 수업 구성요소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

좋은 수업 구성요소 별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는

Table 4와 같이, 교육평가 및 학습성과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교수기본역량 3.72, 교육내용 

3.65, 학습환경 3.53, 강의운영 3.4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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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특성에 따른 결과, 학년에서는 교수기본역량

(p<0.001), 강의운영(p<0.01), 학습환경(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컴퓨터 활용능력

에서는 교수기본역량(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에서는 교육평가 및 성과

(p<0.01)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 외 온라인 수업 경험, 지난학기 

학점에서는 좋은 수업 구성요소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

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Importance of online class in the detailed good instruction components according to learners’ 

characteristics.   (Unit: M±SD)

Characteristics All

The detailed good instruction components

Comp-
onent1

Comp-
onent2

Comp-
onent3

Comp-
onent4

Comp-
onent5

Comp-
onent6

Comp-
onent7

Comp-
onent8

Comp-
onent9

Comp-
onent10

Comp-
onent11

Comp-
onent12

Comp-
onent13

All 228(100.0) 4.15±0.72 4.27±0.74 4.19±0.73 4.32±0.69 3.90±0.81 4.19±0.70 4.01±0.84 4.05±0.80 3.92±0.77 4.19±0.74 4.33±0.73 4.38±0.73 4.24±0.69

Grade

2 68(29.8) 4.39±0.64 4.59±0.58 4.39±0.64 4.63±0.51 4.14±0.88 4.42±0.69 4.29±0.79 4.17±0.80 3.97±0.82 4.30±0.67 4.63±0.57 4.64±0.53 4.41±0.62

3 78(34.2) 4.10±0.73 4.17±0.80 4.09±0.80 4.29±0.68 3.85±0.75 4.06±0.69 3.85±0.84 4.00±0.77 3.84±0.75 4.10±0.78 4.28±0.71 4.32±0.71 4.19±0.70

4 82(36.0) 4.00±0.73 4.15±0.76 4.13±0.71 4.11±0.73 3.81±0.78 4.12±0.67 3.93±0.84 4.01±0.82 3.95±0.75 4.18±0.77 4.13±0.79 4.23±0.83 4.14±0.72

p-value <0.01 <0.01 <0.05 <0.001 <0.05 <0.01 <0.01 .342 .571 .251 <0.001 <0.001 <0.05

Media 
application
to online 
classes

Personal 
computer 
(Notebook 
computer)

195(85.5) 4.17±0.71 4.31±0.73 4.20±0.74 4.36±0.69 3.92±0.82 4.21±0.70 4.01±0.87 4.05±0.81 3.91±0.77 4.20±0.74 4.37±0.71 4.44±0.71 4.28±0.68

PC room 
computer

3(1.3) 4.00±1.00 4.00±1.00 4.00±1.00 4.00±1.00 4.00±1.00 4.00±1.00 4.00±1.00 3.33±0.57 3.66±0.57 4.00±1.00 4.00±1.00 3.66±1.15 3.66±1.15

Mobile 
phone

27(11.8) 3.92±0.72 4.00±0.78 4.07±0.67 4.07±0.61 3.85±0.71 4.00±0.62 3.92±0.61 4.11±0.75 3.96±0.80 4.11±0.80 3.96±0.75 4.00±0.67 3.96±0.64

Etc. 3(1.3) 5.00±0.00 4.66±0.57 5.00±0.00 5.00±0.00 4.66±0.57 5.00±0.00 5.00±0.00 4.66±0.57 4.00±1.00 4.66±0.57 5.00±0.00 5.00±0.00 4.66±0.57

p-value .070 .142 .211 .055 .439 .094 .224 .231 .934 .632 <0.05 <0.01 <0.05

Computer
applicatio
n ability

Low 6(2.6) 4.00±0.63 4.50±0.83 4.33±0.51 4.17±0.75 4.00±1.09 4.66±0.51 4.16±0.98 4.33±0.81 4.16±0.75 4.16±0.75 4.66±0.51 4.50±0.83 4.83±0.40

Lower 
middle

57(25.0) 4.03±0.77 4.17±0.75 4.03±0.80 4.25±0.71 3.77±0.80 4.07±0.75 3.91±0.87 3.93±0.79 3.61±0.70 4.03±0.75 4.21±0.79 4.29±0.82 4.12±0.75

Upper 
middle

121(53.1) 4.14±0.68 4.24±0.71 4.19±0.64 4.31±0.66 3.90±0.77 4.17±0.64 3.99±0.79 4.04±0.78 3.96±0.71 4.14±0.74 4.28±0.70 4.35±0.70 4.19±0.64

High 44(19.3) 4.36±0.74 4.45±0.79 4.40±0.87 4.52±0.69 4.20±0.85 4.34±0.77 4.20±0.92 4.22±0.83 4.15±0.91 4.52±0.66 4.59±0.69 4.56±0.66 4.45±0.69

p-value .138 .232 .086 .191 .061 .087 .343 .245 <0.01 <0.01 <0.05 .275 <0.05

Online 
class 

experience
status

Yes 124(54.4) 4.19±0.67 4.31±0.76 4.16±0.76 4.34±0.67 3.88±0.76 4.22±0.67 3.91±0.84 4.00±0.80 3.91±0.78 4.17±0.71 4.37±0.68 4.37±0.70 4.22±0.67

No 104(45.6) 4.10±0.78 4.23±0.71 4.23±0.71 4.30±0.71 3.98±0.87 4.15±0.73 4.14±0.82 4.12±0.79 3.92±0.77 4.21±0.79 4.28±0.79 4.39±0.76 4.26±0.72

p-value .364 .398 .533 .671 .389 .441 <0.05 .242 .971 .733 .400 .877 .715

Self-
directed 
learning 
capability

Low 12(5.3) 3.91±0.90 4.41±0.66 4.16±0.71 4.58±0.51 3.66±1.15 4.08±0.66 3.91±0.99 3.66±1.07 3.66±0.65 4.16±0.71 4.53±0.66 4.50±0.90 4.16±0.83

Lower 
middle

103(45.2) 4.21±0.66 4.33±0.67 4.25±0.68 4.39±0.64 3.92±0.82 4.16±0.71 4.10±0.79 4.08±0.76 3.94±0.72 4.17±0.69 4.33±0.67 4.38±0.70 4.25±0.63

Upper 
middle

95(41.7) 4.09±0.75 4.17±0.79 4.14±0.74 4.20±0.75 3.90±0.75 4.20±0.67 3.94±0.82 4.04±0.78 3.87±0.78 4.16±0.82 4.27±0.79 4.35±0.74 4.20±0.72

High 18(7.9) 4.27±0.75 4.38±0.84 4.16±1.04 4.50±0.61 4.27±0.75 4.38±0.77 3.94±1.11 4.22±0.87 4.22±1.00 4.44±0.70 4.50±0.78 4.44±0.78 4.44±0.78

p-value .373 .393 .790 .078 .202 .602 .552 .287 .219 .534 .403 .910 .568

Course 
credit in 
the last 

semester

<2.5 11(4.8) 3.54±1.03 3.72±0.78 3.90±0.83 4.00±0.77 3.54±0.68 3.90±0.83 4.09±0.94 4.09±0.83 3.90±0.70 4.00±0.77 4.00±0.89 4.36±1.02 4.45±0.82

≥2.5, <3.0 15(6.6) 3.93±0.70 4.33±0.72 4.06±0.79 4.40±0.73 3.60±1.18 4.06±0.59 3.93±0.96 3.80±1.01 3.86±0.83 4.00±0.75 4.40±0.73 4.20±0.77 4.13±0.74

≥3.0, <3.5 59(25.9) 4.23±0.65 4.32±0.70 4.18±0.70 4.39±0.61 3.94±0.77 4.20±0.68 4.01±0.79 3.91±0.77 3.94±0.72 4.20±0.71 4.15±0.80 4.35±0.73 4.13±0.73

≥3.5, <4.0 69(30.3) 4.10±0.75 4.24±0.75 4.15±0.79 4.26±0.72 3.88±0.79 4.14±0.75 3.82±0.85 4.04±0.79 3.75±0.82 4.07±0.86 4.37±0.74 4.24±0.79 4.18±0.71

≥4.0 74(32.5) 4.27±0.66 4.33±0.74 4.31±0.68 4.38±0.69 4.08±0.77 4.29±0.65 4.20±0.81 4.23±0.76 4.06±0.74 4.36±0.63 4.47±0.60 4.58±0.57 4.36±0.60

p-value <0.05 .139 .398 .387 .102 .373 .118 .144 .198 .115 .063 .064 .241

p-value calculated using t-test or ANOVA 

Component 1; Professionalism of class content, Component 2; Ability to convey the contents of a class, Component 3; Instructor’s passion 

and attitude, Component 4; Learner-centered instruction, Component 5; Various quality learning Contents, Component 6; Systematic method 

of a class, Component 7;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Component 8; Feedback offer, Component 9; Learning encouragement, Component 

10; Instructor’s ability to apply media, Component 11; Online learning environment, Component 12; Suitable and fair evaluation, Component 

13; Meaningful learning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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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atisfaction with online class in tgood instruction components according to learners’ 

characteristics.   (Unit: M±SD)

Characteristics All

Good instruction components

Basic teaching 

competence

Educational 

contents

Lecture 

operation

Learning 

environ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erformance

All 228(100.0) 3.72±0.77 3.65±0.81 3.41±0.79 3.53±0.85 3.77±0.81

Grade

2 68(29.8) 3.99±0.68 3.80±0.85 3.66±0.76 3.75±0.79 3.65±0.71

3 78(34.2) 3.52±0.77 3.50±0.80 3.19±0.75 3.32±0.78 3.67±0.81

4 82(36.0) 3.69±0.78 3.68±0.78 3.41±0.79 3.55±0.91 3.73±0.86

p-value <0.001 .088 <0.01 <0.01 .088

Media application 

to online classes

Personal computer 

(Notebook computer)
195(85.5) 3.72±0.80 3.66±0.83 3.42±0.81 3.51±0.87 3.77±0.83

PC room computer 3(1.3) 3.11±0.19 3.00±1.00 3.16±0.14 3.00±0.00 3.00±0.00

Mobile phone 27(11.8) 3.70±0.52 3.61±0.56 3.32±0.62 3.64±0.69 3.81±0.53

Etc. 3(1.3) 4.66±0.57 4.33±1.15 4.08±1.01 4.50±0.86 4.33±1.15

p-value .096 .253 .423 .132 .238

Computer 

application ability

Low 6(2.6) 3.50±1.13 3.50±1.26 3.50±1.29 3.41±1.42 3.75±1.21

Lower middle 57(25.0) 3.49±0.85 3.46±0.89 3.28±0.81 3.36±0.92 3.57±0.93

Upper middle 121(53.1) 3.75±0.65 3.68±0.65 3.39±0.66 3.60±0.69 3.78±0.68

High 44(19.3) 3.97±0.85 3.85±1.01 3.63±0.96 3.59±1.03 4.04±0.84

p-value <0.05 .110 .180 .355 .035

Online class 

experience status

Yes 124(54.4) 3.76±0.77 3.68±0.82 3.40±0.81 3.52±0.88 3.79±0.84

No 104(45.6) 3.68±0.77 3.62±0.80 3.42±0.76 3.55±0.81 3.75±0.76

p-value .469 .579 .896 .801 .748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Low 12(5.3) 3.38±0.50 3.16±0.77 3.08±0.59 3.00±0.85 3.29±0.45

Lower middle 103(45.2) 3.70±0.71 3.61±0.74 3.39±0.73 3.56±0.82 3.79±0.72

Upper middle 95(41.7) 3.73±0.80 3.72±0.83 3.41±0.81 3.52±0.83 3.73±0.88

High 18(7.9) 4.05±0.97 3.91±1.06 3.75±0.98 3.77±1.03 4.27±0.82

p-value .131 .070 .144 .095 <0.01

Course credit in 

the last semester

<2.5 11(4.8) 3.39±0.75 3.40±0.70 3.45±0.87 3.27±1.08 3.54±0.90

≥2.5, <3.0 15(6.6) 3.53±0.45 3.23±0.56 3.18±0.38 3.43±0.72 3.63±0.58

≥3.0, <3.5 59(25.9) 3.76±0.71 3.72±0.79 3.45±0.77 3.55±0.79 3.75±0.80

≥3.5, <4.0 69(30.3) 3.77±0.80 3.70±0.80 3.45±0.81 3.57±0.87 3.84±0.86

≥4.0 74(32.5) 3.73±0.84 3.68±0.89 3.38±0.83 3.54±0.87 3.79±0.79

p-value .497 .221 .788 .838 .741

p-value calculated using t-test or ANOVA 

3.4 학습자 특성에 따른 좋은 수업 세부 구성요소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

좋은 수업 세부 구성요소 별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

는 Table 5와 같이, 교수자의 열정 및 태도 3.83, 적합

하고 공정한 평가 3.80, 수업내용의 전문성 3.78, 의미

있는 학습성과 3.75, 학습자 중심 수업 3.68, 다양한 양

질의 학습 콘텐츠 3.62, 학습독려 3.62, 교수자의 매체

활용 능력 3.58,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3.57, 피드백 

제공 3.57, 수업내용의 전달력 3.55, 온라인 학습환경 

3.48, 수업의 체계성 2.88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특

성에 따른 분석 결과, 학년별 수업내용의 전문성

(p<0.01), 수업내용의 전달력(p<0.05), 교수자의 열정 

및 태도(p<0.001), 수업의 체계성(p<0.05),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p<0.05), 피드백 제공(p<0.001), 학습독

려(p<0.05), 교수자의 매체활용능력(p<0.05), 의미있는 

학습성과(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으며,  온라인 수업 참여 시 매체 활용은 교수자의 열

정 및 태도(p<0.05), 수업의 체계성(p<0.05), 교수자의 

매체활용능력(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컴

퓨터 활용 능력에서는 수업내용의 전문성(p<0.01), 적

합하고 공정한 평가(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에서는 학습독려(p<0.05), 

온라인 학습환경(p<0.05), 적합하고 공정한 평가

(p<0.01), 의미있는 학습성과(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경험과 지

난학기 학점에서는 좋은 수업 구성요소의 온라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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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5. Satisfaction with online class in the detailed good instruction components according to learners’ 

characteristics.   (Unit: M±SD)

Characteristics All

The detailed good instruction components

Compo-
nent1

Compo-
nent2

Compo-
nent3

Compo-
nent4

Compo-
nent5

Compo-
nent6

Compo-
nent7

Compo-
nent8

Compo-
nent9

Compo-
nent10

Compo-
nent11

Compo-
nent12

Compo-
nent13

All
228

(100.0)
3.78±0.87 3.55±0.92 3.83±0.82 3.68±0.85 3.62±0.89 2.88±1.12 3.57±0.88 3.57±0.94 3.62±0.84 3.58±0.88 3.48±0.96 3.80±0.83 3.75±0.87

Grade

2
68

(29.8)
4.01±0.74 3.80±0.91 4.16±0.68 3.82±0.84 3.77±1.00 3.16±1.20 3.79±0.85 3.85±0.86 3.85±0.77 3.83±0.80 3.67±0.95 3.92±0.75 3.98±0.76

3
78

(34.2)
3.57±0.91 3.35±0.91 3.64±0.80 3.55±0.87 3.46±0.86 2.71±1.05 3.37±0.88 3.26±0.90 3.43±0.84 3.42±0.81 3.23±0.93 3.73±0.83 3.61±0.90

4
82

(36.0)
3.79±0.88 3.53±0.90 3.75±0.86 3.70±0.83 3.65±0.81 2.81±1.10 3.57±0.86 3.63±0.97 3.63±0.85 3.53±0.98 3.57±0.95 3.78±0.90 3.68±0.91

p-value <0.01 <0.05 <0.001 .156 .095 <0.05 <0.05 <0.001 <0.05 <0.05 .012 .350 <0.05

Media 
application

to 
online 

classes

Personal 
computer
(Notebook
computer)

195
(85.5)

3.79±0.89 3.55±0.95 3.82±0.84 3.70±0.87 3.62±0.92 2.93±1.14 3.54±0.90 3.56±0.95 3.63±0.85 3.56±0.90 3.46±0.98 3.79±0.87 3.75±0.90

PC room 
computer

3
(1.3)

3.00±0.00 3.33±0.57 3.00±0.00 3.00±1.00 3.00±1.00 2.66±0.57 3.66±0.57 3.33±0.57 3.00±0.00 2.66±0.57 3.33±0.57 3.00±0.00 3.00±0.00

Mobile 
phone

27
(11.8)

3.70±0.66 3.51±0.70 3.88±0.50 3.59±0.63 3.63±0.62 2.40±0.84 3.66±0.67 3.59±0.97 3.63±0.74 3.74±0.65 3.55±0.84 3.92±0.47 3.70±0.66

Etc.
3

(1.3)
4.66±0.57 4.33±1.15 5.00±0.00 4.33±1.15 4.33±1.15 4.33±1.15 4.00±1.00 4.00±1.00 4.00±1.00 4.66±0.57 4.33±1.15 4.33±1.15 4.33±1.15

p-value .123 .508 <0.05 .260 .347 <0.05 .757 .848 .522 <0.05 .458 .208 .308

Computer 
applicati

on 
ability

Low
6

(2.6)
3.50±1.37 3.33±1.21 3.66±1.03 3.66±1.03 3.33±1.50 3.16±1.47 3.83±1.16 3.50±1.64 3.50±1.37 3.50±1.51 3.33±1.36 3.66±1.36 3.83±1.16

Lower 
middle

57
(25.0)

3.49±0.92 3.35±0.95 3.63±0.93 3.49±0.94 3.43±0.96 2.91±1.03 3.36±0.97 3.40±0.96 3.47±0.84 3.45±0.96 3.28±0.99 3.59±0.94 3.54±0.96

Upper 
middle

121
(53.1)

3.81±0.74 3.60±0.82 3.86±0.73 3.69±0.72 3.67±0.70 2.73±1.02 3.58±0.77 3.60±0.84 3.64±0.75 3.63±0.75 3.57±0.82 3.81±0.75 3.74±0.73

High
44

(19.3)
4.13±0.92 3.72±1.08 4.06±0.81 3.93±0.99 3.77±1.13 3.22±1.39 3.75±0.96 3.72±1.08 3.81±0.97 3.63±1.03 3.54±1.19 4.06±0.78 4.02±1.02

p-value <0.01 .174 .059 .086 .196 .086 .144 .371 .228 .617 .282 <0.05 .058

Online 
class 

experi-
ence 
status

Yes
124

(54.4)
3.87±0.86 3.58±0.92 3.82±0.79 3.71±0.89 3.66±0.90 2.83±1.16 3.56±0.92 3.58±1.01 3.66±0.85 3.60±0.91 3.44±1.01 3.81±0.88 3.77±0.90

No
104

(45.6)
3.68±0.87 3.51±0.92 3.85±0.85 3.66±0.81 3.58±0.89 2.95±1.08 3.57±0.83 3.56±0.86 3.59±0.83 3.56±0.85 3.53±0.90 3.79±0.78 3.72±0.85

p-value .104 0.57 .762 .686 .533 .420 .916 .916 .562 .752 .460 .883 .650

Self-
directed 
learning 
capability

Low
12

(5.3)
3.41±0.90 3.25±0.62 3.50±0.52 3.16±0.71 3.16±0.93 3.00±0.73 3.16±0.83 3.08±0.79 3.08±0.51 3.16±1.02 2.83±0.93 3.33±0.49 3.25±0.62

Lower 
middle

103
(45.2)

3.76±0.83 3.47±0.88 3.86±0.80 3.67±0.78 3.55±0.84 2.85±1.07 3.53±0.84 3.58±0.90 3.61±0.81 3.57±0.85 3.56±0.93 3.84±0.77 3.73±0.77

Upper 
middle

95
(41.7)

3.76±0.86 3.61±0.93 3.82±0.83 3.72±0.88 3.71±0.89 2.82±1.15 3.60±0.89 3.58±0.97 3.65±0.84 3.62±0.86 3.43±0.94 3.72±0.91 3.73±0.94

High
18

(7.9)
4.22±1.00 3.94±1.16 4.00±0.97 3.94±1.11 3.88±1.07 3.33±1.45 3.88±0.96 3.77±1.11 4.00±0.97 3.77±1.06 3.77±1.11 4.33±0.68 4.22±1.00

p-value .079 .133 .413 .098 .097 .343 .160 .253 <0.05 .299 <0.05 <0.01 <0.05

Course 
credit 
in the 

last 
semester

<2.5
11

(4.8)
3.54±0.93 3.09±0.94 3.54±0.68 3.36±0.80 3.45±0.68 3.18±0.98 3.45±1.12 3.63±0.92 3.54±0.82 3.27±1.19 3.27±1.10 3.63±0.80 3.45±1.12

≥2.5, 
<3.0

15
(6.6)

3.46±0.63 3.46±0.51 3.66±0.61 3.33±0.61 3.13±0.63 2.86±0.74 3.26±0.45 3.20±0.67 3.40±0.63 3.46±0.63 3.40±0.91 3.73±0.59 3.53±0.63

≥3.0, 
<3.5

59
(25.9)

3.78±0.87 3.54±0.89 3.98±0.79 3.78±0.81 3.66±0.90 2.78±1.16 3.66±0.82 3.69±0.89 3.69±0.87 3.57±0.93 3.54±0.87 3.78±0.87 3.72±0.82

≥3.5, 
<4.0

69
(30.3)

3.84±0.90 3.62±0.95 3.85±0.84 3.73±0.85 3.66±0.91 2.89±1.16 3.59±0.89 3.66±0.99 3.65±0.83 3.68±0.88 3.46±0.99 3.88±0.89 3.81±0.92

≥4.0
74

(32.5)
3.83±0.87 3.59±0.97 3.78±0.86 3.68±0.93 3.68±0.93 2.91±1.16 3.55±0.93 3.45±0.98 3.62±0.87 3.58±0.86 3.51±1.01 3.79±0.81 3.79±0.87

p-value 0.49 0.49 0.37 0.28 0.24 0.85 0.61 0.27 0.80 0.65 0.91 0.87 0.60

p-value calculated using t-test or ANOVA 

Component 1; Professionalism of class content, Component 2; Ability to convey the contents of a class, Component 3; Instructor’s 

passion and attitude, Component 4; Learner-centered instruction, Component 5; Various quality learning Contents, Component 6; 

Systematic method of a class, Component 7;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Component 8; Feedback offer, Component 9; Learning 

encouragement, Component 10; Instructor’s ability to apply media, Component 11; Online learning environment, Component 12; 

Suitable and fair evaluation, Component 13; Meaningful learning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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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학습자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운영 유형의 만족도

온라인 수업운영 유형 별 만족도는 Table 6과 같이,  

비실시간 수업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시

간·비실시간 혼용 3.55, 실시간 화상수업 3.50 순이었

고, 학습자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학년에서는 온라인 

수업운영 유형 중 실시간 화상수업에서 4학년의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p<0.01).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는 비실시간 

수업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자기주도

적 학습역량에서는 실시간 화상수업과 비실시간 수업

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이 낮은 학생에서 높은 학생

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1). 그 외 온라인 수업 참여 시 매체활용,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경험, 지난학기 학점에서는 수업운영 유형

의 만족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6. Satisfaction with a class operation type depending on learner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All

Satisfaction with online instruction according to a class operation type

Real-time video lesson
Non-real-time teaching 

method

Mixture of real-time and 

non-real-time teaching 

methods

All 228(100.0) 3.50±0.99 3.98±0.88 3.55±0.96

Grade

2 68(29.8) 3.41±1.09 4.07±0.86 3.64±1.01

3 78(34.2) 3.28±0.89 3.93±0.88 3.35±0.88

4 82(36.0) 3.78±0.94 3.95±0.90 3.65±0.97

p-value <0.01 .597 .090

Media application 

to online classes

Personal computer 
(Notebook computer)

195(85.5) 3.47±1.01 3.96±0.90 3.53±0.98

PC room computer 3(1.3) 3.33±0.57 3.00±0.00 3.33±0.57

Mobile phone 27(11.8) 3.59±0.88 4.14±0.66 3.63±0.79

Etc. 3(1.3) 4.33±1.15 4.33±1.15 4.33±1.15

p-value .473 .161 .500

Computer 

application ability

Low 6(2.6) 3.50±1.04 3.66±0.81 3.50±0.83

Lower middle 57(25.0) 3.26±1.00 3.71±0.97 3.29±0.86

Upper middle 121(53.1) 3.61±0.87 4.02±0.80 3.61±0.96

High 44(19.3) 3.50±1.22 4.25±0.91 3.72±1.06

p-value .192 <0.05 .116

Online class 

experience status

Yes 124(54.4) 3.50±1.05 4.08±0.87 3.58±0.96

No 104(45.6) 3.49±0.92 3.86±0.89 3.51±0.96

p-value .894 .067 .632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Low 12(5.3) 2.75±0.86 3.50±0.67 3.16±0.57

Lower middle 103(45.2) 3.43±0.95 3.89±0.82 3.50±0.91

Upper middle 95(41.7) 3.55±1.02 4.03±0.95 3.62±0.95

High 18(7.9) 4.05±0.80 4.55±0.70 3.72±1.36

p-value <0.01 <0.01 .361

Course credit in 

the last semester

<2.5 11(4.8) 2.81±0.98 3.36±0.67 3.27±0.78

≥2.5, <3.0 15(6.6) 3.26±0.96 3.73±0.70 3.33±0.72

≥3.0, <3.5 59(25.9) 3.61±0.94 3.98±0.88 3.71±0.94

≥3.5, <4.0 69(30.3) 3.56±1.02 4.10±0.80 3.62±1.01

≥4.0 74(32.5) 3.50±0.99 4.01±0.98 3.44±0.98

p-value .135 .094 .332

p-value calculated using t-test or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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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학습자 특성에 따른 온라인 학습 콘텐츠 필요도

치위생(학)과 학생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 필요도는 

Table 7과 같이, 수업자료(PPT 등)가 4.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VOD(수업영상) 4.27, 강의계획서 

4.08, 질의응답 3.70, 과제제출 3.49, 퀴즈 3.46, 토론 

및 발표 2.47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에 따른 분

석결과, 학년에서는 VOD(수업영상)와 수업자료(PPT)

의 학습 콘텐츠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학습자의 컴퓨터 활용 능력에 따라

서는 VOD(수업영상)의 학습 콘텐츠 필요도가 높게 나

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자

기주도적 학습역량에서는 토론 및 발표의 학습 콘텐츠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5). 그 외 온라인 수업 참여 시 매체 활용, 온라

인 수업 경험, 지난학기 학점은 온라인 학습콘텐츠 필

요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7. Necessity for the online learning contents depending on learners’ characteristics.  (Unit: M±SD)

Characteristics All

Necessity for the learning contents in online class

Lecture 
syllabus

VOD Quiz
Discussion 

and 
presentation

Teaching 
material

Task 
submission

Question 
and answer 

All 228(100.0) 4.08±0.72 4.27±0.74 3.46±0.93 2.47±1.05 4.43±0.75 3.49±0.91 3.70±0.86

Grade

2 68(29.8) 4.23±0.71 4.45±0.65 3.54±0.99 2.44±0.98 4.48±0.63 3.52±0.98 3.85±0.73

3 78(34.2) 4.00±0.68 4.29±0.74 3.39±0.82 2.34±1.04 4.56±0.63 3.43±0.89 3.57±0.91

4 82(36.0) 4.04±0.72 4.11±0.80 3.45±0.98 2.62±1.11 4.28±0.90 3.51±0.89 3.69±0.89

p-value .125 <0.05 .638 .245 <0.05 .802 .157

Media application 

to online classes

Personal computer 

(Notebook computer)
195(85.5) 4.08±0.74 4.31±0.73 3.46±0.93 2.44±1.06 4.46±0.75 3.51±0.94 3.68±0.86

PC room computer 3(1.3) 4.00±1.00 3.66±1.15 4.00±1.00 2.33±0.57 3.66±0.57 3.33±1.52 3.33±1.52

Mobile phone 27(11.8) 4.03±0.58 4.00±0.78 3.44±0.93 2.74±0.98 4.37±0.74 3.40±0.63 3.85±0.81

Etc. 3(1.3) 4.66±0.57 4.66±0.57 2.66±0.57 2.33±1.15 4.33±0.57 3.00±1.00 3.66±0.57

p-value .560 .069 .367 .571 .306 .736 .704

Computer 

application ability

Low 6(2.6) 3.83±0.75 4.16±0.75 4.16±0.75 2.50±0.83 4.50±0.83 3.50±1.04 3.83±0.98

Lower middle 57(25.0) 3.87±0.84 4.10±0.88 3.36±0.97 2.36±0.95 4.38±0.83 3.38±0.90 3.64±0.87

Upper middle 121(53.1) 4.18±0.61 4.26±0.68 3.40±0.89 2.46±1.04 4.40±0.72 3.50±0.86 3.68±0.81

High 44(19.3) 4.13±0.79 4.54±0.69 3.63±0.99 2.63±1.22 4.59±0.69 3.59±1.06 3.79±0.97

p-value .051 <0.05 .113 .656 .502 .733 .826

Online class 

experience status

Yes 124(54.4) 4.13±0.73 4.32±0.74 3.42±0.92 2.40±1.02 4.50±0.79 3.50±0.91 3.64±0.85

No 104(45.6) 4.02±0.71 4.22±0.74 3.50±0.94 2.55±1.08 4.36±0.69 3.48±0.92 3.76±0.87

p-value .264 .310 .561 .272 .178 .875 .282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Low 12(5.3) 3.75±0.75 4.25±0.86 3.08±0.99 1.83±0.57 4.50±0.67 3.00±1.20 3.33±0.77

Lower middle 103(45.2) 4.10±0.67 4.27±0.65 3.52±0.91 2.63±1.06 4.47±0.72 3.52±0.85 3.85±0.84

Upper middle 95(41.7) 4.08±0.75 4.22±0.82 3.41±0.92 2.44±1.05 4.35±0.81 3.47±0.92 3.62±0.85

High 18(7.9) 4.22±0.87 4.61±0.69 3.61±1.03 2.16±1.04 4.61±0.60 3.72±1.01 3.50±0.98

p-value .353 .249 .368 <0.05 .501 .191 .065

Course credit in 

the last semester

<2.5 11(4.8) 3.90±0.83 3.90±0.70 3.63±0.92 3.00±1.09 4.36±0.80 4.00±1.00 4.00±0.89

≥2.5, <3.0 15(6.6) 4.00±0.65 3.93±0.79 3.33±1.04 2.46±0.99 4.13±0.83 3.20±0.94 3.86±0.91

≥3.0, <3.5 59(25.9) 4.20±0.68 4.28±0.72 3.33±0.99 2.44±1.07 4.52±0.70 3.39±1.00 3.71±1.05

≥3.5, <4.0 69(30.3) 4.11±0.71 4.29±0.74 3.56±0.89 2.42±1.09 4.36±0.80 3.56±0.79 3.58±0.73

≥4.0 74(32.5) 4.01±0.76 4.37±0.75 3.45±0.90 2.47±1.02 4.51±0.70 3.51±0.92 3.73±0.79

p-value .521 .125 .643 .566 .308 .213 .510

p-value calculated using t-test or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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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최근 대학교육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

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의 확산은 대학교육의 

수업방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대학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 방지와 대학교육 

결손 해결을 위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교육부가 2021학년도부터 대학의 온라인 수업 관련 규

제를 대폭 풀어 그간 전체의 20%까지로 제한된 온라인 

수업 비율을 대학 자율로 변경함에 따라[12] 코로나 바

이러스(COVID-19) 상황이 종식된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대학의 온라인 수업 확대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자

의 대부분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경험이 미비하여 온라

인 수업의 질 확보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19-21]. 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 상황 이후 온라인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및 요인 분석, 사례분석 등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

생(학)과 학생들의 치위생 전공 온라인 수업의 질 제고

를 위하여 2020년에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만족도, 

온라인 수업운영 유형에 따른 만족도, 온라인 수업의 

학습 콘텐츠 필요도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좋은 수업 구성요소 별 온라인 수업의 중

요도 인식은 교육평가 및 학습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은 학습환경, 교수 기본역량, 교육내용, 강의운

영 순이었으며, 좋은 수업 세부 구성요소 별 온라인 수

업의 중요도 인식은 적합하고 공정한 평가 4.38, 온라

인 학습환경 4.33, 학습자 중심 수업 4.32, 수업내용의 

전달력 4.27, 의미있는 학습성과 4.24, 교수자의 매체

활용능력 4.19, 교수자의 열정 및 태도 4.19, 수업의 체

계성 4.19, 수업내용의 전문성 4.15, 피드백 제공 4.05,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4.01, 학습독려 3.92,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 3.90 순으로 나타난 것은 오미자[16]의 

연구에서 좋은 수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수

자의 열정, 내용 전문성, 교수자의 태도, 수업 체계성, 

소통기술, 학생수준 고려, 평가기술,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매체활용 기술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소 상이

한 결과이다. 이는 오미자[16]의 연구는 대면수업에서

의 좋은 수업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한 연구이

므로 본 연구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분석한 것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수업에서 교육평가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전통

적인 수업에 비하여 훨씬 더 높다[2]. 온라인 평가는 지

식기반 평가, 성과기반 평가, 실습기반 평가 또는 행동 

및 태도기반 평가 등이 있으며, 교육의 목적에 따라 일

부 또는 전체가 사용될 수 있고, 평가에 대한 전통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온라인 평가는 학습자가 학

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더 깊은 학습을 유

도하는 역할을 하기에[22] 본 연구결과에서 중요도 인

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분석결과 학

습환경의 중요도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

상황 이전에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가 다

수 포함되어 처음 접하게 된 온라인 수업 시스템(실시

간 화상수업 프로그램, LMS 등)의 원활한 사용이 온라

인 수업의 질에 직접적·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경험한 것에 대한 결과로 생각된다. 

남영옥[7]은 온라인 수업의 교수역량 요구 요인의 우

선순위에 대하여 전공계열별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자연공학계열의 최종 요구도 우선순위는 내용전달력

(기술), 피드백 제공, 수업 관심/적극성(태도), 학습안내 

및 정보제공, 학습내용 구성 순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교육평가와 학습환경 요인이 높게 나타난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며, 학습자 중심 수업, 수업내용의 

전달력이 비교적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인 것과는 유사

한 결과이다. 이는 남영옥[7]의 연구에서 교수역량 요인

을 기본역량, 수업설계, 수업자료개발, 수업운영으로 설

정하고 분석하여 학습평가 및 성과 요인이 조사내용에 

없었기에 일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

구의 대상자인 치위생(학)과 재학생 또한 전공계열별로 

구분 시 자연계열에 속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김남일[12]은 비대면 수업 원격수업 인식에 대하여 강

의영상 분량의 적절성 3.56, 주차별 과제 또는 퀴즈의 

학습 도움 정도 3.53, 교수의 피드백 3.50,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도 3.42, 강의자료의 교육과정 이해 도움 정

도 3.42순으로 나타나 강의영상 분량의 적절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보였다고 보

고였는데, 본 연구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이 비교적 높

은 중요도 인식을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온

라인 수업의 경우 강의영상 분량이 너무 긴 경우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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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비하여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다소 하락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좋은 수업 구성요소 별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는 교육평가 및 학습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교수기본역량, 교육내용, 학습환경, 강의운영 순

이었으며, 좋은 수업 세부 구성요소 별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는 교수자의 열정 및 태도 3.83, 적합하고 공정한 

평가 3.80, 수업내용의 전문성 3.78, 의미있는 학습성과 

3.75, 학습자 중심 수업 3.68, 다양한 양질의 학습 콘텐

츠 3.62, 학습독려 3.62, 교수자의 매체활용 능력 3.58,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3.57, 피드백 제공 3.57, 수업내

용의 전달력 3.55, 온라인 학습환경 3.48, 수업의 체계

성 2.88 순으로 나타난 것은, 오미자[16]의 연구에서 

좋은 수업의 요인에 대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현재 수준

으로 내용전문성, 교수자열정, 교수자태도를 높은 순위

로 보고한 것, 김광현과 강성배[23]의 연구에서 교수의 

태도, 수업 결과, 내용 전달을 좋은 수업의 요인으로 보

고한 것, 정재원과 조은영[24]의 연구에서 좋은 수업의 

요인으로 교수자의 전문성과 열의, 학습자 중심의 강의

와 학생 참여의 유도 등을 보고한 것은 본 연구에서 교

수자의 열정 및 태도, 내용의 전문성이 다소 높게 나타

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 

모두에서 교수자의 열정적인 수업태도는 강의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좋은 수업 구성요소 별 만족도는 중요

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게 인식되어 차이를 보였는

데, 이는 현재 치위생 전공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의 기

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온라

인 수업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좋은 수업 구성요소 별 온라인 수업의 중

요도 인식과 만족도 순위를 살펴본 결과, 학습환경이 

중요도에서는 2위로 높게 인식되었는데 만족도는 4위

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으며, 좋은 수업 

세부 구성요소 별 온라인 수업의 중요도 인식과 만족도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업의 체계성 1.31, 온라인 학

습환경 0.85, 수업내용의 전달력 0.72, 학습자 중심 수

업 0.64, 교수자의 매체활용능력 0.61, 적합하고 공정

한 평가 0.58, 의미있는 학습성과 0.49, 피드백 제공 

0.48,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0.44, 수업내용의 전문성 

0.37, 교수자의 열정 및 태도 0.36, 학습독려 0.3, 다양

한 양질의 콘텐츠 0.28 순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 별 필요도는 수업자료(PPT 등)

가 4.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VOD(수업영상) 

4.27, 강의계획서 4.08, 질의응답 3.70, 과제제출 3.49, 

퀴즈 3.46, 토론 및 발표 2.47 순이었는데, 학생이 원하

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에 대한 이해가 충분

히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수업

[25]의 특성에 따라 복습 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 

VOD(수업영상)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되며, 수업계획서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

구에서 수업의 체계성이 온라인 수업의 중요도와 만족

도 차이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생각

된다.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이란 웹 기반에서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18]. 따라서 LMS를 다양하고 적극적

으로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여 수업계획 및 학습안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업의 체계성을 확보하

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운영 유형 별 만족도는 비실시간 수업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시간·비실시간 혼용 

3.55, 실시간 화상수업 3.50 순이었는데, 김남일[12]의 

연구에서 비대면 수업방식에 따른 강의만족도가 공개

강의자료 3.15, PC화면 녹화 동영상강의 3.53, 교수님 

자체제작 동영상 강의 3.69, PPT+목소리 녹음강의 

3.53, PPT등 강의자료 게시 3.56, 과제부여 3.25, 실시

간강의 2.93으로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실시간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여야 하는 

반면, 비실시간 수업은 시간의 제약이 없고 반복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가장 크게 적용되는 수업 

유형이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강숙희[17]

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실시간 방식보다는 

실시간 방식이 학업성취도 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

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성인 학습자이므로 자율

적인 학습능력이 중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비

실시간 수업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전공교과의 특성을 반영하

여 적합한 수업운영 유형을 선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치위생 전공 온라인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 기본역량 중 수업내

용의 전달력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수업환경에서 교수

자의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합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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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에 대한 대학 차원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

째, 교육내용은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분량 및 난이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셋째, 강의운영 시 교수자는 온라인 

수업의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철저히 계획하고 이를 학

습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넷째, 교수자의 매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은 LMS 등의 프로그램 활

용 교육을 실시하고 양질의 영상 제공을 위한 촬영 지

원, 온라인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LMS 안정화 및 교내 

네트워크 속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다섯째, 

학습자와 전공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수업운

영 유형을 선택·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강원도에 위치한 대학의 치위생(학)과 재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치위생

(학)과 전공교과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재학생의 인식

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연구대상의 확대를 통한 일반화가 

필요하며, 치위생 전공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온라인 수업 질에 대

한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2021년 2월 3일부터 2월 17

일까지 강원도 내 일부 대학의 치위생(학)과 재학생 최

종 228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좋은 수업 구성요소 별 온라인 수업 만족도는 중요

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게 인식하였으며, 학습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도에 비하여 비교적 낮

게 나타났다. 

2. 좋은 수업 세부 구성요소 별 온라인 수업의 중요

도 인식과 만족도의 차이는 수업의 체계성, 온라

인 학습환경, 수업내용의 전달력, 학습자 중심 수

업, 교수자의 매체활용능력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3. 온라인 학습 콘텐츠 별 필요도는 수업자료와 VOD

(수업영상)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수업운영 유

형 별 만족도는 비실시간 수업이 높게 나타났다.

치위생 전공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는 중요도에 비하여 

낮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온라인 수업의 교수-설계 수립 

시 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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