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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토의수업의 활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 총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토의수업의 운영 실제와 그 
효과에 관한 인식을 진단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F검증, T검증, Scheffe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COVID19 사
태 이후 대학에서는 ‘비실시간 녹화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방식이 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온라인수업 방식에서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은 ‘토의수업 선호도’에 정적 영향을 주며 더 의미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 토의수업 참여에 대해 대학생들은 창의사고능력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토의방식과 절차에 대한 학습자의 충분한 인지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류를 통
한 강화가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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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effects of online discussion classes 
in universitie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a total of four 
universiti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o diagnose their perceptions of the operation of online 
discussion classes and their effec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ross-analysis, F-test, T-test, and Scheffe test by applying SPSS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non-real-time recorded lessons' and 'real-time 
interactive video lessons' were mainly conducted at universities after the COVID19 crisis. Second, in 
the online class method, 'real-time interactive video class' had a positive effect on 'debate class 
preference' and was found to be more meaningful. Third, college students recognized participation in 
online discussion classes as a foundation for expanding creative thinking skills, suggesting that 
strengthening through smooth communication and exchanges based on learners' sufficient cognitive 
processes on discussion methods and procedures is more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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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COVID19 사태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가 지속되면서 대학에서는 대면수업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함께 병행되고 있다. 특히 대학의 비대면 온라
인수업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시행되
면서 소통 부재나 실험·실습의 어려움, 창의·협동의 결
여 등 많은 교육적 문제들이 지속해서 대두되었고, 교
수자와 대학생들 모두 교육적 혼란과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은 대면수업과 가장 근접한 형태로 교수자와 
대학생 간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긍정적인 여론과 높은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비대면 수업
으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와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을 위
한 대안으로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재공표하였다. 특히 비실시간 사전 녹
화방식 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었던 즉각적인 
피드백의 한계와 학습자 고립감, 그리고 학습 동기의 
상실 등 당시 대두되었던 교육적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
한 것이다[1]. 이에 COVID19 초기에는 비실시간 사전 
녹화방식의 온라인수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의 도입으로 함께 운영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에 대해 
단편적인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결국 비실시간 
사전 녹화방식의 온라인수업과 큰 차이가 없으며, 교수
자와 학습자 모두 실시간 소통이 지속되기 위한 네트워
크의 유지 및 매체 연결에 대한 어려움 등 교육환경 구
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한 즉각적인 
질문의 어려움이나 교수자가 못 보는 상황의 존재, 학
습자들이 수업하는 동안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는 점도 
거론되었다. 여기에 집중력 하락, 교수방식의 한계, 학
습격차, 학습자 관리의 부실함, 교육 수용의 질과 학습
량 저조 등 복합적인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
히 최근 온라인수업에서 학습자들의 게임이나 유튜브 
접속 횟수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2]. 이로 볼 때, 온라인
수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비실시간 사전 녹화방식
의 수업이나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뿐만 아니라 온라인수업에 대한 인식과 수업 과정 및 
방법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수업 과정에서 토의수업은 학습자의 학업성
취 면에서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학습활동 과정으로 피
드백의 기회를 제공하며, 개념 개발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되어왔다[3]. 이러한 
면에서 토의수업은 대학 온라인수업에서 드러났던 수
업집중력 및 소통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적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수업에서도 그
동안 제안되었던 토의수업이 지속해서 권장되고 적극
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기존에 그나마 유지되던 토
의기반 교수법의 적용과 활용은 온라인 매체 사용의 어
려움이나 온라인수업 기반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의 존
재 등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온라인수업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이고 
원활한 토의수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대학 온라인 토
의수업과 학습자에 대한 이해, 온라인 토의수업의 여건 
형성 및 실시과정, 그리고 온라인 토의수업에 따른 역
량에 대해 인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연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교수자의 수업방식과 접근에 대
한 인식적 차이도 학습자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 토의수업의 적용과 적합한 반영 및 진행
을 위해서는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현 실정과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토의수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대면수
업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학에서 
실시된 토의수업 연구는 수업 컨설팅 및 교수자 중심 
수행의 연구였으며[4][5], 온라인수업과 관련해서는 원
격대학 강좌 대상의 제한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6][7]. 
이로 볼 때 현재 대학 온라인수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
며, 따라서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에 대한 적용과 활용 
실태, 학습자 참여 인식, 토의수업 방식에 따른 효과에 
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함을 시사한다.

대학에서는 그동안 기존 대면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
방법으로 토의수업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체계 
개발과 더불어 변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온라인수업의 
전환으로 인하여 대면수업에서 적용되었던 토의기반 
수업방식은 단편적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는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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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태되거나 머물러 있으며, 온라인수업을 보완하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학 온라
인수업의 한계를 넘는 다방면의 토의전략, 교수법 등 
토의수업에 관한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다. 

COVID19 상황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은 자연스럽게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이고 다각도적인 관점으로 학
습권을 보장하고 미래 교육환경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
능한 방법으로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은 더욱 중요해졌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적
용과 활용, 학습자 인식 등 온라인 토의수업 방식에 따
른 실제와 효과성을 중점으로 진단하는 데 목적을 두었
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적용될 수 있는 온라인 토
의수업의 방안 및 개선 요건에 대한 효과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적용과 활용 실
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에 참여한 대학생
들의 인식에 따른 효과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의미와 실제  

최근 COVID19에 따른 온라인수업으로 학생들의 학
습격차는 매우 커졌고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 
이에 온라인수업 확대로 인한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의 
어려움과 학력격차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온라
인수업에 대한 개별 학생에 관한 관심과 이해 및 소통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소개·연결하는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9]. 현재 온라인수업은 소통부재, 학습 및 정서
격차, 피드백 한계, 학습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차이, 
과제증가, 질 높은 원격교육 콘텐츠 부족 등 여러 문제
가 거론되고 있다. 또한 최근 온라인수업의 전환으로 
학습자들은 어렵거나 의문점이 생긴 경우 혼자 해결하
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교육부에서는 2020년 9월 9일 제15차 포용국가 실
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대학의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대학생들의 학습권 강화, 
수업의 질 향상, 교수법 향상의 동기부여 및 교수법 개
선의 기회 부여 등 안정적인 온라인수업의 기반과 참
여·소통하는 교육서비스 지원으로 미래 교육기반을 조
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10]. 이에 따라 대학에서도 온라
인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콘텐츠 개발 등 지
속적인 지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여전히 온라인수업이 집중도, 학
습효과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지금까지도 강하게 작용
하고 있다. 온라인수업에서 의사소통의 부재 및 제약, 
교수자의 오래된 강의활용, 단순한 지식전달 중심의 교
수-학습 방법, 학습자 간 학습격차, 디지털 장비 문제 
등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기능 개선, 적합한 수업자료, 상
호작용 확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의 확대 등도 강
조되고 있다[8]. 이에 대학 교수자들도 온라인 콘텐츠의 
학습자 간 상호작용 촉진, 흥미와 동기유발, 최신 경향 
반영 등을 개선 여건으로 제시하였다[11]. 이렇듯 대학 
온라인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소통,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는 토
의수업은 방법적 대안으로 많은 의미가 있으며, 그러므
로 대학 온라인수업에서 적극적인 토의활용과 적용이 
중요하다[8].

대학에서는 미래지향적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 창
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인지적, 사회적, 정의
적인 면의 다양한 역량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토
의수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에서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 전 온라인 비대면
으로 토의수업의 기초적인 부분이나 토의방법에 대해 
충분히 안내되어야 한다. 신혜리와 심형순[12]의 연구
에서도 수업 전 온라인 비대면으로 수업에서 이루어지
는 기초적인 부분이나 토의를 위한 학습방법에 대한 충
분한 안내와 설명을 한 경우 학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다. 이렇듯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 특성상 학습자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교수자와 다른 학습자들이 함께 원
활한 환경에서 서로 돕고 자신만의 도식을 재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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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인 정보처리 과정으로 연계된 궁극적인 토의학
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토의방법과 실행과정이 
설정되어야 한다[13].

현재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
업의 경우 Google Meet, Zoom, YouTube, Cisco 
Webex, MS Teams 등의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즉
각적으로 수업을 실시하거나 비실시간 사전 녹화방식
에서는 대학 사이버 캠퍼스(cyber campus), 이러닝 
시스템(e-Learning system), 학습 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등을 연계한 부가학
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
기에 참여자 간 즉각적인 토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의 토의수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
다[14]. 반면에 비실시간 사전 녹화방식의 수업은 실시
간 쌍방향 화상수업보다는 토의기반 교수법을 진행하
기에 더 제한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에 학습관리시
스템(LMS)을 연계한 토의 게시판의 활용이나 이메일 
제출 등 문서 활용 형태의 토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
동안 대학 토의수업은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참여를 
주도하는 구성주의 관점을 지속해서 권장해 왔다. 이에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토의수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원활한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온라인수업의 토의 적용은 대학생들에게 정확
히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개념, 원리 등에 대한 문제해
결과 피드백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존하고 있는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 기반과 현황에 대한 이해는 토의
수업의 원활한 진행과 적극 활용으로 나아가 수업의 효
과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를 바탕으로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이 적합하고 적절하
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효과

토의수업은 학습에서 학습자의 관계적 사고 향상에 
도움이 된다[15]. 토의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의견 발
표 및 타인 의견에 대한 경청으로 서로 존중하는 의사 

교환을 하게 된다[3]. 또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의
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며, 공동의 문제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피고 상의하여 해결하는 협동적인 의사소
통을 가능하게 한다[16][17]. 이렇듯 토의수업은 문제
해결 및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권
리를 존중하게 하며, 궁극적이고 바람직한 민주시민 양
성에 필요한 책임, 존중, 협동심을 기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8]. 따라서 대학에서 온라인수업의 토
의활용은 교수자와 대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으로 직면한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토의수업은 학습자 중심 진행으로 의사소통능력, 논
리 및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킨다
[19]. 토의수업을 통해 학습자들 간의 관계나 학습자와 
교수자의 관계에서 다양한 정보 습득이 가능하며, 아이
디어나 의견 등을 서로 교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주도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20]. 이렇
듯 대학 온라인수업에서 토의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구
성과 진행으로 대학생들의 역량과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대학 온라인수업에서 토의활용은 대학생들의 고차원
적 사고의 함양, 사회적 기능과 태도의 형성, 집단의식
과 공유능력의 향상, 토의 구성원의 비판적인 탐색에 
의한 선입견과 편견의 수정, 자율성 향상, 흥미와 가치 
개발 등에 효과가 있다[20][21]. 이에 대학 온라인 토의
수업은 대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이해력, 종합적 사고력, 
분석 및 평가력 등 수준 높은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은 학생들의 상호작용 
및 교류를 통해 다양한 사고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창
의적인 인간 형성에 이르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대학 온라인수업에서 토의과정은 미래사회에 대응하
기 위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토
의과정에서 공동체 및 사회문제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
게 한다. 토의수업은 학습자의 팀활동에 대한 책무성으
로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사고 기회
의 제공 및 집단 내 자신의 의견제시를 통해 발표력과 
자신감이 향상된다[22]. 또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언
어적, 비언어적 방법의 사용으로 상호작용적인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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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자의 자기정체성과 자기효능
감을 증진시킨다[23]. 이렇듯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도 
학생들에게 지식형성, 의사소통, 협업, 대인관계, 의견
조율, 통합적 사고능력 등 사회성 및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으로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미래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서 온라인 토의수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
이다. 

이렇듯 대학 온라인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들 간 의
사소통의 부재, 학습격차, 창의사고능력 확대를 위한 기
회 제공 등의 문제해결과 더불어 미래 인재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토의수업의 활용은 더욱 중요하
다.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은 대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통
해 폭넓은 사고를 구성하는 중심 기재가 될 수 있다. 그
러므로 대학 온라인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경험 
기회의 확대로 대학생들의 흥미와 높은 관심을 통해 적
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수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토의수업은 대학 온라인수업에서 대학생들과 상호작
용을 통한 교류로 서로 간의 질문과 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으며, 충분한 피드백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수업에서 대두되었
던 소통부재와 학습격차 원인을 해결할 수 있기에 토의
수업의 적용과 활용은 그만큼 중요하다.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효
과적이고 체계적인 토의과정에 대한 수업설계가 요구
된다. 이를 통해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은 무엇보다 기
존의 대면 토의수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온라
인이 가진 시공간의 제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활발한 
토의활동으로 교육적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은 디지털 매체와 인프라를 기
반으로 교수자의 매체 활용 능력과 수용 역량이 기본적
으로 요구되며, 토의수업 활용과 수업 혁신에 대한 인
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은 활용 
매체나 인프라에 따라 토의수업 방식이나 내용, 형태 
등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토의과정과 
유형 또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의 웹-기
반 토의수업의 의미를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비
대면(UN-contact) 시대에 맞는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
의 적용이 요구된다. 이한샘과 서은희[24]의 연구에서

도 수업만족도는 소집단 형태가 모든 수업 유형에서 높
게 났기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원격화상수업도 소
규모로 운영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렇듯 대학 온
라인 토의수업의 적용에 있어서 매체의 접근 방식이나 
플랫폼 등에 따라서도 토의수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
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
습에 대한 욕구가 강화될 수 있고 또한 동료들 간에 상
호 작용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
다[3].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이 소집단 내에서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소극적인 경향
에 이를 수 있다[25]. 또한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 과정
에서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태만도 생길 수 있다. 백영
균 외[21]는 토의에서 학습자가 타인의 토의에 방관자
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학습자 스스로 내성적 성향을 지
녔을 경우 토의 참여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
다. 

그러므로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에서는 교육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온라인 토
의수업에 영향을 주는 대학의 교육환경 요인으로 소집
단 내 대학 평가체제, 보상구조, 집단 크기, 수업시간, 
집단 내 이질성 등이 있다[26].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 간 능동적인 토의과정으로 참여 가능한 원활한 
교류의 장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토의가 진행되도록 해
야 한다.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도 온라인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고 다양한 대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진정한 
상호작용으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전략
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이 실제 적
용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토의수업에 대한 의지 및 긍
정적 인식 등 교수자 역량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현재 
대학 교수자들도 대부분의 온라인수업이 교수자의 내
용 전달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토의수업에 대한 방법이 개발되고 공
유되어야 함을 인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나아가 
교수자들도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에서 대학생들과 의
사소통의 채널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를 촉진하는 수업 설계 및 기술지원으로 독자적인 수업 
방법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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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효과적인 온라인 토의수업이 진행되기 위
해서는 최상의 운영전략 모색으로 온라인 토의수업의 
모형 개발, 적용과정 및 절차, 학습자 역량, 토의방법 등 
온라인 토의수업에 관한 지속적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에 대
한 대학생들의 흥미도, 만족도, 이해도, 참여도, 그리고 
집중도 등 다양한 토의수업 효과에 대한 이해와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에 대한 인식 개선, 적극적인 참여 확
산 및 활동 전개, 전공계열과 학습시스템에 따른 적용 
가능한 적합한 토의과정의 설계 및 개발 등 체계적인 
개선과 노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본 연구는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실제와 효과에 대
한 연구를 위해 현재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총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대학의 인문사회, 자연공학, 예체능, 사범계열
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교
양교과, 교직교과 및 전공교과 수업에서 시행 중인 온
라인 토의수업의 활용 실태와 적용에 대한 인식 및 효
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현재 대학에서 
온라인수업을 시행하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하였으며, 최종 240명
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 활용과 적용에 
대한 실태 그리고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
해 선행연구 및 박혜진[28]과 김윤정 등[29]의 측정도
구를 토대로 총 31문항의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설문
지는 교육학 교수 2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고 설문문
항을 수정·보완한 후 재검토 과정을 거쳐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표 1. 설문 구성 및 영역
구분 문항내용 문항

개인적 특성 성별, 학년, 연령, 전공계열 4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실제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활용도

8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선호강좌
온라인 토의수업 형태
온라인 토의수업의 선호유형
온라인 토의수업 선호
방식

LMS활용
실시간 화상토의

온라인 토의수업 참여 
정도

적극 참여
적극 참여 않음

온라인 토의
수업의 효과

온라인 토의수업 방식
에 따른 역량 및 계열
별 역량

지식형성능력

5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대인관계능력

온라인 토의수업 방식
에 따른 수업 효과 및 
계열별 수업 효과

수업흥미도

5
수업만족도
수업이해도
수업참여도
수업집중도

온라인 토의수업의 어
려움 정도

시간투입 소모

9

질문과 피드백의 어려움
토의수업의 익숙하지 않음
자기의견에 대한 두려움
많은 준비
온라인 끊김의 지장
수업집중력
자료공유의 접근성

토의 중 긴장감 저조

설문지는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7 이상인 
경우 연구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측정도구로[30], 본 연
구 설문문항의 내적 합치도 검정 결과도 Cronbach α
= .870 이상을 만족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문헌연구 및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구성된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인 교육학 교수 2인의 내용타당
도를 확보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생들의 
온라인 토의수업에 대한 활용과 적용에 대한 실제 및 
효과에 대한 측정은 온·오프라인 설문을 동시에 활용하
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경우
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링크를 연계하도록 배부되
었다.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기간은 모두 2020년 11월 
6일부터 2020년 12월 5일까지 총 4주간에 걸쳐서 실
시되었다. 온·오프라인으로 배부된 설문지는 온라인 65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실제와 효과에 대한 연구 277

부, 오프라인 196부로 총 261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에서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21부를 제외한 
총 240부를 최종적으로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Windows용 SPSS 21.0 프로그
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 온라인 토의수
업 활용과 적용, 온라인 토의수업에 대한 효과 등을 비
교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T
검증, F검증,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자 94명(39.20%), 여자 146명
(60.80%)으로 여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109명(4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4세 이
상이 47명(19.50%), 21세 33명(13.80%), 22세 27명
(11.30%), 23세 24명(10.00%)의 순이였다. 학년별로
는 2학년이 109명(45.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3학년 56명(23.30%), 1학년 50명(20.80%), 4학년 
25명(10.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사
범계열 152명(63.30%), 인문사회계열 35명(14.60%), 
예체능계열 31명(12.90%), 자연공학계열 22명(9.20%)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인구 통계학적 특성                      (n=240) 
구분 사례수(%) 구분 사례수(%)

성별 남자 94(39.20)

학년

1학년 50(20.80)
여자 146(60.80) 2학년 109(45.50)

연령

20세이하 109(45.40) 3학년 56(23.30)
21세 33(13.80) 4학년 25(10.40)
22세 27(11.30)

전공
계열

인문사회 35(14.60)
23세 24(10.00) 자연공학 22(9.20)

24세이상 47(19.50) 예체능 31(12.90)
사범 152(63.30)

2.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실제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실제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COVID19 이후 총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

생들의 수강 교과에서 온라인 토의수업의 활용 비중은 
‘20% 이하’(30.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
40%’(20.80%)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
회계열에서는 수강 교과목 중 ‘80%∼100%’(5.00%)가 
가장 많았으며, 자연공학계열에서는 ‘20% 이하’(5.00%)
가, 예체능계열(3.80%)과 사범계열(19.20%)에서는 
‘20%∼40%’가 가장 많았다(p<.001, χ²=52.440). 

수강 교과에서 토의수업에 대한 선호도는 ‘전공교
과’(56.3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직’(18.80%), 
‘교양’(10.40%)의 순이었다. 전공계열에서 수강 교과에 
대한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체 수강 교
과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체능계열에서
는 ‘교직’(0.80%)보다 ‘교양’(2.90%)이 더 높은 순이었
다(p<.05, χ²=25.870).

표 3. 온라인 토의수업 활용도 및 선호강좌      (= 명(%))

구분
전공계열

χ²인문
사회

자연
공학

예체
능 사범 전체

활
용
도

80∼100
% 12(5.00) 0(0.00) 1(0.40) 9(3.80) 22(9.20)

52.440***

60∼80
% 8(3.30) 0(0.00) 2(0.80) 24(10.0) 34(14.20)

40∼60
% 2(0.80) 1(0.40) 5(2.10) 20(8.30) 28(11.70)

20∼40
% 5(2.10) 3(1.30) 9(3.80) 33(13.80) 50(20.80)

20%
이하 6(2.50) 12(5.00) 8(3.30) 46(19.20) 72(30.00)

없음 2(0.80) 6(2.50) 6(2.50) 20(8.30) 34(14.20)

선
호
강
좌

교양
교과 2(0.80) 4(1.70) 7(2.90) 12(5.00) 25(10.40)

25.870*

교직
교과 2(0.80) 5(2.10) 2(0.80) 36(15.00) 45(18.80)

전공
교과 28(11.70) 8(3.30) 16(6.70) 83(34.60) 135(56.30)

없음 1(0.40) 0(0.00) 0(0.00) 3(1.30) 4(1.70)

*p<.05, ***p<.001

온라인 토의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78.3%)
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비실시
간 사전 녹화방식 수업’(20.10%)이었다. 그 밖에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여 따로 모임을 통한 토의수업 형태였
다. 대학생들의 온라인 토의수업 선호유형도 ‘실시간 쌍
방향 화상수업’(76.70%)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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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온라인 토의수업 형태 및 선호유형        (= 명(%))

구분 비실시간 사전 
녹화방식 수업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기타

수업형태 51(20.10) 199(78.3) 4(1.60)
선호유형 20(9.60) 184(88.00) 5(2.40)

온라인 토의수업의 선호방식은 ‘LMS 활용’의 경우 
‘보통이다’(44.20%)가 가장 많았으며, ‘실시간 화상토
의’의 경우 ‘그렇다’(40.40%)가 가장 많았다.

표 5. 온라인 토의수업 선호방식                (= 명(%))

토의수업 
선호방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LMS 활용 11
(4.60)

16
(6.70)

106
(44.20)

77
(32.10)

30
(12.50)

실시간 
화상토의

9
(3.80)

10
(4.20)

79
(32.90)

97
(40.40)

45
(18.80)

온라인 토의수업의 참여도를 살펴보면 토의수업 진
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학생들은 206명(85.80%)이
었으며, 34명(14.20%)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고 하였다. 온라인 토의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
는 경우는 ‘타인의견 통한 많은 배움’(28.3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업에서 강제시행’(25.80%), ‘학
점을 잘 받기 위함’(24.20%)의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
로는 ‘여러 관점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원활한 토
의진행을 위해서’, ‘내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 등이었다. 
온라인 토의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원격수업 상 의사소통의 어려움’(33.30%)이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토의 자체의 어려움’(24.20%)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담감’, ‘어색해서’, ‘구성원이 화면을 
켜지 않은 경우’, ‘다른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표 6. 온라인 토의수업의 참여 정도             (= 명(%)) 
구분 내용

적극
참여

전체 수업에서 
강제시행

타인의견 
통한 배움 수업의 흥미 학점을 잘 

받기 위함 기타

206
(85.80)

62
(25.80)

68
(28.30)

41
(17.10)

58
(24.20)

11
(4.60)

적극
참여
않음

전체 귀찮음 많은시간 
소모

원격수업 상 
의사소통의 

어려움

토의 자체의 
어려움 기타

34(14.20) 38(15.80) 41(17.10) 80(33.30) 58(24.20) 23(9.60)

3. 온라인 토의수업의 효과

온라인 토의수업의 효과로 온라인 토의수업의 방식
에 따른 역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LMS 활용’과 
‘실시간 화상토의’ 방식은 ‘지식형성능력’(t=-.5.638, 
p<.001), ‘문제해결능력’(t=-6.687, p<.001), ‘의사소통
능력’(t=-9.264, p<.001), ‘협업능력’(t=-8.437, p<.001), 
‘대인관계능력’(t=-9.526,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모두 ‘실시간 화상토의’의 경우가 더 높
았다.

표 7. 온라인 토의수업 방식에 따른 역량        (= 명(%))

구분
지식형성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능력 대인관계
능력

M(SD) M(SD) M(SD) M(SD) M(SD)
LMS 
활용 3.44(.816) 3.38(.830) 3.23(.925) 3.25(.995) 2.95(1.066)

실시간
화상토의 3.73(.822) 3.73(.860) 3.87(.926) 3.80(.968) 3.61(1.029)

T -.5.638*** -6.687*** -9.264*** -8.437*** -9.526***

*p<.05, **p<.01, ***p<.001

전공계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LMS 활
용’의 경우에는 ‘협업능력’(F=3.816, p<.05)과 ‘대인관
계능력’(F=3.161,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협업능력’은 사범계열이 3.38(.969)로 가장 높았으며, 
‘대인관계능력’은 예체능계열이 3.13(.922)으로 가장 
높았다. ‘실시간 화상토의’에서는 ‘협업능력’(F=3.912,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문사회계열이 
3.94(1.110)로 가장 높았다.

표 8. 온라인 토의수업 방식의 계열별 역량      (= 명(%))

구
분

LMS활용 실시간 화상토의
지식
형성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지식
형성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대인
관계
능력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인문
사회¹

3.34
(.802)

3.23
(.808)

2.91
(.951)

2.94
(.968)

2.60
(.193)

3.74
(.852)

3.86
(.974)

3.94
(1.056)

3.94
(1.110)

3.89
(1.157)

자연
공학²

3.45
(.739)

3.27
(.550)

3.14
(.774)

1.152
(.246)

2.55
(.963)

3.73
(.767)

3.59
(.854)

4.05
(.722)

3.50
(1.144)

3.41
(1.098)

예체
능³

3.29
(.739)

3.19
(.543)

3.23
(.762)

3.26
(.893)

3.13
(.922)

3.52
(.769)

3.45
(.624)

3.45
(.723)

3.35
(.798)

3.32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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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온라인 토의수업 방식에 따른 수업 효과는 ‘LMS 활
용’과 ‘실시간 화상토의’는 ‘수업흥미도’(t=-6.914, 
p<.001), ‘수업만족도’(t=-4.716, p<.001), ‘수업이해
도’(t=-4.255, p<.001), ‘수업참여도’(t=-7.182, p<.001), 
‘수업집중도’(t=-8.278,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실시간 화상토의’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
났다. 

표 9. 온라인 토의수업 방식에 따른 수업 효과   (= 명(%))

구분
수업

흥미도
수업

만족도
수업

이해도
수업

참여도
수업

집중도
M(SD) M(SD) M(SD) M(SD) M(SD)

LMS 
활용

3.16
(.972)

3.23
(.996)

3.43(
.917)

 3.38
(.977)

3.23
(.989)

실시간 
화상토의

3.58
(.965)

3.52
(.976)

3.66
(.909)

3.83
(.922)

3.77
(.974)

T -6.914
***

-4.716
***

-4.255
***

-7.182
***

-8.278
***

***p<.001

계열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LMS 활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실시간 화상토의’의 경우 ‘수업이해
도’(F=3.380, p<.05)와 ‘수업참여도’(F=3.990, p<.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범계열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수업이해도’ 3.75(.855)와 ‘수업참여도’ 
3.95(.848)였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실시
간 화상토의’의 ‘수업이해도’ 항목에서 사범계열(3.79)
과 인문사회계열(3.74)이 자연공학계열(3,14)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0. 온라인 토의수업 방식의 계열별 수업 효과 (= 명(%))

*p<.05, **p<.01, ***p<.001, †: Scheffe’s test

‘LMS 활용’과 ‘실시간 화상토의’에서 학습자가 인식
한 온라인 토의수업에 대한 어려움의 동의 정도는 ‘질
문과 피드백의 어려움’(t=8.976, p<.001), ‘토의수업의 
익숙하지 않음’(t=3.337, p<.01), ‘자기의견에 대한 두
려움’(t=-4.615, p<.001), ‘온라인 끊김의 지장’(t=-2.787, 
p<.01), ‘수업집중력 저조’(t=4.813, p<.001), ‘토의 중 
긴장감 저조’(t=7.79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LMS 활용’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질문과 피드백
의 어려움’ 3.30(1.003), ‘토의수업의 익숙함 저조’ 
3.26(1.003), ‘수업집중력 저조’ 3.13(1.014), ‘토의 중 
긴장감 저조’ 3.31(1.066)이었다. 반면에 ‘실시간 화상
수업’이 더 높게 나타난 항목은 ‘자기의견에 대한 두려
움’ 3.20(1.114)과 ‘온라인 끊김의 지장’ 3.50(1.241)이
었다.

표 11. 온라인 토의수업 어려움의 동의 정도  (= 명(%))

구분

시간 
투입 
소모

질문과 
피드백

의 
어려움

토의수
업의 

익숙하
지 

않음

자기의
견에 
대한 

두려움

많은 
준비

온라인 
끊김의 
지장

수업집
중력

자료공
유의 

접근성

토의 
중 

긴장감 
저조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LMS 
활용

3.30
(1.003)

3.65
(.952)

3.26
(1.003)

2.90
(.993)

3.25
(.914)

3.22
(1.194)

3.13
(1.014)

2.97
(1.088)

3.31
(1.066)

실시간 
화상
토의

3.28
(.998)

2.80
(1.142)

3.05
(1.056)

3.20
(1.114)

3.35
(1.025)

3.50
(1.241)

2.76
(1.019)

2.93
(1.088)

2.65
(1.014)

T .287 8.976
***

3.337
**

-4.615
*** -1.448 -2.787

**
4.813
*** .488 7.796

***

**p<.01,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토의수업의 활용 실태와 토의수업

사범⁴ 3.49
(.846)

3.47
(.906)

3.32
(.959)

3.38
(.969)

3.05
(1.066)

3.77
(.834)

3.78
(.868)

3.91
(.942)

3.91
(.909)

3.63
(1.008)

F .729 1.604 1.892
3.816* 3.161*

.819 1.734 2.613
3.912**

1.968

구분

LMS 활용 실시간 화상토의

수업
흥미도

수업
만족도

수업
이해도

수업
참여도

수업
집중도

수업
흥미도

수업
만족도

수업
이해도

수업
참여도

수업
집중도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인문
사회¹

2.89
(1.105)

3.03
(.985)

3.29
(.926)

3.23
(1.060)

3.00
(.970)

3.71
(1.152)

3.63
(1.087)

3.74
(1.010)

3.83
(1.014)

3.72
(1.010)

자연
공학²

3.00
(.926)

3.00
(1.195)

3.14
(.834)

3.00
(.926)

2.82
(.853)

3.41
(1.008)

3.18
(1.097)

3.14
(.990)

3.68
(1.129)

3.55
(1.101)

예체
능³

3.19
(.946)

3.35
(.915)

3.32
(.832)

3.23
(.920)

3.23
(.920)

3.52
(.890)

3.45
(.925)

3.52
(.890)

3.35
(.877)

3.42
(.886)

사범⁴ 3.24
(.947)

3.29
(.981)

3.53
(.934)

3.49
(.963)

3.34
(1.010)

3.59
(.931)

3.56
(.940)

3.75
(.855)

3.95
(.848)

3.88
(.951)

F 1.464 1.214 1.839 2.366 2.524 .500 1.158
3.380* 3.990**

2.3644,>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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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효과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도 2학기 서울과 경기지역 총 4개 대학의 재학
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이후 대학 전체 수강 교과에서 온라
인 토의수업의 활용은 저조한 상태였다. 비록 
COVID19 이후 급격하게 이루어진 온라인수업이었지
만 온라인 토의수업의 활용 비중은 현저히 낮고, 잘 이
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수강 교과에서 온라인 토의수업
을 활용하는 비중은 ‘20% 이하’(30.00%)가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는 ‘20%∼40%’(20.80%)로 나타났다. 또
한 대학생들의 수강 교과에서 온라인 토의수업 활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없음’(14.20%)
과 ‘20% 이하’(30.00%)의 누적 비율만도 44.20%에 이
른다. 이는 전체교과에서 토의수업을 활용하는 교과 비
중이 과반수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은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권해연[31]은 토의수업은 특
정한 주제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기에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의견제시와 
더불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포용력이 함께 존재
하는 대화법이라 하였다. 이렇듯 토의수업은 COVID19 
상황에서 미흡한 대학 온라인수업의 보완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사회 적응과 역량 확대를 위해 
더욱 필연적인 과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온라인 토의
수업에 대한 선호도 전공교과(56.30%)에 편중된 만큼 
폭넓은 교과 영역에서 온라인 토의수업에 대한 역량 강
화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
듯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은 대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반
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교과학습 과정에서 기본적으
로 토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러한 
온라인 토의수업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활용이 가능한 기술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급작스러운 COVID19 상황
에서 대학에서 이러한 토의환경에 적합한 기술적 기반
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교수자와 학생들도 기술적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토의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

이나 습득 능력은 아직 부족한 상황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온라인 토의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온라인 토의수업 환경에 적합한 기술적 연
계 및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업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온라인 환경기반에서 이루어지는 토의수업에 
대해 대학생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참여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온라인이라는 특수한 환경기반에서 접
근하는 토의수업이지만 대학생들의 토의수업 참여 인
식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토의수업과 비교하여 
변화적 양상 없이 모두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유지하
고 있다. 김윤정 외[29]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토의기
반 수업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한 것은 
능동적인 참여였으며, 오프라인 토의수업 연구결과에서
도 실제 참여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로 다른 환
경기반에서 이루어지는 토의수업이라도 대학생들의 사
전 참여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장경원[32]은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협동능
력, 적응력 등의 역량개발은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자
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렇듯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에서도 대학생들의 능동적
인 참여 인식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적
극적인 참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토의수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더불어 
교수자의 참여 인식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한
편 대학생들이 온라인 토의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되는 것은 ‘타인의견을 통한 배움(28.30%)’도 있
었지만 ‘수업에서 강제시행(25.80%)’이나 ‘학점 잘 받기 
위함(24.20)’이 서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만
큼 이는 대학생들이 토의수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
해하기보다 수업에서 시행되는 교수자의 수동적인 지
침에 따른 학습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대학생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원격수업 
상 의사소통의 어려움’(33.30%)과 ‘토의 자체의 어려
움’(24.20%)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대학 온라인 토
의수업은 플랫폼을 매개체로 활용하여 진행되기에 토
의수업에서 사용되는 플랫폼의 구성과 접근성에 있어 
대학생들이 토의 참여에 대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
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온라인 토의수업에서 원활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실제와 효과에 대한 연구 281

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적절한 환경구성으로 토의수업
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
들에게 온라인 토의수업의 진정한 의미를 먼저 이해시
키고, 수업과 연계되는 다양한 토의방법의 시도로 실제
적 도움이 되는 토의수업의 실현과 실천으로 이어지도
록 하는 수업과정의 구성이 중요하다.

셋째,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으
로 의견을 제시하고 경청하도록 하는 토의과정이 대학
생들에게 더 효과가 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
업’(78.30%)의 경우가 토의활용 비중이 더 높으며, 이
는 교수자들도 토의수업 진행에 더 원활한 환경 조건이 
형성되어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또한 대학생들도 ‘실시
간 쌍방향 화상수업’(88.00%)에서 진행되는 토의수업
을 더 선호하는 만큼 교수자와 대학생 모두 원활한 토
의과정과 진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
다. 이렇듯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적절한 환경구성은 
원활한 토의과정으로 인하여 긍정적 인식 형성과 선호
도에 영향을 주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 온
라인 토의수업 방식에서 ‘지식형성’, ‘문제해결’, ‘의사소
통’, ‘협업’,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역량과 ‘수업흥미도’, 
‘수업만족도’, ‘수업이해도’, ‘수업참여도’, ‘수업집중도’에 
대한 효과는 모두 ‘실시간 화상토의’에서 높게 나타났
다. 이렇듯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화
상수업에서‘실시간 화상토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더 폭
넓게 강화될 수 있다.

넷째, 대학생들이 인식한 온라인 토의수업의 어려운 
정도는 토의수업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LMS 
활용’의 경우 ‘질문과 피드백’, ‘수업집중력’, ‘토의에 대
한 긴장감’ 등이 거론되었고, 실시간 화상토의에서는 
‘자기의견에 대한 두려움’이나 ‘온라인 끊김의 지장’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즉 ‘LMS 활용’의 경우 토의 진행에 
있어 대학생들의 소통 단절 측면의 어려움이 강하며, 
‘실시간 화상토의’에서는 즉각적인 실행에서 오는 토의
과정의 어려움으로 서로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임
선애[33]는 토의방식의 활용은 수업의 역동성과 과정 
평가적인 변화로 나타나며, 이에 토의수업에서 강조되
어야 할 점은 문제적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
해 타협하고 조절하며 협동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것으
로 학생이 지식 구성과 활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임화경 등[34]도 토의수업은 학습자의 다양한 
관점과 시각, 사고의 유연성, 문제해결력, 협동력, 창의
력, 의사소통력 등을 관찰하고 신장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수자는 학습활동에 적합한 
학습 주제와 목표의 결정, 토의유형과 방법의 결정, 학
습활동 과정 관찰 및 코칭 평가를 통한 피드백의 철저
한 준비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대학생들의 적극적이
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토의수업에 대한 사전 준
비과정이 필요하며, 미리 충분한 내용을 학습한 차후에 
온라인수업에서 토의진행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
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활성화
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및 개선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COVID19로 인하여 온라인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토의수업은 소통부재 및 학습격차 등
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며, 온라인수업의 한계를 보완하
여 대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온라인수업에서 토의활용의 확대와 활성화
를 위한 적극적인 대학의 권장과 대학생 및 교수자의 
기술활용 능력이 요구된다.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을 위
한 기본적인 플랫폼 기반의 토의 가능한 체계와 학습기
회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 온라인수업 내 
토의활용에 대한 교수자의 적극적이고 강한 실천 의지
와 방향 설정도 중요하다. 이미 오프라인 수업에서 토
의수업 적용에 대해 높게 강조한 만큼 온라인의 특수조
건 상황에서도 토의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 온라인수업에서 직접적
인 토의수업 연계로 동기부여 및 인재양성을 위한 다각
도의 노력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학 온라인 토의수업의 유형과 방식에 따라 
대학생들이 영향받는 효과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대학
생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토의수업 방식을 더욱 활용하
고, 온라인 상황에서 토의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약적 조건들을 파악하여 즉각적으로 보완해
야 한다. 온라인 토의수업의 전개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무조건 적용하기에 원활
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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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토의수업 방식이 적용 
가능한 진행이 요구되며, 온라인 토의수업에서 나타난 
대학생 참여 및 선호 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토의활
용 형태에 따른 역량 및 효과를 근본으로 적합한 토의
수업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셋째, 온라인 토의방식에 따라 대학생들의 역량과 효
과에는 차이가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토의수업
이 구성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온라인 토의수업의 적용 
형태는 능동적인 토의 참여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수업
과정에서 온라인 토의수업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먼저 
잘 이해하도록 하여 각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많은 도
움이 되도록 한다. 대학생 스스로 토의수업의 필요성을 
인지하면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며, 
토의수업의 효과는 더 높게 강화된다. 또한 토의과정에
서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수업내
용과 구성요소를 내재하여야 한다. 이에 온라인수업에
서 대면 토의수업과 유사한 실시간 화상토의는 즉각적
인 토의 실행으로 대학생들에게 더 의미가 있고 여러 
면에서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동기
유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익숙한 매체사용을 위한 지속
적인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하며, 수업 매체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토의과정의 개발 및 적용 또한 현저
히 필요하다. 

넷째, 대학생들에게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류를 위한 
토의방법의 제공으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교육환경
을 조성하도록 토의에 대한 준비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실시간 화상토의에서 직접적인 토의방법에 대해 갑작
스럽게 의견제시를 하는 경우 두려움과 거부감이 더 강
할 수 있고, 의견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온라인 
토의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 제공과 토의 준비과정 절
차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학생들에게 
토의주제를 사전에 알려주고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과정의 제공으로 토
의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토의수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온라인 토의수업의 효과
를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선호하는 온라
인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적절한 다양한 토의방법을 
모색하여 흥미적인 요소를 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해서 다각적이고 다양한 의견제시 및 경청 가능한 창의

사고능력 확대를 기반으로 한 토의수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대학생
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온라인 토의수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더욱 보완된 연계
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COVID19로 인하
여 온라인수업으로 변경된 대학들이 많아 연구대상 표
집의 한계로 비율적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학 전공계
열에 따른 균형 있는 더 많은 연구대상의 의견 수렴을 
통한 연구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 온라인 토의
수업 방법의 다양한 개발을 위해 온라인 토의수업 적용 
후의 변화양상 등 폭넓은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지속해
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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