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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실시간 수업에서의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 연구

A Study on the Learners’ Class Satisfaction in 
Synchronous Online Classes

한진희*

Jinhee Han*

요 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C대학교에서 2020학년도 2학기 말에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188명의 학습

자를 대상으로 결과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학습자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수업을 부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업내용이며, 그 다음

으로 수업 운영, 플랫폼 순이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만족하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위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수업내용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수업내용을 구성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수자는 체계적이고 충실한

수업 설계를 통해 학습자가 수업에 사용되는 플랫폼에 익숙해져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학습자의 요구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학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는 한 개 대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한정된 변수만을 측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주요어 : 온라인 수업, 실시간, 학습자, 만족도, 수업내용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learners’ class satisfac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synchronous online classes after COVID-19. A total of 188 learn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conducted at the 
end of the Fall Semester 2020 at C University located Gyeongsangnam-do. Findings revealed that learners’ 
satisfaction with the synchronous online classes was relatively low, and the learners had negative perception of 
that. Learning content have the biggest effect on the learners’ class satisfaction. Next came class management 
and the online learning platform. Therefore, instructors need to organize learning content effectively and enhance 
learners’ understanding considering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learning content so that learners are satisfied 
with the synchronous online classes. Also, instructors should make it possible for learners to get familiar with 
the online learning platform and use it without any problems through systematic and faithful class design for 
effective learning in unfamiliar online learning environment. In addition, instructors need to know learners’ needs 
and difficulties and plan their synchronous online classes.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was conducted 
only at one college and the limited number of variables was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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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2019년 12

월 발생하여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세계보건기

구는 2020년 3월 이를 팬데믹으로 선언하였다. 집단 감

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

기 위하여 전국 대학의 약 91%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

여 전공 및 교양의 모든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하는 과정은 대학, 교수자, 학습자 모두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 모두

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2].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교육부가 제정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일반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 교과목 수는 개설 교과목 학점 수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다 [3].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전

국 4년제 일반대학의 면대면 강좌 수는 598,813개, 온라

인 강좌 수는 5,606개였으며, 결국 온라인 수업은 전체

수업 중 1% 정도에 그치었다 [4]. 코로나19로 인해 다

방면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있었지만, 교육계의

변화 역시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

히 시행된 온라인 수업에 맞추어 관련 연구 증가하여,

2020년 이후 ‘온라인 수업’을 키워드로 KCI에서 검색하

였을 때(2021.06.16.) 2020년에는 57편, 2021년에는 51편

에 이르며, 2019년 해당 키워드 관련 연구가 1편인 것

에 비추어 학자들에게도 온라인 수업은 큰 이슈인 것이

분명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수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무한

한 잠재력을 가진 교육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시행된 온라인 수업은 교육

의 집중력 하락과 실습에 부적합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며, 학습자가 시간 제약 없이 여러 차례 강의

영상을 반복 시청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5].

교육부가 실시한 ‘일반대학 1학기 원격수업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전체 응답자 28,418명 중 39.6%뿐이었

다 [6]. 또한 초기 온라인 수업은 사전에 개발된 콘텐츠

를 학생들이 자유로이 수강하는 형태의 비실시간 온라

인 수업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시간 화상 강의, 채

팅, 토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마치 대면 수업과

흡사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룬다 [7].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면대면 수업이 급격히 온

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

에 대해 알아보고 변화된 교육 흐름에 대한 대응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지표는

수업 만족도이다 [8]. 만족을 통해 상위의 욕구가 생성

되기 때문에 만족도는 학습 성과를 측정하는 주관적 지

표가 될 수 있고, 교육 전반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이라

고 할 수 있다 [9]. 또한 수업 만족도는 학습과 관련하

여 학습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수업 관련 평가가

가능한 중요한 요인이다 [10]. 학습자가 얼마나 자발적,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는지, 학습 목표에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는 수업 만족도로 측정할 수 있고,

학습 효과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강의 만족

도라고 할 수 있다 [5, 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C대학교에서 코로나

19 이후인 2020학년도 2학기에 실시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 만족도를 통해 학습에 대한 효과성

을 살펴보고, 학습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을

알아봄으로써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1.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2. 온라인수업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인가?

3. 온라인 수업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은 ‘원격교육’, ‘이러닝’, ‘가상수업’, ‘인터

넷 수업’, ‘비대면 수업’, ‘웹 기반 교수법’, ‘웹 기반 원격

교육’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지칭되며, 전통적 교실 수

업을 넘어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교육 형태라

고 정의할 수 있다 [1]. 그리고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전담지원기관, 학습 플랫폼, 인프라 구축, 정

책 지원 등과 같은 대학의 교육환경 및 제도, 강의, 팀

토론 및 프로젝트, 실험·실습 기반 등의 교과목 특성에

따른 수업 형태, 기자재 지원, 미디어 활용 능력 등의

학습자 및 교수자 특성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12].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온라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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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개념화하고, 도구적 환경을 살펴보고,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거나, 학습 플랫폼 개발, 시스

템 개발, 수업 설계 원리 및 지침 개발 등의 개발연구

가 있다 [7].

2. 수업 만족도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대

해 객관적 평가 점수로 명시되는 학업 성취도와 관련하

여 수업 만족도는 학습의 성취를 보여주는 지표로써 학

습자가 학습에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했는지의 수준을

보여준다 [13]. 즉, 수업 만족도는 학습자의 정서적 및

인지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의집중, 관련성, 자

신감 등을 충족함으로써 오는 결과이다. 결국 수업 만

족도가 높으면 학습자는 학습에 더욱 자발적,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따라서 수업

만족도는 교육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수요소이며,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 정의적 측면의 학습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1].

수업 만족도는 학습자의 심리적 혹은 인지적 반응과

관련되어 있어서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간에는 정적 상관 관계가 있다 [14]. 코로나19 이후 온

라인 수업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

나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

한 실태 연구나 학습자의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지역별, 학교 단위별, 학기 단위별로 지속적이고 다각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5]. 따라서 단위 대학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구체적인 변인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

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온라인

수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내용

경상남도에 위치한 C대학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확률을 줄이기 위하여 2020학년

도 1학기에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였으며,

2020학년도 2학기에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였

다. 그 이유는 교내 LMS 구축이 완료되지 않는 등의

인프라 미구축, 급한 온라인 교육 시행으로 인한 행정

적 문제와 수업 관련 민원 발생이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은 Microsoft Teams(MS Teams)를 활용

하였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출석 및 과제물 확

인을 용이하게 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의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대

학교에서 의도한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얼마나 효과

적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자의 만족도를 살

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C대학교의 교양 교과목을 수강한 학습자

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와 그 변인에 대해 알아보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다음 표 1은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응

답자 표본이다.

C대학교에서 2020학년도 2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학

습자 1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실시

간 온라인 수업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본 연구가 수

행되었다. 교양교과목의 특성상 다양한 전공의 학습자

가 참여하였고, 본교 교육과정은 1학년과 2학년 학습자

가 주로 교양 교과목을 수강한다. 하지만 2학년 학습자

의 참여도가 낮아서 1학년 학생들의 결과만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그중 남학생이 54명(82.8%), 여학생이 134

명(71.8%)이었으며, 전공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문화대

학 학생이 140명(74.5%), 미래융합지식대학 학생이 48

명(25.5%)이었다.

표 1. 응답자 표본
Table 1. Profile of Respondents

구분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54 82.8

여성 134 17.2

전공

보건복지문화
대학

140 74.5

미래융합지식
대학

48 25.5

총 응답자 수 188 100

2. 연구방법

C대학교 교양대학에서는 2020학년도 1학기에는 비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학습자의 출석 및

과제 확인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학

기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이헌수(2020) 외다양한온라인수업관련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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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항은 학습자가 수강한 실시간 온라인 수

업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물어보았고, 두 번째 문항은

온라인 수업에 사용된 플랫폼인 MS Teams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

라인 수업에서 학습자는 강의 영상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개선점으로 꼽았으며 [15], 인프라 수준과 지원 능력 및

기능에 대한 대학 차원의 이해도가 높아야 하며 [7], 시

스템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가는 온라인 수업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다 [16].

세 번째 문항은 온라인 수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았다. 수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습에의 효과 역시 증가하며, 그 설명력은 약 64.6%라

고 한다 [5].

네 번째 문항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 내용에 관해 물

어보았다. 선행 연구 결과 온라인 수업에서 구조화된

학습 내용의 제시가 수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

으며 [17], 학습 내용이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요인이며 [2], 이에 따라학습효과가증가한다 [5].

마지막 문항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

습자 간 상호작용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물었다. 온라

인 수업에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피드백을 통한 의사

소통은 학습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5], 상호

작용은 수업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 [18]. 또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2], 질의 및 피드백은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영상 학습 콘텐츠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6].

위와 같이 설문지는 모두 다섯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항목은 ‘전혀만족하지않음(1점)’에서 ‘매우만

족함(5점)’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의 결과는 EXCEL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SPSS Statistics Version 23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설문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ɑ)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신뢰도 분석 결과 총 다섯 문항으로 구성

된 측정 도구의 전체적인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 .932

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신뢰도 분석 결과
Table 2. Cronbach Alpha Reliability Results

문항 평균 표준편차 제거했을때의 ɑ계수
전체 만족도 2.27 1.508 .898

플랫폼 만족도 2.23 1.413 .909

수업 운영 만족도 2.28 1.488 .908

수업 내용 만족도 2.30 1.513 .906

상호작용 만족도 1.78 1.228 .955

ɑ계수=.932, N=188
다음으로 C대학의 교양 과목을 수강한 학습자들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변수별 만족도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전체 만족도 파악

을 통해 학습자가 온라인 수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지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1]. 전체 학습자 199명의 평균 만족도는 2.27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보았을 때 비교적 낮은 값임을 알 수 있

다. MS Teams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체 응답자 중

106명(약 56.4%)이 전혀 만족하지 않거나 혹은 만족하

지 않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 운영 측면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약 56.9%

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수업내용에 대해서는 55.3%

가 부정적으로, 약 28.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마

지막으로 온라인이라는 낯선 학습환경에서 피드백이나

의사소통 등을 통한 상호작용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40명인 약 74.5%가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는 약 12.8%로 불과하였다.

표 3. 만족도 설문 결과
Table 3. Satisfaction Survey Results

문항
응답자수(명)

평균
표준
편차1점 2점 3점 4점 5점

전체
만족도

100 9 29 28 22 2.27 1.508

플랫폼
만족도

99 7 33 38 11 2.23 1.413

수업 운영
만족도

98 9 31 30 20 2.28 1.488

수업 내용
만족도

100 4 30 34 20 2.30 1.513

상호작용
만족도

123 17 23 16 9 1.78 1.228

ɑ계수=.932, N=188
결과적으로 C대학교 교양대학에서 실시한 실시간 온

라인 수업에 대해 학습자는 모든 항목에서 매우 만족하

지 않거나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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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나머지 4개 항목과 전체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검정

하기로 한다.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결정계수인 R2값이 0.878인 것으로 보아, 플랫폼, 수

업 운영, 수업내용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전체 만족

도를 87.8%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

변수는 단계 선택의 기준(입력할 F의 확률≦0.050, 제거

할 F의 확률≧0.100)에 의해 제외되고, 나머지 플랫폼,

수업 운영, 수업내용만이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되었다.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의 β값은

0.371로 수업 운영 0.327, 플랫폼 0.305에 비해 전체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결

과는 F값이 442.663으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

우 유의하다. 즉, 단계별로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 전

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업내용, 수업 운

영, 플랫폼 순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4. 회귀분석 결과
Table 4. Regression Analysis Results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β

전체
만족도

수업
내용

.369 .049 .371 7.585*** .000

수업
운영

.332 .049 .327 6.796*** .000

플랫폼 .326 .053 .305 6.148*** .000

R=.937, R2=878, F=442.663
***p<.001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경상남도 소재 C대학교 교양대학에서

이루어진 MS Teams 기반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해

학습자가 느끼는 만족도를 알아보고, 실시간 온라인 수

업에서의 플랫폼, 수업 운영, 수업내용, 상호작용과 수

업의 전체 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만족도, 플랫폼 만족도, 수업 운영 만족

도, 수업내용 만족도,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의 다섯

항목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188

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는 전

체 만족도뿐만 아니라, 플랫폼, 수업 운영 및 내용, 상

호작용 등 모든 요인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여 학습자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만족도에 나머지 요인이 얼마만큼의 영향

력을 미치는지 검증해본 결과, 수업내용, 수업 운영, 플

랫폼 순으로 수업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각 변수는 전체 만족도를 87.8% 설명해

주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수업 운영에 만족할수록, 마지막으로 플랫

폼에 만족할수록 수업에 대한 전체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영향력은 각각 0.371, 0.327,

0.305로 수업내용 변수가 전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의

수업내용이 충실하고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결핍을 느

끼지 않을 때, 수업 전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업 운영과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

에게 낯선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충실한 수

업 설계를 통해 학습자가 수업에 사용되는 플랫폼에 익

숙해져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기 초 계획에 따라 수업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되

학습자의 요구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학습에 차질이 생

기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만족할 만

한 품질의 수업내용을 구성하여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실시간 온라인 수

업의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그 효과성을 살펴보

고, 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 개

대학의 교양 교과목을 수강한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온라인 수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요

인 중 수업 운영 및 내용, 플랫폼,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는 데에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경험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

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수

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알아보는 실증 분석을 진행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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