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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dental hygiene learner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level with the non-face-to-face lecture in each of the theory and practical courses.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190 dental hygiene students using an online survey system.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satisfaction level, learning achievement, a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 of non-face-to-face lecture, as well as preferred teaching methods in both courses. 
Variables of each teaching method were compared using ANOVA. Results: Among the teaching 
methods that learners experienced, non-face-to-face recording lecture (theory course) and 
blending lecture (practical course) were the highest at 33% and 25%, respectively. The highest 
satisfaction levels were with non-face-to-face recording lectures in the theory course (p=0.006), 
and face-to face lectures in the practical course (p<0.001). The learning achievement level of 
the non-face-to-face practical course was below the average level. Further, the face-to-face 
teaching method scored the highest in terms of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professors and 
was considered the most preferred teaching method in both courses after COVID-19 recover. 
Conclusion: The satisfaction level was highest with face-to-face lectures, and the non-face-to-
face lectures were the lowest at a sub-average level in practical courses. In theory courses, the 
satisfaction level was the highest in the non-face-to-face recording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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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코로나-19(COVID-19)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대학의 교육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수업방식인 대면 

수업(Face-to-face lecture)은 비대면 기반의 수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수업방식을 실시
간과 녹화식의 수업 등 비대면 기반의 교육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기반 교수학습 형태는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
동적이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와 역량을 기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교육부에서는 2021학년도부터 대학의 원격
수업 비율 및 평가 방식을 대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1, 2).

비대면 수업(Non-face-to-face lecture)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간 강의와 녹화된 영상강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
째 실시간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여 양방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교수자는 PPT 및 학습
자료를 학습자와 공유해 강의 내용을 설명하고, 학습자는 마이크를 활용하여 발언하거나 채팅창을 활용하여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1).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 및 학습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인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과 실시간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다(3). 두 번째 녹
화식 수업은 교수자가 직접 녹화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학습자는 준비된 영상을 시청한 후 과제 제출 및 퀴즈를 활용해 수업
을 보완하는 방식의 학습이다. 위의 두 방법 외에도 한 과목 내에서 비대면과 대면 수업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혼합(Blending) 
수업이 있다. 혼합(Blending) 수업이란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시간과 공간, 학습방법, 학습 매체, 상호작용 방식 등 다양한 
학습요소들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최적의 학습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한 설계 전략으로, 주로 비대면 학습전략과 대면 학습
전략을 적절히 결합 및 활용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습법으로 정의한다(4, 5).

전국의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이 없는 비대면 수업을 학생교육 방법으로 선택함에 따라 비대면 
수업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6). Choi (5)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학의 교수자의 대부분은 온라인 수업설계 
경험이 없으며 기존의 대면 수업과 동일한 수준의 질을 보장하는 원격 수업을 운영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
면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6). 이로 인해 학습자는 많아진 과제물과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의 부족 등 비대면 수
업 방식의 한계점이 보완되지 않아 불편함을 토로했다(7). 이처럼 비대면 수업방식에 대한 문제점들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위생(학)과(Dental hygiene department) 교과과정의 특성상 이론 및 실습 교과가 함께 진행되는데 그중 실습 교
과는 비대면으로 전환됨으로써 학습자의 수업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8, 9). 치위생(학)과 학습자에게 
실습 교과가 중요한 이유는 실습 교육을 통하여 환자 진료에 적절한 기본 수기와 환자 진료에 필요한 대화 방법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9, 10). 아울러 학생들은 실습 교과의 경험을 통해 졸업 후 일하게 될 치과 병·의원의 조직에 대해 이해하고,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원의 일부로서 직업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11). 이론 교과와 더불어 이러한 실습 교과를 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실습 교과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현재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불편함과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이론 및 실습 교과에 대해 비대면 수업방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
수자, 학습자가 느끼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이론 및 실습 교과 각각에서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학습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를 통해 향후 치위생(학)과 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치위생 교과의 비대면 수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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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부 대학(총 12개)의 4년제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과 2021년도 졸업생을 대

상으로 하여 2021년 5월 28일부터 2021년 6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집단의 수는 G-power 프로그램
(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Düsseldorf, Federal Republic of Germany)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효과크기는 
0.25, 유의수준은 5%(0.05), 검정력은 최소 80% 이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표본집단 수는 159명으로 산출되었다. 1, 2학년 학
생들은 대면 수업을 경험한 학생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여 탈락률을 약 10%로 설정하였고, 최종 표본집단 수는 175명으로 
산출되었다. 설문은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비확률 추출 방법인 눈덩이 표집법을 사용하여 총 190부의 설문을 확
보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항목 중에서 대면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설문에 응답할 수 없었
던 1학년, 2학년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론 항목에서는 52부를 제외한 138부를, 실습 항목에서는 57부를 제외한 
133부의 응답을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총 28문항으로 일반적인 특성 3문항, 비대면 이론 및 실습 교과 경험 여부 2문항, 이론 및 실습 

교과의 수업방식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20문항, 실습 수업의 학습 성취도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업 방식(비대면 실시간 
수업, 비대면 녹화식 수업, 대면 수업, 혼합 수업)에 따른 만족도 문항의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1)의 연구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의 타당도는 포커스 그룹(치위생학과 교수 5인) 
인터뷰를 통해 평가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전용 통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22.0, IBM, Armonk, NY, USA)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수강한 이론 및 실습 수업의 네 가지 방식에 따른 만족도와 실습 수업방식에 따른 학습 성취도
를 비교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5%(α=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 대상자 190명 중 여성이 96%, 남성이 3%였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 21%, 2학년 17%, 3학년 19%, 4학년 

27%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2021년도 졸업자는 14%였다(Table 1).
비대면 실습 교과에서 학습자가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노트북이 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핸드폰이 42%, 태블릿

이 26%, 데스크톱 7% 순으로 사용하였다(Table 1).

3.2. 학습자가 경험한 수업방식
학습자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대학에서 경험했던 수업방식을 이론 및 실습 교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이론 교과에

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모두 경험한 경우는 72%, 실습 교과에서는 73%였다(Table 2). 이론 교과의 진행방식은 ‘비대
면 녹화식 수업’이 33%로 가장 높았고, 실습 교과의 경우 ‘혼합(Blending) 수업’이 25%로 가장 높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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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습자의 수업방식에 따른 만족도
학습자의 수업방식에 따른 만족도는 이론 및 실습 교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이론 교과에서 ‘비대면 실시간 수업’

은 ‘만족’과 ‘보통’이 각각 동일하게 약 40%, ‘불만족’ 11%, ‘매우 만족’ 6%, ‘매우 불만족’ 1% 순으로 응답하였다. ‘비대면 녹화
식 수업’은 ‘만족’ 39%, ‘매우 만족’ 23%, ‘보통’ 24%, ‘불만족’ 9%, ‘매우 불만족’ 4%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이론 교과에서 
‘비대면 수업’의 경우 실시간과 녹화식 수업 모두 약 85% 이상에서 보통 이상(보통-매우 만족)의 만족도를 보였다. ‘대면 수업’
은 약 96%, ‘혼합(Blending) 수업’은 약 75%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수업방식에 따른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수업방식의 만족도 평균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6). 비대면 녹화식 수업, 대면 수업, 비대면 실시간 수업, 혼합(Blending) 수업 순으로 이론 교과의 수업방식별 만족도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다(Table 3).

다음으로 실습 교과에서 ‘비대면 실시간 수업’은 ‘보통’ 27%, ‘불만족’ 23%, ‘만족’ 24%, ‘매우 불만족’ 9%, ‘매우 만족’ 2% 순
으로 응답하였다. ‘비대면 녹화식 수업’은 ‘불만족’ 31%, ‘만족’ 26%, ‘보통’ 23%, ‘매우 불만족’ 13%, ‘매우 만족’8% 순으로 응
답하였다. 이처럼 실습 교과에서 ‘비대면 수업’은 이론 교과에서 와는 달리 불만족도(불만족-매우 불만족)의 비율이 약 40% 
이상으로 높았다. 반면 ‘대면 수업’방식의 경우 ‘만족’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만족’ 36%으로 약 99% 이상에서, ‘혼합
(Blending) 수업’방식은 약 90% 이상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실습 교과에서 대면 수업이 포함된 수업방식들에서 
약 90% 이상의 학습자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Table 1. General features of the subjects included in this study
Variables Number(%)
Sex

Male 6(3.2)
Female 184(96.8)
Total 190(100.0)

Grade
Grade 1 41(21.6)
Grade 2 33(17.4)
Grade 3 37(19.5)
Grade 4 52(27.4)
graduates (in 2021) 27(14.2)
Total 190(100.0)

Media using for non-face-to-face practical course*

  Notebook 128(91.4)
Cell phone 60(42.9)
Tablet 37(26.4)
Desktop 10(7.1)
Total 140(100.0)

*by Multiple response analysis

Table 2. Distribution of teaching methods experienced by dental hygiene learners

Types of teaching methods Theory course Number* (%)
(N=138)

Practical course Number* (%)
(N=140)

Non-face-to-face Synchronous lecture 115(33.0) 69(25.6)
Non-face-to-face lecture by video recording 117(33.5) 64(23.7)
Face-to-face lecture 60(17.2) 65(24.1)
Blending lecture 57(16.3) 70(25.9)
Other 0(0.0) 2(0.7)
Total 349(100.0) 270(100.0)
*by Multiple respon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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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tisfaction level of various teaching methods in theory and practical courses

Types of teaching methods Theory course Practical course
N M±SD* P** N M±SD* P**

Non-face-to-face Synchronous lecture 115 3.4±0.8a,b 0.006 67 2.8±1.0a <0.001
Non-face-to-face lecture by video recording 117 3.7±1.0b 62 2.9±1.2a

Face-to-face lecture 60 3.7±0.7b 62 4.2±0.7b

Blending lecture 57 3.3±1.0a 65 3.6±0.9c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 calculated using one-way ANOVA
a,b,c Same superscript letter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eaching methods by Sheffe post hoc 
analysis (p<0.05)

수업방식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수업방식의 만족도 평균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각 
실습 교과의 수업방식별 만족도 평균은 대면 수업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혼합 수업, 비대면 녹화식 수업, 비대면 실시간 수업 
순으로 실습 교과의 수업방식별 만족도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비대면 수업의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
먼저 이론 교과에서 대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 비대면 수업에서 가장 편리한 점은 72%가 ‘통학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부

담이 경감되는 점’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71%가 ‘장소 구애받지 않고 수강 가능하다는 점’, 69%가 ‘시간 구애받지 않고 
수강 가능하다는 점’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불편한 점은 60%의 응답자가 ‘온라인 접속 불안정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되는 점’, 46%가 ‘철저한 자기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학습참여 및 성취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46%가 ‘교수자 및 
학생 간의 즉각적인 상호작용 및 소통이 부재한 점’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음 실습 교과에서는 대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 비대면 수업에서도 응답자 중 66%가 ‘통학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부담 
경감이 되는 점’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는 62%가 ‘시간 구애받지 않고 수강 가능하다는 점’ 62%, 장소 
구애받지 않고 수강 가능하다는 점’ 59% 순으로 이론 교과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대면 실습 교과의 수업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82%가 ‘임상실습의 부재로 인한 임상술기 능력 저하(예시: 알지네이트 혼합, 초음파 스케일링, 임시치관 
제작 등의 능력 저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는 70%가 ‘수강 환경 조성의 어려움(예시: 치주기구 조작 시 카
메라 각도 설정의 어려움, 각도 설정을 위한 추가 도구 및 기기 필요 등)하다는 점’, 57%는 ‘비대면 수강환경으로 인한 교수자
의 평가의 부정확성(예시: 카메라 화질 및 각도 문제로 인한 부정확한 평가 등)’, 48%는 ‘교수자 및 학생 간의 즉각적인 상호
작용 및 소통이 부재한 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3.5. 비대면 수업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
비대면 이론 교과 시 교수자의 의사소통의 만족도는 총 138명 중 ‘보통’ 42%,‘만족’ 34%, ‘불만족’ 13%, ‘매우 만족’ 7%, ‘매

우 불만족’ 2% 순으로 응답하였다. 실습 교과는 총 140명 중 ‘보통’ 41%, ‘불만족’ 29%, ‘만족’ 20%, ‘매우 만족’과 ‘매우 불만족’
각각 동일하게 4%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습자가 교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업방식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론 
교과의 수업 시에는 ‘대면 수업’ 50%, ‘비대면 녹화식 수업’ 24%, ‘비대면 실시간 수업’ 23% 였으며, 비대면 실습 교과의 수업 
시 ‘대면 수업’ 80%, ‘비대면 녹화식 수업’ 11%, ‘비대면 실시간 수업’ 7% 순으로 응답하였다.

3.6. 비대면 실습 교과의 학습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
비대면 실습 교과의 학습 성취도에 대한 인식을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항목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Table 4).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위한 술기 능력 습득’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6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보통 이하의 
수준이었으며, ‘전반적인 임상술기 능력 향상’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2점,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술기 적용 능력’에 대한 성
취도는 2.0점 순으로 두 항목 모두 첫 번째 항목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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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earning achievement of non-face-to-face practical course (N=131)

Contents of questionnaire Satisfaction level
M±SD* P**

Acquisition of clinical skill for ‘state examination’ 2.6±1.0a <0.001
Improvement of general clinical technical skill in dental hygiene practice 2.2±1.0b

Practical application to the subject in real clinical fields 2.0±0.8b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 calculated using one-way ANOVA
a, b Same superscript letter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eaching methods by Sheffe post hoc 
analysis (p<0.05) 

Table 5. Preferred teaching methods after COVID-19 recovery 
Types of teaching methods Theory course Number(%) Practical course Number(%)
Non-face-to-face Synchronous lecture 14(10.1) 2(1.4)
Non-face-to-face lecture by video recording 21(15.2) 5(3.6)
Face-to-face lecture 39(28.3) 95(67.9)
Blending 1 32(23.2) 22(15.7)
Blending 2 19(13.8) 8(5.7)
Blending 3 13(9.4) 8(5.7)
Total 138(100.0) 140(100)
Blending 1; change face-to-face into non-face-to-face lecture
Blending 2; face-to-face & additional recorded lecture
Blending 3; face-to-face & non-face-to-face synchronous lecture 

3.7. 코로나-19 종식 이후 수업방식의 선호도
학습자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업방식은 이론 교과에서 ‘대면 수업’이 28%로 가장 

높았다. 실습 교과에서 또한 67%가 ‘대면 수업’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5). 혼합(Blending) 수업방식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방식은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인하여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혼합 수업 1’로 나타났다(Table 5).

4. 고안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기반의 수업방식으로 교수학습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이론 및 실습 교과가 함께 

진행되는 치위생(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와 학습 성취도를 조사하였다. 교과 형태에 
따라 선호하는 수업 방식과 학습 성취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향후 치위생(학)과의 이론 및 실습 교과에서 학습자의 만족
도와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에 따르면, 학습자가 경험한 이론 교과의 수업방식은 비대면 녹화식 수업방식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론 수업방식
에 따른 만족도 결과도 비대면 녹화식 수업방식이 만족도 평균 3.7점으로 네 가지 수업방식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이유는 녹화식 수업이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편리한 점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Choi (1), Lee (4) 연구에서 비실시간 수업이 어려운 부분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실습 교과에서 학습자가 경험한 수업 방식은 비대면 실시간 수업 25%, 비대면 녹화식 수업 23%, 대면 수업 24%, 혼
합 수업 25%으로 모든 수업방식이 큰 차이 없이 시행되고 있었다. 반면 이론 교과와 비교했을 때 실습 교과에서 대면 수업의 
경험 비율이 약 7% 더 높음을 통해 실제로 이론 교과에 비해 실습 교과에서 대면 수업을 더 많은 비율로 진행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습 교과의 수업 방식에 따른 만족도는 대면 수업이 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가 실습 교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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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 대면 수업방식을 가장 만족하는 이유로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잘못된 술기 능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줌으로
써 정확한 기구 조작의 교정이 가능하여 술기 능력이 향상되는데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약 75%의 학습자들이 임
상 및 술기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 온라인 실습 교과과정보다 임상 및 실험실 환경이 더 효과적이라는 Abbasi (2)의 연구 결
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실습 교과과정을 계획할 때 신입생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면 수업이 필수적으로 포함된 수
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Shin (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실습 수업에 한해서는 학습
자의 수업 만족도와 학습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대면 방식을 혼용하는 혼합(blending) 수업 등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치가 마
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대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 비대면 이론 수업 시 학습자가 통학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은 비대면 녹화식 수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과 관련이 깊음을 확인하였다. 반
면에 온라인 접속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LMS) 사용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안정화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Jeon (3)의 연구를 통해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된다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습 수업의 경우, 대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 비대면 수업 시 편리한 점은 이론 수업에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학습자가 비대면 실습 수업에서 불편하다고 느낀 부분은 임상 실습의 부재로 인한 알지네이트 혼합, 초음파 스케일링, 임시
치관 제작 등의 임상술기 능력 저하의 문제가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hoi (6)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통한 술기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가’란 질문에서는 3.9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분포를 보여 온라인 실습 수업의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실습 수업에 대한 학습성취도 평가를 세가지 술기 능력 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가한 결과, 세가지 항목 모두에서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의 학습 성취도를 보였다. 따라서 실습 교과의 경우 특히 비대면 수
업 방식에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임상 술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구축된 실습 교과 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이론 및 실습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원인 중 하나는 ‘교수자와의 
상호소통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 항목에 ‘비대면 수업 시 교수자와의 의사소통에 대
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대면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비대면 이론 및 실습 수
업 각각에서 교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그 
다음의 응답을 확인한 결과, 이론 교과에서 교수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는 ‘만족’, 실습 교과에서는 ‘불만족’하다고 하였다. 그
리고 학습자가 교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업방식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수업방식의 선호도와 동일하게 이론과 
실습 교과 전부에서 대면 수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이론 교과는 대면 수업으로 운영된
다면 학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비대면 수업방식으로 진행되어도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습 교과에서 비대면 수업만으로 운영될 경우 영상화면에서의 각도 오류로 인한 부정확한 평가, 교수자의 즉각적
인 피드백 불가 등 여러 한계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면 실습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와 격상 단계에 따라 비대면 실습 수업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경우 교수자는 양질의 교육을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서 학습자 간의 소통 및 공감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교수자가 학습자와의 
원활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다른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는 절차
를 거치는 팝업을 띄우거나 학습자가 강의를 수강한 후 해당 수업 내용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퀴즈 시험 등의 방법
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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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 교육과정에서의 임상실습 경험은 치과위생사로서 기본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이므로 학교에서 습득
한 실무적인 지식을 적용하여 스스로 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면 실습 수업과 달리 비대면 실습 수업
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학습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첫 번째로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술기 능력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학습 성취도의 만족도는 평균 2.6점(5점만점)으로 보통이하 수준으
로 낮았다. 이러한 이유로는 비대면 수업과 달리 대면으로 치주기구 조작 실습 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는 치주기구의 올바른 동작으로 교정받을 수 있어 실력이 향상된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비대면 
수업 시 본인이 시행하는 치주기구 동작이나 각도 등의 세밀한 부분이 영상에 잘 담기지 않아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데 어려
움이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교수자와 자주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수준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는 불안함과 그
에 따른 성취도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예측한 Shin (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두 번째로 전반적인 임상술기 
능력 향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 학습 성취도의 만족도는 평균 2.2점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그 이유로는 학습자가 대
상자 실습을 통한 치면세마의 경험이 부재하여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고 느꼈으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통해 임상술
기 능력을 습득하는 것의 격차가 크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실습 수업에서 습득한 술기 능력을 향후 대상자에게 자
신감 있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평균 2.0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치위생(학)과 졸업생의 경우에는 
비대면 실습 교과과정을 통해 술기 능력을 학습한 상태로 졸업한 후, 임상현장에서 실제로 환자에게 치위생 과정 및 치면세
마 술기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다수의 연구 대상자가 E-learning의 결과로 임상적으로 환자를 관
리할 자신이 없었다는 Abbasi (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를 전국 치위생(학)과 학습자에게 일반화시키기는 무리가 있
지만 본 연구결과의 만족도 결과를 고려해본다면 전반적인 학습자의 임상술기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전체 실습 교과과정 중 일부는 대면 수업 또는 혼합 수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4년제 일부 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습자로 제한되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었다. 또한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과 동시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던 1, 2학년은 대면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면 수업의 경험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하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응답자
의 답변은 제외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수의 학습자와 표본수 증가를 고려함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고안된 설문을 활용한 심층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수업의 증가에 따라 치위생(학)과 학습자들에게 이론 및 실습 교
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변화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치위생학 교육 과정은 이론 및 실습 교과가 동시에 시행되
므로 두 가지 교과에 대한 결과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학습 인식 및 만족도의 비교 분석이 더욱 용이하였다. 타 교육과정에 비
해 임상실습 교과의 비중이 높음을 고려하여, 향후 교수자에게 치위생학 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업방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수업방식이 지속
될 경우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효율적인 교육을 시행한다면 학습자의 수업 인식 및 만족도와 학습 성
취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론 교과에서 비대면 녹화식 수업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학습자가 선호하는 수업방식과 

코로나-19 이후 선호하는 수업방식은 모두 대면 수업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비대면 강의 방식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
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치위생 임상 술기를 습득하는데 필
수적인 실습 교과의 경우 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는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다. 
학습 성취도와 의사소통 만족도 및 선호도, 코로나-19 이후 선호하는 수업 방식을 고려했을 때, 실습 교과에서는 대면 수업방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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