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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s of Corona-induced dental hygiene students' self-efficacy on online classes
on non-face-to-face online learning, online lecture satisfaction, online discomfort.
Methods: Independent t-test,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relevance of self-efficacy and
non-face-to-face onl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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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 질과 학습의 효과성 저하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3].
정[4]은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 조사에서 학습자는 온라인 수업

2021년 전세계는 신종 COVID-19 확산으로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맹위를 떨치면서 감염자가 2억명을 돌파하였다. 우리나라
도 하루에 확진자 1000명을 넘기며 피로감과 불안감으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 COVID-19의 확산은 교육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접촉이 없는 비대면 즉
원격수업이 폭증하였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에서 COVID-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로 인한 집합수업
을 하지 말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의 재택수업을 권고하
였다[1]. 비대면 수업은 대학에서 주로 동영상 강의형, 실시간 화상수
업형, 혼합형 운영 등으로 이루어진다.
비대면 수업은 강의를 반복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학습 시간이
나 부수적인 비용이 절감되어 학습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현실적인
장점이 있으나[2] 온라인 접속 장애, 저작권 문제, 사생활 노출, 교육

을 통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서 등[5]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수업의 만족도가
높지만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낮은 학습자들은 온라인 수업에 부담
을 느끼고, 수업내용의 이해도가 부족하여 수업만족도가 낮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치위생과 학생들은 전문 의료 인력으로 성장하
기 위해 전공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6], 이와 더불어 대학은
많은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7]. 그런데 현 비대면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
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매체를 통하여 자료나
또는 수업에 참여자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8] 대학생활에서의
중요한 과업들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성공적
인 대학생활과 전공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자기효능감이란 일종의 자신감과 유사한 의미로 주어진
업무를 완성하고자 행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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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또는 믿음이다[9].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행동

비대면 온라인 불편 정도는 김 등[14]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을 시도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학업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 실태 8문항,

성취감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0].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 10문항, 비대면 온라인 강의 불편 정도

향상되면 스스로 자신의 정서적인 면을 통제할 수 있고, 학업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법 5단계 평점 척도로 ‘전혀 아니

및 과제의 수행능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이나 학과생

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하였다.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

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자신의 전공에 대해

문항의 신뢰도는 0.809,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는 0.938, 비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1].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면 온라인 불편 정도는 0.960 이였다.

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학습의 흥미 상실로 인해 성적은 저하되고,

자기효능감의 문항은 Sherer 등[15]이 개발하고 정[16]의 연구

학교로부터의 소외감을 느끼며, 학교 부적응과 개인의 잠재적인

박과 송[17]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연구자의 목적에 적합하게

가능성의 개발 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12]. COVID-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은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19로 인한 비대면수업이 많아짐에 따라 대학생들의 학습결손,

법 5단계 평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사회적⋅정서적 교류 축소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하여 점수가 높은 쪽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

에서 COVID-19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강의만족도와

능감의 하위요인은 자신감, 자기조절, 과제 난이도이며, 본 연구의

온라인수업에 대한 연구가 일반적이고[5.8.13.14], 자기효능감

자신감은 21.67점, 자기조절은 41.75점, 과제 난이도 선호는 13.18

과 온라인수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점으로 나타났다. 강과 이[18]는 자신감 수준 총 35점 만점에 21.04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수업의 학습

점, 자기조절에서는 총 60점 만점에 41.59점, 과제난이도 선호는

참여 및 만족도에 대한 불편정도를 살펴보고, 자기효능감이 비대

총 25점 만점에 12.63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평균과 표준편차

면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강과 이[18]의 연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자기효능감의

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대학생 교육의 질

그룹을 설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은 75점부터 118점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지이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그룹은 74점부터 47점까지로 하였다.
(1)자신감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을 의미한다. 자신감에 대한 문항은 1, 3, 5, 10, 11, 13,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소재 치위생과 2곳의 치위
생과 학생으로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학년
학생들은 처음 대학교 온라인 수업을 접하는 학생이고 2학년 학생
들은 대학수업에서 1년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대상으로 하였다.
2021년 5월 30일~6월 15일 동안 1학년 190명, 2학년 150명에게
설문의 동의를 받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응답에 불성실한
10명을 제외하고 최종 1학년 183명 2학년 147명으로 총 3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두 그룹의 비교
연구의 대상은 198부로 나타났으나 치위생과 2곳의 1학년과 2학
년 학생들을 조사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33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실태,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
52

16번 문항으로 7문항이며, 역 채점 문항이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841이다.
(2)자기조절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은 개인이 자기조절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은 12문항으로 2, 4,
7, 8, 12, 14, 17, 19, 20, 21, 23, 24번 문항은 ‘자기조절 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 신뢰도 Cronbach's
α는 0.864이다.
(3)과제 난이도 선호
과제 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문항은 5문항
으로 6, 9, 15, 18, 22번으로 ‘과제 난이도 선호’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의 과제 난이도 선호 신뢰도 Cronbach's α는
0.7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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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2. 자기효능감 그룹의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

자료 분석을 위해 R-program을 사용하여 학년별, 자기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높은 그룹은 온라인 학습 참여에서 다음과 같은

그룹별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와 비대

항목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그룹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서 통계학

면 온라인 불편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t-test를 하였다. 자기효능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Table 2>. ‘나는 전반적으로 강

감과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 비대면

의 참여 및 일상생활에 관한 시간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불편 정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는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이외의 시간은 독서 등 능력을 계발하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

는 활동 시간으로 활용했다.’,‘나는 비대면 강의에 성실하게 임했다.,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는 동영상 강의의 수강 기한을 잘 지켰다.’, ‘나는 동영상 강의를
2회 이상 수강했다.’, ‘나는 강의 진행,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수자와 의사소통했다.’, ‘나는 동시,비동시 수업에서

Ⅲ. 연구결과

높은 수업집중도를 유지했다.’,가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1. 연구 대상자의 학년과 자기효능감 그룹
연구대상자의 1학년은 183명이었으며, 2학년은 147명이었다.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 자기조절,
과제난이도 선호는 1학년과 2학년이 차이가 없었으며, 비대면 온라인
강의 불만족은 1학년 학생들이 낮았으며(p<0.01), 자신감은 1학년
학생들이 점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은 184명이었으며, 자기효능감
이 낮은 그룹은 146명이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이 비대면 온라

3. 자기효능감 그룹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온라인 강의만족도의 모든 항목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그룹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Table 3>.

4. 자기효능감과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 비대면 온라인 불편 정도의 관련성

인 학습 참여,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 자신감, 자기조절,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와 자신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감과 자기조절과 과제 난이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비대면

(p<0.01).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이 비대면 온라인 불편 정도는 낮게

온라인 강의 불편 정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Table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Table 1>.

4>.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는 자신감과 자기조절과 양의 상관관계

<Table 1> The difference between non-face-to-face online and self-efficacy by grade and self-efficacy group
Variables
Non-face-to-face online participation
Non-face-to-face online
satisfaction
Non-face-to-face online Inconvenience
Confidence
Self-regulation
Preferring task difficulty

(N=330)

first grader
N=183

Second grade
N=147

Self-efficacy High Group
N=184

Self-efficacy Low Group
N=146

28.46±4.670

29.07±5.165

29.98±4.480

27.20±4.967

t= -1.113

p= 0.267

t= 5.353

p= < 0.001

39.94±5.913

39.65±5.775

41.23±5.511

38.07±5.791

t= 0.453

p= 0.651

t= 5.060

p= < 0.001

33.51±11.315

37.44±11.623

34.03±12.345

36.78±10.461

t= -3.101

p= 0.002

t= -2.153

p= 0.032

22.268±5.0273

20.946±4.8311

24.214±4.5400

18.561±3.5094

t= 2.416

p= 0.016

t= 12.427

p= < 0.001

41.82±5.760

41.67±5.894

45.04±5.030

37.70±3.811

t= 0.237

p= 0.813

t= 14.659

p= < 0.001

13.17±2.904

13.18±3.063

14.37±2.781

11.72±2.515

t= -0.027

p= 0.979

t= 8.989

p= < 0.001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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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participation in non-face-to-face online learning by self-efficacy group

(N=330)

Self-efficacy Self-efficacy
High Group Low Group

Variables

t

p

Overall, I think I did a good job of managing the time for lecture participation and daily life.

3.65±0.845

3.24±0.885

4.297

< 0.001

I used the time other than participating in non-face online classes to develop my ability such as reading.

3.10±0.978

2.70±1.054

3.644

< 0.001

I faithfully attended the non-face online lecture.

4.11±0.720

3.77±0.792

4.075

< 0.001

I met the deadline for the non-face online lecture.

4.39±0.710

4.18±0.738

2.596

0.010

I took more than two non-face online lectures.

3.58±0.998

3.18±1.048

3.600

< 0.001

I did a good job (punctuality, completeness, etc.) of the non-face online lectures.

4.09±0.770

3.95±0.978

1.462

0.145

I communicated with the professor if I had any questions about the progress of the lecture and
the contents of the lecture.

3.50±0.962

2.98±1.059

4.669

< 0.001

I maintained concentration in face-to-face and non-face online classes.

3.55±1.027

3.20±1.067

3.05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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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Difference in Non-face-to-face Online Lecture Satisfaction by Self-efficacy Group
Variables
The course I'm taking has reached its overall goal.

(N=330)

Self-efficacy
High Group

Self-efficacy
Low Group

t

p

4.07±.682

3.74±.759

4.218

< 0.001

The contents of the lecture I am taking are well organized for the purpose of the lecture.

4.14±.632

3.84±.603

4.353

< 0.001

The contents of my class are appropriately organized to suit the level of students.

4.07±.640

3.72±.719

4.743

< 0.001

The assignment of my class was appropriate for the contents of the class.

4.13±.622

3.83±.732

3.960

< 0.001

The professor of my class used the video media appropriately.

4.09±.667

3.88±.659

2.853

< 0.001

The professor of my class properly provided lecture material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non-face
online lectures.

4.10±.740

3.82±.687

3.531

0.005

The professor of my class tried to provide adequate feedback and communicate with the students.

4.18±.685

3.90±.707

3.674

< 0.001

The professor of actively conducted the lecture, including compliance with the lecture time and
preparation for the lecture.

4.26±.670

3.94±.712

4.255

< 0.001

Compared to the early non-face online lectures, the quality of the lectures gradually improved.

4.04±.778

3.68±.857

4.009

< 0.001

I'm satisfied with the current non-face online lecture.

4.13±.731

3.72±.941

4.515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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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non-face-to-face online learning participation, non-face-to-face online lecture satisfaction,
and non-face-to-face online discomfort
(N=330)
Non-face-toface online
participation

Non-face-toface online
satisfaction

Non-face-toface online
Inconvenience

Confidence

Self-regulation

Non-face-to-face online participation

1

Non-face-to-face online satisfaction

.440**
< 0.001

1

Non-face-to-face online Inconvenience

-.155**
0.005

-.409**
< 0.001

1

Confidence

.249**
< 0.001

.176**
0.001

-.094
0.090

1

Self-regulation

.375**
< 0.001

.394**
< 0.001

-.209**
< 0.001

.305**
< 0.001

1

Preferring task difficulty

.258**
< 0.001

.099
0.072

-.009
0.869

.321**
< 0.001

.329**
< 0.0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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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ring task
difficulty

1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미치는 영향

가 있었으며, 비대면 온라인 강의 불편 정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강과 소[19]의 연구에서도 1학년

있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 불편 정도는 자기조절과 음의 상관관계

이 대학생활적응도가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정도

가 있었다(p<0.01). 자신감은 자기조절과 과제 난이도 선호와 양의 상관

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

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조절은 과제 난이도 선호와 양의 상관관계가

침해 준다. 이는 신입생의 커리큘럼 상 2학년에 비해 교양과목의

있었다(p<0.01).

비중이 많고, 전공과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으며, 학년이 올라
갈수록 국가고시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5.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설명력이
26.4%로 나타났으며, 비대면온라인 강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향
력을 나타났으며 자기조절과 과제 난이도 선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Table 5>.

있도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비젼 제시와 꿈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효능감에 따른 온라인 학습 참여 실태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이 학습 참여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특히 학습 참여 실태

<Table> 5. Factors affecting non-face Online learning participation
B

SE

5.319

2.565

Non-face online satisfaction

.301

.046

Non-face online Inconvenience

.016

.022

confidence

.093

Self-regulation
Preferring task difficulty

(Constant)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각 학년에 맞게 학업에 집중할 수

β

항목 중 ‘동영상 강의의 수강 기한을 잘 지켰다’와 ‘비대면 강의에
성실하게 임했다’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김 등[14]의 연구와

t

p

2.073

.039

.360

6.490

.000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장[21]은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학업 뿐만

.037

.712

.477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적응력이 좋다고 하였다. 위 결과를 통하여

.051

.094

1.834

.068

.141

.047

.167

3.015

.003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학습 참여도를 높인다

.227

.086

.137

2.649

.008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20]는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직접 영향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교수법 개발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및 피드백을 반영하며, 학생과의 의사소통을

N=330, R²=.274, Adj.R²=.263, F-value=24.466, p=< 0.001
Durbin-Watson=2.041

원활하게 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p<0.01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효능감에 따른 온라인 강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Ⅳ. 고찰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이 온라인 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특히 강의 만족도
의 항목 중 ‘교수자의 강의시간 준수와 강의 준비 철저’가 평균이

COVID-19라는 재난 사태로 인해 교육계에서 비대면 수업의 비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김 등[1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자는 비대면 수업과 과제 수행을 통해 자기주

선행연구에서 학습자는 비대면 수업 유형 중 동영상 강의형 수업을

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18]. 동영상 강의는 학습자의 입장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의 학습참여도, 강의만

에서 시⋅공간 제안 없이 학습할 수 있어 첫 번째로 선호하고

족도, 강의불편도 등을 살펴본 후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파악

있으며,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대면수업보다 많은 교육 내용을 다룰

하여 효과적인 비대면강의 설계와 학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수 있어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다[4]. 하지만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지지 않아 학습자의 자기효

먼저 일반적인 사항에서 비대면수업의 강의 불편 정도는 1학년

능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p<0.01), 이는 1학

교수자가 혹여 이전에 사용했던 수업 콘텐츠를 수정⋅보완하지

년은 신입생으로 아직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므로 호기심과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거나 수업 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부실한

의욕이 보여 준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욕이 상실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의 의욕을 상실케

되지 않도록 비대면 수업에서의 운영 방식을 보완 및 확충하여

함으로 교수자가 적극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동영상 강의형 수업의

학습의 효과를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효능감에서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학습자의 요구도 등을 분석하여

자신감은 1학년 학생들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방안을 구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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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와 자신

표본으로 제한점을 감소시켜 진행한다면 비대면 온라인수업에

감과 자기조절과 과제 난이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비대면

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온라인 강의 불편 정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김[22]

있는 방안에 밑거름이 될 좋은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이 노력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많은
것들을 배우며, 학업성취도와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Ⅴ. 결론

정[4]은 학습자들이 비대면 수업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강의 만족도와 자아효능감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보다 철저한
수업 계획안을 운영하여 온라인 학습 참여율을 더욱 높여야겠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라인 강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
난이도 선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비대면 수업
은 학습자가 온라인 수강과 과제 수행을 자기주도학습으로 반복
학습을 하여야 하므로 교수자가 먼저 강의 준비에 충실히 임함으로
써 학습자의 강의 만족도를 높여 학습자가 학습 수행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자기주도학습으
로 과제 수행을 해야 함으로 난이도 조절과 함께 호기심과 자신감을
유발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과 이[18]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자신감 수준 21.04점,
자기조절감 41.59점, 과제난이도 선호가 12.63점으로 본 연구와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2021년 1학기에 자료를 수집하
여 비대면 수업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한 후에 조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김과 박[23]의 연구에서 23.16
점, 43.59점, 13.10점으로 본 연구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20년
1학기에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 시점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다.
향후 대학교육은 COVID-19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대면과 비대
면의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기관은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교수자의 실시간 수업역량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법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어야
하며,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하면서도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전략 및 수업환경을 계획하여
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수업 참여
와 능동적인 과제 수행으로 자기주도학습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고학년보다
신입생 및 저학년의 자기주도학습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1-2학년으로 국한하여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전체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추후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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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OVID-19 인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학습 참여, 강의 만족도, 강의 불편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련
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에 강의 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 자기효능감의 과제
난이도 선호가 영향을 미쳤다. 추후 온라인 학습 상황 발생 시,
치위생과 학생들의 수업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치위
생과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실시간 수업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실습 영상과 비대면 토론을 통하여 학생들
의 온라인 수업 시 학업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1학년과 2학년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 불만족은 1학년 학생들
이 낮았으며(p<0.01), 자기효능감(자신감)은 1학년 학생들
이 점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2. 자기효능감 높은 그룹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그룹보다 비대
면 온라인 학습 참여,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 자기효능
감의 자신감, 자기조절,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며
(p<0.01), 비대면 온라인 불편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p<0.05).
3.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와
자신감과 자기조절과 과제 난이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으며, 비대면 온라인 강의 불편 정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4.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났으며, 자기
조절과 과제 난이도 선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학생들이 자기조절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수자가 과제 난이도를 조절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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