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2019년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COVID-19, 코로나 19)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에 

따라 정부는 2020년 2월 23일 신종 코로나 19와 관련해 위기단계

를 최고수준의 ‘심각’으로 격상했다[1]. 최초 발생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미진한 상황이며 재 유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지침이 모든 

상황에서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다[2].

COVID-19의 영향으로 일상적인 활동이 제한되면서 사회전

반에 걸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교육 분야의 경우 초⋅중⋅고생 

약 540만명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약 300만명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이지기도 했다[3]. 현재까지 가장 

고전적인 학습 방법은 학습자가 학교라는 공간에 직접 가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이었지만, 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전례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대면수업은 온라인 기반의 수업으로 전환되면

서 교육환경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4]. 이번 COVID-19 

사태는 위기 상황에서 대학의 변화 대응 역량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찍이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불확실성(uncertainty)’

이라는 큰 파고에 직면하여 능동적인 변화 대응 역량이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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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여 왔고, 대학은 본격적인 원격교육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하는 과제 역시 안게 되었다[5]. 교육현장에서는 COVID-19의 

영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학 교육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화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매우 유연한 시간적, 공간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 원하는 지식을 원하는 만큼, 혹은 본인이 소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 온라인 강의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훨씬 빠른 지식 

습득을 원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자신의 속도로 학습이 

가능하고, 복습도 쉽다는 장점도 가지며, 표면적으로는 교내로 

등교하는 경비와 시간 비용이 절약된다[6]. 하지만 온라인 수업

으로 전환 시 교수자가 온라인 강의를 준비할 때 대면 수업 

시 사용했던 교수전략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부적합할 수 있으므

로 대면강의와 다른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고, 

학습자의 온라인 강의 준비도가 낮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7]. 

그러나 현재 갑작스럽게 출현한 COVID-19로 인하여 시간적으

로 양질의 온라인 수업 설계가 힘든 상황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노출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8]. 온라인 비대면 수업 설계는 수업 내용뿐 만 아니라 

기술 환경적 요인도 주요하게 작용한다[9]. 기술 환경적 요인 

오류로 인해 원활하게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방해가 되어 학습자

의 불만으로 학습동기가 저하된다고 하였다[10.11].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수업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수업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이다[12.13]. 수업만족도는 학습자가 온라

인 수업에 대해 기대하는 요구와 목적이 충족되었을 때 얻어지는 

것으로 지식습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14], 학습 성취도

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성공적 과정과 결과를 의미한다[15]. 

이처럼, 온라인 강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10-16]

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학습자의 학습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 

수업만족도, 학습 성취도에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대면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 전면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학)

과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학습 특성이 학습동기, 수업만족도,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추후 교과목의 온라인 

강의 설계 및 운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의 치위생(학)과 재학생

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8일 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 조사하

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방법을 구두로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

하여 조사하였다. 표본 수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측검정(two-tailed test), 검정력 1-β=0.95

의 조건하에서 효과크기 0.25로 ANOVA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를 산출했을 때, 총 279명이 요구되었으며 탈락율을 고려하여 

최종 296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1) 학습동기

Keller와 송[17]이 개발한 도구를 최[18]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3문항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주의집중 5문항, 관련성 6문항, 자신감 6문항, 만족도 

6문항이었다. Keller와 송[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8

이었고, 최[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9였으며, 김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0.91이었으며, 하위 요인 별 Cronbach's α는 

주의집중 0.71, 관련성 0.77, 자신감 0.62, 만족도 0.78 이었다. 

부정문항이나 부정적 태도에 관한 문항에 있어서는 역 코딩 

하였다.

2) 온라인 수업만족도

온라인 수업만족도는 여[14]와 김 등[19]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

(학)과 학생이 온라인 강의에 대해 갖는 기대와 요구, 목적의 

충족 수준으로 학습을 수행 후 학습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과 재이용 및 추천 의향을 자가 보고식으로 응답한 

점수이다. 여[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8이였고, 김 

등[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0.95였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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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는 0.94였다.

3) 학습 성취도-인지된 성취도

학습 성취도본 연구에서는 김[15]과 이와 김[20]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성취도를 시험

점수 보다는 학습자가 수업을 마친 후 얼만큼의 지식을 획득하였

는지 확인 가능한 자기 보고 형태의 인지된 성취도를 사용하였다. 

인지된 성취도는 주관적인 성과 개념을 중심으로 수업을 통해 

성취한 인지적 성과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김[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5, 이와 김[20]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0.93

이었다.

3. 자료 분석(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26.0 ver for windows, IBM SPSS 

Statistics)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이다. 치위생

(학)과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학습특성, 학습동기, 온라인 수업만

족도, 학업성취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온라인 강의 학습특성에 따른 학습동기, 온라인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Tukey test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온라인 강의 학습특성이 학습동기, 온라인 수업만족도, 학업성취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온라인 강의 학습 특성

연구대상자의 온라인 강의 학습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학제로는 ‘3년제 치위생과’ 학생이 54.4%, ‘4년제 

치위생학과’ 학생이 45.6%로 나타났고, 학습 장소로는 ‘집’에서 

93.6%, 학습도구로는 ‘노트북’이 52.6%로 가장 많았다. 수강유

형에서는 ‘시간표에 맞춰서 수강한다’가 58.4%, 과제는 ‘있다’가 

98.6%로 높게 나타났으며, 과제 분량에 있어서는 ‘적절하다’가 

77.4%, 강의유형은 ‘녹화강의’가 73.3%, 온라인 수업이 사용한 

프로그램에서는 ‘구글클래스룸’ 36%, ‘사이버 캠퍼스’(LMS, 

Variables N %

School system 3 years 161 54.4

4 years 135 45.6

Learning place Home 277 93.6

Cafe 4 1.4

Dormitory 15 5.0

Learning tool*

(N=435)

Desktop 65 14.9

Notebook 229 52.6

Tablet PC 50 11.5

Smartphone 91 20.9

Learning type All lectures in one time 81 27.4

According to the time table 173 58.4

Divide one lecture to several 

times

35 11.8

Others 7 2.4

Program used Yes 292 98.6

No 4 1.4

Homework amount A lot 65 22.0

Appropriate 229 77.4

Small 2 0.7

Lecture type Recorded lecture 217 73.3

Realtime video conference 0 0.0

Mixed lecture

(Record+Video conference)

79 26.7

Program used*

(N=491)

Cyber campus(LMS/E-class) 168 34.2

Zoom 104 21.2

Google Meet 3 0.6

Google Classroom 177 36.0

Youtube 39 7.9

Inconvenience in the 

learning*

(N=456)

Access disorder or slow 

transmission speed

82 18.0

Difficult to continuously focus 

in the learning

164 36.0

Self-learning is difficult 92 20.2

Difficult to prepare the learning 

tool for attending the class

29 9.8

Difficult to question to the 

professor

89 19.5

Educational effect of 

the online lecture

Very effective 28 9.5

Effective 77 26.0

Normal 145 49.0

Ineffective 38 12.8

Very ineffective 8 2.7

* Multiple answers

<Table 1> Online lecture learning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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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ass) 34.2%, ‘줌’(Zoom) 21.2% 순으로 나타났다. 수강 시 

불편한 점으로는 ‘학습 시 지속적 집중 어려움’이 36%, ‘스스로 

학습이 어려움’이 20.2%, ‘교수님께 질문하기가 어려움’이 19.5%

로 나타났다. 대면강의와 비교하여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로는 

‘보통이다’가 49%로 가장 많았다.

2. 온라인 강의 학습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 온라인 

수업만족도, 학습 성취도

연구대상자의 온라인 강의 학습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 온라인 

수업만족도, 학습 성취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

자의 강의 학습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는 학제(p<0.001), 강의유

형(p<0.05), 온라인 강의교육효과(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온라인 수업만족도에서도 학제(p<0.001), 강의유형

(p<0.05),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학습 성취도에서는 학제(p<0.001), 과제

(p<0.05),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온라인 강의 학습 특성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온라인 강의 학습 특성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온라인 강의 학습 특성이 ‘학습동기’를 설명하

는 정도는 약 36.3%(R²=0.363)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3.406, p<0.001). 온라

인 강의 학습특성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

한 결과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β=0.457, p<0.001)와 학제

(β=0.274, p<0.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가 효과적이며, 학제가 높은경우 학습동기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N
Learning motivation Online class satisfaction Learning achievement

M±SD t/F p M±SD t/F p M±SD t/F p

School

system

3 years 161 77.28±10.75
-6.858 <0.001**

24.89±5.34
-6.356 <0.001**

14.49±3.21
-6.099 <0.001**

4 years 135 85.69±10.19 28.68±4.81 16.70±2.99

Learning

place

Home 277 81.28±11.31

 1.128 0.325

26.69±5.47

0.439 0.645

15.54±3.29

0.534 0.587Cafe 4 72.89±2.98 24.94±1.78 12.90±1.58

Dormitory  15 80.32±11.79 25.68±5.58 15.24±3.81

Learning

type

All lectures in one time  81 80.08±11.30

 0.735 0.532

25.96±5.23

0.609 0.609

15.44±3.16

0.198 0.898
According to the time table 173 81.14±10.63 26.78±5.47 15.44±3.40

Divide one lecture to several times  35 82.57±13.83 27.20±5.20 15.82±3.18

Others 7 85.29±13.89 27.30±8.32 16.03±3.22

Homework
Yes 292 81.00±11.19

-1.526 0.128
26.56±5.41

-1.545 0.123
15.45±3.27

-2.028 0.044*

No 4 89.65±17.08 30.78±6.40 18.80±4.13

Homework 

amount

A lot  65 78.73±10.97

1.874 0.155

26.26±4.78

0.179 0.836

15.14±3.14

0.674 0.511Appropriate 229 81.79±11.36 26.72±5.62 15.61±3.34

Small 2 81.70±2.15 26.94±6.63 14.20±1.98

Lecture

type

Recorded lecture 217 80.11±11.34
-2.575 0.011*

26.20±5.48
-2.225 0.027*

15.33±3.25
-1.507 0.133

Mixed lecture(Record+Video)  79 83.89±10.72 27.78±5.18 15.98±3.38

Educational 

effect of

the online

lecture

Very effective  28 91.97±13.09d

25.298 <0.001**

 31.77±4.85d

40.026 <0.001**

 18.41±2.52d

25.630 <0.001**

Effective  77 85.28±9.55c,d 29.33±3.88c,d 17.01±2.61c,d

Normal 145 79.66±9.63b,c  25.93±4.41c 14.98±2.80b,c

Ineffective  38 74.31±8.18b  22.34±5.01b 13.37±3.49b

Very ineffective 8 61.74±8.44a  15.33±4.02a 10.35±3.76a

Analysed by t-tset and the one-way ANOVA
a,b,c,d The same characters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Tukey test
**
p<0.001, *

p<0.05

<Table 2> Learning motivation, online class satisfaction, and learning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online lecture learning characteristics (N=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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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강의 학습 특성이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온라인 강의 학습 특성이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온라인 강의 학습 특성이 ‘온라인 수업만족도’

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 42.7%(R²=0.413)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0.675, p<0.001). 

온라인 강의 학습특성이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 결과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β=0.547, p<0.001)

와 학제(β=0.242, p<0.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가 효과적이고, 학제가 높을수록 

온라인 수업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5. 온라인 강의 학습 특성이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온라인 강의 학습 특성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다. 온라인 강의 학습 특성이 ‘학습 성취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 33.9%(R²=0.323)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1.079, p<0.001). 온라인 

강의 학습특성이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 

결과 온라인 강의효과(β=0.470, p<0.001)와 학제(β=0.243, 

p<0.001), 과제(β=-0.102, p<0.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가 효과적이고, 학제가 높을

수록, 과제가 있을수록 학습 성취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62.902 5.782 10.880 0.000

School system  6.201 1.167  0.274  5.312 <0.001*

Homework -6.751 4.685 -0.069 -1.441 0.151

Educational effect of the online lecture  5.747 0.604  0.457  9.521 <0.001*

Learning place  2.999 2.191  0.065  1.369 0.172

Learning type  0.682 1.091  0.030  0.625 0.532

Homework amount  2.230 1.277  0.083  1.746 0.082

Inconvenience in the learning -2.260 1.267 -0.089 -1.783 0.076

N=296, R²=0.363, Adj.R²=0.347, F-value=23.406, p=0.000

Reference group : School system 1= 4 years, Homework 1= Yes, Educational effect of the online lecture 1= Score, Learning place 1= Home, Learning 

type 1= According to the time table, Homework amount 1= Appropriate, Lecture type 1= Recorded lecture
*p<0.001

<Table 3> Factors of the online lecture learning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learning motivation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7.513 2.639  6.635 0.000

School system  2.641 0.533  0.242  4.956 <0.001*

Homework -3.902 2.139 -0.083 -1.824 0.069

Educational effect of the online lecture  3.314 0.276  0.547 12.026 <0.001*

Learning place  1.321 1.000  0.060  1.320 0.188

Learning type  0.712 0.498  0.065  1.428 0.154

Homework amount  0.010 0.583  0.001  0.017 0.986

Inconvenience in the learning -1.000 0.579 -0.081 -1.728 0.085

N=296, R²=0.427, Adj.R²=0.413, F-value=30.675, p=0.000

Reference group : School system 1= 4 years, Homework 1= Yes, Educational effect of the online lecture 1= Score, Learning place 1= Home, Learning 

type 1= According to the time table, Homework amount 1= Appropriate, Lecture type 1= Recorded lecture
*p<0.001

<Table 4> Factors of the online lecture learning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online clas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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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전 세계에 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는 현재

까지 고전적으로 진행해 온 학습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

다. 전례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어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교육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습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온라인 강의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강의학습 특성이 

학습동기, 온라인 수업만족도,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강의학습 특성으로는 대부분 ‘녹화 강의’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학습 장소로는 주로 ‘집’이였고, 많은 학생들

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이버 캠퍼스’(LMS/E-Class),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 Room), ‘줌’(Zoom)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었다. 수강 유형으로는 시간

표에 맞춰서 학습하고 있었으며,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 후 과제가 진행되고 있었고, 과제의 분량은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와 유사한 김 등[19]의 연구에서와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모든 교과목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집에서 공간에 

제약 받지 않는 노트북으로 수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업시간 별 온라인 수업 

참여 후 과제 학습활동을 참여해야 출석을 인정되고 있는 실정으

로 시간표에 맞춰서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과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과 관련된 적절

한 난이도 및 분량으로 출제하여 과제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과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수강 시 불편한 점으로는 ‘학습 시 지속적 집중 어려움’, 

‘스스로 학습이 어려움’, ‘교수님께 질문하기 어려움’, ‘접속장애 

또는 느린 전송속도’, ‘수강을 위한 학습도구 준비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온라인 강의 교육 효과로는 

‘보통이다’ 가 가장 많았다. 이는 김[10]과 이[11], 김과 신[16], 

김 등[19]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온라인 프로그

램이 기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인 프로

그램의 개발과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이론적인 수업방식의 강의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수업에 관련된 

추가적인 영상이나 이론과 연관된 실습 컨텐츠 등을 제작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수업에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원할 

할 수 있도록 녹화강의로 진행되기 보다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집중력과 만족도 그리고 온라인 

강의 교육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강의 학습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는 학제(p<0.001), 

강의유형(p<0.05),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온라인 수업만족도에서도 학제(p<0.001), 강의

유형(p<0.05),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습 성취도에서는 학제(p<0.001), 과제

(p<0.05),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동기는 개인이 추구하는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써, 더욱 많은 내용

을 학습하려는 태도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학습의 성공을 좌우

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한다[21]. 수업 만족도는 학생들의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1.309 1.718  6.581 0.000

School system  1.602 0.347  0.243  4.619 <0.001**

Homework -2.894 1.393 -0.102 -2.078 0.039*

Educational effect of the online lecture  1.723 0.179  0.470  9.604 <0.001**

Learning place  0.697 0.651  0.052  1.071 0.285

Learning type  0.028 0.324  0.004  0.087 0.931

Homework amount  0.285 0.380  0.036  0.752 0.453

Inconvenience in the learning -0.277 0.377 -0.037 -0.736 0.462

N=296, R²=0.339, Adj.R²=0.323, F-value=21.079, p=0.000

Reference group : School system 1= 4 years, Homework 1= Yes, Educational effect of the online lecture 1= Score, Learning place 1= Home, Learning 

type 1= According to the time table, Homework amount 1= Appropriate, Lecture type 1= Recorded lecture
*p<0.05, **p<0.001

<Table 5> Factors of the online lecture learning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learning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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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험에 대한 개개인의 주관적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는 학습의 결과로서 지식의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또는 결과라고 하였다[22]. 이처럼 학습자의 학습

동기, 수업 만족도, 학업성취 등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방적이거나 수동적으로 교수자가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보다는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고,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제도 학습자 특성에 맞게 출제하여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다양한 교수설계, 학습전략 

등을 개선한다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수업만족도, 

학업 성취도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온라인 강의 학습특성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 결과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β=0.457, p<0.001)와 학제

(β=0.274, p<0.001)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

다. 온라인 강의 학습특성이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 결과에서도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β=0.547, 

p<0.001)와 학제(β=0.242, p<0.001)가 높을수록 온라인 수업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3년제 학생들 보다는 

4년제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좀더 여유롭고 유연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LMS나 E-class 등 부분적으로 일부 강좌가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온라인 강의 활용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거부감 없이 적극적인 수업준비와 참여를 통해 3년제보

다는 학습동기가 높고 수업만족도까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김 등[19]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온라인 강의가 대면강의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학습자의 학습동기에 더욱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학습자가 만족 

할 수 있는 수업 컨텐츠를 개발하여[23] 학습동기와 온라인 강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학습 관련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온라인 강의 학습특성이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 결과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β=0.470, p<0.001)와 

학제(β=0.243, p<0.001)가 높을수록, 과제(β=-0.102, p<0.05)

가 있을수록 학습 성취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하[24]의 연구에서도 과제가치가 학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출 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 전략과 과제가치를 제고 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보다는 간단하고, 문제

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후 점차적으로 과제수준을 조금씩 높여 가면서 

온라인 수업을 참여하고 집중 해야지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성취도 뿐 만 아니라 학습동기와 온라인 수업 만족도까

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습동기, 온라인 수업만족도, 학습 

성취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온라

인 강의 교수법이나 학습전략에 대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일방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 전 학습자들의 

수준과 이해와 탐색을 통해 학습동기를 이끌어 내고, 학습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배제하거나 제거하여 학습동기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온라인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여 학습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만족스러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3개 대학의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한되어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강의가 학생들의 강의학습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교수설계 및 학습방법 등을 

개선하고 연구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가 학습

동기, 수업 만족도,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학습 특성이 

학습동기, 수업만족도,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추후 교과목의 온라인 강의 설계 및 운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행되었다.

1. 온라인 강의 학습특성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β=0.457, p<0.001)와 

학제(β=0.274, p<0.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온라인 강의 학습특성이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β=0.547, 

p<0.001)와 학제(β=0.242, p<0.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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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강의 학습특성이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온라인 강의교육효과(β=0.470, 

p<0.001)와 학제(β=0.243, p<0.001), 과제(β=-0.102, 

p<0.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통해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가 효과적이고, 학제가 

높을수록 학습동기와 온라인 수업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

다.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가 효과적이고, 학제가 높을수록, 과제

가 있을수록 학습 성취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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