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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20, the COVID-19 situation forced all kind of schools to be conducted online-learning, resulting in 
a lot of confusion at school sites. Particularly, such confusion may have been aggravated in the 
performance-based curriculum, in which the proportion of activity learning is bigger than other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strategies what promote the online learner to participate the 
performance-based curriculum. To carry out this study, we progressed that 1) analyze concepts, compon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ories based on key-words related to the performance-based curriculum, learning 
motivation, and online learning, 2) select focusing interviewee suitable for this study, 3) have the FGI with 
learner’s group, 4) have the FII with professors.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in order to promote 
learners’ participation in the performance-based curriculum, that individual activities are more effective than 
team activities, and professors need the periodic actions(In other words, it was a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the instructor and the learner. Professor's feedback on assignments submitted by learners) to 
encourage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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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인 대혼돈의 상

황이 전개되고 있다. 관공서를 비롯한 기업체, 특

히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는 오프라인학습을 최소화하면서 온라인수업을 

통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

에서는 전면 온라인학습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교

육현장은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했다. 컴

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접속이 어려워 온라인학습 

참가 자체가 어려운 세대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온라인학습 참가가 쉽지 않아 부모나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교 실시간 

온라인학습 중 학생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

생하는가 하면 준비되지 않은 교수들의 다소 부

실한 수업 운영 등 기존의 오프라인 정규수업에

※ 개인정보 표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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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볼 수 없었던 문제들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Ministry of Education(2020)은 대학들이 원격수

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입한 

원격수업을 앞으로 고등교육 혁신 방안으로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현행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보면, 대학은 전체 교과목 학점의 

20% 이내에서만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고, 성

적 평가도 출석 평가가 원칙이다. 코로나19 상황

을 맞아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이런 기준을 크

게 완화하여 원격수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에 대한 제

한 기준을 없애고, 원격수업만으로 100% 이수하

는 경우만 아니라면 이수학점 제한 기준이나 평

가 방식을 모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2020학년도 1

학기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들은 물론 학

부모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수행중

심의 교과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행중심 교과란 단순한 지식전

달의 수업방법, 단순한 학습의 결과만을 중요시

하는 학습목표에서 벗어나, 학습을 위한 학습으

로서의 모든 과정에서 학습자를 비롯한 교수자의 

모든 활동을 중요시하는 교과를 의미한다

(Dongeui University, 2019).
수업 중 삶의 현장에서 봉착하는 다양한 실제

적 문제(authentic problem)와 관련한 자기주도적

인 지식의 습득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력을 

갖춘 즉, 학(學)과 습(習)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

는 학습 경험들이 제공되어야 한다(Dongeui 
University, 2019). 그러나 온라인학습에서 교수자

의 일방적인 강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동영상 

강의에 대한 학습자 참여저조, 학습내용의 충분

한 이해 부족, 팀 활동의 불가로 인한 학습효과 

저조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행중심 교과에서의 온

라인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탐색하여 학습 참여촉

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D대학교 수행중심 교과

목 중의 하나인 「콜라보체험활동」 교과목을 중

심으로 교수자와 수강생들의 학습자 참여촉진에 

대한 현재 상태의 진단 및 참여촉진을 위한 전략 

탐색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향후 온라인 강의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되

었을 경우 대학교육과정 운영에서의 학습자 참여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수행중심 교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학교

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단

순 지식중심에서 벗어나 학(學)과 습(習)의 조화

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즉, 수업방법에서 토의토론, 협동학습, 문제

중심학습(PBL), 액션러닝, 디자인씽킹, 캡스톤디

자인 등 학생중심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
D대학의 경우, 교양교육과정 중 ‘콜라보의 수

행’ 영역에 6개의 수행중심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교과목들은 수행을 강조하는 

수업으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배움(學)과 익힘

(習)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Dongeui University, 
2019). 

수행(performance)이란 어떤 과제, 기능을 perform
하는 행위나 과정이고, perform은 어떤 과제, 기

능을 해내다, 이루어내다 이므로, performance는 

어떤 과제나 기능을 하는 것, 해내는 것 또는 어

떤 과제나 기능의 수행, 이행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행(遂行, performance)은 결코 단

순한 활동(activity), 단순한 학습의 결과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모든 과정에서의 학습

자를 비롯한 교수자의 모든 활동, 즉, 삶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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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봉착하는 다양한 실제적 문제(authentic 
problem)와 관련한 자기주도적인 지식의 습득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력을 갖춘, 학(學)과 습

(習)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모든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수행중심 교과의 일반적인 수업운영은 팀을 중

심으로 학습자 주변의 실제 문제를 발굴하여 이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습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 운영된다. 학습의 장이 

기존의 대학 강의실에서의 전문지식 습득에서 사

회로의 확대를 통해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협력성 등의 역량

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2. 온라인학습

UNESCO는 세계적인 위기가 ‘교육의 목적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을 주

었다고 했다(UNESCO, 2020). 또한, 앤디 하그리

브스(Andy Hargreaves)는 코로나 팬데믹(Corona 
Pandemic)이 지나가면, ‘우리의 새로운 과제는 정

확히 이전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온 것을 깊이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교육에서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언급

했다(Hargreaves, 2020).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변화 중 하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일환인 온라인학습이다 (Ministry of 
Education, 2020).

최근 대학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새로운 수업방

법의 일환으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이 확산

되면서 KOCW, K-MOOC, Youtube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들의 활용 및 실시간 화상미팅시스템(ZOOM, 
Google Meet 등)이 온라인학습 지원의 좋은 도구

로써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KOCW(Korea Open Course Ware)는 국내 대학 

및 해외 공개교육자료(OER: open education 
resource)의 OCW(open course ware)와 연계하여 

강의자료 정보를 공유하는 고등교육 교수학습자

료 공동활용 서비스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에서 제공하고 있다. OER은 OCW프로그

램을 위한 교수자, 학생, 학습자들이 교육,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무

료 교수-학습자료를 의미한다(KERIS, 2020). 
대학의 오프라인 강의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간의 상호관계와 교수가 학생을 개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정된 콘텐츠로 

다양한 수업을 계획하거나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온라인 강의는 콘텐츠가 풍부하고 편

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수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 간 상호관계의 구축과 학생지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MOOC는 대학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MOOC는 교수의 비디오 강좌와 같은 직접적인 

강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교수와 조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 수업, 과제부과와 피드백, 시험을 

통한 평가, 수료증 발급 등이 가능하다. MOOC의 

기능들은 대학의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혁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aek et al., 2016). 
우리나라에서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2015년 시작된 온라인 공개강좌 서

비스를 의미한다. 2015년 10월에 시작하여 2019
년 1월 기준 총 510개 강좌를 보유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9). 2015년 27강좌, 
2016년 143강좌, 2017년 342강좌, 그리고 2018년 

510강좌로 증가하고 있다.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분야별로는 인문학이 28.0%로 가장 많

고, 사회 23.7%, 그리고 공학 21.2% 순으로 나타

났다(Jun. 2019).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제

작한 동영상(UCC: User Created Contents)뿐 아니

라,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 영화, 뮤

직비디오 등의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광고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Cho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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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Humanities Social 
Science Education Engineering Natural 

Science

Medicine 
and 

Pharmacy

Art and 
Physical Total

Number 143
(28.0%)

121
(23.7%)

19
(3.7%)

108
(21.2%)

58
(11.4%)

29
(5.7%)

32
(6.3%)

510
(100%)

<Table 1> Number of K-MOOC Academical field area Lecture

 

유튜브는 매체의 특성상 전통 매체에 비하여보

다 자유로운 형태의 브랜드 콘텐츠를 분량에 제

한 없이 다양하게 제작 및 관리할 수 있고, 이것

은 유튜브의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한다(Park et 
al., 2018). 공중파 TV의 한정된 광고에 비해 비

교적 영상 길이가 자유로운 콘텐츠 구성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광고로는 만족되지 않았던 

제품의 사용방법, 사용감, 가격 비교 및 특성 등

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Son, 2018). 기

존의 댓글 방식에 더해 라이브 영상과 채팅이 가

능해 즉각적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이

용자가 능동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제공하며,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는 탈 대중

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커뮤니

케이션을 할 수 있는 비동시성 등 뉴미디어 특성

을 모두 갖추고 있다(Song and Jang, 2013).
ZOOM(Zoom Video Communications)은 클라우

드 기반 화상회의 솔루션으로서 이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교육적 활용성에 있

어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평균 하루에 천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루 사용

자 수가 2억 명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는 ZOOM
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간 다양한 상호작

용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학습자

들의 학습결과물을 상호 공유할 수 있으며, 교수

자가 학습자들에게 실시간 피드백 제공을 통한 

동기유발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newstop. 
2020)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육현장의 가장 큰 변

화 중의 하나는 다양한 유형의 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수업이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리

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영상 콘텐츠 탑재 

유형, 실시간 화상학습 유형, 블렌디드 유형 등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자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유지를 통한 학습동기 유발 및 지속성 유지, 교

수존재감, 인지존재감, 상호존재감, 감성존재감을 

통한 학습목표 달성이라 할 수 있다(Jung, 2020). 

3. 학습자 참여촉진 전략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능력을 향상 시

키고 개발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호기심이 생기는 신기한 일을 자율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

다. 이와 같은 선천적인 욕구를 가지고 하는 모

든 활동은 결과에 관계없이, 즐거워하며 만족감

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활동을 유지하

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특

성을 내적 동기라고 한다. 내적 동기는 성격특성

처럼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의 영

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적 동기

와는 다르게 학습과 관련된 상황에서 특별히 나

타나는 동기가 있는데 이를 학습동기라고 부르고 

있다(Lee, 2017).
학습 동기는 학습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날 수 있다. 학습의 목적과 관련된 내적, 
외적 학습 동기가 있다. 내재적 동기는 학습자체

에 흥미를 느끼고, 학습이 재미있어서 학습을 하

고자 하는 동기이다. 그러나 외재적 동기는 학습

의 성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때문에 학

습을 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자기효능감은 이전

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다음에도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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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의미한

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학습에 최선

을 다하며, 실패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

지 학습을 마무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와 함

께 무엇을 위해서 학습하는지에 대한 학습신념과 

성취목표지향성 동기가 있다. 이와 함께 학습자

의 내적 특성 가운데 학습 결과와 학습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학습동기이다. 학습 

동기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학습 과정에 매우 많

은 영향을 미치며, 학습 과정에 의해 결과가 매

우 크게 변화하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다(Lee, 2017).
학습동기 이론가들은 학습동기에 대해 일반적

으로 개인의 욕구, 호기심, 흥미, 가치 등 내적 

요인을 따르는 내재적 동기와 보상, 상, 벌과 같

은 외부의 통제로 유발되는 외재적 동기로 분류

한다. 실제 학습에서는 내·외재적 동기 모두 요구

되지만, 교육의 패러다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고 하였다. 이러한 학습동기에 대한 초기 연구자

인 하울(Houle, 1961)은 참여의식과 가치 및 신념

이 본질적인 학습참여 사유라고 언급 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을 학습지향, 목적지향, 
활동지향으로 제시하였다(Kwon, 2013). ‘학습지

향’은 지식을 탐구하는 데 큰 의의를 두며, ‘목표

지향’은 학습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동기화하

며, ‘활동지향’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데 

학습 동기의 목적이 있다. 또한 준(Jun, 2013)은 

보셔(Boshire, 1971)의 글을 인용하여 교육 참여척

도를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동기, 지역사회에 대

한 봉사 동기, 외부기대에 충족하기 위한 동기, 
사회적 접촉을 확장하려는 동기, 사회적 자극 충

족에 따른 동기, 개인의 인지적이고 지적인 관심

을 충족하기 위한 동기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

다고 언급하였다.

No Questionnaire
1 Advantages and disadvantage

2
How did you communicate with the professor in online classes?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learning effectiveness between to make the communication with professor 
and to don’t make?

3 What was the most helpful method of communication with the professor?
4 What equipment do you usually use to participate in online classes?
5 What time and which place do online learning usually participate?
6 What are the advantages of team activities in online learning?
7 How do team member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uring team activities?
8 How satisfied are you with online learning?
9 In terms of learning effectiveness, what is the differences with online learning and offline learning
10 How could online learning enhance learning effectiveness?
11 Do you think the strict application of attendance in online classes has a positive effective?

12 If you could choose between online learning and offline learning in the next time, what would you 
choose?

13 In case of no assignment, which would you choose?
14 Do you think carrying out and submitting assignm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line learning?
15 How much pressure do you have on the assignments of online learning?

16
If the online learning would be the way for students to select and learn the online learning contents 
on YouTube, Mooc and others and the professors just to do feedback, are you willing to participate 
in this type of online learning?

17 Anything else you’d like to say

<Table 2> FGI Questionnaire f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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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uestionnaire

1 From a professor’s perspective, what are the pros and cons of comparing online and offline 
learnings?

2 In preparing for classes, do you think online classes have more things to prepare than offline 
classes? If so, what do you think is more difficult?

3 Have you ever conducted performance-based curriculum in online?

4 When you were teaching online, did you investigate whether the students understood the contents of 
the class well? How do you know if students understand well?

5 What is the most difficult thing when teaching online?

6

Students say the had so much hard time, because they had too many assignments in online learning. 
In particular, Dongeui University used assignment submission to deter mine attendance. Were there 
any negative effects caused by excessive assignment submission? And, what are the alternatives to 
submitting assignments?

7

Students said that the most unsatisfied thing about participation in online learning was that they 
could not communicated with the professor. Did you have any communicated actions with the 
students while conduction the online learning? What was the reaction of the students when 
conducting the communicated actions?

8 Students wanted the professor to advise them on the assignments they submitted, and complained 
about the lack of feed back. Did you feedback to all the students on the assignment?

9
Students are dissatisfied with the assignments that are not linked to the class contents, or with 
simplly summarize textbook. Considered these complaints, what is the best way to improve the 
assignment of online learning.

10
In performance-based curriculum, have you ever conducted team-building and team-operation by 
online. When comparing the final results, what was the differences between online and offline team 
activities?

<Table 3> FII Questionnaire for Professor

모스테인과 스마트(Morstein and Smart, 1974)는 

보셔(Boshire, 1971)의 교육 참여 요인을 기초하여 

여섯 가지 참여 요인을 외부의 기대 충족, 전문

성 및 역량 향상, 사회적 관계 확장, 대안 모색과 

자극, 삶의 안정성, 인지적 흥미충족으로 재구성

하였다(Moon and Lee, 2019).
온라인 학습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온라인교육

에 있어서 그 교육적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는 다

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연령, 성별, 온라인교육

에 대한 효능감, 학문적 자아개념, 학문적 자아개

념, 사용 기간 및 빈도, 기존 교육 경험, 인터넷 

강좌 경험 등이 바로 그것이다(Lee, 2006). 또한 

학습자 요인으로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동기와 학

습에 대한 주도적, 교수자 요인으로 적극적 학습

지원활동을 들고 있다(Lee and Kim, 2018).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라인학습

의 대상자인 D대학교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

다. FGI에 참가한 학생집단은 1학기 중 온라인학

습, 블렌디드러닝, 대면 수업, 실습과목에서의 온

라인학습 등을 경험한 70명의 학생들 중 모든 형

태의 온라인학습을 경험한 10명의 학생을 선발하

였으며, 인문계 4명, 이공계 3명, 예체능계 3명으

로 구성하였다.
또한, 교수자의 관점에서 온라인학습의 문제점 

및 온라인 학습자 참여 활성화 전략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D대학교에서 2020년 1학기 수행

중심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였던 교수자 5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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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FII(Focus Individual Interview; 이하 FII)를 

실시하였다. FII에 참가한 교수자 집단은 온라인

학습만 진행했던 교수 2명, 블렌디드러닝을 운영

했던 교수 3명으로 구성하였다. 교수자들은 온라

인/오프라인학습을 교수자의 입장에서 비교하고, 
학생들의 온라인학습 참여촉진을 위한 전략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목적의 실현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과정을 거쳤다. 
첫째, 수행중심교과, 학습동기, 온라인학습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이론에 대한 개념, 
구성요소,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온라인으

로 진행된 수행중심교과에서의 학습자 참여 활성

화 전략 도출을 위하여 관련 대상자(학생, 교수)
들에게 FGI와 FII를 실시하여 전략을 탐색하였다.

학생 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

였다. 먼저, 2020년 6월 8일, 오후 4:30부터 3시간

에 걸쳐 참여 학생들과 집단적으로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둘째, 사전에 참여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

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셋째, 본 연구

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Table 2>와 같은 질문을 

대상자에 던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자 1인은 인터뷰

를 이끌어가고 나머지 연구자 1인은 연구 대상의 

동의를 얻어 관련 내용을 녹취, 전사하였다. 
교수 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Table 3>과 같은 질문을 진행하였다. 첫째, 2020
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참여 

교수들과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둘째, 
사전에 참여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제를 구

체적으로 안내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질

문을 대상자에 제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

다. 셋째, 인터뷰 과정에서 녹취하였으며 인터뷰 

후에 전사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수행중심 교과에서 온라인 학습자의 인
식 및 실태 분석

온라인학습의 실태분석은 주로 질적 방법론을 

통해 온라인학습의 학습효과, 온라인/오프라인학

습의 비교, 온라인학습에서의 학습 독려 요인 등

의 내용에 대해 집단별 인식의 경향과 특징을 살

펴보았다.

가. 학생들은 학습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온

라인학습을 기피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온라인학습보다는 오프라인학

습을 선호하였다. 특히,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집

중력의 저하로 인해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수업

마다 과제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과제 수행의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학생

들은 대부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진술했던 반면, 학습효과 

측면에선 매우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온라인수업은 되풀이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수업을 듣다가 잠깐 깜빡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기도 좀 애매한데, 온라인

은 다시 앞당겨서 들으면 되니까, 그게 제일 좋았

어요.(학생1)”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으니까, 멀리서 통학하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절약 되었어요.(학생2)”

“저 같은 경우는 실습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수

행하는 과정을 전부 동영상으로 남겨 주셔서, 잘 

진행이 안되는 경우 반복해서 다시 하는 것이 가

능해 졌습니다.(학생3)”

학생들은 온라인학습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학

습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학습

이면서 오프라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실시간 

화상학습(Zoom을 이용한 수업)에 대한 학습효과

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보았다. 학생들의 반응은 

온라인수업보다는 낫지만,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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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게 제일 답답했어

요.(학생4)”

“수업영상화면을 쳐다 보고 있으면 집중력이 떨

어져서 딴 짓을 하거나, 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

고, 시간은 안 지켜도 되니까 자꾸만 수업을 미루

게 되요.(학생3)

“오프라인은 교수님이랑 소통이 잘 돼서 그런지 

수업효과가 높은 거 같아요. 온라인수업은 되풀이

해서 본다는 장점 말곤 딱히 좋은 게 없어요. 그리

고, 과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예전에 교양과

목은 과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젠 교양까지 전부 

과제가 나오니까 정말 힘들어요.(학생5)”

“교수님 중에 영상을 잘 만드시는 분도 있는 데, 

어떤 분은 얼굴도 안 나오고, 화면에 목소리만 나

오니까 집중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학생6)”

위 사례분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학생들은 

온라인학습보다는 실시간 화상학습을, 실시간 화

상학습보다는 오프라인학습을 선호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 한 것은, 학생들은 과

제의 부담 때문에 온라인학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과제가 없다면 오히려 온라인학습을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이중적 경향을 드러냈다.

“물론, 정해진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미루지 않고 제 시간에 수업을 하는건 좋

은 것 같아요. 실제로 교수님하고 대면을 하는 셈

이니까, 집중도 더 잘되구요. 그런데, 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게 돼요. 교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대답을 해주셔야 되니까, 시간이 너

무 많이 걸리는거요.(학생5)”

“실시간 수업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집중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온라인 수업은 집중

이 안되면 끊었다가 다시 듣기라도 하는 데, 실시

간은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온라인 

수업보다도 못한거 같아요.(학생8)”

“실습을 하는 과제는 재미도 있고 크게 부담도 

없는 데, 조사해서 분석하거나 교재를 요약하는 과

제는 많이 힘들었어요.(학생6)”

“어떤 경우는 일주일 내내 레포트만 작성한 적도 

있어요. 분량도 너무 많다 보니까 과제로 인한 부

담이 너무 커요!(학생9)”

“그런데, 과제가 없으면 수업을 아예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과제는 하기 싫지만 과제가 있으니 

그나마 조금 공부라도 하는 것이고, 과제까지 없다

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학생10)”

“저는 나름 열심히 과제를 하는 데, 올려놓은 과

제에 대해 아무런 피드백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피드백이 없으니까 내가 제대로 한 건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요.(학생2)” 

나. 교수자의 주기적 소통활동은 온라인학습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온라인학습을 오프라인학습

보다 학습효과가 떨어진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

지만, 교수자가 주기적으로 학습자와 직접 소통

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학습효과를 개선하고 

온라인 교육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대부분의 교수님은 메일로 질문하는 것을 좋아

하세요. 조금 느리긴 하지만, 메일로 질문한 후 답

변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수업에 관심을 더 갖

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학생6)”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수업에 참여하면서

도 교수님과 직접 대면하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

았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교수님

과 일대일로 개별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 졌어요. 

모든 과목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면 온라인수업이 더 나을거라 생각해

요.(학생8)”

“교수님마다 접촉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카톡이든 

메일이든 전화든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든 어떤 형

태이던 간에 개별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 아무래

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학생10)”

따라서, 온라인학습이 진행되더라도 교수자가 

개별적으로 학습자들과 접촉하는 것은 학습효과

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극적인 성격의 학생의 경우 이러한 효과

는 더욱 두드러진다. 단, 개별 접촉의 수단으로 

메일을 이용하거나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으로 대

신할 경우, 소통을 위해 할애해야 할 시간이 상

대적으로 길게 필요하다는 점을 교수자는 잘 인

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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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라인학습 독려를 위한 강화전략

온라인학습은 자율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하며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기주도적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은 오

히려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해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제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과제라도 해야 한다

는 강제 수단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

었다고 생각해요. 과제마저 없었다면 온라인수업은 

아예 듣지 않았을지도 몰라요.(학생1)”

“온라인수업은 억지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게 잘 안되잖아요. 어느 정도 강제적 수단은 필요 

한거라 생각해요.(학생4)”

“실시간 수업에서는 가능한 들으려고 노력했던 거 

같아요. 그 시간 말고는 듣지 못하니까요.(학생7)”

“온라인수업이 전공과목인지 교양과목인지에 따

라서 듣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건 사실

이에요. 사실 과제도 전공과목이 훨씬 많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양과목은 그렇

게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게 되는 거지

요.(학생9)”

따라서, 수업독려를 위한 강화전략이 필요하다

는 점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공감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

드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상당히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듣다가 오프라인으로 새로 만나게 되

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서 새롭게 느껴져요.(학생10)”

“과목에 따라, 실습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론은 책을 보고 자료를 

찾으면 되지만, 실습과정은 자료를 찾는게 어렵거

든요. 실습내용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따라 

할 수 있잖아요. 이론은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보게 

되지는 않는 데, 실습과정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신 보게 되는거죠.(학생9)”

2. 수행중심 교과에서 온라인 학습자 참여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교수자의 관점에서 온라인 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고, 수행중심 교과에서 온라인 학

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D대학교 교수자 5명에게 FII를 실시하였다. 
FII 질문사항은 1)온라인학습에 대한 교수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 2)비교감적 상황에 대한 

교수자의 대처방안 3)온라인학습에 대한 학습자

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교수자의 입장으로 구성하

였다. 특히, 학습자의 불만사항을 교차 체크하여 

교수자의 수용가능성을 점검하고 학습효과 증진

을 위한 교수자의 고민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가. 교수자에게 온라인학습의 장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을 진

행하게 되면 교수자의 편의성이 더 높아질 것이

라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을 단적으

로 드러내는 것이 대학가에서 불고 있는 대학등

록금 반환 요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자들의 입장에서는 온라인수업이 

수업준비를 위해 더 많은 자료준비와 더 많은 시

간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PT자

료에 단어 하나를 올려 놓고서 학생들에게 판서를 

해가며 설명을 해도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

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판서를 하는 것

이 원할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모두 찾아

서 사례별로 설명자료를 만들어야 했어요.(교수1)”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수업에서만 사용하는 거니

까 저작권에 대해 크게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온

라인으로 수업자료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인터넷

으로 공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 신경을 써야만 하

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림자료와 동영상 자료

를 모두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했어요.(교수3)”

“수업 준비를 위해 아무리 못해도 2배의 시간은 

필요 했던거 같아요. 자료 살펴보고 보충자료 만들

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다 보면 한 번에 쭉 해나가

질 못하니까,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하다보니 2~3시

간을 찍어도 30분 분량이 못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요.(교수4)”

“수업이 나가고 나면,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 주잖

아요. 그 과제를 한 사람 한 사람 피드백을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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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수강 학생이 많은 저로서는 피드백하는 데 

드는 시간이 수업시간보다 훨씬 많았어요.(교수2)”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 수

업에서 교수자가 해야 할 일이 월등히 많습니다. 

학습자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교수자에게는 장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촬

영한 온라인 수업을 재탕 삼탕 하는 거라면 모르

겠지만, 학교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교수5)”

온라인수업을 제작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난 후 편집하고, 수업결과에 대

한 피드백까지 이어지게 되므로 교수자에게 온라

인은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많은 준비작업을 요구

하고 있다. 학습자에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었으나, 교수자의 관점에

서는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을 선택할 이유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온라인학습에서 과제는 필수적이다

학습자(학생)의 관점에서 가장 부담되는 요소 

중 하나가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진

행하게 된 상황에서 출결 상황의 점검을 과제제

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출결 상황 점검을 위한 요소

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 측정을 

위해 과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제가 아니고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

해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좌만 틀어놓고 딴 

짓을 해도 모르는 거죠.(교수5)”

“과제를 출제하고 나서, 피드백까지 고려한다면 

교수자는 과제를 내지 않는 게 더 편안합니다. 그

런데, 온라인으로 아무런 교감이 없는 상황이다 보

니 과제하는 것을 보고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밖에는 없지요.(교수3)”

“과제를 내주지 않으면 학습자도 편하겠지만 교

수도 정말 수월해요. 교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약해 와라 이런 과제를 내는 건 별 도움이 안되

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과제로 수렴시키기 위

해서는 과제의 범위나 종류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특히,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피드백해야 하

는거 까지 감안하면 과제를 내서 교수한테 편한 

건 거의 없다고 봐야해요.(교수2)”

학습자들이 과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교수자도 역시 과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출제할 과제를 선정하고, 제출된 과제를 

점검하고 채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

에게 일일이 피드백을 달아줘야 하기 때문에, 과

제가 많이 출제될수록 교수자들의 업무량은 증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학습에서 학생

들의 반응이나 이해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수자는 과제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 온라인학습 참여 독려를 위한 교수자의 수

업전략은 필수적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에 익숙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온라인학습을 진도에 맞춰 따라오지 못하고, 집

중도도 많이 떨어진다. 교수자들은 이러한 학습

자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학습자들

의 집중도 향상과 참여도 향상을 위한 나름대로

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처음에는 교수가 연락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들

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반응이 

좋아서 놀랐어요.(교수1)”

“교수님 중에 여성이신 분들은 전화하는게 어떠

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성인 저는 여학생들한테 전

화하는게 좀 걱정스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능하면 전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

데,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니 안 할 수가 없었습니

다.(교수3)”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참여

도는 확실히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과제도 좀 

더 정성들여 하고, 질문도 더 많아지고... (교수4)”

“연락하는 매체마다 특성이 좀 있더라구요. 카톡

은 널리 쓰이다 보니 단체로 공지할 때 용이하고, 

전화는 각 개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라 반응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메일은 주로 질의응답에 

이용했는데, 자료를 바로 보관할 수 있어서 교수자

한테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교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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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수가 과제에 피드백을 하는 것처럼 학생

들도 교수의 수업에 피드백 해주면 어떨까 생각했

어요. 그래서 학생들보고 강의내용에 대한 코멘트

를 짤막하게 남겨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학

생마다 받아들이는게 다르더라구요. 어떤 학생은 

쉽게 쉽게 툭 던지곤 하는데, 성적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무척이나 부담을 많이 갖더라구요. 차라리 

과제 하는게 낫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만 

하고 못했습니다.(교수5)”

“과제에 피드백을 하는 것도 중요한 소통 수단이

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과제에 대한 부담을 많

이 느꼈다고 하던데, 과제를 통해 소통이 잘 되다 

보니 과제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적어 지더라구요. 

그런데, 학생들이 피드백을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학교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

쳐 주던가, 아니면 시스템을 바꿔야 할 거 같아요.

(교수2)”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용량이 부

족해서 동영상을 LMS에 못 올릴 때는 유튜브에 올

려서 연동시켜야 하고, 문자메시지를 LMS시스템으

로 송부하면 몇 글자 들어가지도 않고 학생들이 

잘 보지도 않아요.(교수2)”

온라인학습의 참여도, 집중도, 학습효과를 향상 

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과의 소통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학습자들 역시 교

수들에게 직접 전화나 메시지를 받게 되면 수업

의 집중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수행중심교과(팀활동중심)를 온라인으로 운

영하는 것은 가능한가?
팀활동중심으로 진행되는 수행중심 교과는 온

라인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

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팀활동중심 수업까지

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하였다. 따라서, 온라인학습으로 진행되는 수행중

심교과의 효과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공과목에서는 그대로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실습과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인 경우는 온라인으로 실습을 하는 과정이 원

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교수1)”

“팀활동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데, 대체로 카

톡을 이용하더라구요.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만 참

여하고 아예 카톡을 보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카톡에서는 아무말 안 하는 학생이 오

프라인 팀활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교수3)”

“온라인으로 실습을 진행할 때는 결과물을 개인

별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팀으로 활동해도 되고 개인으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다만 개인이 할 경우는 보고서만 제출하도

록 했고, 팀을 이루는 경우는 팀원들이 각자 하나

씩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그

랬더니 팀 내에서도 불만이 적었고 각자의 결과물

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더 공정하게 평가 되었

다고 생각합니다.(교수4)”

“온라인으로 팀활동을 하는 것은 내용의 전개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프

라인에서 팀원들이 대면을 해서 진행을 하고 나니

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활동적인 측면에서나 팀 

운영이 잘 된다고 느껴졌어요. 온라인 팀활동을 하

더라도 오프라인 대면을 촉진제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교수2)”

일단, 학습자들은 수행중심교과의 온라인학습

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과

목의 실습과정에서는 온라인으로 반복해서 시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고 진술하였

다. 이러한 진술은 실습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실습의 내용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 

동일한 Output을 요구하는 수업인 경우 온라인으

로 진행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팀활동을 통해 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하

는 과정에서는 실습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학습에 많은 장애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학습으로 운영하는 실습과정은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실습

의 결과물이 개인별로 산출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팀 단위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경우는 

팀활동의 원활성이나 결과물의 품질에 있어서나 

온라인 활동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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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관점과 교수자의 관점

에서 온라인학습의 실태를 분석하고 참여도를 촉

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존의 연

구들은 온라인교육을 수행하는 학습자의 일반적 

학습환경이나 학습동기 그리고 교수자의 학습지

원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연구

에서는 수행중심교과에서의 학습자의 인식 및 참

여 촉진 전략을 구체적인 학습활동 측면에서 살

펴본 것이 매우 의미있다고 사료된다. 연구결과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온라인학습보다는 오프라

인학습을 선호하였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통적

으로 지적한 온라인학습의 단점은 학습효과가 떨

어진다는 점이었다.
또한, 온라인학습의 참여도와 학습효과를 높이

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직접적인 

소통이었다. 소통의 방법에 대해 학습자는 자신

이 제출한 과제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을 가장 선

호하였고, 교수자는 학습자의 이해도와 참여도 

측정을 위해 학습자의 과제제출을 선호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교수자는 온라인학습에 

대해 학습자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된 원인은 교수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이 오프라인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에 대해서도 교수자는 많은 부담

을 느끼고 있었는데, 학습자들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일일이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업을 위한 투자시간이 증가하게 된다는 

이유이다.
학습자의 경우 온라인학습에 대한 부정적 견해

는 교수자보다는 약하게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것은 과목의 특성과 수업의 형태에 따라 온라인

학습에 대한 선호도는 달라졌다. 학생들이 중요

하게 생각하는 전공과목의 경우 가능한 오프라인

학습을 희망하였고, 교양과목의 경우는 온라인학

습을 선호하였다.

팀활동중심의 수행중심교과에 대한 온라인학습

의 가능성에 대해,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 팀활동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오프라인 형태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실습과정이 팀활동이 아닌 

개인별로 결과물을 산출하는 조건에서는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하는 것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팀활동중심의 수행중심 교과에서 온

라인 학습자 참여촉진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진행되었다. 교수자의 관점에서 온라인학습은 오

프라인보다 더 많은 준비과정과 시간투자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제공하는 LMS 
시스템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

며, 실시간 화상수업과 대면수업등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블렌디드러닝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관점에서는 교과목의 형태와 교육의 

특성에 따라 온라인학습의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

나므로 학과별로 구분하여 온라인학습의 적용 여

부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학

습에 대해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주기적 독려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일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보다 발전적인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표본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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