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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자들

이 지각하는 교수실재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가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교수실재감 항목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방향과 그 방안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환경 수업과 오프라인 환경 수업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교수실재감의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 한국어 학습자는 13개의 교수실재감 측정 항목 모두 온라인에 비해 오프라인에서 

높은 교수실재감을 보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교수실재감의 어떤 영역을 더 강화해야 하는가의 제안에서

는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점수가 낮게 나온 수업 설계 및 계획을 명료하게 학습자들에 인식시켜줘

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수업에서는 확인점검 및 피드백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들의 요구와 피드백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편의성과 심미성을 중요시하는 학습자료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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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수업은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일

어나는 장으로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은 높은 비중을 차지

한다. 교사는 학습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수업에서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는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Rodgers & 

Raider-Roth(2006)에 따르면 수업에서 학습자에게 교사

의 존재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불안을 줄여주며, 

더 넓은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을 느끼게 해 주며 교사

의 입장에서 존재감은 학습자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지각할 수 있도록 주의를 집중시키는 행위라고 말하

고 있다. 이와 같이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와 교사

의 입장에서 모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오프라인 환

경 수업에 비해 교사들의 부재를 느끼고 지속적인 몰입에 

어려움을 느껴 학습 성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 이렇게 교사들의 부재를 느끼는 것을 교수실재

감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교수실재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Garrison, Anderson과 Archer(2000)

는 교수실재감을 학습자가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지적, 사회적 과정을 설계하고, 촉진하며, 안내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Xin과 Feenberg(2006)는 

Garrison, Anderson과 Archer(2000)의 정의에 교수자의 

역할을 덧붙여 설명하였는데 교수자의 역할은 학습자의 

교육적 경험을 설계하고 담화를 촉진하며, 직접적인 교수

를 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모두 교실에서 

교사의 실재감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교수실재감은 오프라인 학습 환경에서 교사실

재감(teacher presence) 또는 수업실재감(classroom-presence)

등으로 정의되어 학습자의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Kessler(2000)는 교수

실재감이 부재한 면대면 수업 상황을 예로 들어 교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더라도 학문적 전문성, 열린마음, 교사

의 실재를 학생이 느끼지 못하면, 교사는 그 수업에서 실재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교수실재감을 교사의 

전문성에 기초한 학생들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격려하고 

학습과정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때로는 권위를 포기하는 

방식의 교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을 교사와 

학습자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사

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즉 교실에서 교사의 실재감은 학습

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는 교수

실재감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온라

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에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실재감의 상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교수실재감은 오프라인 학

습 환경과 온라인 학습 환경 모두에서 학습자의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학습내용의 

설계 및 조직 그리고 학습촉진이라는 전반적인 수업 상황

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나타낸다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오프라인 학습 환경에서 비해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보다 강조되므로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나 학습 촉진과 같은 교수자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이런 이유로 성공적인 수업의 변인인 교수실재감의 오

프라인 환경과 온라인 환경에서 연구는 필요해 보인다. 

한국어교육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온라인 

한국어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교수실재감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교수실재감을 높이

기 위해 한국어 온라인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

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학습자들의 교수실재감 인식 양상은 어떤가?

둘째, 온라인 환경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수실재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온라인 환경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교수실재감의 

어떤 영역을 더 강화해야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교수실재감의 개념 

교수실재감은 실재감(presence), 원격현존감(telepresence), 

가상현실감(virtual presence) 또는 매개된 현실감 등으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실재감에 대한 개념은 한 장소에 존재하면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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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집단에 소속되고 있는 느낌이다(Anthony 2009). 이는 

실재감을 인식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지각이 강조된 개념

으로 온라인 학습 공간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김지심 2009). Thornam(2003)은 교수실재감을 ‘교

사와 학습자가 가치있는 학습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동안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정의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존재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학생의 무력감이나 포기를 인지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컴퓨터를 매개로 

학습자와 교수자 간 개인적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는 개별 학습자에 대해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학습자 역시 교수자의 관심을 받는

다고 여길 수 있다(Noddings, 2002). 이런 면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교수실재감이란 커뮤니티에 적합한 다양한 교

수법을 구현하여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자 및 교수자와 

상호작용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Garrison(2011)은 교수실재감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

프라인 학습환경에서도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변인이

며 교수실재감이 학습 효과 및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음을 밝혔다. 이영, 박인우(2012)는 사이버대학 이러

닝에서 학습자의 특성, 학습전략, 교수실재감, 학습효과

의 관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전략 

활용도가 높은 학습자의 경우 교수실재감 수준이 높음을 

보였고 교수실재감이 학습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교수실재감의 정의와 요소들에 대한 전반적 내용은 학

자별로 비슷한 의견을 가지나 교수 실재감의 하위 요소를 

분류하는 범주와 세부 항목은 차이를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른 교수 실재감의 구성 개념 및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다

(김세련 외 2015:692).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arrison외(2000)에서는 교

수실재감을 이루는 요소가 설계 및 조직화, 담화촉진, 직접

적 지시라고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계 및 

조직화는 교육과정과 교수법의 설정, 담화 촉진은 개인의 

의견 공유, 직접 지시는 토론에 중점을 둔 것을 의미한다. 

그 이론을 바탕으로 교내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을 더 구체

화하여 수업의 체계적 선행, 교수적 콘텐츠, 의사소통 촉

진, 교수자의 존재감, 학습 촉진 및 점검으로 구분하였다. 

고은현(2007),최선용(2008), 김규동(2010), 이영(2011)

에서는 교수실재감의 구성개념을 수업의 체계적 실행, 

의사소통 촉진, 교수적 콘텐츠, 교수자의 존재감, 학습촉

진 및 점검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수설계와 

조직화는 교수설계와 조직화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학습 목표의 설정, 학습활동 설계, 학습내

용과 같은 세부영역으로 구성된다. 의사소통 촉진은 교수

자가 학습자의 학습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학습자

가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교수실재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

면 강명희 외(2011)는 교수실재감이 학습실재감인 인지

적 실재감과 감성적 실재감을 모두 예측하고 학업만족도

학자 구성개념 세부지표

Garrison외(2000) 설계 및 조직화 교육과정 선정, 방법 설계, 매체의 효과적 사용, 마감시간 설정, 네티켓 설정

담화 촉진
과정의 효율성 평가. 참여유도/토론 장려,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학습자 공헌 격려 및 인정 

강화, 합의/공유된 이해 추구, 일치/불일치 부분 확인

직접교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응답, 다양한 출처의 지식 도입, 오개념 진단,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이해 

확인, 토론 요약, 토론 집중, 내용 및 질문 제시

고은현(2007)

최선용(2008)

김규동(2010)

이영(2011)

수업의 체계적 실행
수업계획 제시, 학습목표 제시, 학습자료 제공, 학습 내용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학습활동방법 

안내, 학생들의 건의 반영, 사이트의 기능 활용, 학습활동 마감시간 공지

의사소통 촉진
사이버교사의 의견제시의 편이성, 타 학생과 의견이 다를 경우 의견제시 편의성, 사이버교사에 

대한 질문 편의성

교수적 콘텐츠
학습 자료를 이용한 계획적 학습, 학습 자료의 양과 질, 학습 자료 내용의 이해 용이성, 학습 자료 

내용의 학습목표 도달, 문자의 다양한 콘텐츠, 참고자료와 정보의 내용 학습에 대한 도움 제공

교수자의 존재감

교수자의 존재 인식, 학습자의 발전에 대한 교수자의 관심, 사이버교사의 열정적 학급 운영, 사이버교

사에 대한 신뢰, 학습자에 대한 신뢰, 학습내용에 대한 사이버교사의 전문성,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사이버교사의 전문성.

학습 촉진 및 점검

학습동기 유발, 학습 집중 지원, 흥미유발, 수업 내용의 이해 확인, 평가 후 학습 확인, 내용 관련 

새로운 생각 유도, 학습에 도움이 되는 질문 제시, 학습 참여에 대한 보상 제공, 오개념 진단 및 

수정, 수준별 과제 제시, 학습에 대한 자신감 부여

<표 1> 교수실재감의 구성개념 및 세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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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업성취도를 예측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교수자가 

질 높은 학습활동을 설계하여 이를 촉진시키는 수업 운영

을 한다고 느낄 때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

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영주 외

(2010)에서는 교수실재감이 학습자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고 김수진(2019)또한 교수실

재감은 학습만족도와 비례하며 교수실재감의 강도는 의

사소통 촉진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볼 때 교실실재감은 학습동기와 

참여를 촉진하고 양질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만

족도와 인지된 학습 그리고 학업성취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들은 대부분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면대

면 학습환경의 상황에서도 교수실재감을 실증적으로 규

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arrison외(2000)

의 이론을 근본으로 하여 고은현(2007)에서 구체화시킨 

구성개념을 종합하여 교수실재감의 요소를 수업의 체계

적 실행, 교수적 콘텐츠, 의사소통 촉진, 학습 촉진 및 

점검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교수실재감과 학습과의 관계

최근 온라인 교육과 연계되어 교수실재감은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정은주 외 2020). 온라인 환경에서의 교수실재감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교수실재감과 학습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 

교수실재감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인을 분석한 연구

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교수실재감과 학습만족도 및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교수실재감과 학습 소속감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교수실재감과 학습효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가

운데 국내에서 진행된 논문으로 신나민(2005)은 원격현

존감과 학습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에 이

하면 원격현존감의 요소 중 학습자가 교수자에 느끼는 지

각이 온라인 강좌의 효율성, 효과성, 매력성 인식에 영향을 

주어 학습만족도를 예측한다고 밝혔다. 김지심(2009)에서

는 교수실재감이 학습실재감에 영향을 주며, 학습실재감

의 하위요인 중 감성적 실재감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교수실재감과 인지적 실재감은 학습 지속의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김은경(2010)은 사이버대학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수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용이성, 등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사회적 실재

감은 교수실재감과 인지적 실재감을 매개한다고 하였다. 

김규동(2010)은 교수실재감이 학습자 참여와 학습자-교

수자 간의 상호작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며, 학습자 참여

를 매개로 하여 학습자-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강명희 외(2011)은 인지적 실재감

을 매개로 교수실재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며, 교수

실재감과 학습실재감은 학업성취도와 학습자 지속의향

에 간접효과를 준다고 하였으며, 권성연(2011)은 교수실

재감과 학습 만족도 및 효과성 인식 간 높은 상관을 보인

다고 하였다. 또한 교수실재감은 학습접근, 만족도, 효과

성인식을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영(2011)은 학습전략은 교수실재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며, 교수실재감은 인지된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학

습지속의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혔다. 김나영(2011), 김보경(2015), 김시원(2016)에서는 

교수실재감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학습 환경에

서도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변인이며 교수실재감이 학

습효과 및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음을 밝혔다. 

교수실재감과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Swan(2004)은 교수실재감과 인터페

이스 디자인, 학습자 특성은 학습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며, Shea와 Swan(2005)은 교수실재감

의 하위 요인 중 교수자의 적극적인 담화 안내는 학습자의 

상호유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Garrison 

(2011)은 교수실재감이 학습자의 성취도, 만족도 등과 같

은 다양한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수실재감이 학습자 및 학습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2010

년을 전후하여 사이버대학에서의 연구이며, 온라인과 오

프라인에서 교수실재감의 차이를 연구한 것은 전무하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수실재감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코로나 이후 한국어 

교육에서도 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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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강의를 수강하

고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각하

는 교수실재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교수실재감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

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온라

인 한국어 수업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되고 개선

되어야 하는 교수실재감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문 대상은 부산 소재 B대학의 2021년도 

1학기에 외국인 유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모두 학부 소속 학생으로 한국

어문화학부와 국제학부 소속 학생이었다.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 모두 실험 참여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수업에 익숙

하진 않지만 인터넷과 SNS를 잘 활용하는 학습자들이다. 

수업과목은 쓰기, 말하기, 읽기 수업의 학부수업 한국어 

학습자들이다.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수업하는 집단

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수업하는 집단 두 집단(집단A/집단

B)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1)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환경

으로 한 한국어 수업에서의 교수실재감에 대한 실험이므

로 먼저 통제집단에 해당하는 집단A(42명)에는 오프라인 

환경 수업 즉 교사와 학습자가 직접 만나는 대면 수업을 

적용하여 수업을 실시하였고 실험집단에 해당하는 집단

B(74명)는 온라인 환경 즉 학습자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받는 수업을 

적용하여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였다. 2021학년 1학기 학

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고 대부분의 학습자

들은 자모를 읽고 쓸 줄 아는 2 급 이상의 학습자들이다.2)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은 베트남 학생이 60명이

며 중국 학생은 76명이었다. 또한 집단A에는 2급 학습자

가 5명, 3급 학습자가 29명, 5급 이상의 학습자가 8명이다. 

집단B에는 2급 학습자가 12명, 3급 학습자가 34명, 4급 

학습자가 20명, 5급 이상의 학습자가 7명이다.

3.2. 측정 도구 및 분석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교수실재감과 인지된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모두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수업설계 및 계획이 4문항, 의사소통 촉진 

관련 문항이 4문항, 점검 및 확인 관련 문항이 3문항, 그리

고 자료의 적절성에 관한 문항이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설문은 3인의 교육학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수정 

및 보완하였다.3)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고은현

(2007)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과 비교하여 한국어 학습자

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한 교수실재감 설문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본격

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한국어 수업을 받

은 경험이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다. 온라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구글 설문을 활용하여 설문 링크를 발송하였고 74명의 

학습자가 설문에 응답해 주었다. 오프라인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은 설문지를 만들어 직접 번호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 측정의 용이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

해 수집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연구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 3>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각 항목들의 

일관성 파악을 위해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설문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교수실재감의 요인

1) 본 논문에서 온라인 환경의 수업은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업로드하는 강의를 일컫는다. 또한 설문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자가 하는 수업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본 연구자가 수업하지 않는 수업에서만 설문조사를 하였음을 밝혀둔다.

2) 설문조사 문항은 모두 중국어 또는 베트남으로 번역된 것을 사용하였으나 1급 학습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온 지 1개월 또는 2개월 정도 된 학습자들이라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유학생들에게 이 설문조사가 연구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3) 3인의 전문가 중 2인은 한국어교육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교사였으며, 1인은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에게 설문문항을 검토하였다. 

집단 집단A(오프라인수업 적용) 집단B(온라인 수업 적용)

대학 B 대학교 B대학교 

수준

2급 5 12

3급 29 34

4급 0 20

5급 이상 8 7

계 42명 계 74명

총계 116명

<표 2> 표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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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여 공통 항목을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요인

분석과정에서 범주 및 항목을 참고하여 학습자의 교수실

재감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평균 차이를 

대응표본 t-test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난 교수실재감 항목을 파악하였다.

척도의 요인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

뢰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도구인 학습자들의 교수실

재감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환경 수업과 오프라인 환경 수업의 설문 모두 Cronbach’s 

α가 0.6보다 높게 나타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척도의 요인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

과 신뢰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두 집단의 교수실재감

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더미변인 회귀분석과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4. 결과 분석

4.1. 오프라인과 온라인 환경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교수실재감 인식 비교

먼저 집단 내 변인 즉 성별과 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성별에 따른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

나 <표 5>와 <표 6>과 같이 유의확률이 P>.05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오프라인 환경 수업과 온라인 환경 수업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문제인 오프라인 환경와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교수실재감의 양상을 알아보고 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t-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오프라인 환경과 온라인 환경

의 학습자들의 교수실재감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본 결과 <표 7>과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오프라인 환경

과 온라인 환경의 학습자들의 교수실재감에 차이가 존재

하였다(t=2.266, p<.05). 즉, 온라인 환경 학습자의 교수실

재감(M=4.30, SD=0.676)이 오프라인 환경 학습자의 교

수실재감(M= 4.57, SD=0.475)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즉 

오프라인 환경 학습자의 평균인 4.57 에 비해 온라인 환경 

학습자의 교수실재감 평균이 4.30으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0.27정도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t=2.26, p<0.05 수준

에서 유의했다.

변인 문항 번호 항목 수
신뢰도 계수

(크론바흐 알파)

교수실재감 Q1-Q13 13 .928

<표 3> 오프라인 수업에서 사용한 설문지 문항

변인 문항 번호 항목 수
신뢰도 계수

(크론바흐 알파)

교수실재감 Q1-Q13 13 .957

<표 4> 온라인 수업에서 사용한 설문지 문항

기술통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오프라인

교수실재감

남자 11 4.69273 .274412 .082738

여자 31 4.52935 .526048 .094481

독립표본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오프라인

교수실재감
.978 40 .334 .163372

<표 5> 오프라인 환경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기술통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온라인

교수실재감

남자 14 4.09929 .665692 .177914

여자 60 4.34817 .672900 .086871

독립표본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온라인

교수실재감
-1.249 72 .216 -.248881

<표 6> 온라인 환경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p

(유의확률)

온라인

교수실재감

(Q1-Q13)

74 4.3042 .67685

-2.266 .025
오프라인

교수실재감

(Q1-Q13)

42 4.5721 .47554

<표 7> 오프라인 환경과 온라인 환경의 학습자의 교수실재감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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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온라인 환경 수업과 오프라인 환경 수업에서의 

교수실재감 세부 문항 분석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 수업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교

수실재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세부항목을 검토

하여 온라인 수업에서와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교수실재

감의 특성을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항목 

값의 평균과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8>에서 온라인 수업의 교수실재감의 평균값

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항목은 7번 항목인 ‘나는 교사가 

열정적으로 수업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4.45로 온라인 

교수실재감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평균값

이 가장 낮은 항목은 1번 항목인 ‘학습목표와 계획을 분명

하게 이해했다.’가 4.12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다음으

로 9번 항목인 ‘수업 중 질문을 잘 할 수 있었고 질문을 

하면 빠르게 대답해 주었다.’가 4.16으로 낮은 점수를 보

이고 있다. 이는 온라인 수업에서 온라인의 특성으로 학습

목표와 계획을 분명하게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

한다. 또한 질문의 용이성과 응답 부분 또한 온라인 수업

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수업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교수실재감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항목은 2번 항목인‘학습자료를 적절

하게 제공하였다.’와 8번 항목인 ‘교사는 학생들과 소통하

려고 노력했다.’ 와 13번 항목인 ‘교사는 수업에 참여를 

잘 하도록 도와 주었다.’가 4.74로 가장 높은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이 가장 낮은 항목은 온라인 수업과 동일

한 1번 항목으로 ‘학습목표와 계획을 분명하게 이해했다.’

가 4.33으로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 모두 동일하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두 수업 모두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습목표와 

계획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4)

한국어 학습자는 13개의 교수실재감 측정 항목 모두 

4)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부분과 결론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교수실재감 항목
온라인

(표준편차)

오프라인

(표준편차)

차이

(오프라인-온라인)

1. 학습목표와 계획을 분명하게 이해했다.
4.12

(.793)

4.33

(.687)
0.21

2. 학습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였다.
4.28

(.868)

4.74

(.445)
0.46

3. 과제나 토론 등 학습 방법을 잘 설명하였다.
4.46

(.780)

4.60

(.587)
0.14

4. 수업시간과 분량이 적당했다.
4.22

(.880)

4.45

(.739)
0.23

5. 학습자료는 학습목표를 이루기에 충분했다.
4.23

(.820)

4.57

(.501)
0.34

6. 학습자료의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되었다.
4.24

(.857)

4.50

(.773)
0.26

7. 나는 교사가 열정적으로 수업을 했다고 생각한다.
4.54

(.725)

4.57

(.703)
0.03

8. 교사는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4.38

(.806)

4.74

(.544)
0.36

9. 수업 중 질문을 잘 할 수 있었고 질문을 하면 빠르게 대답해 주었다.
4.16

(.951)

4.57

(.801)
0.41

10. 수업 중 내용 이해 정도를 확인했다.
4.28

(.836)

4.55

(.705)
0.27

11. 퀴즈 혹은 시험으로 학습 정도를 확인했다.
4.30

(.856)

4.60

(.665)
0.30

12. 교사는 나의 학습 성장에 관심이 있다.
4.30

(.823)

4.48

(.634)
0.18

13. 교사는 수업에 참여를 잘 하도록 도와 주었다.
4.45

(.796)

4.74

(.544)
0.29

<표 8> 오프라인 환경과 온라인 환경의 학습자의 교수실재감 항목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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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비해 오프라인에서 높은 교수실재감을 보였다. 

이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7번 항목인 ‘나는 교사가 열정적

으로 수업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학습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장 차이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

에서 교사들이 수업에 항상 열정적으로 임하려고 노력하

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반면 가장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항목이 2번 항목 ‘학습

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였다.(0.46)’과 9번 항목 ‘수업 중 

질문을 잘 할 수 있었고 질문을 하면 빠르게 대답해 주었

다.(0.41)’인데 이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질문을 용이하게 

잘 할 수 있고 응답도 바로 들을 수 있는 전형적인 온라인

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를 위해 

개선할 방법을 간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요인별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요인별 평균값의 차이를 보면 

0.3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점검 및 확인(0.32)와 자료

의 적절성(0.3)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온라인 수업에서 점검 및 확인의 파악이 어렵고 융통

성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수업의 이해정도에 따라 피드

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거나 다른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등의 방법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나 수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의 능력과 도구적인 장치 또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4.3. 논의: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실재감 강화 방안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설문 결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교수실재감 인식의 특성을 분

석해 보고 그 차이점을 분석해 보았다.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교수실재감은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학습자의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위해 중요하

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수업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다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오프라인 환경에 비해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독적인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므로 교

수자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첫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점수가 낮게 나온 수업 

설계 및 계획을 명료하게 학습자들에 인식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교수실재감을 향상시

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한국어 수업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교수실재감을 조망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온라

인과 오프라인학습자 모두 교수자의 학습에 대한 목표와 

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교수자들에게 강

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온라인 수업에서는 확인점검 및 피드백의 구체적

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의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시

의적절한 피드백이나 학습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

을 다시 설명하거나 하는 교수행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과 다른 방식으로 교수자의 능력

이나 기술 등이 연구되어져야 하고 행정적인 지원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습자들의 요구와 피드백을 위해 온라인 학습자

료를 학습자 중심의 편의성과 심미성을 중요시하는 학습

자료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교사는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속적

으로 변화하는 기술과 온라인 교육트렌드에 대한 지속적

인 습득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 

등 모든 교수-학습 상황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문항 온라인 오프라인

차이

(오프라인-

온라인)

교수

실재감

수업 설계 및 

계획(Q1-Q4)
4.27 4.53 0.26

자료의 적절성

(Q5, Q6)
4.24 4.54 0.3

의사소통 촉진

(Q7, Q8, Q12, Q13)
4.42 4.63 0.21

점검 및 확인

(Q9-Q11)
4.25 4.57 0.32

<표 9>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요인별 평균값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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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교수실재감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인식을 분석

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에서 학습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 온라인 상

황과 오프라인 상황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한국어 학습자가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교수실재감 항목을 제시

하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방향과 그 방안을 제안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온라인 환경 수업과 오프라인 환경 

수업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교수실재감의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 한국어 학습자는 13개의 교수실재감 측정 항목 

모두 온라인에 비해 오프라인에서 높은 교수실재감을 보

였다. T-검증 결과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들의 교수실재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온라

인 수업에서의 교수실재감이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유의

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에서 설문항목 중 ‘나는 교사가 열정적으로 

수업을 했다고 생각한다.’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항목은 ‘학습목표와 계획을 분명하게 

이해했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다음으로 9번 항목

인 ‘ 수업 중 질문을 잘 할 수 있었고 질문을 하면 빠르게 

대답해 주었다.’가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학습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하

였다.’와 ‘교사는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와 ‘교

사는 수업에 참여를 잘 하도록 도와 주었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났다. 가장 낮은 항목은 온라인 수업과 동일한 

‘학습목표와 계획을 분명하게 이해했다.’가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교수실재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가 같다. ‘나는 

교사가 열정적으로 수업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학습자들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장 차이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항목이 ‘학습

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였다.’과 ‘수업 중 질문을 잘 할 수 

있었고 질문을 하면 빠르게 대답해 주었다.’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한국어 교육에서 교수실재감의 어

떤 영역을 더 강화해야 하는가의 제안에서는 먼저 온라인

과 오프라인 모두 점수가 낮게 나온 수업 설계 및 계획을 

명료하게 학습자들에 인식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수업에서는 확인점검 및 피드백의 구체적인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게시판과 토론 방 

등 학습자와의 개별적인 접촉을 경험하도록 해야 할 것이

며 문제해결방법중심 수업(PBL)등과 같은 수업을 도입하

여 학습자들의 토론과 학습과정에서 지침을 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교수실재감을 인식시키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습자들의 요구와 피드백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편의성과 심미성을 중요시하는 학습자료가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

인에서 학습자들이 인지하는 교수실재감 항목의 차이를 

밝혔으나 제한된 기관에서의 교수실재감의 차이만을 다

루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이 이

루어져야 하고 교수자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

는 역할을 수행하여 교수실재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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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online and offline Korean classes in order to increase the demand 

for Korean and to globaliz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is study, online and offline Korean language classes were conducted for learners to compare the Korean learner’s 

perception of Teaching Presence.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116 students from Korean language class who belonged 

to two different groups. One group studied in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and the other group studied in an offline 

environment. Data analysis was complet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1.0.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erception of Teaching Presence, 

the major findings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perception of Teaching Presence in the offline class proved to be more effective than in the online class. The perception 

of Teaching Presence is a sensation that people experience when they work with complete focus and has been validated 

in numerous studies as a critical component of learning.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development of specific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ffectively conduct classes online. Also, in order to develop high-qualified 

online cours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e suggest the providing of training for Korean educators, and the development 

of software specializing i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Korean Learner, Perception of Teaching Presence, Online Korean Language Classes, 

Offline Korean Language Clas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