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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case study of an online, non-face-to-face class 

conducted as part of a liberal arts course, analyze learners’ opinions and responses, 

and explore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efficient online teaching. To this end, the 

study presents the progress of an English class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and 

individual interviews with 93 students at the university. Learners’ opinions regarding 

this online class were divided into satisfaction with the online class, satisfaction with 

class progress, satisfaction with the use of Zoom in class, etc. Learners’ satisfaction 

with online classes was high. The reasons for this included fun, systematic 

composition, class quality, convenience and personalized learning, diverse topics, 

instructor’s efforts. Satisfaction with class progress was also high. The reasons for this 

included exchange of opinions and communication, proper distribution of class 

activities, and efficiency of learning. The reasons for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use of Zoom in class were communication between students, instructor’s smooth and 

clear progress, and appropriateness of the small meeting activities. Instructors must be 

thoroughly prepared for online classes, which could become very common in the 

future. This study conveys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this potential reality. 

 

 

I. 서론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두 격동의 변화를 겪은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상황으로 사람들은 사회,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맞닥뜨렸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도 이러한 변화를 비껴갈 

수는 없었다.    

교수자로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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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형태와 수업 전달 방식의 변화이다. 교실 수업에서 진행되던 대면 

수업이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급작스럽게 

변하게 된 것이다. 교육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2020년도 2학기에는 바이러스 

집단 감염 확산 추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비대면 원격 수업 방식을 채택한 

대학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남궁지영, 2020).  

교육계에 불어 닥친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원격 수업에 대한 준비 및 

설계의 미비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라든지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했던 학습 

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나 소통의 부재로 인한 혼란 

등을 야기하였다. 교수자들은 낯선 학습 도구로 학습 영상을 제작하느라 

애를 먹었고 원격 수업으로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시킬지를 

고민해야 했으며, 학습자들 또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학습 환경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물론 이러한 혼란이 2020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때의 경험으로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수자들은 

온라인 수업진행에 대해 대면 수업만큼의 학습효율성을 고민해야 했다. 

코로나19는 교수자와 학습자들 모두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였지만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성큼 다가올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을 폐지하였고 이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이하은, 

2020). 

코로나19 사태가 확실한 진정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온라인 원격 수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학기의 온라인 원격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좀 더 나은 온라인 학습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0년 2학기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교양 영어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향후 온라인 교양영어 수업의 나아갈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2020년 2학기에 진행된 ‘영어 독해’라는 교양영어 온라인 원격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설문조사와 개인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만족도, 줌(Zoom) 수업에 대한 만족도 등과 각 

항목별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교양영어 교과의 

효율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문헌 연구 
 

온라인 수업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육 기관에서 점차적으로 대안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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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Ko & Rossen, 2017; Sawang & Newton, 2013).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우 일상적이던 면대면 수업의 대체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됨으로써 온라인 원격 수업에 대한 

장ㆍ단점 및 온라인을 활용한 효율적인 학습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서장욱 & 이찬, 2020; Garrison, 2017).  

온라인 수업의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고 다양한 

영상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반복학습도 가능하다는 점이다(이용상 & 신동광, 

2020).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을 

통해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상호작용적 학습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Karkar-Esperat, 2018). 또한 비원어민으로 언어적 발화에 

자신감이 없는 학습자들이 면대면 수업에서 보다는 온라인 토론을 통해 더욱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다(Biesenbach-Lucas, 2003).  

온라인 수업에서는 면대면 수업에서처럼 즉각적인 동료 반응이 부족하며 

온라인 도구를 통해 혼자 학습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생기게 된다(Ku & Lohr, 2003; Landis & Wainwright, 1996). 또한 

교수자가 매일 이메일을 체크해서 학생들의 이메일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하므로 학습에 좌절하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도 있다(Frimming & Bordelon, 

2016). 온라인 수업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수자의 역량도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온라인 학습 시 학생들은 기계적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수업이나 

학습에 집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수자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역량이 뛰어나기를 기대한다(Morse, 2003).  

온라인 학습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면에 대한 연구 외에도 최근에는 

온라인 학습을 경험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선호도나 만족감 또는 

학습자들의 효능감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백종남(2020)은 J 

지역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 701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 

참여에 대한 대학생들의 효능감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효능감은 접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호작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다시 말하면 대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화상 수업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하고 어렵지 않게 이를 활용했다는 것이고 반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는 면대면 수업에서만큼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효능감은 성별과 학년 

및 전공이나 접근 도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 효능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 2학년보다 3, 4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예ㆍ체능 계열 학생들이 다른 계열학생들보다 효능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68 김 혜 정 

나타났고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한 학습자가 스마트 폰을 사용한 

학습자보다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백종남(2020)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아직까지는 면대면 수업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하며, 효율적인 실시간 온라인 수업 모델의 

개발과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 역량 함양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동주와 김미숙(2020)은 종합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 총 1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 수업방식에 따른 수업의 질과 

학습의 만족도 및 선호도 등을 조사하였고 대학에서의 원격 온라인 학습을 

위한 개선점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이 비대면 원격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고 전염병 등의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숙사비나 교통비와 같은 비용이 절감되며 반복적 학습이 

편리하다는 점을 꼽았다. 원격수업의 개선점으로는 학습량의 증가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부족, 그리고 학생간 상호작용의 부족 등을 제시하였고,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정적인 서버 구축과 원격수업 방식 및 운영의 

표준화, 그리고 교수의 원격수업 역량 증진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실시간 

화상과 동영상을 활용한 원격 수업에서 다양한 교수 및 학습 방법의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더불어 교수자 및 학생들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보경(2020)은 2020년 1학기에 

비실시간 교양영어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 2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은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의 교양영어 수업 방식에 대해 온ㆍ오프라인 혼합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대비하여 교수자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Stanchevici와 Siczek (2019)은 북미 대학의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완전한 

온라인 버전의 EAP(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수업이 면대면 버전의 

수업과 비교하여 어떤 다른 학습 성과가 나오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학습 성과나 학습자 만족도는 비슷하게 나왔으나 학생들의 

기말 리서치 연구나 온라인 상호작용은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그들은 향후 온라인 수업이 학습 자료 통합이나 

도서관 리서치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상호작용적 학습 

커뮤니티의 설립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참조하여 효율적인 온라인 수업의 나아갈 방향성을 논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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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설계 
 

1. 연구 기간 및 대상, 교재 
 

본 연구는 2020년 9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모두 15주 동안 진행되었다. 

본 강좌는 영화를 활용한 독해 수업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한 전공의 

학습자들이 수강하는 과목이다. 전체 93명의 학생 중 1학년은 39명, 2학년 

16명, 3학년 13명, 4학년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전공은 기업경영, 

공업디자인, 자동차공학, 한국역사학, 경영학, 국제통상학, 임산생명공학, 

금속공예학, 재무금융, 행정학, 미디어, 전자시스템 공학 등으로 매우 

다채롭다.  

수업 첫 날 실시한 간단한 설문 조사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경험은 

있나요?”라는 질문에서 95.69%(89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답변했고 “경험한 

온라인 수업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서 92.1%(82명)이 “지난 1학기 온라인 

수업”이라고 답하였다. 많은 학습자들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경험이 이미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2020년 1학기 대학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재는 겨울왕국 2(Frozen 2, Buck & Lee, 2019)로 

겨울왕국 1편 이후 디즈니가 4년만에 내놓은 야심작으로써 누구나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이다. 영어 독해 학습을 위한 영화 활용은 매우 

유익한 일이고 이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다(김효영, 2014; Song, 

2014; Vincent, 2018). 겨울왕국 2는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고 

모험을 헤쳐 나가면서 각각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성장과 변화”로 여러 학년의 많은 학습자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이다. 본 교재는 누구나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징을 통해 

학습자들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라 판단된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한 학기 동안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본 강좌의 온라인 

수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동영상 녹화 수업, 본교 전용 앱을 

사용한 간단한 출석 및 과업 활동, 줌 수업이 그것이다. 먼저 동영상 녹화 

수업은 교수자가 한 주간의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본교의 

가상대학 사이트에 업로드 한다. 정해진 기간동안 학습자들은 동영상을 

시청해야 출석이 인정된다. 학습자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가 나온다 

거나 강조될 필요가 있는 언어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가상 대학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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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과제나 토론 또는 퀴즈 등의 형태로 과업을 제시하였고 학습자들이 

정해진 기간내에 제시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본교 전용 앱인 K-Push 앱(이후 

K-앱으로 명명)을 활용하였는데 이 앱은 본교의 모든 교강사나 학생들이 

공지사항 전달과 소통을 위해 이용하는 앱이다. 교수자는 여러 공지사항을 

올릴 수도 있고 학습자들이 댓글을 달수도 있어서 출석 체크나 간단한 과업 

활동을 통한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K-앱은 매주 실시간 수업 시간에 

맞춰 활용되었고 그 주의 동영상 녹화분에 들어있는 수업 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과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학습자들은 댓글을 달아 과업을 완료해야 

한다. 수업과 관련된 질의 응답도 이 앱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줌 수업은 한 학기 중 대략 3주에 한번씩 해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영어 독해 학습을 위한 교육적인 도구로써 줌의 효율성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Kim, 2019). 주된 강의 내용은 대부분 동영상 녹화분을 통해 

전달하였기 때문에 줌 수업에서는 강의 진행보다는 학습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토론 활동이나 조별 과업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공식적인 줌 수업이 끝난 후 원하는 학습자들은 남아서 질의 응답을 하기도 

하고 개별 인터뷰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3. 평가 방법 

 

본 연구의 평가 방법은 총 두 가지로 임의로 선별된 피험자 개별 인터뷰와 

전체 학습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피험자 개별 인터뷰는 4회의 줌 

수업에서 매회 진행되었고 공식적인 줌 수업 이후 자발적으로 남는 임의의 

학습자들 7~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질의 응답, 

영어 학습과 관련된 특정한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답해주었고 또한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사항이나 학습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이나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질문도 이루어졌다. 딱딱한 인터뷰 느낌보다는 

학습자들의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 등을 듣고 답해주거나 같이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줌 화면은 피험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화하였고 녹화 

후 인터뷰 내용을 전체 기록하였다.  

설문조사는 12주 차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5지 선다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혼합된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질문 내용 문항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그 이유, 본 강좌의 교재 겨울왕국 2에 대한 

만족도와 그 이유, 동영상 시청과 K-앱, 줌 수업을 활용한 본 강좌의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와 그 이유, 줌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그 이유, 수업에서 

더 보강되기를 바라는 부분, 본 강좌에 바라는 점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만족의 정도는 5점 척도로(1번: 매우 만족, 2번: 만족, 3번: 보통, 4번: 불만족, 

5번: 매우 불만족) 질문하였고 만족의 정도로 답을 체크한 이유는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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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답변을 쓰도록 하였다. 본 수업에서 

보강되기를 바라는 학문분야에 대한 질문은 선다형으로 제시되었고 

선다형으로 제시된 항목에 선택할 게 없는 경우에는 기타 사항에 원하는 

바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연구 결과는 설문조사 10문항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7문항을 중심으로 하였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그 이유, 수업 

방식(동영상 시청, K-앱, 줌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그 이유, 줌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그 이유, 더 보강되기를 바라는 학습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습자들이 매우 다양한 

답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피험자들의 답변 중 4회 이상 반복되는 답변을 

중심으로 범주화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및 분석은 설문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 인터뷰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1.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   

 

먼저 설문조사의 첫 번째 문항인 “1. 본 강좌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 

 

본 강좌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40명, 43%)과 만족(45명, 

48.4%)의 수치가 높게 제시되어서 학습자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91.4%) 나타났다. 설문 조사 문항인 “2. 위 1번 답변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학습자들의 답변을 범주화 하면 

0

0

8.6%

48.4%

43%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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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체계적 구성, 수업의 질, 편리성과 개인 맞춤형, 다양한 주제와 영어 

학습, 교수자의 노력 및 기타 라는 여섯 가지 항목으로 나타난다. 범주화 한 

학습자들의 답변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온라인 수업의 만족에 대한 답변 이유 

이유 구체적 내용 

재미 

- 재미있고 부담이 없으면서도 유용하다. 
- 넘~~~ 재밌어요 ㅎㅎ 교수님의 수업을 향한 열정도 정말 보이고 

내용 자체도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 지금 막 학기인데 교수님이 준비해두신 컨텐츠들 덕분에 정말 

힐링하고 즐기면서 공부하는 기분이에요. >_< 
- 영어를 재미있게 배우는 중입니다 
- 영화라 흥미롭고 설명이 이해가 잘돼요. 
- 온라인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알차고 재미있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 영화를 바탕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같이 보여주시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 강의가 너무 좋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체계적 구성 

- 온라인으로 수업하더라도 체계적인 과제와 수업진행을 통해 
불편함이 없었다. 

- 신경 쓸게 많긴 했지만 대면 수업에 못지않게 전체적 수업 구성이 
좋아서 

- 수업진행 방식과 내용 구성이 좋음. 
- 집에서만 강의를 들으니 너무 지루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영어를 

배우니 더욱 흥미가 생기고 간단한 퀴즈와 과제로 인해서 더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넷 강의임에도 수업에 몰입이 잘 되게끔 수업을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 출석체크도 확실히 하고 수업도 재미있게 구성하셨다. 
- 오프라인 강의 못지않게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이다. 
- 실시간 과제와 별도의 주제별 과제가 따로 있어 그래도 수업처럼 

참여할 수 있는 것 같다. 

수업의 질 

-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 사이버강의에도 수업의 질이 만족스럽다. 
- 과제 양도 강의도 무난 무난함. 
- 세세한 추가설명과 적절한 피드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른 강의 중에서는 소리가 엄청 작아 잘 들리지 않는 강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 해낼 수 있는 정도의 과제와 수준에 맞는 줌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이어도 매우 만족스럽다.  

- 온라인 수업이지만 대면 수업의 질에 결코 뒤지지 않아서  

편리성과 
개인 맞춤형 

- 집과 학교거리가 멀어서 집에 강의 듣는 것이 편합니다. 
- 복습이 가능해서 좋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딱히 손해보지 않고 편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다. 
- 아무 때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들으면서 바로 검색해 볼 수 있어서 
- 동영상을 듣고 나서 잘 이해 안가는 걸 쪽지로 올리면 즉각 답변해 
주셔서 

-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모르거나 알고 싶을 게 있을 때마다 매번 
질문했는데도 안 귀찮아 하시고 이해하기 쉽게 답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나한테 딱 맞는 수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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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제 
& 영어 학습 

- 수업에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 영화를 좀 더 다각적인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 매주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잘 잡으셔서 던져 주심.  
- 겨울왕국을 이런 시각으로도 접근할 수 있구나 싶었다.  
- 영어만 배운 게 아니라 심도 있는 주제로 함께 얘기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영어 회화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 애니메이션인데도 실용적 어휘가 많이 나와서 좋았다.  
- 대사만 하면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지문도 다뤄 주셔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 문화도, 배우에 대한 비하인드도, 좋은 표현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교수자의 
노력 기타 

사항 

- 수업 준비를 꼼꼼히 하시는 것 같고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대단하십니다. 

- 다른 온라인 수업에 비해 교수님은 준비도 많이 하셔서 수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영화가 취향이고, 교수님의 목소리나 수업 자료(영상, 사진)가 
좋고 수행할 과제들이 간단해서 좋습니다. 

- 과제량이 부담스럽지 않고 교수님께서 항상 수업을 위해 애쓰시고 
계십니다! 

- 동영상만 올리는 다른 수업에 비해서 성의가 있다고 느낌.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을 나타낸 이유 중 매우 

빈번하게 나온 답변은 수업의 재미와 수업의 체계적인 구성이었다. 영화가 

흥미로웠다거나 수업 자체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부담이 없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온라인 수업인데도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다는 학습자들의 의견을 통해 교수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입력으로 구성되는 수업 영상을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대면 수업에도 해당되는 

항목이겠지만 시각적, 청각적 입력이 훨씬 강화되는 수업 동영상 제작에서는 

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의견은 개인 

인터뷰에서 매우 자주 나왔다.  

 

제가 겨울왕국 시리즈 완전 좋아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영어 

공부도 하니깐 너무 좋아요. 재미도 있고요… (인터뷰 1회, 

기업경영, 2학년, K.B.J.) 

 

저는 동영상 내용 중에서 영화 비하인드 콘텐츠가 젤 재밌어요. 

그걸 보고 영화를 다시 보면 더 재밌고 거기에 나온 영어는 더 잘 

공부되는 거 같아요. (인터뷰 3회, 경영학, 3학년, M.J.K.)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온라인 수업에 임하면서도 대면 수업에 못지않는 

수업의 구성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수업 시청 이외에 

이와 관련된 주제로 과제를 제출하거나 K-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 

본다든지 언어 표현과 관련된 퀴즈 수행, 또는 줌 수업에서의 조별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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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수업 내용을 여러 차례 다잡게 되는 수업의 구성에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수업만 업로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각도에서 생각해서 표현해 보게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영어 표현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는 연계된 구성이 

학습자들은 대면 수업처럼 수업에 참여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항목은 수업의 질이다. 강의 소리 크기부터 과제의 양, 

수업에 대한 이해도, 수준에 맞는 과제나 줌 수업 이행 등을 통해 

학습자들은 수업의 질을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로 살펴볼 항목은 편리성과 개인 

맞춤형 학습의 가능성이다. 학습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원할 때 

언제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과 원하는 부분을 언제든 복습할 수 있어서 

편하다고 제시한 의견은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학습자들은 수업 내용 중 이해가 안가거나 본인이 더 알고 싶은 부분을 

가상 대학의 쪽지로 질문하고 교수자로부터 일대일로 답변을 받는 것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내용은 개별 인터뷰에서도 매우 쉽게 발견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훨씬 좋아요. 집이 일산이라 먼데 

학교 안가고도 수업 들어서 너무 편하고… (중략) 필기할 때도 

중지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서 좋고… (중략) (인터뷰 3회, 

재무금융, 2학년, Y.S.M.) 

 

1학년이라 학교를 못 가서 많이 아쉽지만… (중략) 동영상에서 잘 

못 알아들은 부분을 반복 재생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인터뷰 4회, 자동차공학, 1학년, J.A.Y.) 

 

또한 학습자들은 대면 수업일때보다 교수자에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개별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좋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온라인 수업의 또 다른 큰 장점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학습의 편리성과 개인 맞춤형 학습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나타난 온라인 수업의 만족에 대한 이유는 다양한 주제 제시와 

도움이 되는 영어 학습이었다. 본 강좌를 통해 영어 회화나 실용적 어휘, 

좋은 영어 표현과 영화를 통한 문화 학습이 이루어져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독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이유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몇몇 학습자들은 영화를 활용한 독해 

수업에서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영화에 나타난 다양한 주제를 각자의 

입장이나 각 캐릭터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한 활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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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K-앱이나 줌 토론 활동에서 영화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접근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도록 유도하였는데, 

이를 통해 영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영어 학습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확대된 주제 

학습도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의 이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항목은 교수자의 노력 부분이다. 온라인 수업의 

만족의 정도에 교수자의 노력을 세심하게 느끼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교수자가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노력, 수업 준비의 정도, 교수자의 

목소리 성량이나 준비한 수업 자료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관찰하며 

이것을 온라인 수업의 만족을 느끼는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수업의 목표를 놓고 분석해 본다면 이러한 의견들은 어찌 보면 부수적인 

항목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느끼는 학습자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수자들은 차후의 온라인 수업 준비에 이를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온라인 강의에 만족하는 의견 이외에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시험 대비(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빼놓지 않고 다루시다 보니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업 내용의 난이도(퀄리티는 만족스러우나 수업에 다루는 

내용의 난이도가 너무 쉽다.), 혼자서 진행해야 하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떨어지는 집중력(대면강의가 아니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고, 

모든 강의를 챙겨 보기가 벅차다.)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의견들은 온라인 수업이라서 나온 특징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학습이라는 

것 자체로 인해 생겨나는 의견이라 판단된다. 대면 수업이었어도 나올 수 

있는 의견들일 수 있지만 수업 내용 난이도 조절이나 시험 대비를 위한 

교수자의 조언 등은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2.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도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세 번째 문항은 “3. 본 강좌의 수업 방식(동영상 

시청, K-앱, 줌 수업)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어떠한가?”이고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동영상 수업 시청과 K-앱 활용 및 줌 수업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36.6%(34명)이었고 만족한다는 의견이 40.9%(38명)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수업 진행 방식에는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77.5%)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답변의 이유는 설문조사 6번 문항에서 질문하였고(6. 

위 5번 답변에 대한 이유는?), 이에 대한 답변은 의견 교환 및 소통,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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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들의 적절한 분배, 학습의 효율성, 기타 사항으로 범주화 되었다(질문 

2번 답변과 중복되는 답변은 제외하였음). 이러한 범주화 된 답변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그림 2 

본 강좌 수업 방식(동영상, K-앱, 줌)에 대한 만족도 

 

표 2 

본 강좌 수업 방식(동영상, K-앱, 줌)의 만족에 대한 답변 이유 
이유 구체적 내용 

의견 교환 및 
소통 

- 소통이 가능합니다.  
- 동영상 수업이라 크게 기대안했는데 소통도 되고 줌 수업에서 

토론도 하고 온라인이어도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 동영상은 각 챕터별로 보기 쉽게 잘 나누어서 설명 해주시고, 

줌으로 간단한 조별활동을 하면서 한번도 만나지 못한 학우들과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습니다 

- 강좌를 통해 공부하고 줌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줌을 통해 교수님과 학우분들과 소통하며 진행되는 수업이라 

재미있습니다 
- 적절합니다! 케이 앱보단 공부되는 퀴즈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이 조금 더 좋습니다. 
- 실시간으로 교수님께서 확인해주시고 소통해 주셨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러 수업 
활동의 적절한 

분배 

- 적절한 줌수업과 동영상 수업의 분배가 좋습니다. 
- 부담되지 않는 활동들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좋습니다. 
- 동영상, 케이푸쉬, 줌 적절하게 이루어져 좋습니다. 
- 줌과 K-Push동영상 비율이 알맞고 과하지 않아서 좋다 
- 적당한 줌 수업, 적당한 동영상 분량이어서 만족합니다. 
- 자칫하면 공부안하고 그냥 틀어 놓기만 하는게 온라인 강의 

단점인데 이런 단점들을 잘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푸쉬가 오면 
까먹고 있다 가도 아, 강의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요~ 

- 다양한 활동들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지루하다.  

학습의 효율성 

- 매주 출석에 대한 퀴즈 및 과제는 달랐으며, 없었다면 깊이 
공부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 복습하듯이 주마다 과제를 하면서 공부하여 좋았습니다. 
- 가끔 실강을 통해 직접적인 소통도 하고 동영상을 시청하며 조금 

더 여유있게 공부가 가능해서 좋습니다. 
- 실시간 강의와 동영상 강의가 잘 조합되어 효과적인 수업이 

이뤄져서 좋은 것 같다. 

0

3.2%

19.3%

40.9%

36.6%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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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별과제가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공부도 되고 재밌음. 
- 동영상, K-Push를 통한 수업방식에 매우 만족합니다. 시간분배가 

효율적이면서도 실시간 출석 체크로 성실도 동시 확인가능. 
더불어 K-Push의 출첵 확인용 과제들을 하기 위해선 수강을 미룰 
수 없어 그때그때 진행되어 좋습니다. 

- 이번 수업은 영어공부에 탁월함. 

기타 사항 

- 타 강의 동영상 수준보다 많이 향상되어 있다. 
-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성에 맡겨서 좋습니다. 
- 책을 잘 활용하시면서도 재밌는 내용같은 것을 추가로 넣어 

주셔서 지루할 틈 없이 수업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 여러 방법으로 출석체크가 되어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 

유발이 되는 것 같아요.  
- 동영상이 적당한 길이로 여러 개 올라와서 좋아요.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만족에 대한 이유에서 학습자들은 수업 시 의견 

교환 및 소통이 가능한 것에 만족감을 보였다. 줌 수업을 통한 학습자들 

간의 의견 교환뿐만 아니라 교수자와의 소통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줌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았다거나 교수자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가능하게 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줌과 같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장치나 채팅이 가능한 앱 등을 

통해 학습자들간 그리고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통의 

중요성은 개별 인터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프라인 수업일 때 궁금한 게 있어도 교수님께 이것 저것 

여쭤보는게 좀 그래서 에이~하고 안 한적이 많았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깐 이렇게 줌으로 해도 되고 쪽지로 바로 바로 해도 되고 

그런게 좀 부담이 없어진 거 같아요. (인터뷰 3회, 중국학, 3학년, 

L.T.H) 

 

줌으로 수업하는 게 부담이 없어서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수업만 

줄창 하는 강의도 많은데 이건 조별 활동도 하고… (중략) 처음엔 

조별이 좀 귀찮았는데 하다 보니 다른 애들이랑 얘기도 할 수 

있고… (중략) 좀 더 알차게 수업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인터뷰 

2회, 국제통상학, 2학년, H.J.I) 

 

다음으로 살펴볼 이유는 여러 수업 활동들의 적절한 분배이다. 동영상 

시청과 줌 수업 그리고 K-앱 활동 중 어느 하나에만 편중된 것이 아니라 

세가지 활동이 적당한 양으로 골고루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수자들은 온라인 수업의 진행 방식과 구성 활동을 짤 때 수업 활동의 양과 

여러 활동의 적절한 분배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기타 사항에서 

오히려 수업 활동이 너무 다양해서 힘들었다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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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다양성에 대한 논제는 좀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들이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만족감을 보인 다음 이유로는 학습의 

효율성을 꼽을 수 있겠다. 이 항목은 영화를 활용한 영어 독해라는 본 

강좌의 목표에 가장 부합되는 의견들이라 할 수 있겠다. 퀴즈나 과제 또는 

줌 수업을 통한 조별 과제가 공부에 도움이 되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K-앱을 통한 간단한 과업 제출과 출석 체크로 인해 학습 유지가 되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유도하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답변들이다. 실질적으로 

강좌를 수강할 때 학습자들은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수업 진행 구성의 

만족도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위의 의견들을 통해 볼 때 교수자들은 

궁극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으로는 학생들의 자율성 인정이나 흥미 유발 

등의 의견이 나왔다. 본 연구의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의 이유에 대한 답변 

중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반대로 개선되어야 하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를 불편 사항과 수업 방식의 다양성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두개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본 강좌 수업 방식에 대해 개선할 점 

이유 구체적 내용 

불편사항 

- 학교 시스템이 불편해요.  
- K-Push 답변을 핸드폰으로 해야 해서 불편할 때가 가끔 있다. 
- K-Push로 출석 체크하는 건 좋지만 댓글로 과업을 하는 것보다 

E-캠퍼스에 올리는 것이 더 편하다. (내가 과업을 낸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 

- K-Push사진 첨부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했어요.  

수업 방식의 
다양성에 대한 

어려움 

- 방식이 너무 다양해서...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K-
Push나 줌 둘 중 하나를 없애는 게 나을 거 같기도 합니다. 

- 아무래도 이 수업만 듣는게 아니고 여러 수업을 듣는데 가끔 
분량이 많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동영상 수업은 재밌게 들을 수 있으나 줌, K-Push를 왜 꼭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음. 

-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니깐 헷갈리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종류도 많고 매번 바뀌어서 적응하기 쉽지 않음. 
- 수업방식의 종류가 많아서 따라가기 어려움. 
- 동영상의 길이가 길고, 가끔 줌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K-Push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 

 

수업 구성 방식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의견으로는 학교 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의견과 K-앱이 핸드폰으로만 답변을 할 수 있는 점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K-앱은 모바일 버전만 있고 PC 버전은 없기 때문에 간단한 

과업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학습자들이 영어로 답변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불편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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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수업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수업 진행 

도구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점이라 판단된다. 수업 도구에 대한 불편 사항은 

개별 인터뷰에서도 발견되었다.1 

 

제 핸드폰이 좀 오래 된 거라 그런지 K-Push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이메일로 답변 드린 적이 두 번 있어요… (중략) 영어 

타자로 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중략) 그냥 같은 기능인 거 

같은데 카톡쓰면 안될까요? PC 버전도 있어서 그게 훨씬 편할 거 

같은데요… (인터뷰 4회, 시각디자인, 3학년, J.H.S.) 

 

온라인 교육이 점차적으로 보편화 될 경우 디지털 수업 도구의 발전과 

개선은 매우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교수자와 수업 도구 개발자 간의 의견 

교환과 협업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이 유연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교수자와 행정가 및 수업 도구 개발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나온 수업 방식의 다양성에 대한 어려움은 수업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의견이다.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업 활동이 다양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반대로 수업 방식이 너무 다양해서 

헷갈렸다거나 따라가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활동을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경우 교수자들은 각 플랫폼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습자들에게 이것이 학습을 위해 왜 필요한지를 

명시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3. 줌 수업에 대한 만족도 

 

다음으로 본 강좌에서 총 4회 실시되었던 줌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 

조사 7번 문항(7. 줌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에서 5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줌 수업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31.2%(29명)이고 만족한다는 의견이 40.9%(38명)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72.1%)이 나왔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11.8%(11명),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1.1%(1명)가 나와서 만족스러운 의견과 

불만족스러운 의견의 이유를 각각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줌 수업의 

만족도에 대한 답변 이유를 설문 조사 8번 문항(8. 위 7번 문항의 답변 

 
1 이러한 인터뷰 내용과 함께 교수자가 느낀 불편 사항을 기반으로 실제 본 교수자는 K-앱 기능

에 관해 이 학습도구 관리자에게 문의한 적이 있고 다음 학기 앱 기능 개선 중이라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 



 
80 김 혜 정 

이유는?)에서 질문하였고, 답변 내용 중 먼저 줌 수업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이유를 범주화 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그림 3 

줌 수업에 대한 만족도 

 
표 4 

줌 수업의 만족에 대한 이유 
이유 구체적 내용 

학생들 
간의 소통 

- 다른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면수업을 대신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난이도도 높지 않고 의견을 교환하는 게 재밌습니다 
- 소회의실 기능이 있는 줄 몰랐는데, 너무나 좋은 기능인 것 같

아요! 
- 비대면 수업에 대한 지루함을 어느정도 풀어준다 생각하여 소

모임 활동 등 지루하지 않다. 
- 줌으로 간단한 조별활동을 하면서 한번도 만나지 못한 학우들

과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습니다. 
- 시간이 너무 길지 않고 보지 못하는 친구들 만날 수 있어 좋습

니다. 
- 화상강의를 팀원들과 토론하는 등 정말 알찬 활동들로 진행해 

주셔서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 여러 사람들과 토론을 하며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이 즐거워

요!! 
- 조별원들을 만나 학교에서 사람들과 수업을 받는 듯한 기분입

니다. 
- 다른 강의들 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동기들과 소통을 하면

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매우 만족한다. 
- 조별로 묶어서 과업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른 학우들과 이

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원활한 진행 

- 수업 참여자가 많더라도 세심하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 매우 많은 인원에 비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 소회의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매주 하는 것도 아

니고 횟수도 적고 할 때도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어서 
지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 사람이 많아서 정신없는데 선생님의 명확한 지시로 혼란이 없어서 
- 주어진 시간동안 매우 편안하게 진행해 주셔서  
- 잘 따라갈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좋다.  

1.1%

11.8%

15.0%

40.9%

31.2%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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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 모든게 적당하다고 생각 
- 부담 없어서  
- 항상 저희에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재미있

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부담없이 가볍게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습니다. 
- 소회의 활동 시간도 적정하고 활동 주제도 적정하고 다 좋아서  
- 조별활동이 간단하면서 쉬움. 부담이 없음. 

기타 사항 

- 지유로운 수업 분위기가 좋다. 
- 줌수업이 조금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가 수월함 
- 하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줌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것은 “소통”이라는 

개념이었다. 위에서 밝힌 본 강좌의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만족의 이유로 

나온 것도 의견 교환과 소통이었다. 다만 매우 작은 차이가 있다면 줌 

수업에서는 교수자와의 소통보다는 학습자들 간의 소통 가능성에 좀 더 

중점이 맞춰져 있다. 줌 수업을 통해 소통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은 줌 수업의 장점을 가장 극명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화상으로라도 다른 학생들을 만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 받는 기분이 든다는 의견도 있었다. 줌이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강의 전달 형태보다는 조별 활동이나 토론과 같은 소통 

활동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개별 

인터뷰에서도 매우 자주 언급되었다.  

 

학교에서 직접 못 보는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잊을만 하면 줌 

수업을 해서 학교에서 수업 받는 느낌도 나고 혼자 하는 것 

보다는 공부도 되는 거 같고… (인터뷰 4회, 응용화학, 2학년, C. J. 

W.) 

 

줌 수업으로 조별 활동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 

안지루하고 역동적이어서 좋고요… (중략) 같이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딱 제출할 때 뿌듯하죠. (인터뷰 3회, 회화전공, 4학년, 

K.Y.M.) 

 

1학년이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줌 수업하면 다른 학우들도 

만날 수 있고 소통도 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해서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인터뷰 2회, 기업경영, 1학년, L.H.I) 

 

다음으로 나온 줌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는 교수자의 원활한 

진행이었는데 수업 내용이나 활동 사항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줌 수업을 하기에 실질적으로 93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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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많은 인원일 수 있는데 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교수자가 명시적으로 

지시 사항을 전달한다거나 수업 활동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쉽게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줌 수업에 대한 만족의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Shea, Li, 그리고 Pickett (2006)가 제시한 온라인 수업을 디자인할 시 

고려해야 사항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들은 먼저 온라인 수업의 목표와 

목적이 명확히 학생들에게 명시되고 전달되어야 하고, 수업 활동과 수업 

시간 변수가 확실하게 수업 계획서에 표기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온라인 

토론이나 수업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으로 줌 수업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로 줌 수업의 활동 시간이나 

활동의 주제가 부담이 없고 적당해서 좋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과업의 무게를 적절하게 가늠해서 적당한 

시간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적당함에 해당되는 시간이나 수치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니 교수자는 

여러 차례의 줌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츰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줌 수업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줌 수업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이유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줌 수업의 불만족에 대한 이유 
이유 구체적 내용 

소회의 
활동의 
어려움 

- 줌 수업을 할 때 과업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별 과제보다 개인 과제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어색한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줌으로 하는 팀플은...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 저의 조는 괜찮았는데 소희의가 이뤄지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매우 만족스럽지만 열심히 참여를 안하거나 카메라를 끄는 경우도 
있어서 

- 줌으로 화상강의를 하면서 교수님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좋지만, 소회의그룹으로 학생들과 단시간에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개별적인 토론과제로 제출하여 의사 소통하는 
것이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 1:1 토론보단 그룹토론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1은 부담스럽고 
어색합니다. 

- 소회의 할 때 조금 어색해요 
- 모임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친구들과 만나면 진행이 어려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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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수업 
목적에 대한 
숙지 필요성 

- 줌 수업에 있어 만족스럽긴 하나, 토론 등 그룹방을 통해 소통하는 
건 소통이란 목적자체로는 좋으나 본 수업에 대한 이해도나 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동영상을 모두 소화해내기도 어려운데 줌 수업까지는 조금 
부담됩니다. 

- 야외일 경우 참여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 소회의 활동을 두 명이서 할 경우 시간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 소회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조금 긴 것 같습니다. 
- 줌 수업 시간을 좀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줌에서 조별과업을 

할 때 항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조별활동 시간을 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교수님 말씀하실 때 다른 분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 시끄러워요. 
- 사람이 많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다. 

 

학습자들의 줌 수업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이유로 제시된 것은 

소회의 활동의 어려움이었다. 위에서 밝혔듯이 학생들간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져서 좋았다는 의견도 많았던 반면 반대로 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면 수업에서 조별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단점들이 온라인 줌 수업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듯하다. 소회의 기능을 

통해 팀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어색하거나 소극적인 조원이 있을 경우에 

진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한 열심히 참여를 안 하거나 

카메라를 끄고 참여 여부를 알 수 없는 조원이 있어서 불만족스러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된 의견은 개별 인터뷰에서도 종종 나타났다.  

 

제가 좀 내성적이라서요… 팀플이 좀 힘들거든요. 팀플도 

어차피 영어 공부하는 건데 개별로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인터뷰 1회, 한국역사학, 1학년, K.C.H.) 

 

저희 팀에 회의실 들어만 오고 토론에 아예 참여 안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가끔 화면도 가리고… 쫌 그래요. 이런 건 소회의 

활동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3회, 기업경영, 

3학년, K.M.S.) 

 

이것은 줌 수업에 국한되는 특징적인 이유라기 보다는 어떤 형태의 팀 

활동을 해도 나타날 수 있는 의견들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팀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타난 이유는 줌 수업 목적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이유들이다. 

줌 수업을 통해 소통에는 만족하나 줌 수업에 대한 이해나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한 의견도 있었고 동영상 시청 외의 줌 수업에 

대한 부담감, 참여의 한계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교수자가 줌 수업을 할 시 학습자들에게 줌 수업이 왜 필요하고 줌 수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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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활동등을 통해 어떤 언어 학습이 일어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외부나 야외라서 줌 수업 

참여가 어렵다는 식의 의견은 온라인 수업 참여에 대한 가치를 낮게 두기 

때문에 생기는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줌 수업 참여가 대면 수업 참여와 

동일한 가치라는 인식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온라인 수업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규명한 

연구들에(Ladyshewsky, 2013; Paechter, Maier, & Macher, 2010; Palmer & Holt, 2009; 

Sheridan & Kelly, 2010) 의하면, 온라인 수업의 구성 내용, 학습 관리 시스템인 

LMS의 효능,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그리고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동기나 

자기 조절과 같은 학습자 개인의 학습 과정 등이 온라인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 밝히고 있다. 상기에서 제시한 본 연구 결과의 분석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맥 상통한다 할 수 있겠다.  

 
4. 수업에서 보강되기를 원하는 학습 분야 

 

다음으로 본 수업에서 보강될 필요가 있는 학습 분야에 대해 질문하였고 

(9. 수업에서 더 보강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93명 중 92명의 

학습자 답변이 응답 처리되었으며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보강되기를 바라는 수업 분야 

 
학습자들이 본 수업에서 좀 더 보강되기를 바라는 학습 분야는 대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어휘에 대한 설명(24명, 26.1%)과 영화의 제작 

과정이나 캐릭터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같은 영화와 관련된 설명(19명, 

20.7%)이 좀 더 보충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교재에는 영어 

어휘와 그에 대한 우리말 의미가 실려 있어서 실질적 수업에서는 어휘의 

의미를 강조하지 않았는데 학습자들은 기본적인 어휘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 관련된 설명은 동영상 수업 중간 중간에 

많이 제시되었는데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추론해 본 결과 학습자들은 이 

2.1 
9.8 

17.4 
7.6 

20.7 
26.1 

16.3 

기타

문법 학습

문장 분석

토론 활동

영화 관련 설명

어휘 설명

문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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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학습하다가 재미와 흥미를 복돋아주기 때문에 더 보강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영화에 나타난 문화와 관련된 설명(15명, 16.3%)과 

문장에 대한 세세한 분석(16명, 17.4%)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수업에서는 문장 해석이나 문법적 요소보다는 영화의 내용이나 극의 흐름, 

캐릭터들의 변화 등을 통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언어적인 측면에서 문장 해석이나 문법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학습하기를 

원하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법 학습(9명, 9.8%)에 대한 요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영화를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될 경우 영화 

맥락 속에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의 중요성을 

학습자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런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문장의 의미나 문법적 항목을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토론 활동에 대한 요구(7명, 7.6%)는 수치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줌 수업이나 과제 및 토론 활동에서 토론을 풍부하게 

실시했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의견에서는 

영어 회화에 자주 쓰이는 표현 학습(1명), 다른 영화에서 쓰인 비슷한 

표현(1명), 배운 표현으로 자기 경험 써 보기(1명) 등의 의견이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육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대면으로 주로 진행되던 수많은 수업들이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변화가 생겼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맞이하게 된 온라인 수업을 ERT(Emergency Remote 

Teaching)라고 별도로 정의하기도 하는데(Hodges, Moore, Lockee, Trust, & Bond, 

2020), 이는 비상 사태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갑자기 전환하게 된 온라인 

교육은 기존에 이미 진행되어 오던 온라인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교양 영어 

수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난 학기의 온라인 교양영어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과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교수자가 온라인 수업을 계획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 수업 

진행에 대한 만족도, 줌 수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본 강좌에 보강되기를 

바라는 분야로 나누어 정리되었고 각 항목의 만족도에 대한 이유는 

학습자들의 설문 결과와 개별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범주화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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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만족의 이유는 재미, 

체계적 구성, 수업의 질, 편리성과 개인 맞춤형,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영어 

학습, 교수자의 노력 및 기타로 나타났다. 수업 진행에 대한 만족도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이유는 의견 교환 및 소통, 수업 활동들의 

적절한 분배, 학습의 효율성 등으로 나타났다. 줌 수업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는 학생들 간의 소통, 교수자의 원활한 진행, 소회의 활동의 적정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줌 수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회의 활동의 

어려움, 줌 수업 목적에 대한 숙지의 필요성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강좌에서 보강되기를 바라는 분야로는 어휘에 대한 세세한 설명, 영화 

제작의 뒷 이야기나 캐릭터나 배우에 대한 영화 관련 설명, 영화 속에 

나타난 문화 설명, 문장 분석 및 문법 학습, 토론 활동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가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실시한 하나의 교양영어 과목만을 

기반으로 하였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대처한 

특정한 하나의 사례만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이 병행될 수도 있는 추측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추후 온라인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교수자들에게 온라인 원격 수업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 고려할 점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 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양영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들은 온라인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과 비교하여 교수자에게 

훨씬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고 수업에서 제공되는 정보보다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온라인 원격 수업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기 때문에 학습의 편리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이에 덧붙여 교수자들은 온라인 수업을 통한 개인 

맞춤형 학습이 더욱 가능하도록 세심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이미 

학습자들은 가상대학의 쪽지 기능이나 수업용 앱의 사용으로 개인이 원하는 

정보 획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개인 맞춤형 학습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들은 교수자와의 소통과 학생들 간의 소통 및 공감을 

필요로하며 이를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실시간 소통이나 채팅이 늘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교수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두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학생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 매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나 

그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즉각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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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셋째, 줌 수업을 계획할 시 줌이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보다는 조별 활동이나 토론과 같은 소통을 위한 수업 활동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줌 수업에서 여러 수업 

활동 시 그 활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학습을 위해 그러한 활동이 

필요한지를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넷째, 효율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수자는 교육적 변화에 알맞은 

다양한 플랫폼이나 여러 디지털 수업 도구를 익히고 각각의 기능을 잘 

습득하여 이를 수업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자신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래 “온라인 수업이 기존의 정규 학교 체제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과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수업과 동등한 수준의 학습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이쌍철 & 

김정아, 2018, p. 2)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차후에는 온라인 원격 수업을 통한 실질적인 학습의 

효율성이나 학습 성과의 향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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