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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최근 대학에서 COVID-19로 인하여 강의가 비대면 

방식의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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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변화가 급격하게 촉진되고 있다[1]. 이에, 발

맞춰 대학에서는 언택트(Un-tact) 환경에서 다양한 형

태의 교육을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유연함이 있으며, 익명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학생들도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2]. 서로 다른 지역에서 쌍방

향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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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lectures using 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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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real-time video
lectures in a non-face-to-face environment using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Recently,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in universities, all remote classes are being
implemented, so research is needed to raise learner awareness.

Accordingly, factor analysis, mean analysis, correspondence analysis, and IPA analysis
were performed based on the data of 632 students who responded from March 21 to June
30, 2021 for learners of K University in Chungbuk.

First, overall satisfaction was low compared to importance, and the difference in system
perception was the largest. Second, the difference in learner perception of real-time video
lectures through the IPA matrix showed that the system error and screen cutoff were the
largest. Third, the difficulty of lecture content, task and test feedback, etc. are classified.

Accordingly, the satisfaction of real-time video lectures in non-face-to-face environments is
low, suggesting that school-level support for quality improvement to improve learner
satisfaction in non-face-to-face environments and the role of instructors are needed to
improve learners'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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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영상을 녹화하여 제공하는 등 시공간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

다. 대학에서는 학습자와의 상호교류 및 출결에 정확

성을 보장받기 위한 화상강의를 선호하고 있어, 원격 

화상강의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에 원격 

화상강의에 적합한 전략을 도출하는 노력이 절실하

게 필요한 상황이다.

화상강의 수업을 위한 도구로는 미국의 줌(ZOOM)

사와 시스코(Cisco)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로 이

용하고 있다. 줌과 시스코의 프로그램은 질문하기 기

능이 용이하고 실명으로 온라인 강의실 입장하기 등 

수업 운영에 필요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강의

에 적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충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4년제 일반사립대학인 

K 대학에서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 시스코사에서 제

공하고 웹엑스(Webex) 화상강의 모듈을 도입하여 실

시간 화상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 학습자들이 인

식하는 화상강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에 환

류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해야 하는 요소를 분석할 필요

가 있으며, 학습자가 요구하고 선호하는 것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자 

관점에서의 성과요인을 선정하고 학습자들이 생각하

는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하여 학습자의 요

구를 분석함으로써 실시간 원격 화상강의에서의 실

제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

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비대면 

화상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인식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둘째, IPA 분석에 따른 비

대면 화상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어떤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화상강의의 개념 및 특징

실시간 화상강의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들이 컴

퓨터, 소프트웨어, 비디오 카메라, 웹 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교수자

와 학습자 서로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보며 의사소

통이 이루어져 진행되는 수업이다[3]. 또한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형태로서 

화상회의 시스템에 응용한 것이다[4]. 교수자와 학습

자들에게 지원하는 수업활동은 학습 자료나 화면을 

공유하여 토론, 전달, 발표, 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5]. 학습자들은 능동적인 학습 수행이 

가능하며, 실시간 화면을 통하여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6].

화상강의는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것으로 학습자

들이 효과적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생각

을 갖도록 할 수 있으며, 학습자료나 의견이 즉시 일

어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배경 그림과 정보를 공유

함으로써 수업 참여도를 유도할 수 있으며, 다양한 

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교수자와 학습자가 

같은 공간이 있지 않고, 네트워크가 불안정하여 접속

이 끊기거나,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안되는 등의 제한

이 있을 경우 효과적인 상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

는 단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7, 8].

하지만 실시간 화상강의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정

해진 시간에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에 참여하여 이루

어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실시간 토론뿐만 아니라 즉

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하여 학습자료 중심 강의와 교

수자 직접 강의보다는 상호작용의 촉진과 높은 교육

의 효과성 등 장점을 지니고 있다[9].

학습자는 네트워크와 화상강의를 통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는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학습자에게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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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시간 화상강의 진행을 위하여 대학에서는 

화상회의 솔루션을 강의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

습관리시스템에 모듈을 연동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실시간 화상강의 솔루션은 교수자가 자신의 온라

인 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습자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해진 수업시간에 강의실에 입장하면 실

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또한 교수자에게 즉시 질

문과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10].

실시간 화상강의 솔루션인 줌(Zoom)은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시간을 정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상호작용

이 가능하며, 수업자료 및 영상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Ms Teams는 초대, 추가, 그룹별 기록이 가능하

며, 늦게 참여한 학습자도 이전의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학습자 관리가 용이하다[11].

본 연구의 사례인 K 대학에서 활용하는 웹엑스는 

학습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상호작용과 수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스트와 참여자가 역할을 변경

하여 주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마이크와 카

메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자료전송, 설문조사, 실시

간 채팅 등이 제공하고 있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화상강의에서 학습 

활동이 종료된 후 수업 이전의 기대와 실제 학습자가 

받은 성취감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습 효과를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다.

2.2 비대면 환경에서의 화상강의 효과
비대면 환경에서의 수업은 원격교육이라 불리는 

교육의 형태가 계속되어 왔지만, COVID-19 이후 사

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환경의 교육적 논의가 증대되

고 있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

가 동일한 시간에 접속하여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실

시간 화상강의가 교육 현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적

용되고 있다.

화상강의는 교수-학습 사태가 펼쳐지는 장소만 다

를 뿐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수자가 전달하는 학습내

용, 질의 및 응답을 포함한 상호작용 등 동일한 활동

이 일어난다. 하지만 면대면 환경과 달리 학습자의 

수업 참여와 과제 수행 등의 책임감이 비대면 수업에

서 더 크게 요구된다. 면대면 수업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교수-학습 활동이 작용하

기 때문에 교수자의 통제가 수월한 반면, 비대면 수

업으로 진행되는 화상강의의 경우, 학습 과제 수행에 

대한 성실성, 속도 조절 등 학습자가 면대면 환경에

서보다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에 임해야만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화상강의에서는 교수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학습자의 인식적 활동에 참여시키는 반응적 교수가 

중요한 역할[12]을 하는데, 반응적 교수가 적용된 화

상강의에서는 학습자가 단순히 학습내용을 수동적으

로 받아들이는 수신자의 개념이 아닌 참가자가 되어 

자신의 생각과 의견들을 낼 수 있어 수업 참여가 활

성화될 수 있다. 또한 교수자의 반응적 교수 역할이 

크게 적용되었을 경우, 교수자-학습자, 동료 학습자 

간의 과제에 대한 탐색 과정과 상호평가 등을 통해 

단순히 전달되던 학습내용에 대한 다양한 사고가 가

능할 수 있다.

K 대학에서 운영된 화상강의는 학습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수자가 학습관

리시스템에 탑재된 기능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에 따라서 화상강의에 대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비대면이라는 환경에서 학습관리시스템의 학습

메뉴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게 하여 자신

이 화상강의를 통해 의미있는 학습경험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환경에서 화상강의 효

과를 높이고자 IPA 분석을 통해 화상강의에 대한 학

습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화상강의에 대한 질을 제

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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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PA 모형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모형 분석

은 특정한 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여 

학습자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사후 만족

도를 평가하여 각각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성과를 비

교하는 기법으로 Martilla & James[14]가 최초로 제안

하였다.

학습자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인 IPA 분석은 중요

하게 인식되는 요인과 이에 대응하는 만족 요인의 상

대적 관계를 규명하여 학습자의 요구사항을 개선하

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며,

여기서 중요도는 학습자가 필요한 가치의 정도를 뜻

하며, 만족도는 실제 수행 후 느끼는 감정의 정도를 

나타낸다[15].

IPA 분석은 학습자가 판단하는 만족도와 중요도를 

분석하여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16]. 또한, IPA 분석에서 

X축은 만족도, Y축은 중요도를 표현하고 2차원 도표

에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중요도와 만족도의 접점의 

위치를 나타낸다.

1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가 높은 면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해야 하는 영역이며, 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학습자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므

로 중점적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3

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점

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4사분면는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상대적로 높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그림 1>과 같이 1사분면은 지속 유지 영역, 2사분

면은 순위가 가장 높은 중점 개선 영역, 3사분면은 점

진개선 영역, 4사분면은 인식 제고 영역으로 구분한

다[17].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는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은 

전체 항목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 점수를 측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요인과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각 

요인과 항목이 2차원 매트릭스의 4사분면 중 위치하

는 영역으로 구분하고 축의 기준은 각 차원의 전체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비대면 환경에서 진행된 화상강의에 대한 개선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사분면은 지속적인 유

지를 위하여 필요한 영역, 2사분면은 단기적인 지원

이 필요한 영역, 3사분면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 4사분면은 중요도보다 만족도가 높아 제고가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비대면 화상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을 살펴보기 위해 충북지역에 소재한 4년제 일반 사

립 K대학 학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21년 3

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Webex를 이용한 실시간 

화상강의를 수강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그림 1> Martilla & James(1977) IPA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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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배포하여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응답한 설문 

63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 참여 분포는 여학생이 414명(65.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남학생이 218명(34.5%)로 나타

났다. 대학별 참여 분포는 인문사회융합대학이 228명

(3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의료생명

대학이 168명(26.6%), 과학기술대학이 134명(21.2%),

디자인대학이 102명(16.1%) 순으로 참여하였다. 학년

별 참여 분포는 1학년이 426명(6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에 2학년 92명(14.6%), 3학

년 76명(12.0%), 4학년 38명(6.0%) 순으로 나타났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활용된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선행 연구 도구 중에서 상호작용, 학습

지원설계요인을 만족도 요인으로 제시한 노영[18], 상

호작용설계, 교수-학생 간 피드백을 제시한, 권영애·
송영은[19], 상호작용 중심 만족도를 제시한 임철일

[7], 강의내용, 상호내용, 평가 및 과제, 시스템, 만족

도를 제시한 조보람[20] 등의 선행 연구들을 추출하

여 하위 요인과 내용을 구성하였다. 시스템, 강의내

용, 상호작용, 강의 만족의 5개 요인과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도구는 최종적으로 교육학 전문가 3인으로부

터 내용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사용하였다. 연구 도

구의 요인에 대하여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FA :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 회전 방법으로 베리멕스 

회전을 시행하였고, 이 결과로 KMO 측도는 .960이

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p<.05 미

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누적 분산이 79.788%로 나타나 구성된 요

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비대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구분 특성 빈도(N) 비율(%)
성별

남학생 218 34.5

여학생 414 65.5

대학

과학기술대학 134 21.2

인문사회융합대학 228 36.1

의료생명대학 168 26.6

디자인대학 102 16.1

학년

1학년 426 67.4

2학년 92 14.6

3학년 76 12.0

4학년 38 6.0

<표 2> 측정도구의 요인 분석
구분 강의내용 강의만족 시스템 상호작용

강의내용4 0.760 0.379 0.301 0.088

강의내용6 0.756 0.282 0.287 0.283

강의내용2 0.745 0.305 0.185 0.354

강의내용5 0.679 0.438 0.243 0.313

강의내용3 0.653 0.337 0.308 0.419

강의내용1 0.644 0.158 0.349 0.458

강의만족3 0.388 0.767 0.285 0.172

강의만족4 0.331 0.765 0.247 0.254

강의만족2 0.179 0.747 0.222 0.293

강의만족5 0.445 0.611 0.291 0.293

강의만족1 0.475 0.576 0.239 0.418

시스템3 0.250 0.212 0.822 0.208

시스템4 0.141 0.214 0.821 0.133

시스템1 0.238 0.283 0.809 0.131

시스템2 0.329 0.148 0.752 0.293

상호작용1 0.338 0.332 0.277 0.735

상호작용2 0.336 0.392 0.263 0.706

상호작용3 0.447 0.356 0.237 0.608

전체 4.397 3.668 3.588 2.709

공통분산(%) 24.425 20.376 19.935 15.053

누적분산(%) 24.425 44.801 64.736 79.788

KMO=.960.Bartlett’s χ2=11071.958(ρ<.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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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화상강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만족도는 화상강의를 수강하면서 얼마

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계산되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와 만족도를 높게 인

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설문 문항 요인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신뢰도는 <표 3>과 같으며, 전반적으로 신

뢰도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3.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5.0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배경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타당성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설문문항도구

에 대한 Cronbach’s α 신뢰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둘째, 비대면 화상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차이 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와 대응 t-

검증을 시행하였다.

셋째, IPA를 활용하여 비대면 화상강의에 대한 학

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

순 산점도 그래프를 시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 IPA분석

본 연구에서 비대면 화상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중

요도와 만족도 인식 차이를 요인별, 문항별로 살펴보

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의 비대면 화상강의에 대한 요인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이 4.19점으로 나타

났으며, 시스템(M=4.36, SD=.726)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강의내용(M=4.26, SD=.690), 상호작용(M=4.2

2, SD=.751), 강의만족(M=3.96, SD=.758) 순으로 나타

났다. 요인별 만족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전체 

평균이 3.66점으로 중요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강

의내용(M=3.82, SD=.84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M=3.76, SD=.931), 강의만족(M=3.56, SD=.8

99), 시스템(M=3.50, SD=1.009) 순으로 나타났다. 요

인별 중요도와 만족도 간 평균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시스템으로 0.87점의 차이를 보였으며, 상호작용 0.46

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화상강의에 대한 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는 시스템(t=20.077, p<.001), 강의내용(t=13.

733, p<.001), 상호작용(t=11.994 p<.001), 강의만족(t=

11.119, p<.001)으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3> 중요도·만족도의 문항 및 신뢰도
요인 문항 문항내용 Cronbach’s α

중요도 만족도
시스템 4 시스템 오류, 시스템응답 및 접속시간, 화면전환속도, 화면끊김현상 .865 .906

강의내용 6 강의내용의최신성, 강의내용의난이도, 글자의정확성, 학습자료효과성, 학습분량의적절성, 강의목표제시 .922 .944

상호작용 3 질의응답신속성,상호작용활동, 과제및시험에대한피드백 .852 .896

강의만족 5 학습몰입, 학업집중, 흥미유발, 학습수랭력증진, 전반적만족 .883 .924

전체 18 중요도 .951 만족도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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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요인별로 살펴보면,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영역으로서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항목들이며, 1사분면에 위치

한 요인은 강의내용과 상호작용이 포함되었으며, 2사

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시스템이 포함되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3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강의만족이 포함되어 학습자들의 강의만족도를 높이

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영역이다. 4사분면은 중요도

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영역으로 해당 요인이 포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문항별 중요도와 만족도 IPA 분석 
IPA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비대면 화상강의 학습자

의 문항별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차이 및 IPA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비대면 화상강의에 대한 문항별 중

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

다. 학습자의 비대면 화상강의에 대한 문항별 중요도

에 대한 인식은 시스템오류(M=4.48, SD=.82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면끊김현상(M=4.40, SD=.938), 응

답 및 접속시간(M=4.39, SD=.786), 강의난이도(M=4.3

7, SD=.764), 글자정확성(M=4.29, SD=.833)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표 4> 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 간 인식 차이
요인 중요도 만족도 평균

오차 tM SD 순위 M SD 순위
1. 시스템 4.36 0.726 1 3.50 1.009 4 0.87 20.077***

2. 강의내용 4.26 0.690 2 3.82 0.846 1 0.44 13.733***

3. 상호작용 4.22 0.751 3 3.76 0.931 2 0.46 11.994***

4. 강의만족 3.96 0.758 4 3.56 0.899 3 0.40 11.119***

전체 4.19 0.636 - 3.66 0.820 - 0.54 16.605***

<그림 2> 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 IPA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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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만족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중요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강의목표제시(M=3.9

<표 5> 문항별 중요도와 만족도 간 인식 차이
문항 중요도 만족도 평균

차이 tM SD 순위 M SD 순위
1. 시스템오류 4.48 0.822 1 3.43 1.196 16 1.05 20.714***

2. 응답 및 접속시간 4.39 0.786 3 3.66 1.054 11 0.72 15.884***

3. 화면전환속도 4.18 0.888 13 3.54 1.110 14 0.64 12.745***

4. 화면끊김현상 4.40 0.938 2 3.35 1.202 18 1.05 18.872***

5. 강의내용최신성 4.23 0.808 9 3.79 0.929 5 0.44 11.305***

6. 강의내용난이도 4.37 0.764 4 3.85 0.923 3 0.53 13.392***

7. 글자정확성 4.29 0.833 5 3.86 0.967 2 0.42 10.501***

8. 학습자료효과성 4.21 0.823 10 3.74 1.014 7 0.46 11.670***

9. 학습분량의적절성 4.20 0.872 11 3.74 0.996 8 0.46 11.306***

10. 강의목표제시 4.26 0.774 7 3.92 0.904 1 0.34 9.753***

11. 질의응답신속성 4.27 0.811 6 3.82 1.029 4 0.44 11.438***

12. 상호작용활동 4.14 0.878 14 3.69 1.015 9 0.44 8.762***

13. 과제·시험피드백 4.26 0.873 8 3.76 1.026 6 0.50 7.846***

14. 학습몰입 4.19 0.857 12 3.69 1.007 10 0.50 9.910***

15. 학업집중 3.79 0.943 18 3.38 1.027 17 0.41 9.039***

16. 흥미유발 3.86 0.950 17 3.51 1.027 15 0.34 10.427***

17. 학습수행력증진 3.99 0.901 15 3.58 1.012 13 0.41 9.917***

18. 전반적만족 3.98 0.940 16 3.64 1.058 12 0.35 11.541***

<그림 3> 문항별 중요도와 만족도 IPA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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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90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글자정확성(M=

3.86, SD=.967), 강의내용난이도(M=3.85, SD=.923), 질

의응답신속성(M=3.82, SD=1.029), 강의내용최신성(M

=3.79, SD=.9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화상강의에 대한 문항별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평균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시스템 오류, 강의내용 최신성이 1.05

의 차이가 있으며, 응답 및 접속시간 0.72, 화면전환

속도 0.64 순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항별 중요도와 만족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1사분면에 9개 문항, 2사분

면 2개 문항, 3사분면 5개 문항, 4사분면에 2개 문항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와 만족

도가 모두 높은 1사분면(지속유지 영역)에 포함된 문

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사분에 위치한 문항을 살펴보면, 강의내용난이도,

글자정확성, 과제 및 시험 피드백, 학습자료효과성,

강의내용최신성, 질의응답 신속성 등이 포함되어 있

다.

2사분면(우선개선 영역)에 위치한 문항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시스템오류, 화면끊김현상이 

포함되어 있다.

3사분면에 위치한 문항은 화면전환속도, 학업집중,

흥미유발, 학습수행력증진, 전반적만족이 포함되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4사분면에 위치한 문항은 

상호작용활동, 학습몰입이 포함되어 있다.

Ⅴ. 맺음말

본 연구는 IPA 기법을 활용한 비대면 환경에서 실

시간 화상강의 학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

를 분석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하였

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환경에서 실시간 화상강의 학습자의 

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화상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중요도는 만족

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시스템, 상호작용,

강의내용, 강의만족 순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

가 높게 나타난 요인은 시스템으로 나타났다.

IPA 매트릭스 분석에서도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

도가 낮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요인이 시스템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시스템이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한 

결과이며, 인터넷 연결이나 버퍼링 현상, 네트워크 관

련 문제, 서버의 불안정을 단점으로 제기한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21].

둘째, 문항별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인식 차이를 

<표 6> 문항별 중요도와 만족도 IPA 분석
영역 요인 문항

제1사분면

시스템 2. 응답 및 접속시간

강의내용
5. 강의내용최신성, 6. 강의내용 난이도, 7. 글자정확성 8. 학습자료효과성, 9. 학습분량의 

적절성, 10. 강의목표제시, 13. 과제 및 시험 피드백 

상호작용 11. 질의응답 신속성

제2사분면 시스템 시스템오류, 4. 화면끊김현상

제3사분면 강의만족 3. 화면전환속도, 15. 학업집중, 16. 흥미유발, 17. 학습수행력증진, 18. 전반적만족

제4사분면 상호작용 12. 상호작용 활동, 14. 학습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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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요인은 시스템오류이

며, 화면이 끊어지는 현상이나, 시스템 응답시간 및 

접속시간, 강의내용의 난이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문항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 차이도 시스템에 

대한 오류와 화면의 끊김 현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인터넷이 원활하지 못하여 정해진 강의

에 참여하려고 해도 늦게 입장하게 되거나 중간에 끊

기는 등의 현상으로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선행연구

와도 일치하며[22], 실제 실시간 화상강의에 대한 중

요성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아 비대면 환경에서 학습

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 차원의 학습 환경 개선을 통

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

다.

학습자는 학습 중에 교수자의 마이크나 카메라의 

상태로 인하여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화면이 끊어지

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강의에 사용되는 카

메라와 마이크는 사용하는 사람의 하드웨어

(Hardware)의 영향을 받아 사용자들이 느끼는 영상

이나 음성의 질 차이가 크며, 내장된 마이크가 아닌 

외부의 마이크를 활용하는 경우 목소리가 들리지 않

는 오류가 자주 난다고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23]. 이에, 교수는 강의 전 마이크 상태 등의 시

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학습관리시스템의 화

상강의 모듈 사용법을 숙지하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

도록 매뉴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대면 강

의 교수를 위한 학교 차원에서 노트북, 카메라 지원 

및 대여 등을 통하여 학습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의도구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문항별 중요도와 만족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1사분면에 위치한 문항은 강의내용의 난이도,

학습 자료의 효과성, 학습 분량의 적절성, 과제 및 시

험 피드백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 만족도 향

상을 위하여 강의 담당 교수는 비대면 강의 시작 전

에 강의를 위한 학습 자료를 주차별 강의 자료를 업

로드하고 실시간 화상강의 수업에서의 녹화 영상을 

학생들을 위하여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교수자가 주

차별로 퀴즈 문제를 생성하여 학습자가 참여하고 문

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과제 및 시험

에 대한 상세한 사전공지 및 알림을 통하여 학습자들

과의 상호소통이 필요하다. 이에 학생의 학습몰입을 

유도하고,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강의 교수자의 노

력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대면 환경에서 실시간 화상강의 학

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

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비대면 환경에서의 실시

간 화상강의에 대한 K 대학 학습자의 중요도와 만족

도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지

닌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실시간 화상강의 요구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비대면 환경에서의 학습자 만족

도 향상을 위한 질 개선과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향상

을 위한 교수자의 역할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추후, 대면 학습 환경과 비대면 학습 환경에

서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

하여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고, 학교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대안을 도모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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