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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국내 이공계 대학 교수 및 강사 - 

 

설문기획 : 5개 전문연구정보센터 

문서작성 :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문서 편집일 : 2020년 4월 

총분량 :   48 페이지  

 

<설문환경> 

□ 조사기관 : 5개 전문연구정보센터 

□ 조사진행 : BRIC SciON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0년 4월 7일 ~ 4월 15일 (9일간) 

□ 소요시간 : 17문항, 약 2분 소요 

□ 총참여자 :  총 395명 

□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신뢰수준 95%, 신뢰구간 ±4.93%p 

              결과값 중 %값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반올림한 값의 총합으로는 99% 또는 101%로 나타날수 있음.) 

  

각 보기문항의 %는 그룹별 합계에 대한 Row Pct값(빨간색).  

합계의 %는 Column Pct값(파란색). 

복수응답 문항인 경우 %의 합계는 100%와 일치하지 않음. 

 

▒▒  문  의  ▒▒ 

SciON, http://www.sci-on.net/  전화: 054-279-8196  팩스: 054-279-5540  E-mail: member@ibric.org 

http://www.sc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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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체 결과 ( 총 395 명 ) 

 

국내 이공계 대학 교수 및 강사 

 

  1.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강의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1) 녹화된 강의 재생 182 명   (46%)  
 

2) 실시간 화상 강의 142 명   (36%)  
 

3) 강의자료 업로드 49 명   (12%)  
 

4) 과제 제출 방식 10 명   (3%)  
 

5) 기타 12 명   (3%) 
 

 

  2. 현재 온라인 강의에서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1) 학교 제공 시스템(e-campus) 266 명   (67%)  
 

2) 유튜브 94 명   (24%)  
 

3) 줌 155 명   (39%)  
 

4) 스카이프 20 명   (5%)  
 

5) 구글 클래스룸 30 명   (8%)  
 

6) 구글 행아웃 / 행아웃미트 25 명   (6%)  
 

7) 시스코 Webex 웨비나 33 명   (8%)  
 

8) 화상으로 진행하지 않음 25 명   (6%)  
 

9) 기타 27 명   (7%)  
 

 

  3. 현재 선택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선정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1) 대학이 선정한 플랫폼이라서 236 명   (60%)  
 

2) 이미 사용해 본 플랫폼이라 익숙해서 38 명   (10%)  
 

3) 주위 동료 교수/강사 분들의 추천으로 18 명   (5%)  
 

4) 본인의 강의를 위해 적절한 기능들이 있어서 46 명   (12%)  
 

5) 가장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이라 생각되어서 46 명   (12%)  
 

6) 기타 11 명   (3%)  
 

 

  4. 선택한 플랫폼의 기능적인 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1) 영상과 음질의 성능 64 명   (16%)  
 

2) 접속의 편리성 97 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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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근 가능 38 명   (10%)  
 

4) 사용 방법의 편리성 110 명   (28%)  
 

5)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편리성 52 명   (13%)  
 

6) 다양한 온라인 학습도구 프로그램 제공 22 명   (6%)  
 

7) 기타 12 명   (3%)  
 

 

  5. 온라인 강의 준비를 하면서 기존의 대면 수업 준비와 비교해 시간과 노력이 어느 정도 투자 됩니까? 

 

1) 대면 강의보다 절약 13 명   (3%)  
 

2) 대면 강의와 비슷 108 명   (27%)  
 

3) 대면 강의보다 2 배 175 명   (44%)  
 

4) 대면 강의보다 3 배 이상 99 명   (25%) 
 

 

  6. 온라인 강의 수업 내용 중 실습이 꼭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까? 

 

1) 있다. 155 명   (39%)  
 

2) 없다. 240 명   (61%)  
 

 

  6_1_1.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습을 해결 할 계획인지 작성해 주세요. 

 155 분 응답 

 

  7. 온라인 강의를 준비/진행하시면서 대면 강의와 비교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1) 온라인 플랫폼 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 34 명   (9%)  
 

2) 강의용 학습물을 새로 제작하는 문제 58 명   (15%)  
 

3)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 및 장소의 문제 38 명   (10%)  
 

4) 학생들의 이해정도와 학습상황 파악의 문제 238 명   (60%)  
 

5) 온라인 접속 불안정으로 인한 강의 전달의 문제 15 명   (4%)  
 

6) 애로사항 없음 3 명   (1%)  
 

7) 기타 9 명   (2%)  
 

 

  8. 온라인 강의를 준비/진행하시면서 대면 강의와 비교해 장점으로 생각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1) 강의를 준비하는 장소와 시간이 자유롭다. 220 명   (56%)  
 

2) 수업자료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93 명   (24%)  
 

3) 학생을 대면하지 않아 덜 부담스럽다. 14 명   (4%)  
 

4) 질문과 토론이 오프라인보다 더 활발하다. 22 명   (6%)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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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46 명   (12%)  
 

 

  9. 온라인 강의와 관련하여 대학으로부터 받은 지침, 정보, 지원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32 명   (8%)  
 

2) 만족 120 명   (30%)  
 

3) 보통 166 명   (42%)  
 

4) 불만족 55 명   (14%)  
 

5) 매우 불만족 22 명   (6%)  
 

 

  10. 온라인 강의를 위해 대학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스튜디오 제공 58 명   (15%)  
 

2) 강의 촬영 프로그램 지원 45 명   (11%)  
 

3) 온라인 강의 플랫폼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135 명   (34%)  
 

4) 카메라, 녹음기, 헤드셋 등 지원 90 명   (23%)  
 

5) 필요하지 않다 45 명   (11%)  
 

6) 기타 22 명   (6%)  
 

 

  11.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 온라인 강의 제작 방법 86 명   (22%)  
 

2) 영상 촬영과 편집 교육 77 명   (19%)  
 

3) PPT 제작과 녹음 23 명   (6%)  
 

4) 화상수업 운영 방법 74 명   (19%)  
 

5) Flipped learning 교육 16 명   (4%)  
 

6) 온라인 강의에 맞는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 111 명   (28%)  
 

7) 기타 8 명   (2%)  
 

 

  12. 온라인 강의 수업 과정 중 학생의 이해도 체크, 만족도 확인, 학습개선을 위해 피드백을 받거나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있다. 250 명   (63%)  
 

2) 없다. 40 명   (10%)  
 

3) 고민 중이다. 105 명   (27%)  
 

 

  12_1_1. 있다면, 어떤 형태로 피드백을 받거나 받으실 계획입니까?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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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 설문지 57 명   (23%)  
 

2) Webex 의 투표 기능 6 명   (2%)  
 

3) 소크라티브 9 명   (4%)  
 

4) 이메일 56 명   (22%)  
 

5) 메신저 채팅 42 명   (17%)  
 

6) 온라인 수업용 게시판 68 명   (27%)  
 

7) 기타 12 명   (5%)  
 

 

  13. 코로나 19로 급하게 추진된 온라인 강의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다양하게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95 분 응답 

 

 

 

설문참여자 인적사항 

 

  14. 귀하는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91 명   (74%)  
 

2) 없다. 104 명   (26%)  
 

 

  15. 귀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1) 정교수 111 명   (28%)  
 

2) 부교수 64 명   (16%)  
 

3) 조교수 81 명   (21%)  
 

4) 전문/외래 강사 100 명   (25%)  
 

5) 기타 39 명   (10%)  
 

 

  16. 귀하의 소속대학은 어느 곳입니까? 

 

1)  과기특성화대학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 17 명   (4%)  
 

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14 명   (4%)  
 

3)  서울대, 지방 거점 국립대 (부산대, 충북대, 경북대, 전남대 등) 77 명   (19%)  
 

4) 3)을 제외한 국공립대 (시립대 포함) 38 명   (10%)  
 

5)  서울/수도권 대형 사립대 (연대, 고대, 경희대, 중앙대 등) 113 명   (29%)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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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를 제외한 사립대 136 명   (34%) 
 

 

  17. 귀하의 연구분야는 무엇입니까? 

 

1) 기초과학 (물리/수학, 화학, 지구과학, 해양 등) 25 명   (6%)  
 

2) 생명과학 (분자생명/기초생명/기반생명, 농수식품 등) 120 명   (30%)  
 

3) 의약학 (의학/치의학/간호학, 한의학, 약학 등) 135 명   (34%)  
 

4) 공학 (기계/로봇, 소재/화학공학, 건설/교통 등) 41 명   (10%)  
 

5) ICT•융합 (컴퓨터/소프트웨어/전자/통신, 에너지/자원/환경 등) 74 명   (19%)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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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차분석 결과 

 

  1.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강의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1) 녹화된 강의 재생 182 명   (46%)  
 

2) 실시간 화상 강의 142 명   (36%)  
 

3) 강의자료 업로드 49 명   (12%)  
 

4) 과제 제출 방식 10 명   (3%)  
 

5) 기타 12 명   (3%) 
 

 

 

 1) 2) 3) 4) 5) 전체(A) 

전 체 182 46% 142 36% 49 12% 10 3% 12 3% 395 100% 

경 험 유 무             

있다 134 46% 109 37% 31 11% 8 3% 9 3% 291 74% 

없다 48 46% 33 32% 18 17% 2 2% 3 3% 104 26% 

직  분             

정교수 55 50% 41 37% 11 10% 3 3% 1 1% 111 28% 

부교수 31 48% 24 38% 3 5% 3 5% 3 5% 64 16% 

조교수 37 46% 29 36% 14 17% 0 0% 1 1% 81 21% 

전문/외래강사 43 43% 31 31% 16 16% 3 3% 7 7% 100 25% 

기타 16 41% 17 44% 5 13% 1 3% 0 0% 39 10% 

소 속 대 학             

과기특성화대학 2 12% 11 65% 2 12% 2 12% 0 0% 17 4% 

UST 6 43% 6 43% 2 14% 0 0% 0 0% 14 4% 

서울대/지방거점

국립대 

35 45% 29 38% 9 12% 2 3% 2 3% 77 19% 

그외국공립대 17 45% 16 42% 3 8% 1 3% 1 3% 38 10% 

서울/수도권 

대형 사립대 

59 52% 39 35% 11 10% 1 1% 3 3% 113 29% 

그외사립대 63 46% 41 30% 22 16% 4 3% 6 4% 136 34% 

연 구 분 야             

기초과학 11 44% 9 36% 2 8% 0 0% 3 12% 25 6% 

생명과학 57 48% 45 38% 15 13% 1 1% 2 2% 120 30% 

의약학 63 47% 45 33% 18 13% 7 5% 2 1% 135 34% 

공학 19 46% 17 41% 4 10% 1 2% 0 0% 41 10% 

ICT•융합 32 43% 26 35% 10 14% 1 1% 5 7% 74 19%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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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재 온라인 강의에서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1) 학교 제공 시스템(e-campus) 266 명   (67%)  
 

2) 유튜브 94 명   (24%)  
 

3) 줌 155 명   (39%)  
 

4) 스카이프 20 명   (5%)  
 

5) 구글 클래스룸 30 명   (8%)  
 

6) 구글 행아웃 / 행아웃미트 25 명   (6%)  
 

7) 시스코 Webex 웨비나 33 명   (8%)  
 

8) 화상으로 진행하지 않음 25 명   (6%)  
 

9) 기타 27 명   (7%)  
 

 

 

 1) 2) 3) 4) 5) 6) 7) 8) 9) 전체(A) 

전 체 266 67% 94 24% 155 39% 20 5% 30 8% 25 6% 33 8% 25 6% 27 7% 395 100% 

경 험 유 무                     

있다 197 68% 70 24% 119 41% 14 5% 23 8% 19 7% 27 9% 14 5% 23 8% 291 74% 

없다 69 66% 24 23% 36 35% 6 6% 7 7% 6 6% 6 6% 11 11% 4 4% 104 26% 

직  분                     

정교수 72 65% 19 17% 52 47% 2 2% 12 11% 7 6% 7 6% 5 5% 9 8% 111 28% 

부교수 46 72% 13 20% 27 42% 4 6% 3 5% 8 13% 6 9% 4 6% 5 8% 64 16% 

조교수 62 77% 21 26% 36 44% 3 4% 7 9% 3 4% 11 14% 3 4% 5 6% 81 21% 

전문/외래강

사 

68 68% 26 26% 27 27% 7 7% 6 6% 5 5% 5 5% 9 9% 7 7% 100 25% 

기타 18 46% 15 38% 13 33% 4 10% 2 5% 2 5% 4 10% 4 10% 1 3% 39 10% 

소 속 대 학                     

과기특성화대

학 

8 47% 1 6% 9 53% 1 6% 0 0% 0 0% 0 0% 2 12% 2 12% 17 4% 

UST 6 43% 4 29% 4 29% 2 14% 0 0% 3 21% 2 14% 0 0% 0 0% 14 4% 

서울대/지방

거점국립대 

59 77% 23 30% 37 48% 1 1% 3 4% 3 4% 4 5% 3 4% 6 8% 77 19% 

그외국공립대 26 68% 14 37% 13 34% 3 8% 1 3% 5 13% 1 3% 5 13% 4 11% 38 10% 

서울/수도권 

대형 사립대 

79 70% 19 17% 40 35% 2 2% 19 17% 9 8% 17 15% 3 3% 11 10% 113 29% 

그외사립대 88 65% 33 24% 52 38% 11 8% 7 5% 5 4% 9 7% 12 9% 4 3% 136 34% 

연 구 분 야                     

기초과학 21 84% 8 32% 11 44% 1 4% 1 4% 3 12% 0 0% 3 12% 3 12% 25 6% 

생명과학 81 68% 32 27% 36 30% 10 8% 6 5% 7 6% 9 8% 8 7% 7 6% 120 30% 

의약학 89 66% 17 13% 59 44% 2 1% 17 13% 10 7% 13 10% 6 4% 9 7% 135 34% 

공학 25 61% 9 22% 17 41% 3 7% 1 2% 3 7% 3 7% 3 7% 4 10% 41 10% 

ICT•융합 50 68% 28 38% 32 43% 4 5% 5 7% 2 3% 8 11% 5 7% 4 5% 74 19%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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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재 선택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선정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1) 대학이 선정한 플랫폼이라서 236 명   (60%)  
 

2) 이미 사용해 본 플랫폼이라 익숙해서 38 명   (10%)  
 

3) 주위 동료 교수/강사 분들의 추천으로 18 명   (5%)  
 

4) 본인의 강의를 위해 적절한 기능들이 있어서 46 명   (12%)  
 

5) 가장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이라 생각되어서 46 명   (12%)  
 

6) 기타 11 명   (3%)  
 

 

 

 1) 2) 3) 4) 5) 6) 전체(A) 

전 체 236 60% 38 10% 18 5% 46 12% 46 12% 11 3% 395 100% 

경 험 유 무               

있다 170 58% 31 11% 15 5% 36 12% 29 10% 10 3% 291 74% 

없다 66 63% 7 7% 3 3% 10 10% 17 16% 1 1% 104 26% 

직  분               

정교수 64 58% 9 8% 7 6% 12 11% 15 14% 4 4% 111 28% 

부교수 39 61% 6 9% 2 3% 8 13% 7 11% 2 3% 64 16% 

조교수 55 68% 5 6% 2 2% 14 17% 5 6% 0 0% 81 21% 

전문/외래강사 61 61% 11 11% 3 3% 8 8% 14 14% 3 3% 100 25% 

기타 17 44% 7 18% 4 10% 4 10% 5 13% 2 5% 39 10% 

소 속 대 학               

과기특성화대학 10 59% 0 0% 0 0% 2 12% 4 24% 1 6% 17 4% 

UST 5 36% 5 36% 0 0% 2 14% 2 14% 0 0% 14 4% 

서울대/지방거점

국립대 

52 68% 11 14% 1 1% 7 9% 5 6% 1 1% 77 19% 

그외국공립대 18 47% 5 13% 3 8% 6 16% 4 11% 2 5% 38 10% 

서울/수도권 

대형 사립대 

68 60% 6 5% 5 4% 17 15% 12 11% 5 4% 113 29% 

그외사립대 83 61% 11 8% 9 7% 12 9% 19 14% 2 1% 136 34% 

연 구 분 야               

기초과학 15 60% 0 0% 2 8% 4 16% 3 12% 1 4% 25 6% 

생명과학 67 56% 16 13% 3 3% 14 12% 19 16% 1 1% 120 30% 

의약학 92 68% 11 8% 7 5% 9 7% 13 10% 3 2% 135 34% 

공학 20 49% 4 10% 2 5% 7 17% 4 10% 4 10% 41 10% 

ICT•융합 42 57% 7 9% 4 5% 12 16% 7 9% 2 3% 74 19%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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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택한 플랫폼의 기능적인 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1) 영상과 음질의 성능 64 명   (16%)  
 

2) 접속의 편리성 97 명   (25%)  
 

3)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근 가능 38 명   (10%)  
 

4) 사용 방법의 편리성 110 명   (28%)  
 

5)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편리성 52 명   (13%)  
 

6) 다양한 온라인 학습도구 프로그램 제공 22 명   (6%)  
 

7) 기타 12 명   (3%)  
 

 

 

 1) 2) 3) 4) 5) 6) 7) 전체(A) 

전 체 64 16% 97 25% 38 10% 110 28% 52 13% 22 6% 12 3% 395 100% 

경 험 유 무                 

있다 48 16% 72 25% 31 11% 77 26% 38 13% 15 5% 10 3% 291 74% 

없다 16 15% 25 24% 7 7% 33 32% 14 13% 7 7% 2 2% 104 26% 

직  분                 

정교수 20 18% 33 30% 11 10% 29 26% 11 10% 7 6% 0 0% 111 28% 

부교수 15 23% 13 20% 2 3% 17 27% 8 13% 5 8% 4 6% 64 16% 

조교수 13 16% 18 22% 7 9% 26 32% 10 12% 3 4% 4 5% 81 21% 

전문/외래강

사 

11 11% 20 20% 12 12% 29 29% 17 17% 7 7% 4 4% 100 25% 

기타 5 13% 13 33% 6 15% 9 23% 6 15% 0 0% 0 0% 39 10% 

소 속 대 학                 

과기특성화대

학 

4 24% 4 24% 0 0% 2 12% 5 29% 1 6% 1 6% 17 4% 

UST 1 7% 2 14% 1 7% 9 64% 0 0% 0 0% 1 7% 14 4% 

서울대/지방

거점국립대 

20 26% 23 30% 5 6% 18 23% 8 10% 2 3% 1 1% 77 19% 

그외국공립대 4 11% 5 13% 7 18% 12 32% 4 11% 4 11% 2 5% 38 10% 

서울/수도권 

대형 사립대 

16 14% 22 19% 6 5% 37 33% 20 18% 9 8% 3 3% 113 29% 

그외사립대 19 14% 41 30% 19 14% 32 24% 15 11% 6 4% 4 3% 136 34% 

연 구 분 야                 

기초과학 1 4% 5 20% 3 12% 6 24% 6 24% 3 12% 1 4% 25 6% 

생명과학 23 19% 30 25% 9 8% 35 29% 14 12% 7 6% 2 2% 120 30% 

의약학 26 19% 32 24% 14 10% 40 30% 11 8% 6 4% 6 4% 135 34% 

공학 5 12% 12 29% 5 12% 10 24% 7 17% 1 2% 1 2% 41 10% 

ICT•융합 9 12% 18 24% 7 9% 19 26% 14 19% 5 7% 2 3% 74 19%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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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온라인 강의 준비를 하면서 기존의 대면 수업 준비와 비교해 시간과 노력이 어느 정도 투자 됩니까? 

 

1) 대면 강의보다 절약 13 명   (3%)  
 

2) 대면 강의와 비슷 108 명   (27%)  
 

3) 대면 강의보다 2 배 175 명   (44%)  
 

4) 대면 강의보다 3 배 이상 99 명   (25%) 
 

 

 

 1) 2) 3) 4) 전체(A) 

전 체 13 3% 108 27% 175 44% 99 25% 395 100% 

경 험 유 무           

있다 11 4% 80 27% 128 44% 72 25% 291 74% 

없다 2 2% 28 27% 47 45% 27 26% 104 26% 

직  분           

정교수 2 2% 28 25% 51 46% 30 27% 111 28% 

부교수 1 2% 17 27% 26 41% 20 31% 64 16% 

조교수 4 5% 27 33% 34 42% 16 20% 81 21% 

전문/외래강사 2 2% 24 24% 49 49% 25 25% 100 25% 

기타 4 10% 12 31% 15 38% 8 21% 39 10% 

소 속 대 학           

과기특성화대학 1 6% 6 35% 6 35% 4 24% 17 4% 

UST 1 7% 1 7% 7 50% 5 36% 14 4% 

서울대/지방거

점국립대 

5 6% 23 30% 37 48% 12 16% 77 19% 

그외국공립대 2 5% 12 32% 14 37% 10 26% 38 10% 

서울/수도권 

대형 사립대 

1 1% 22 19% 58 51% 32 28% 113 29% 

그외사립대 3 2% 44 32% 53 39% 36 26% 136 34% 

연 구 분 야           

기초과학 0 0% 7 28% 13 52% 5 20% 25 6% 

생명과학 5 4% 35 29% 54 45% 26 22% 120 30% 

의약학 5 4% 43 32% 51 38% 36 27% 135 34% 

공학 0 0% 6 15% 25 61% 10 24% 41 10% 

ICT•융합 3 4% 17 23% 32 43% 22 30% 74 19%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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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온라인 강의 수업 내용 중 실습이 꼭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까? 

 

1) 있다. 155 명   (39%)  
 

2) 없다. 240 명   (61%)  
 

 

 

 1) 2) 전체(A) 

전 체 155 39% 240 61% 395 100% 

경 험 유 무       

있다 121 42% 170 58% 291 74% 

없다 34 33% 70 67% 104 26% 

직  분       

정교수 49 44% 62 56% 111 28% 

부교수 20 31% 44 69% 64 16% 

조교수 35 43% 46 57% 81 21% 

전문/외래강사 42 42% 58 58% 100 25% 

기타 9 23% 30 77% 39 10% 

소 속 대 학       

과기특성화대학 2 12% 15 88% 17 4% 

UST 2 14% 12 86% 14 4% 

서울대/지방거

점국립대 

30 39% 47 61% 77 19% 

그외국공립대 17 45% 21 55% 38 10% 

서울/수도권 

대형 사립대 

34 30% 79 70% 113 29% 

그외사립대 70 51% 66 49% 136 34% 

연 구 분 야       

기초과학 14 56% 11 44% 25 6% 

생명과학 29 24% 91 76% 120 30% 

의약학 50 37% 85 63% 135 34% 

공학 20 49% 21 51% 41 10% 

ICT•융합 42 57% 32 43% 74 19%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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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온라인 강의를 준비/진행하시면서 대면 강의와 비교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1) 온라인 플랫폼 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 34 명   (9%)  
 

2) 강의용 학습물을 새로 제작하는 문제 58 명   (15%)  
 

3)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 및 장소의 문제 38 명   (10%)  
 

4) 학생들의 이해정도와 학습상황 파악의 문제 238 명   (60%)  
 

5) 온라인 접속 불안정으로 인한 강의 전달의 문제 15 명   (4%)  
 

6) 애로사항 없음 3 명   (1%)  
 

7) 기타 9 명   (2%)  
 

 

 

 1) 2) 3) 4) 5) 6) 7) 전체(A) 

전 체 34 9% 58 15% 38 10% 238 60% 15 4% 3 1% 9 2% 395 100% 

경 험 유 무                 

있다 26 9% 45 15% 27 9% 174 60% 9 3% 3 1% 7 2% 291 74% 

없다 8 8% 13 13% 11 11% 64 62% 6 6% 0 0% 2 2% 104 26% 

직  분                 

정교수 9 8% 16 14% 7 6% 75 68% 1 1% 1 1% 2 2% 111 28% 

부교수 7 11% 10 16% 4 6% 34 53% 5 8% 1 2% 3 5% 64 16% 

조교수 3 4% 11 14% 9 11% 53 65% 4 5% 0 0% 1 1% 81 21% 

전문/외래강

사 

10 10% 15 15% 10 10% 59 59% 2 2% 1 1% 3 3% 100 25% 

기타 5 13% 6 15% 8 21% 17 44% 3 8% 0 0% 0 0% 39 10% 

소 속 대 학                 

과기특성화대

학 

2 12% 1 6% 0 0% 13 76% 0 0% 1 6% 0 0% 17 4% 

UST 1 7% 4 29% 1 7% 7 50% 1 7% 0 0% 0 0% 14 4% 

서울대/지방거

점국립대 

4 5% 11 14% 8 10% 47 61% 6 8% 0 0% 1 1% 77 19% 

그외국공립대 8 21% 7 18% 1 3% 21 55% 0 0% 0 0% 1 3% 38 10% 

서울/수도권 

대형 사립대 

11 10% 13 12% 13 12% 68 60% 2 2% 2 2% 4 4% 113 29% 

그외사립대 8 6% 22 16% 15 11% 82 60% 6 4% 0 0% 3 2% 136 34% 

연 구 분 야                 

기초과학 2 8% 1 4% 1 4% 19 76% 1 4% 0 0% 1 4% 25 6% 

생명과학 10 8% 18 15% 8 7% 75 63% 7 6% 2 2% 0 0% 120 30% 

의약학 14 10% 22 16% 15 11% 75 56% 4 3% 1 1% 4 3% 135 34% 

공학 2 5% 2 5% 7 17% 28 68% 1 2% 0 0% 1 2% 41 10% 

ICT•융합 6 8% 15 20% 7 9% 41 55% 2 3% 0 0% 3 4% 74 19%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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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온라인 강의를 준비/진행하시면서 대면 강의와 비교해 장점으로 생각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1) 강의를 준비하는 장소와 시간이 자유롭다. 220 명   (56%)  
 

2) 수업자료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93 명   (24%)  
 

3) 학생을 대면하지 않아 덜 부담스럽다. 14 명   (4%)  
 

4) 질문과 토론이 오프라인보다 더 활발하다. 22 명   (6%)  
 

5) 기타 46 명   (12%)  
 

 

 

 1) 2) 3) 4) 5) 전체(A) 

전 체 220 56% 93 24% 14 4% 22 6% 46 12% 395 100% 

경 험 유 무             

있다 160 55% 72 25% 9 3% 17 6% 33 11% 291 74% 

없다 60 58% 21 20% 5 5% 5 5% 13 13% 104 26% 

직  분             

정교수 61 55% 26 23% 1 1% 8 7% 15 14% 111 28% 

부교수 37 58% 15 23% 1 2% 6 9% 5 8% 64 16% 

조교수 46 57% 21 26% 3 4% 1 1% 10 12% 81 21% 

전문/외래강사 58 58% 18 18% 6 6% 6 6% 12 12% 100 25% 

기타 18 46% 13 33% 3 8% 1 3% 4 10% 39 10% 

소 속 대 학             

과기특성화대학 11 65% 1 6% 1 6% 0 0% 4 24% 17 4% 

UST 3 21% 7 50% 0 0% 1 7% 3 21% 14 4% 

서울대/지방거점

국립대 

42 55% 24 31% 4 5% 1 1% 6 8% 77 19% 

그외국공립대 25 66% 6 16% 1 3% 3 8% 3 8% 38 10% 

서울/수도권 

대형 사립대 

57 50% 26 23% 2 2% 10 9% 18 16% 113 29% 

그외사립대 82 60% 29 21% 6 4% 7 5% 12 9% 136 34% 

연 구 분 야             

기초과학 14 56% 8 32% 0 0% 2 8% 1 4% 25 6% 

생명과학 67 56% 25 21% 7 6% 4 3% 17 14% 120 30% 

의약학 73 54% 31 23% 6 4% 8 6% 17 13% 135 34% 

공학 22 54% 11 27% 1 2% 2 5% 5 12% 41 10% 

ICT•융합 44 59% 18 24% 0 0% 6 8% 6 8% 74 19%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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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온라인 강의와 관련하여 대학으로부터 받은 지침, 정보, 지원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32 명   (8%)  
 

2) 만족 120 명   (30%)  
 

3) 보통 166 명   (42%)  
 

4) 불만족 55 명   (14%)  
 

5) 매우 불만족 22 명   (6%)  
 

 

 

 1) 2) 3) 4) 5) 전체(A) 
5점척도 

평균 

 
전 체 32 8% 120 30% 166 42% 55 14% 22 6% 395 100% 3.215 

경 험 유 무              

있다 24 8% 86 30% 124 43% 40 14% 17 6% 291 74% 3.206 

없다 8 8% 34 33% 42 40% 15 14% 5 5% 104 26% 3.240 

직  분              

정교수 8 7% 37 33% 48 43% 13 12% 5 5% 111 28% 3.270 

부교수 6 9% 21 33% 24 38% 8 13% 5 8% 64 16% 3.234 

조교수 5 6% 29 36% 30 37% 15 19% 2 2% 81 21% 3.247 

전문/외래강사 10 10% 22 22% 46 46% 13 13% 9 9% 100 25% 3.110 

기타 3 8% 11 28% 18 46% 6 15% 1 3% 39 10% 3.231 

소 속 대 학              

과기특성화대학 2 12% 4 24% 8 47% 1 6% 2 12% 17 4% 3.176 

UST 1 7% 4 29% 6 43% 3 21% 0 0% 14 4% 3.214 

서울대/지방거점

국립대 

8 10% 23 30% 35 45% 9 12% 2 3% 77 19% 3.338 

그외국공립대 3 8% 9 24% 13 34% 6 16% 7 18% 38 10% 2.868 

서울/수도권 

대형 사립대 

11 10% 38 34% 45 40% 14 12% 5 4% 113 29% 3.319 

그외사립대 7 5% 42 31% 59 43% 22 16% 6 4% 136 34% 3.162 

연 구 분 야              

기초과학 2 8% 7 28% 9 36% 4 16% 3 12% 25 6% 3.040 

생명과학 8 7% 39 33% 49 41% 22 18% 2 2% 120 30% 3.242 

의약학 12 9% 44 33% 60 44% 15 11% 4 3% 135 34% 3.333 

공학 6 15% 12 29% 13 32% 4 10% 6 15% 41 10% 3.195 

ICT•융합 4 5% 18 24% 35 47% 10 14% 7 9% 74 19% 3.027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5점척도 평균: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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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온라인 강의를 위해 대학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스튜디오 제공 58 명   (15%)  
 

2) 강의 촬영 프로그램 지원 45 명   (11%)  
 

3) 온라인 강의 플랫폼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135 명   (34%)  
 

4) 카메라, 녹음기, 헤드셋 등 지원 90 명   (23%)  
 

5) 필요하지 않다 45 명   (11%)  
 

6) 기타 22 명   (6%)  
 

 

 

 1) 2) 3) 4) 5) 6) 전체(A) 

전 체 58 15% 45 11% 135 34% 90 23% 45 11% 22 6% 395 100% 

경 험 유 무               

있다 41 14% 33 11% 99 34% 67 23% 31 11% 20 7% 291 74% 

없다 17 16% 12 12% 36 35% 23 22% 14 13% 2 2% 104 26% 

직  분               

정교수 14 13% 10 9% 33 30% 29 26% 17 15% 8 7% 111 28% 

부교수 9 14% 10 16% 22 34% 11 17% 7 11% 5 8% 64 16% 

조교수 10 12% 7 9% 29 36% 23 28% 8 10% 4 5% 81 21% 

전문/외래강사 16 16% 10 10% 34 34% 24 24% 13 13% 3 3% 100 25% 

기타 9 23% 8 21% 17 44% 3 8% 0 0% 2 5% 39 10% 

소 속 대 학               

과기특성화대학 3 18% 1 6% 8 47% 1 6% 3 18% 1 6% 17 4% 

UST 3 21% 4 29% 4 29% 2 14% 0 0% 1 7% 14 4% 

서울대/지방거점

국립대 

14 18% 6 8% 30 39% 15 19% 6 8% 6 8% 77 19% 

그외국공립대 9 24% 6 16% 9 24% 10 26% 2 5% 2 5% 38 10% 

서울/수도권 

대형 사립대 

16 14% 12 11% 37 33% 23 20% 17 15% 8 7% 113 29% 

그외사립대 13 10% 16 12% 47 35% 39 29% 17 13% 4 3% 136 34% 

연 구 분 야               

기초과학 6 24% 2 8% 8 32% 7 28% 0 0% 2 8% 25 6% 

생명과학 19 16% 13 11% 50 42% 19 16% 15 13% 4 3% 120 30% 

의약학 15 11% 15 11% 51 38% 32 24% 13 10% 9 7% 135 34% 

공학 3 7% 5 12% 10 24% 10 24% 9 22% 4 10% 41 10% 

ICT•융합 15 20% 10 14% 16 22% 22 30% 8 11% 3 4% 74 19%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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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 온라인 강의 제작 방법 86 명   (22%)  
 

2) 영상 촬영과 편집 교육 77 명   (19%)  
 

3) PPT 제작과 녹음 23 명   (6%)  
 

4) 화상수업 운영 방법 74 명   (19%)  
 

5) Flipped learning 교육 16 명   (4%)  
 

6) 온라인 강의에 맞는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 111 명   (28%)  
 

7) 기타 8 명   (2%)  
 

 

 

 1) 2) 3) 4) 5) 6) 7) 전체(A) 

전 체 86 22% 77 19% 23 6% 74 19% 16 4% 111 28% 8 2% 395 100% 

경 험 유 무                 

있다 60 21% 57 20% 16 5% 56 19% 13 4% 83 29% 6 2% 291 74% 

없다 26 25% 20 19% 7 7% 18 17% 3 3% 28 27% 2 2% 104 26% 

직  분                 

정교수 26 23% 20 18% 6 5% 23 21% 3 3% 31 28% 2 2% 111 28% 

부교수 13 20% 11 17% 5 8% 11 17% 4 6% 18 28% 2 3% 64 16% 

조교수 14 17% 12 15% 4 5% 18 22% 4 5% 28 35% 1 1% 81 21% 

전문/외래강

사 

21 21% 25 25% 4 4% 15 15% 3 3% 29 29% 3 3% 100 25% 

기타 12 31% 9 23% 4 10% 7 18% 2 5% 5 13% 0 0% 39 10% 

소 속 대 학                 

과기특성화대

학 

3 18% 1 6% 3 18% 4 24% 0 0% 6 35% 0 0% 17 4% 

UST 6 43% 3 21% 1 7% 2 14% 0 0% 2 14% 0 0% 14 4% 

서울대/지방거

점국립대 

20 26% 16 21% 3 4% 14 18% 3 4% 19 25% 2 3% 77 19% 

그외국공립대 8 21% 9 24% 5 13% 4 11% 2 5% 8 21% 2 5% 38 10% 

서울/수도권 

대형 사립대 

21 19% 18 16% 5 4% 23 20% 6 5% 37 33% 3 3% 113 29% 

그외사립대 28 21% 30 22% 6 4% 27 20% 5 4% 39 29% 1 1% 136 34% 

연 구 분 야                 

기초과학 4 16% 3 12% 2 8% 0 0% 1 4% 14 56% 1 4% 25 6% 

생명과학 28 23% 26 22% 11 9% 19 16% 3 3% 33 28% 0 0% 120 30% 

의약학 28 21% 27 20% 6 4% 33 24% 7 5% 32 24% 2 1% 135 34% 

공학 7 17% 9 22% 1 2% 10 24% 1 2% 11 27% 2 5% 41 10% 

ICT•융합 19 26% 12 16% 3 4% 12 16% 4 5% 21 28% 3 4% 74 19%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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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온라인 강의 수업 과정 중 학생의 이해도 체크, 만족도 확인, 학습개선을 위해 피드백을 받거나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있다. 250 명   (63%)  
 

2) 없다. 40 명   (10%)  
 

3) 고민 중이다. 105 명   (27%)  
 

 

 

 1) 2) 3) 전체(A) 

전 체 250 63% 40 10% 105 27% 395 100% 

경 험 유 무         

있다 185 64% 33 11% 73 25% 291 74% 

없다 65 63% 7 7% 32 31% 104 26% 

직  분         

정교수 79 71% 9 8% 23 21% 111 28% 

부교수 40 63% 7 11% 17 27% 64 16% 

조교수 50 62% 6 7% 25 31% 81 21% 

전문/외래강사 60 60% 13 13% 27 27% 100 25% 

기타 21 54% 5 13% 13 33% 39 10% 

소 속 대 학         

과기특성화대학 9 53% 3 18% 5 29% 17 4% 

UST 8 57% 1 7% 5 36% 14 4% 

서울대/지방거점

국립대 

49 64% 9 12% 19 25% 77 19% 

그외국공립대 28 74% 3 8% 7 18% 38 10% 

서울/수도권 

대형 사립대 

70 62% 16 14% 27 24% 113 29% 

그외사립대 86 63% 8 6% 42 31% 136 34% 

연 구 분 야         

기초과학 16 64% 1 4% 8 32% 25 6% 

생명과학 73 61% 16 13% 31 26% 120 30% 

의약학 82 61% 13 10% 40 30% 135 34% 

공학 24 59% 6 15% 11 27% 41 10% 

ICT•융합 55 74% 4 5% 15 20% 74 19%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과학분야 설문조사기관 

http://www.sci-on.net/                                        
21 

 

  12-1. 있다면, 어떤 형태로 피드백을 받거나 받으실 계획입니까? 

 

1) 구글 설문지 57 명   (23%)  
 

2) Webex 의 투표 기능 6 명   (2%)  
 

3) 소크라티브 9 명   (4%)  
 

4) 이메일 56 명   (22%)  
 

5) 메신저 채팅 42 명   (17%)  
 

6) 온라인 수업용 게시판 68 명   (27%)  
 

7) 기타 12 명   (5%)  
 

 

 

 1) 2) 3) 4) 5) 6) 7) 전체(A) 

전 체 57 23% 6 2% 9 4% 56 22% 42 17% 68 27% 12 5% 250 100% 

경 험 유 무                 

있다 50 27% 4 2% 8 4% 34 18% 29 16% 48 26% 12 6% 185 74% 

없다 7 11% 2 3% 1 2% 22 34% 13 20% 20 31% 0 0% 65 26% 

직  분                 

정교수 15 19% 1 1% 3 4% 15 19% 17 22% 21 27% 7 9% 79 32% 

부교수 10 25% 1 3% 2 5% 11 28% 4 10% 11 28% 1 3% 40 16% 

조교수 13 26% 2 4% 4 8% 7 14% 10 20% 13 26% 1 2% 50 20% 

전문/외래강

사 

12 20% 1 2% 0 0% 15 25% 8 13% 21 35% 3 5% 60 24% 

기타 7 33% 1 5% 0 0% 8 38% 3 14% 2 10% 0 0% 21 8% 

소 속 대 학                 

과기특성화대

학 

2 22% 0 0% 0 0% 3 33% 0 0% 4 44% 0 0% 9 4% 

UST 1 13% 0 0% 0 0% 4 50% 2 25% 1 13% 0 0% 8 3% 

서울대/지방거

점국립대 

14 29% 3 6% 4 8% 8 16% 8 16% 9 18% 3 6% 49 20% 

그외국공립대 6 21% 0 0% 2 7% 4 14% 8 29% 6 21% 2 7% 28 11% 

서울/수도권 

대형 사립대 

19 27% 2 3% 3 4% 15 21% 9 13% 17 24% 5 7% 70 28% 

그외사립대 15 17% 1 1% 0 0% 22 26% 15 17% 31 36% 2 2% 86 34% 

연 구 분 야                 

기초과학 7 44% 1 6% 0 0% 1 6% 4 25% 2 13% 1 6% 16 6% 

생명과학 10 14% 0 0% 3 4% 22 30% 12 16% 25 34% 1 1% 73 29% 

의약학 19 23% 3 4% 5 6% 22 27% 12 15% 19 23% 2 2% 82 33% 

공학 4 17% 1 4% 1 4% 5 21% 4 17% 7 29% 2 8% 24 10% 

ICT•융합 17 31% 1 2% 0 0% 6 11% 10 18% 15 27% 6 11% 55 2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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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관식 결과 

 

[Q1.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강의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기타 응답 

 

 ppt 음성강의 

 PPT 제작과 녹음 

 강의자료 업로드+과제 제출 

 강의자료, 강의보조자료, 과제제출방식 

 강의자료와 강의음성녹음 

 녹화강의 재생 + 강의자료 업로드 

 녹화된 강의 배포와 실시간 화상 강의 보완 진행 

 녹화된 강의재생과 강의자료 업로드 

 복합방법(녹화강의, 실시간 강의, 과제) 

 실시간 화상강의를 학교에서 강제했으나, 개인적으로는 품질이 좋은 녹화강의를 제공하고 싶음. 

 자료 업로드 후 과제 제출방식 

 학과 특성에 따라 녹화 강의와 실시간 화상 강의로 구별하여 진행 

 

 

[Q2. 현재 온라인 강의에서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에 대한 기타 응답 

 

 Blackboard 

 Blackboard - 학교 LMS로 도입함 

 Everlac 

 Everlec 

 EverLec 

 meet.medric.or.kr 

 microsoft teams 

 MS TEAMS 

 ocam 

 ocam 

 ppt 녹화 

 SNS플랫폼 

 구글 미트도 학교 제공 시스템(G Suite)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 라이브 

 네이버밴드와 단국대교외 온라인콘텐츠관리시스템(http://clms.dankook.ac.kr)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메드릭 4NB 

 블랙보드 

 아이패드 스크린 녹화 

 에버렉 

 카카오톡, 웹하드, 웹메일, 전화 

 칼투라 라이브룸 

 파워포인터(줌과 동일한 기능 있음) 

 프레지 

 화면녹화 소프트웨어 (반디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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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현재 선택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선정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에 대한 기타 응답 

 

 가장 안정적이고, 보안성 뛰어나고,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  

 강의시간과 긴급 근무 명령 시간이 충돌함 

 교내 온라인 강의 지침 상 선택의 여지 없음  

 국내 프로그램이 엉망이라 

 기관 네트워크에서 차단되지 않고 사용 가능 

 기타 

 사용하지 않음 

 사전 수강생 설문을 통합 수업방식 채택(학생들 편의 고려) 

 접속 안정성 확대와 불확실성 축소 

 조교가 도와주어서 

 학교 LMS와 연동이 가능해서 

 

 

[Q4. 선택한 플랫폼의 기능적인 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기타 응답 

 

 가장 안정적이고, 보안성 뛰어나고,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  

 교내에서 제공 

 대학의 요구. 출결 파악 

 보안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는가 

 오류가 빈번히 발생, 강의 후 녹화가 안되버리는 경우가 잦음 

 온라인 보안 

 저작권의 문제소지를 피할 수 있는 요소 

 출결관리 편리 

 학교 일괄 적용 정책 

 학교에서 정함. 선택 여지가 없음. 

 학생들의 의견 

 

 

[Q6-1.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습을 해결 할 계획인지 작성해 주세요.]에 대한 주관식 응답 

 

 현재 제가 강의를 맡고 있는 **대학교 본과4학년 추나의학은 현장 수업(학생간 거리 유지, 대강당 강의)

을 변경이 되었는데요, 만약 온라인으로 계속하였다면 이동캠을 머리에 착용하고 시술 장면을 보여주

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시술 장면을 촬영해서 피드백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1. 학생들은 무료버젼이 7일이므로 이후에는 그래픽 툴을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든다  

2. 그래픽 툴은 실습도중에 다양한 부문에서 오류가 생겨서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면대면 수업에서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가르쳐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험 내용을 동영상 강의로 제공하고 사전에 충분히 숙지토록 한 이후에, 실험실을 개방하

고 실험에 필요한 장비, 시약 등을 준비해 놓은 후 각 개인별로 편한 시간에 혼자-혹은 2명정도까지 

함께 와서 개인적으로 실험을 실시하고 귀가함.  

 Zoom을 이용한 화상 실습 및 수강자들의 참여 유도, 대화형으로 문제 또는 질문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

께 찾음. 예를 들어 코딩 실습의 경우엔 수강생이 짠 코드를 화면에 같이 보면서 실습 수업으로 진행

할 수도 있음 

 각자 가이드에 따라 실습이나 활동을 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과제처럼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의 경

우에는 인원이 적으면 전화통화나 그룹통화, 인원이 30~40명 이상인 경우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단체 

피드백이 가능함 

 프로그래밍 실습의 경우 과제물을 제시하고 주어진 시간에 해결하도록 한다. 이 때 학생들의 질의에 응

답하고,  각 학생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오류 발생시 zoom 화면 공유를 통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 

 학생들 발표 수업인데, 각자 발표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온라인 강의로 올리고, 발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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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글폼을 사용하여 발표자를 제외한 전체 학생들이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 

 이론 중심 수업을 먼저 진행하고 실습을 이후로 미룰 예정 만약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이 진행되야한다

면 내 컴퓨터 화면 공유가 가능한 다른 솔루션(행아웃 등)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 

 실습강의는 학생들이 실습 내용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또한 실습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 질의응답에 대하여 즉각 해소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래밍 과목의 실습은 화상으로 화면을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시연하고 있음. 이 방식은 대면수업에

서 빔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스크린 화면을 공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 

 현재 본교는 5월3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필요한 이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

공한 후, 향후 오프라인 강의 시 실습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형성평가 형식으로 진행 1) 강의 후 문제 제시 - 학생은 문제에 대한 답을 google survey form에 입

력 - 입력시간을 이용하여 출석에 가름 

 실습 문제 분재 -> 학생들 실습 -> 질문사항은 자세히 메일로 작성해서 학생이 교수에게 전송 ->교수

는 이메일 확인후 학생 이메일로 통지 또는 강의로 설명 

 학사 일정에 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현 상황이 호전된 이후로 연기하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

습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수준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 대면강의가 열릴 시 일괄 진행 - 소규모 인원(5명 이하)로 분반 후 안정거리 유지를 지키며 실습 수행

 - 온라인으로 실습 자료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 

 짧게 질문하고 학생이 실습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지를 가상환경에서 체험하는 형태로 실습 예가상병원 

응급실에서 팀원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형식으로.. 

 학교에서 대면 수업 진행을 하지 않는 다면 방법이 없음. 실습을 진행한다면 현 인원의 절반씩 두번 진

행하여 사회적 거리 유지 한채 진행해야함 

 프로그램 구현의 경우, 선행 지도와 실습 환경을 설치한 후 강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후 실습 과정을 거

쳐 결과를 도출후 과제로 제출하도록 유도 

 1. 실습자료 사전 개인 우편 배포 또는 준비 사전 통보 2. 예비 실습 설명 자료 포함 3. 온라인 실습 순

서로 실행 4. 최종 결과 시연 

 실습 KIT를 사전 배포 후 온라인 강의가 가능하다. 결과는 동영상으로 학생이 업로드 형식 또는 이메일

 SNS를 활용하여 평가 가능 하다. 

 화면 공유를 통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지만, 온라인 강의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

한 방식을 채택할 수가 없음. 

 실습 관련 동영상을 만듬. 다만, 실제 체험해 봐야 하는 실습을 동영상으로만 간접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듬. 

 실습 수업이기때문에 실습 내용이 꼭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실험 실습 내용을 익힐수 있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중입니다.  

 개인별 실험도구를 제공하여, 스스로 시험할수 있는 범위까지의 과제를 제공함.(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실습 내용 교육 실시 병행)  

 예전 실습지침서를 바탕으로 동영상 강의에 적합하게 동영상 실습지침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시간이 많이 듭니다. 

 실습 집중 기간을 통해 진행 또는 수강생을 1/2으로 나누어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서 진행을 하고자 함. 

 같이 프로그램을 띄워서 실습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보여주면서 따라하라고 한다. 잘 따라오

는지 확인은 안되지만. 

 실습과정을 사전에 준비해서 학생들이 따라 해보도록 자료를 제시하고, 실습결과를 화면 캡처해서 제출

받아서 평가하고 있음 

 온라인 강의를 통한 실질적인 실습은 어렵지만 실험 demonstration을 보여주고 차후 대면강의에서 보

충하고자함. 

 과제수행시 팀별로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질의 응답 및 코칭 기업현장의 비즈니스모델 개발/RFP작성 실

습과 탐방   

 실습,동영상쵤영과함께 KWOC, K-MOCC의다른동영상을 부교재로 채택하고 실험 진행사항을직접 촬영하

여 병행한다 

 실습과 관련해서 필요한 이론과 안전교육 위주로 안내하고, 실질적인 실습은 대면강의로 전환되기를 기

다리는 중 

 컴퓨터공학과다 보니 온라인 시뮬레이터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과제 제출을 하고, 해결 과정을 단계별 문서 작성으로 혹은 화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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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통한 실습이므로 수업 중 실습시간을 학생들에 할당하여 실습 결과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해결

  

 추후 대면강의가 시작되면 집중실습 예정, 만일 시간이 부족할 경우 결손 부분은 방학중 보충할 예정임 

 생물정보 관련 수업이라 코드를 짜 오는 것을 과제로 내어 유사도 체크로 표절 여부를 잡아낼 계획임 

 실습파일을 배포하고 해당 실습을 실시한다. 여건이 되면 실습대상을 학교에서 학생에게 빌려준다. 

 실습 과정으로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으며 추후 대면 수업시에는 빠르게 진행 예정임. 

 대면접촉이 어려워 SW(MATLAB, LABVIEW)를 이용한 과제물 형태로 주고 있다.  

 학생 컴퓨터에 동일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온라인 강좌에서 보고 본인이 따라해보고  

 현재 가능한 부분을 관찰실습형태로 진행중이며 추가적인 과제를 제출시키도록 하고있습니다. 

 실습자료를 상세히 제공, 간단한 lab assignment를 통한 학생들 스스로 수업. 

 1. 실습 내용 및 결과를 캡쳐하여 제공 2. 실습용 프로그램을 동작시켜 공유하며 설명 

 학기초 실습은 비교적 간단하여 온라인으로 보여주고 자료와 함께 온라인으로 강의와 병행 

 수업 보강주가 추가되어 보강하고, 주말 또는 가능한 다른 날을 잡아서 할 예정임.  

 장기적으로는 VR, 단기적으로는 과제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인 거 같습니다. 

 Socrative 등의 웹페이지나 앱을 사용해 퀴즈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참여해야하는 실험을 본인이 시연해서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컴퓨터로 진행하는 실습이라 실습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고 있음.   

 온라인으로 직접 보여주고, 학생도 직접 해 보고 그 결과를 화면으로 점검 

 온라인 실시간 실습(데모 및 징의응답)과 과제 유형으로 진행하고 있음  

 면대면 강의가 가능해진 이후 주말 등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 

 학생 스스로 집에서 실습한후 과제물을 이메일이나 웹사드 등으로 업로드 

 영상 촬영으로 과정을 보여주며,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는 과제를 부여.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면 주말과 기말고사 기간 이후 실습을 진행할 예정 

 캠타시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실습 화면 녹화 후 온라인 강의 진행 

 온라인 수업 중 화상으로 실시하거나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함 

 실습한 사진, 동영상 등을 e-campus에 업로드 하게 한다.  

 온라인만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실습 화면을 올릴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COVID-19 사태가 호전되어 실습이 가능해지면 고려예정 

 대면강의가 가능해지는 6월말-7월초에 집중 실습을 진행할 예정 

 레포트로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 

 사전 녹화된 영상 공유, 보여주고 따라하기(실습)는 나중에  

 실습진행 화면을 공유하여 강의 후 매주 레포트를 통한 피드백 

 강의 내용을 컴퓨터를 통한 실습을 수행하고 수행 내용 점검 

 온라인 상으로 직접 보여주거나 관련 동영상을 안내하고 있음 

 생명과학 실습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것 없어 고민이 큽니다. 

 학교가 정해준 방칩에 따라 대면하여 실습 진행 예정입니다 

 동영상 캡쳐 자료 제공. 조속한 시일내에 출석 수업 계획 

 채팅, 음성 등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직접 실습하도록 함 

 온라인으로 가능한 만큼, 이후 오프라인 실습 필수 병행 

 실습이 중간고사 이후이기 때문에 대면강의시 진행 예정 

 실습을 대학원생이 재현 및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배포 

 향후 집중화된 기간을 결정하여 소인 그룹으로 실습함 

 협업도구를 사용해서 양방향 실시간 작업이 가능하게 

 유튜브 자료 보여주거나 새로 동영상 자료 만들계획 

 안전기준을 따르면서 집체강으로 교실수업으로 진행 

 방학기간을 이용하거나 영상실습 보여주기로 대체 

 교수가 실습을 진행하는 동영상, 수강생 과제물 

 프로그래밍 화면을 보여주고 각자 해보도록 함 

 진행하지 않음 -> 코로나 이슈 이후로 연기 

 실습과제를 부여하고 요일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대표 실험 혹은 개인 자가 컴퓨터 활용 실습 

 실습의 모든 내용 화면 캡처로 제공, 과제 

 이론 강의 단원별 실시 후 바로 실습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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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시스템 활용 

 컴퓨터로 실제 프로그램 사용법을 녹화한다. 

 이공계의 경우 실험실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실습한 산출물에 대해 개인별, 팀별 발표 

 강으후 잠시 시간을주고 실습후 질의 응답 

 학기 초반에 이론강의 후 후반에 실습교육 

 실습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 수업 

 방학 중 2주 정도 집중실습을 할 예정임 

 면대면 강의가 가능해 진 이후 몰아서. 

 대면 수업 시작 이후 보강에 의한 실습 

 실습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 

 온라인으로 실습 서버에 접속하여 실습 

 커뮤니티를 활용한 Q&A 방식의 실습 

 5,6월중 오프라인 실습 진행 예정 

 Zoom으로 실시간 양방향 화상강의 

 추후 대면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해결 

 최대한 뒤로 미룬 후 진행할 예정임 

 보강기간+종강후 2주정도 집중실습 

 현재는 숙제로 하면 향후는 고민중 

 동영상 및 사진자료를 같이  활용 

 비대면 원칙이 해제될 때까지 미룸 

 조별 분반에 의한 공동 실습 회피 

 유투브 검색을 통한 영상물 공유 

 프로그래밍 테스트 웹사이트 이용 

 화면공유와 과제물 공유를 통하여 

 학생들과 상의 후 대면수업 진행 

 강의자가 직접 실습을 보여준다 

 대면강의 가능할 때 실습 진행 

 현재는 일정을 뒤로 미룬 상태 

 프로그래밍이라 별 문제 없음 

 대면강의 시작 후 진행 예정 

 실습 동영상 자료 확보 제공 

 고프로로 녹화후 영상 업로드 

 집중수업기간을 이용할 예정임 

 보드제작 및 프로그래밍 실습 

 사태 진정 후 집중 이수제 

 대면강의 시작이후로 미룸. 

 대면수업 때 몰아 할 예정 

 의과대학 수련병원에서 진행 

 실험 및 실습을 통한 수업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ㅠ  

 온라인으로 시연 후 과제 

 과제를 내고 문의를 받음 

 학생수 조절로 실습 해결 

 시범으로 보여 집니다. 

 에세이 및 발표로 대체 

 소수그룹으로 진행 예정 

 실습강의 및 과제제출 

 각종 기초과학실험실습 

 대면개강후 보충예정 

 추후 등교 후 보강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출석 수업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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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동영상을 제공 

 시범 또는 시연 

 추후 과제 제출 

 대면수업시 보강 

 보여 주는 방식 

 동영상 자료교육 

 시청각자료 대체 

 향후 조별 실습 

 차후로 연기 

 못하고 있다 

 다양한 과제 

 개인과제로 

 실습영상 

 과제대체 

 과제 

 보강 

 

 

[Q7. 온라인 강의를 준비/진행하시면서 대면 강의와 비교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에 

대한 기타 응답 

 

 가벼운 조크나 분위기 전환이 어렵다.. 딱딱한 강의  

 과제수행시 어려움-팀별로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질의 응답 및 코칭이 안되고, 기업현장의 비즈니스모델

 개발/RFP작성 실습과 탐방 불가   

 동영상 강의에 맞게 예전 사용하던 강의 자료를 모두 수정해야하는 것. 

 서로 상호 feedback 

 실시간 강의에 따른 출결과 성적 처리 

 위의 사항 전부해당 

 제작물 영상 저작권 침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급격히 떨어짐  

 학생의 피드백을 알아차리가 어려움 

 

 

[Q8. 온라인 강의를 준비/진행하시면서 대면 강의와 비교해 장점으로 생각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

까?]에 대한 기타 응답 

 

 COVID-19 확산 방지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반복해서 강의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임 

 PBL 강의 진행 중이며 장점은 없다고 생각됨  

 강의를 준비하는 장소와 시간이 자유로워 연구할 시간을 유동성있게 분배해 사용할 수 있다. 

 강의만을 고려하면 장점이 거의 없음 

 강의에 집중할 수 있다.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음 

 교수들 간의 강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음 

 굳이 강의 떄문에 외래(의대)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점이 장점임 

 급하게 준비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서 질이 높아지는것 같음 

 기타 

 기타 

 꼭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면은 없다. 

 나중에 학생들이 다시 볼 수 있다 

 몇 몇 학생들의 경우 이해도가 더 높아졌다고 함. 반복학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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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장점이 없다 

 소통이 줄어들고 학습상황 파악이 불가능하여 장점이 없음 

 실습 수업이기에 없다고 생각함 

 실시간 강의는 대면보다 장점이 없음. 치밀하게 준비된 녹화강의라면 수업자료의 재활용 및 보다 정선

된 지식을 전달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오프라인 강의와 비교 시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강의 시간인 주간에 다른 일이 가능하다. 

 잘 모르겠다. 

 장점 없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 같다. 학생들도 교수와 만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 

 장점은 그다지 별로 없는 듯 

 장점은 없다. 

 장점은 없다고 생각함 

 장점이 없고 더 불편하다 

 장점이 없다. 

 전혀 장점이 없다 

 좀더성의껏준비를한다 

 채팅을 이용한 학생들 피드백이 활성화 됨 

 추후 또 들을수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특수상황에 비접촉만 가능한 부분만 장점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반복해서 강의를 접할 수 있다. 

 

 

[Q11.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에 대한 기타 응

답 

 

 PBL  및 실습 중요 과목의 대면 교육 일정 확정 

 강의자료 제작 서포트 가능한 인력 지원 

 기타 

 기타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위한 최신의 도구 활용방법 

 위의 사항 전부 (강의교안업로드방식이 아닌 이상 모두 한번에 필요한 교육임) 

 제작비용 지원 

 평상시의 학사행정 기준을 무리하게 온라인에 적용하려는 관성을 버리고, 비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침을 다시 세워야 한다. 

 

 

[Q12-1. 있다면, 어떤 형태로 피드백을 받거나 받으실 계획입니까?]에 대한 기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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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timeter 설문 이용 

 개인 웹하드에 학생들이 업로드 하고 있음 

 교내 시스템을 통한 익명 설문 

 기관 자체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과 밴드 대화창 

 기타 

 네이버밴드 댓글과 이메일 

 시험 형태의 평가 후 중요 내용에 대한 A/S 강의  

 위의 형태 모두 활용 

 학교 e-campus에 이런 기능(예: 퀴즈, QnA, 숙제, 토론 등)이 있어서 활용함. 

 학교 시스템 이용한 무기명 피드백 

 학교(또는 학과)별 설문 조사 

 학교의 자체 강의 중간 평가 (익명) 

 

 

[Q13. 코로나19로 급하게 추진된 온라인 강의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

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다양하게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주관식 

응답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Link Reduc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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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교수자는 대체 과제를 전혀 내지 않고 오로지 강의로만 수업을 해오고 있음.  1. 처음 사용해보는

 강의 녹화 프로그램을 혼자 공부해서 사용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음. (편집은 엄두도 못냄.)  2. 게다가 

몇 주 지나서야 학생 단체 피드백을 받았고(후회되는 부분), 나름 녹화/실시간 강의를 준비/진행한다고

 하였으나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음. (대표적인 문제: 음질, 음향, 소음, 끊김 문제(S/W 문제), 서버 부하

로 인한 버퍼링 등)  3. 녹화 강의 시 서버 과부하로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여 실시간 강의로 변경하

였으나 실시간 강의의 품질이 좋지 않아(교수자가 기술적인 문제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문제 발

생) 이 역시 문제 소지가 있었음. 또한, 실시간 강의를 선호할 줄 알았으나 강의가 어렵다며 오히려 녹

화 강의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제기됨. 4. 외래 강사로 있다보니 학교는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강의를 

찍다보니 정보나 팁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음. 기존 교수는 녹화해 놓은 영상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재

활용하면 되었지만 강사는 그런 것도 없었음. 5. 대학생은 이미 고품질의 사이버강의를 수강하는 것에 

익숙한데 교수자는 전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역시 충분한 준

비가 되어 있지 못했음. 6. 학생들에게 가장 미안함. 

 1. 온라인강의로 실시간 피드백이 되려면 5명이하의 소규모 대학원강의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므로 대부분은 녹화와 양질의 편집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동영상만 봐서

는 학습수준이 확인안되므로 문제풀이가 연동된 형태의 툴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화상회

의시스템보다는 전용도구의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구글클래스룸 개념이 연계된

 동영상 시청및 확인의 학습툴말이죠. 3. 녹화와 편집에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또한 컨텐츠의 구성과 

기획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은 연구위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교육방식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교수법에 대한 교육과 온라인화 할 때 어떻게 컨텐츠를 

준비해야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교수 대상으로 필요합니다. 4. 그외 전문적인 동영상 편집이나 업로딩은

 전문요원을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5. 장기적으로 학부교육은 방통대처럼 운영하고, 대학은 

규모를 축소하여 대학원 중심의 연구위주로 재편되는 것이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에 대비하는 방

법이 될 것 같습니다.  6. 교수 역시, 그 분야의 강의전문교수를 따로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가 연구, 교육, 임상까지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교수로서 한학기에 1회 대학원생 대상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 특성상 1인

 사무실이 없고 실험실내 책상에서 학생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제 강의 순서 전이라 어

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하는지 지침을 받진 못했습니다만, 이미 온라인 강의 듣는 학생들에게 받은 피

드백으로는 실시간 강의 보단 녹화된 강의를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스코 webex를 사용 중인데 실

시간 강의 중 접속이 불안정해서 끊기거나 음성이 전달되지 않는 등의 돌발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또

한 녹화 강의의 경우 일정 시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서 학생들이 선호

한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저의 경우 강의녹화를 할 적절한 장소가 없는게 가장 큰 문제 인것 같

습니다.(더불어 온라인 강의 경험이 없는 것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애로사항

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급하게 추진되어 첫 강의등은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학생들에게 얼만큼 전달했는지 걱정이 됨 2.다

양한 미디어를 접하고 플랫폼을 접하는 시대에 맞는 강의 형식이 이루어져야 함 3.요즘 세대가 유튜브

 세대, 인강 세대인 만큼 대학강의도 이에 부합한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대학별 

다른 플랫폼이나 형식이 아닌 우리나라 대학의 공통의 플랫폼을 고민할 필요도 있음 (대학별 강의의 

질적 문제등 고려할때) 4.평가방식을 어떻게 할지도 공통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5.준비하는

 교수들에게 프로그램, PC, 모바일, 관련도구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6.준비된 온라인 강의는 유튜브,

SNS등 보다는 저작권등을 고려할때 학교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게 맞는것 같음 7.제작된 컨텐츠에 대

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1. 보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비대면/온라인 강의가 시작되어야 했다.  2. 학생들 수요조사를 바탕으

로 강의 방식의 recommendation이 있어야 했다.  3. 이미 불만이 쏟아지고 혼란만 가중되었는데 쏟아

진 물 주워담을 수는 없다. 4.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부터 보다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및 지원

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의견수렴뿐만이 아닌 교수자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5. 비대면/온라인 강의 우

수 교수자에게는 유/무형적 특별 보상을 마련함으로써, 교수자들이 비대면/온라인 강의에 보다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파행적 운영을 하는 교수자에게 처벌/벌칙 등을 생각

해볼 수도 있겠으나 심한 반발이 예상됨) 

 IT강국에 걸맞게 처음에는 온라인강의에 대한 준비가 없어 당황했으나 실시간 화상강의 및 동영상 촬영

이 가능한 설비가 생각보다 빨리 준비가 되어 놀랐다. 현재는 실시간화상강의를 하고 있어서 강의진행

은 대면강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학생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모두 보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없

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해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수업이 진행되어 그 부분이 가장 아쉽게 느

껴진다. 카메라가 없는 기기로 접속하는 학생들은 아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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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카메라가 있어도 카메라를 끄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는 듯 한다. 강의자가 학생들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워낙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다 보니 사전 준비없이 실제 현장상황이 벌어져 여러가지로 혼란

스러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2년 전부터 활용해 온 구글클래스룸이 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었

습니다. 부랴부랴 학교에서도 e-campus를 확충해서 많은 과목들이 e-campus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

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 하는 상황이라 학기 중에 시스템(e-campus 가 더 좋은 

거 같기는 하지만)을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그냥 구글 클래스룸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번

을 경험으로 또 이와 같은 상황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어 두는 것이 꼭 필요하

리라 생각합니다. 

 수강 학생들의 이해도와 수업을 통한 정보의 교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업기 때문에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내용 전달을 위한 난이도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은 그 다음 강의에서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가 가능할 때 

다시 한번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부분에 대한 리뷰를 해야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녹화강의나 

실시간강의 모두에서 강의실에서의 피드백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학생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 생각이 많아 집니다.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수강생들의 이해도 및 학습 상태의 파악이 안된다는 점이 가장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수강들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영상이나 강의 핸드아웃등

의 업로드 시 핸드폰 문자나 SNS 등을 통해 전달해야 되며, 이것 또한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측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할 수있는 전용강의실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

도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대학차

원에서 강의실 마련도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1. 학생들 얼굴을 보기 쉽지 않다. 1) meet.medric.or.kr은 강의참가 학생 얼굴을 모두 볼 수 있다. - 그

러나 해상도가 떨어진다. - 학생들이 사용하는 오디오, 비디오 환경에 따라 반응이 느릴 수 있다.  2) e

Campus (Collaborate Ultra)에서는 5명이상의 얼굴은 볼 수 없다. (OO외 몇 명으로 표시) - 오디오, 비

디오 반응이 느리다.   3) 학생들의 조별토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eCampus에서 가장 효율적인 

소통방법은 채팅임 --> 오디오, 비디오를 활용한 소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1) 영상을 녹화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촬영 중 실수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녹화를 해야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2) 학생들이 접속 시에 애로사항이 많다. (접속이 안되요, 영상 다 봤는데 안 본 것처

럼 체크되어 있어요.. 등) 3) 실습수업의 경우 이론으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4) 편집 작

업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5) 부가적으로 필요한 장비들(패드, 캠 등등...)이 추가 제공되어야 한다. 6)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들의 경우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 

 기존에 준비없이 강의하거나 실럭없는 기득귄 교수들이 아주많이 당황해하는걸 보았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강의도 있지만 이번에 실력없고 능럭없고 정치만 하려는 교수분들을 그만두게 하면좋겧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준비된 교육자을 가려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가 부담

되는 기득귄 교수분들이 준비된 온라인 강의를 하려는 젊은교수들에게 딴지를 걸면 못하거 히는것도 

힝든 현상입니다.  이런것도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10.11번은 전부 해당됩니다. 없어서 

기타로 합니다. 

 교수나 학생이나 100분이상의 녹음된 강의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개인적으로 강의중 많은 질문을 던지

며 학생들의 집중을 끌고 이해도를 확인하는 편이데, 녹음의 경우 아무런 반응없이 혼자 마이크에 100

분이상을 끊임없이 말하다보면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집중이 힘들다. 또한 저작권이나 실수에 민감해 

중간에 지우고 다시 녹음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준비시간이 배로 걸린다. 온라인 실시간 강의도 아무래

도 강의실에서의 직접 강의보다 학생들의 반응이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   

 모든 대학이 처음 겪는 상황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1) 동영상 강의 자료의 보안문제 2) 개별학

생들의 질문 중 중복 질문에 대한 교수자의 개별 답안이 아닌 온라인 시스템에서 학생 질문에 대한 학

생들 자체의 상호 토론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수자의 코멘트 가능한 시스템 3) 동영상 뿐

만 아니라 파워포인트쇼로 저장된 파일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해 학습도 체크 4) 온라인 시험을

 위한 객관식, 단답식, 그림, 음성에 대한 플랫폼 제공  

 - 온라인 라이브 강의를 꼭 녹화해야 한다던지 교내 LMS를 무조건 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던지 대학의 

관리측면 규정이 너무 강해서 유연한 강의 운영이 어려움  - 온라인 강의 준비가 더욱 많은 시간과 노

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한 학생 및 학교 측의 이해 및 공감 부족 - 강의 저작물(슬라이드, 실시간 

화상 강의 녹화, 동영상 강의) 등의 허가되지 않은 배포에 대한 고려가 부족  -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환경이 각각 다르며 마이크가 없는 등 부족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 심각 상태로 갑작스런 온라인 강의로 학생 뿐만 아니라 교수자도 당화스럽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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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상황은 같습니다. 최대한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을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알아줬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래들어 학새들이 마치 교수들이 수업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오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 이 상황은 처음 겪는 상황임을

 인지해서 서로 조금씩 이해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온라인 강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 같다. 학생들도 교수와 만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 2.과제

수행시 어려움-팀별로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질의 응답 및 코칭이 안되고, 기업현장의 비즈니스모델 개

발/RFP작성 실습과 탐방 불가 3.강의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플랫폼과 제작비용 적극 지원요청 4.학생들

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유도할 기회가 적고, 학샐들의 협업과 융합형 인재상태를 측정하기 어렵다. 

 1.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시간이 동일한 것은 문제임.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생을 반응을 확인도 못하고

 수업만 진행하기 때문에, 강의량이 상당이 많음. 오프라인 1시간보다 실시간 강의 45분이 더 많은 내

용을 다루고 있음. 2. 오프라인에서는 교수이 행동도 강의의 일부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오로지 말로만 

해야하므로, 강의후 피로감이 더 높음. 45분 수업에 15분 휴식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재 진행중인 것은 “emergency remote teaching”이지 미래지향적 “online learning”이 아닙니다. 학교

와 교육 당국도 이 사실을 우선 인정해야 합니다. 관료주의적 통제를 통해 “평상시와 다름없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버리고, 교수자에게 폭넓은 재량을 주어 선생과 학생의 행정적 부담

은 줄이고 교육의 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스튜디오 촬영, 파워포인트 녹화, 화상수업 등 매체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본인의 수업을 제대로 진행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교수 본인의 강의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은 반드

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설령 본인의 만드는 것보다 더 우수한 자료일지라도)

를 단순히 연결하여 본인의 수업을 대체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준비와 녹화, 편집, 업로드까지 .. 절대적인 시간은 오프라인보다 더 필요합니다.  강의자료 제작에

 여러 고민이 필요하고 말하는데도 여러 제약이 있기도 하고요. 녹화된 동영상의 사이즈가 커서 인코

딩 및 업로드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템이 받쳐줘야하는데 인프라 측면에서 고민이 되네요.  

또한 앞으로 시험 등 평가를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실습이 아닌 총론 등 이론 수업이 위주가 되는 경우, 온라인이나 현장 수업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

았습니다. 강의 후 학생간 소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메신져나 이메일, 직접 통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이라면 실습이 반드시 필요한 각론의 경우 수업에 대한 

직접적 관리와 이해도 검토가 어렵다는 것이겠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교수자의 부담이 너무 큼 시스템에 장단점이 있고 하나 익히기도 힘든데 

학생들에게 휘둘려 수시로 이 시스템 저 시스템을 오가게 하여 강의 중비가 힘듬 온라인으로 실시간으

로 진행할 때 수강생이 많으면 어차피 쌍방 소통이 불가하게 학생들의 웹캠과 마이크를 꺼야하는데 실

시간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판단됨 

 업로딩 용량을 생각해서 제작을 해야하고 다시 용량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하며 업로딩도 쉽지 않아 매

우 불편하며, 갖춰진 마이크와 카메라가 없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에 조악하고 음질이 

매우 불량함. 갑자기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려니 어색하고 말투도 이상하게 녹화되는 거 같아 여러번 

다시 녹화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개인적 애로사항)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준비가 덜 되었고, 이를 지원할 방법도 부족하다. 특히, 학생들이 화상

카메라가 대부분 없는 상태이고, 마이크도 이어폰에 있는 것으로 하다보니 이마저도 안되는 경우도 있

다. 스마트폰을 화상카메라와 마이크 역할을 하게 하고, 디스플레이는 일반 모니터나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되면 좋겠다. 

 - 현재 몇 주간에 걸쳐 대부분의 교수들은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져 가고 있으나, 비대면수업시 평가방

식에 대한 지침과 플랫폼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비대면강의 종료를 예상할 수 없기에 강의를 억지로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치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고 보급하는 것이 시급함 

 실험실습 강의를 맡은 강사로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실험실

에 근무하는 입장으로서 개별적으로나마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실험을 볼수있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

나 온라인으로 준비하여 보는것은 사실 유투브와 인터넷 내용을 보는것과 큰차이가 없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학생들과 실시간 또는 다양한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또 한가지는 평가의 경우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각됨,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또한 반드시 필요한 실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시급히 강

구되어야 함 

 1.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대처 문제 2. 화상회의시 마우스로 글자를 쓰는 것은 상당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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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그래서 메모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문자판에 없는 글자는 그림판을 사용한다. 그림판의 경우 글

자를 제대로 쓸 수 없다. 이 를 위해 그림 그리는 태블릿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인 비용이 발생

한다. 

 학생들의 대면수업때에는 수업내용에 대한 반응 즉 이해정도를 얼굴을 보면서도 알고 질문하면서도 알

기에 반복수업을 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수 있었는데 비대면수업이니 질문을 다른 방법으로 하라

고 유도해도 학생들의 질문이 거의 없고 잘 안됨. 향후에는 이런 소통의 온라인 강의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온라인 강의를 하게된 이유와 관계없이 금번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량개선하여, 향후에는 온/오프라

인 강의를 겸하게 하여 강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게 하고,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게 하

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현재의 제반 문제점은 시간을 두고 개선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

단됨. 

 교수의 강의의 충실성 평가 및 학습자의 쌍방향 강의내용 이해도, 수업자 참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

치가 제한됨. 이를 위한 온라인 수업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절실함.                    예) 35분 수업 

+ 5분 온라인 평가 + 10분 피드백 등..의 절차와 방법 제시가 필요함   

 이후의 재난 상황에 전환이 빠를 수 게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의 선택을 평소때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강의형태를 지원했으면 함. 그러나,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평가나 행정근거를 우위에 두는 

방안은 적합하지 않음. 이미 예기치 못한 상황의 준비에 부담과 노력이 배가 되고 있는 중임. 

 시대적 흐름의 변화는 코로나 사태의 전화 후로 나눌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대면 

수업도 필요하지만, 온라인 강의의 활성화를 시킬 계기로 삼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앞으

로 또 이런 상황이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비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교 교육은 단순히 지식만 전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보다 많이 살고 경험한 삶에 대한 고찰로 학생

들과 눈을 마주하면서 교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번 학기 수업은 학생들에게 많이 부족하

여 한학기 전체를 휴강하고 가을학기에 첫학기 대면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과목의 특성상 판서가 파워포인트보다 용이하나 동영상 수업으로는 판서가 불가능하다. 물론 강의 영상

 자체를 녹화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 좀더 많은 스튜디오가 필요하다. 현재는 모든 수식

을 파워포인트로 입력하고 있으나 그러기에는 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  

 준비는 정말 성심성의껏 하고 녹음도중 잘못 말하거나 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또 검토 하며 재녹음 과

정을 거치면서 준비하는데 비해 학생들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성의없다는 평을 하는것이 안타깝습니

다. 정말 학생들도 성의껏 듣기는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강의는 학생들과의 교감이 필요한데, 온라인 강의는 이러한 부분에서 미흡한것같다. 학생들이 강의에 대

하여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관심있어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좀 더 흥미롭게 진행하여야하지만, 온라인

강의에서는 일방적인 내용 전달밖에 되질 않아서 교감 학습 능력이 떨어짐.  

 소리와 화면의 품질에 따라 수강자의 참여도와 피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됨. 마이크 사용법이나 화

면구성에 따른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

속 소리가 울리거나 한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고민이 됨. 

 처음 겪는 일이라 학교당국도 충분한 검토나 준비없이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고 기간에 대해서도 예측을

 못하다보니 교수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4주후에 대면강의 하면 될 것으로 잘못판단하였다. 1회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강의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고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에 맞는 학습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다보니 실시간 소통이 잘 안되어 힘듬. 실

시간 화상강의 같은게 된다면 좋겠지만, 학생들 상황도 다 제대로 준비되지도 못하고...  실습수업이라 

아이들과의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좋을 듯. 

 실시간 화상강의를 진행중이지만, 교수인 저와 학생들 모두 실습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학생들도 학습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매주 레포트와 피드백을 통해 실습 상황을 확인중이지만,  

아무래도 학습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온라인강의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고 문제점은 충분히 나올것이고 이는 하나하나 해

결하면 되니, 대면강의의 평가 기준의 기대로 온라인 강의를 직접평가해서는 안되고, 온라인 강의의 평

가 기준을 세워 이에 맞는 강의평가가 이루워 져야함.   

 영상물 제작, 과제물 채점, 질문에 대한 답변 등 모든 업무를 교수 혼자 감당하다보니 건강에 무리가 따

름. 재택수업 시작부터 밤샘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음. 업무 보조가 필요한 수

업 방식에는 조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온라인 강의는 실습강의와 다르게 시행할 수 있는 활동등이 제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

해서 추가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함. 특히 실습이 필수불가결한 수업은 추가로 학교에 오는 것을 부분적

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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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경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없는 경우, 핸드폰으로 접속하는데, ppt 등 화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지 걱정임(미리 수업자료를 제공함) 학생들이 캠을 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실시간온라

인 강의의 장점을 전혀 살리고 있지 않음 

 학생들의 접속 환경에 따른 접속 불안정, 영상 저하 및 음성의 끊김 등...기본적인 문제들의 보완이 시급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학생을 고화질의 영상으로 모두 모니터 할 수 있는 기능등이 

편리하게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사이버강의에 대한 이전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예: 학점당 최소 몇분)새로운 원칙으로 온라인 강

의를 보완하기 위한 방식으로 과제 등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과 과제 평가

에 대한 교수의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보임.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국가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고육지책으로 시작된 것이 온라인 강의라 생각됨.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이 상황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과 논의과정을 통해 향후 온라인 강의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정착하기를 기대함 

 1)PPT를 주로 사용하는데 PPT를 말로만 하는데는 조금씩 아쉬울때가 있음. 펜북처럼 쓰고 그리면서 전

달하고자 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장비들을 구비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음.  2)중간/기말고사를 온라인으

로 어떻게 봐야하는지 걱정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되어 난이도, 분량, 피드백, 성적평가  관련하여 아직도 고민하

고 있습니다. 대면강의 때에도 학생들의 이해도 이슈로 걱정이 많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한 강의를 학

생들이 얼마나 이해할 지 고민이네요  

 학생들의 이해도를 체크하면서 강의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게 어려워서 다소 일방적인 진행이 

되는 듯한 점이 문제로 남음. 나중에 따로 피드백을 받아 다음 강의에 참고가 될 수 있으나 강의 중의

 진행에는 반영하기에 문제가 많음.  

 학생들의 이해도 체크와 수업방식 선호도를 알수없어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일부 학생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보는 등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출석 문제도 있고해서 효율적인 수업방식을 더

 도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이 시급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교수가 자체 제작한 강의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당국과 학교의 대책을 들어보지 못 했음. 교수 자신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수와 대책을 자체 마련해야 함. 

 학생들을 대면하면서 자유롭게 진행하는 토론이 온라인 강의에서 쉬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강의에 대한 플랫폼들은 많으나 시험에 대한 플랫폼은 전무함. 토론과 시험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족으로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학생의 피드백과 

어느정도 이해하는 지 따라 강의의 강약이 달라야하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할 수가 없어 학생, 교수 모

두 어려운 수업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점: 현재 줌 사용 중인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우려됨.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아직 없음. 학

생 참여를 확인하기 어려움. 비디오가 있는 학생들도 비디오 켜는 걸 부담스러워 함. 시험을 온라인으

로 어떻게 쳐야 할지 걱정됨 

 처음에는 서버가 부족하여 업로드가 되지 않거나 재생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시간이 흐르면

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음.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강의 방식에 강의자와 수강생들의 새로운 흐름이

 생기는 것은 일부 바람직함. 

 접속은 했는데 강의를 듣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고 학기마다 팀별 발표를 시키는데 온라인 상에

서 개인 발표로 대체할 경우 모든 학생이 다 할 수 있을지 접속문제 때문에 항의하는 학생이 있지 않

을까 평가 방법이 제일 걱정.  

 온라인강의 플랫폼 구동이 힘들고 접속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연결이 힘들고  기게조작, 컴푸터 온라인

상의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움, 학생들의 피드백을 확인할수 없어서 더 연구해야할 과제이고 실험실습

의 경우 온라인강의 어려움이 있음 

 온라인 강의를 2주 정도 예상하였으나 한 학기를 모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혼란스러우며 온라

인 강의 준비에 대해 미흡하다고 느껴짐. 시간적으로 준비과정이 없었지만 온라인 강의에 대한 체계적

인 교육은 필요하다고 느껴짐. 

 온라인교육 플랫폼은 상용화 되어 사용할 수 있는것들이 있으나. 교수자나 학생들의 교육인프라(웹캠, 

노트북, 마이크, 각종 툴 등) 은 준비가 미흡하여 학습의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으니 이것들에 대한 준

비 와 보급이 필요함. 

 학생들은 학업권 침해에 대해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실시간 강의보다 녹음된 강의를 본인들의 편리성에

 맞추어 더 좋아함. 온라인 강의는 학생수가 적은 강의에 적합함. 학생들과 전혀 피드백이 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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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임 

 오프라인에서의 강의에서도 패드 사용등을 통한 강의를 해 왔던바, 온라인 강의의 큰 어려움은 없으나 

학생들과의 소통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고민은 있음. 실시간 강의와 소통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경우에

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음 

 국내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가 적어서(canvers, blackboard) 단기간내 지원부분에 많은 문

제가 있었음.  보다 많은 경쟁을 통해 업체들이 나온다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시간 동영상 강의가 강의와 가장 근접한 방법인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없어 동영상을 올리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이므로 현재는 불가능하였지만 식시간 화상 강의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제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미리서 Blended learning 을 준비해 놓아서 괜찮았으나 결국 대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강의가 

많고 아무리 온라인 좋아도 한계가 있다... 다만 최대한 대면강의와 유사하게 만들면 좋을 듯 싶다.  

 - 교수/학생 모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 기간이 없이 진행되어 혼란은 있으나, 이번 사태뿐만 아니

라 추후에도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이 교육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양측 모두 준비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교수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강의 준비를 위한 플랫폼과 프로그램 제공을 다양하게 해 주고, 과목의 특성

에 맞게 자율성을 주었으면 좋겠음. 그리고 성적은 P/F나 절대평가로 낼 수 있도록 변화도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됨 

 일단 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목 평가와 출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에

러 사항에 대한 가이드 및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수업 중간에 생기는 이탈에 대한 제지를 할 수가 없

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증가하는데 반해 강의 내용의 충실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강사 개

인의 역량에 따른 강의 수준의 차이가 큰 것 같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나 인프라 지원 등이 필

요하다. 

 너무 조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에 대한 전달력 및 학생들의 이해도가 현저히 낮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보완과 함께 대면 강의에 대한 보완 (강의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온라인 강의와 관련해서 가장 큰 고민은 오프라인 시험대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

민인데 이와 관련된 논의와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평가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온라인 강좌 제작에 대한 지원 미흡 - 온라인 강좌 진행시 비대면으로 인한 무반응 어려움 - 온라인 강

좌 시행시 평가 방법 어려움 - 온라인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및 성취도를 알기 어려움 등 

 대면강의에서는 학생들의 집중 및 이해 정도를 파악하여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강의자의 준비와 노력 

대비, 학생들은 강의를 틀어놓고 집중하지 않고, 넘길 가능성이 높아서 교육효과 측면에서 가장 걱정이

 됨 

 실습부품의 학생들에게 배송하려고 하는데 실습부품 구매의 지연 및 배송비지원의 지연 등 학교행정의 

지나친 보호주의 만연. 지나친 공무원들의 학교행정에 대한 갑질 횡포에 의한 행정시스템 관료주의화. 

 온라인 강의가 실제 준비, 운영 과정에서의 노력이 더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구요,

 강의의 다양성을 위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문제점: 학생들의 이해도와 집중도에 문제가 있을것이라 사료된다 개선사항: 학생들의 피드백을 매 강의

마다 받았으면 좋겠다. 또는 강의가 마치면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온라인 강의의 뚜렷한 종료 기간이 없다보니, 학생과 교수자 모두 한주

한주 강의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급하게 준비된 상황을 고려했을때 온라인 강의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됨. 학생과 교수자 모두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됨.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사용 설명이 없었기에 강의를 진행하는데 상당

한 불편한 점이 있다. 그리고 사용상 문제 점은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온라인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어떤 점에서 더 나을 수도 

있는지, 과목의 성격 등을 헤아려가며 교수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제대로된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발생되고 있고, 강의 준비를 위한 지원체계가 엉망

이어서 모든 과정을 직접 준비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꼭 보완해야 될 사항 입니다 

 강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학생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학교 방침은 제시되어 있지만 각 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강의를 준비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천천히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 비중을 높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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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코로나19 이후에 블렌디드 러닝 형태의 강의를 지향하면 좋을 것 같다.  

 개인이 영상촬영편집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대면강의가 더

 연장된다는 공지를 받아 급히 준비하게되어 수업의 질에 스스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수입장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고,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아 학습환

경 적응에 시간이 걸지지만 온라인이라도 장점을 잘 살려서 강의를 운영하고 있음 

 내용 정리 위주의 강의는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실제 강의에서는 team-based learning 등 다양한 강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 온라인 강의가 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교수사회의 준비가 필요함. 따라

서 관련된 재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대학교육의 질 제고가 가능해짐.  

 계획성이 없어 임시방편적인 준비가 문제입니다. 다만,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기에 앞으로

 여러 환경과 상황을 설정해 미리미리 대응 교육방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1. 준비하는 차수가 계속늘어나는 것 2. 출석상황이나 강의진도율 파악 3. 성적평가 절대평가로 진행할

지? 4. 실습을 못하는상황대처방안 5. 중간수시평가등 도입이 어려움 

 강의를 준비하는데 있어 편집과 영상업로드 방법이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보다 학교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학생들의 수업참여와 이해도 문제가 가장 큼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수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가에 대한 해결 방안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실험 과목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접속의 안정성유지가 가장 필요합니다. 강의

 전달이 끊기는 것이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보입니다.   

 강의 준비 환경과 강의 지원 플랫폼에 대한 부재로 인해  교수자와 학생들 모두의 피해가 양상되고 있

습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작과 배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대면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부재와 언제까지 

온라인 강의를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대학 신입생들의 의견에서 전공교과를 혼자공부하는 느낌이라고 해서 학업을 지속할 의지를 잃을까봐 

걱정된다. 대면하는 강의와 실습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는 기회였다.  

 온라인 강의하는 교수들의 마음이 제일 크다. 본인의 강의에 철학이나 정신이 있다면 영상촬영등이 어

려움이 없는데, 이걸 피하려고 하니 너무들 어려워하는 것 같다.  

 실습 수업에 대한 대안이 필요.  예를 들면, 실습용 시뮬레이터에 대한 교육용 제품 제공이나 실습용 컨

텐츠 제작을 쉽게 할 수있도록 하는 플랫폼 등이 필요함. 

 강의의 질적인 저하와 그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이해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모든 과목을 임시로 절

대평가나 Pass / Fail 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강의는 생각보다 할만하나 중간 기말고사는 평가가 어렵다. 부정행위를 완벽히 막을 수 없고, 이에 따른

 학생들 사이의 불신과 평가기준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MP4 파일의 변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단점이 있고  강의도중 잡음 등으로 완성한 파일의 내용을 

편리허게 자르거나 편집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다  

 비단 코로나 19  때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강의는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미리 학습하고 실제 

수업에는 토론하는 형식의 수업이 오히려 더 좋을것임 

 학생들은 EBS를 포함한 인터넷 강의에 익숙하여 기대하는 바가 높지만, 강의자는 초보로 제작하기 때문

에 들이는 시간에 비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짐 

 처음에는 2배 이상의 강의 준비와 부담이 되었는데 한달 진행하다보니 익숙해져서 부담이 없다. 소통의

 실시간 채팅이나 이메일로 하므로 큰 불편함은 없다. 

 온라인에 맞춰 강의노트를 보완하느라 노력이 더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

 향상,  개별적인 논의 유리, 시간 제약의 완화.  

 처음 수업 준비인 영상촬영에 익숙하지 않아서 고생스러웠음. 현재 조금 익숙해진 듯 하나 학생들과의 

피드백이 힘들어 강의에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전산 코드야 짜 오는 것을 과제로 내어 실습을 수행한다고 쳐도,  화학, 생물 분야에서 실험/실습이 필

요한 학습은 어떻게 수행 할 지 걱정이 됨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수업 시간 내에 학생들과 소통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의준비자는 좀 더 정성을 기울여 효율적 학습을 위한 강의자료를 반들고 수강자는 준비된 강의를 좀 

더 성실하게 수강하고자 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 교육부에서 규정과 지침, 기준보다는 교수의 고유권한을 부여해서 강의와 수강이

 정상적으로만 되도록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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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과 대면하며 직접 소통하는 것도 사회적 의사소통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어렵고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

의 경우 실습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학생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살필 수 없어 강의 진행에 어려움이 따름. 앞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

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혼동이 예상됨 

 학생들과의 실시간 대화가 없는 온라인 강의 시간이 오프라인 강의 시간과 같을 수 없는 사항인 바, 온

라인 강의 시 시수 조정이 필요함. 

 갑작스러운 사태로 강의 준비 시간이 충분치 않다.  대면 수업 없이 곧바로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어 학

생의 성향과 수준 파악이 어렵다. 

 평가에 대한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아 지금은 문제가되지 않지만, 대면 시험을 봐야 하는 과목인데 평가

를 어떻게 해야할지가 고민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다운되는 현상이 가끔 발생합니다. 시스템의 안정

화가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됩니다. 

 교수자로써 자기점검 계기가 되는 측면이 있음.   갑작스러운 시스템 전환으로 온라인 강의용 컨텐츠 

준비 및 기술지원 부족이 문제.  

 온라인 강의는 대학 강의의 본질을 한참 벗어난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이 사태가 마무리 이후에는 성

실한 대면 강의로 돌아가야합니다. 

 . 조급한 온라인 수업의 준비로 작은반복되는 문제점으로 온라인 수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에 의한 평가 기준과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만 있다면 크게

 무리없이 수업이 가능하다고 봄 

 개인적으로 8명이상의 대규모 강의! 는 영상 심포지엄으로 진행  8인이하는 interactive lecture가 좋다

고 생각됨   

 강의의 일방적 전달에 대한 애로, 평가방법의 부재가 가장큰 문제임. 강의 후 전공과목을 어떻게 비대면

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임. 

 화상 강의 경험이 처음이라 많이 어색했습니다.  강의 만들어 촬영하고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체

계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따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정 

시간에 강의 끊김 현상 등) 

 온라인 강의 준비에 대한 기술적, 시간적 부족. 강사의 온라인 강의 제작에 대한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

지 않음 - 강사 부담 가중 

 준비없이 진행하게 된 온라인강의지만, 이번을 기회로 온라인강의를 적극 활용하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

로 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주입식 온라인 강의 위주가 되고 있다. 강의는 교수의 전문 강의 철학이 들어가야 하는데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어 상당히 아쉽다  

 혼자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것보다, 같은 분야의 교수님들이 모여 공통 교안을 준비 및 확보하면 노

력의 소모가 적을 것이다. 

 온라인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일방적인 강요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속

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온라인 강의된 정례화된 기준이 없음. 기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정도로 앞으로 상호 사용자와 제공

자의 상호 이해성이 필요함. 

 특정 화상 운영 시스템은 기관 특성상 네트워크 보안 문제로 강의자나 수강생 모두 개인 데이터를 활용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화상 및 마이크 사용시 일부 학생이 자동으로 퇴장당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대한 서비스 안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어쩌면 온라인 강의가 좀 더 실속있게 강의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는 몇배의 노력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온라인 강의가 필요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대비하여 대응 매뉴얼을 준비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한학기 강의 방식 계획을 학교에서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거의 주별로 강의 방식에 대한 지시

가 내려오니 힘듭니다. 

 제일 문제가 학생들의 반응이나 이해도를 가늠할 수 없고 이를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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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오히려 준비시간이 많이 든다. 컨텐츠 사전 제작과 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학교에서 

상시 운영해야 한다. 

 중간고사 및 성적관련하여  교양과목강의자로 다른분반과 형편성을 고려해야하나 중간고사 자율로 시행

했을시 문제가있을것 같음 

 확립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인해 교수, 학생 상호 불만족스러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온라인 강의 

시스템 확립이 필요함 

 획일적 온라인 강의를 강요하기 보다는  교수 재량 범위내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매주 바뀌는 학교의 지침이 가장 큰 문제이다.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자료 제출이나 강의안 수정을 요청

해주면 좋겠다.  

 화상강의를 진행중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1. 실습 수업의 진행  2. 학생들의 피드백 확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면수업이 아니다보니, 학생들과의 피드백, 이해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일방적인 수업이 될 

것이 우려됩니다.  

 대면강의와 보완작용을 할수 있다는점에서는 긍정적임. 하지만 대면강의의 장점을 온라인강의가 따라가

지 못하는것은 분명함.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수업에서의 이론만 진행함에 따른 학생들의 불만해소 및 등록금 반환요청 문제로

 확산 우려가 있음 

 급하게 진행되었지만 평안히 잘 진행되는 모습이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일반 수업보다 훨신 소요가 많

이되는것은 사실이다 

 실습/실험을 포함하는 수업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을 일부 혼합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및 도

입이 절실함.  

 자체 제작 온라인 강의물의 품질 염려 보조 자료 동영상 클립의 저작권 강의 동영상의 저작권 및 학생

들의 무단 배포 

 갑작스런 진행이지만 이기회를 통해 일부는 온라인 강의 등이 향후에도 자리를 잡게 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됨. 

 수업 중 판서 기능을 해결하는게 어려움 직접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쓰는 것을 보면서 수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 

 대면이 아니다보니,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기 매우 곤란함.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제시되기

를 희망함. 

 문제점: 학생들의 이해도 확인이 힘듬 - 그냥 듣고 끝!! 개선점: 딱히 없음.....본인들이 공부하는 것이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수업이라 체계성이 부족하지만 현재 사이버대학에서 진행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실습이 포함된 과목의 경우 온라인 강의가 힘들고, 또 온라인 평가의 기준이 없어서 수업진행에 어려움

을 겪음 

 개별 수강생의 온라인 시스템 불안전을 해결할 수 없으니 30명이상의 강의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매우 

어려움 

 무턱대로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실시하는데는 학생들의 이해도 측정 불가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실습 과목은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데, 하드웨어 기반의 실습 과목은 현재 대안이 없

다. 

 현장에서 강의할때 집중을 못하는데 지금은 수업을 듣는건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 

 급하게 온라인강의로 진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없이 어쩔수없이 진행하고

있다는것 

 기말고사기간까지 코로나로 인해 대면강의가 불가하다면 학생들 학점부여를 위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함.  

 실험의 경우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

하다 

 교수와 학생 서로 현 시국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

니다 

 청강생이 100명 이상인 대형 강의인 경우, 스튜디어 녹화 같은 방법이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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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점이 있으나 코로나 이후에도 활용가능한 온라인 강좌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

다  

 교내의 인터넷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각 학교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

다. 

 일단 학생들의 response를 전혀 알 수가 없이 일방적인 강의가 되어버려서 좀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될 사항은 따로 없음. 

 칠판이나 화이트보드를 대신할 판서를 대신하는 (손글씨가 가능한) touch pad 화면이 필요함 

 자료 업로드에 따른 속도 문제, 동영상 강의 제작 가이드 및 그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등입니다 

 자체제작으로인한 영상품질 음성품질  컴퓨터 성능 소음등으로 매끄럽지 못한 수업진행이 될 수있음 

 과거내용 재사용하시는 주위분들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수업질이 확실히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리 예견된 사항이 아니라서 학교에서 지침이 그때 그때에 따라 급하게 정해져 어려움이 있음. 

 교강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획일화된 강의질 평가(예를 들면 녹화 시간)을 자제하면 좋겠음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스튜디오 제공하여 강의 녹화의 편린성과 강의자료의 통일화가 필요하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시수 인정 기준 및 평가 기준이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학생들이 동영상을 올려놓은 방법과 실시간 영상 수업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 지 알고 싶다. 

 사용방법의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다보니 준비나 학습 시간대비 학습량이 걱정됩니다. 

 온라인 강의 중 학생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컴퓨터의 접속이 불안정한 점이 가끔 보인다 - 학생들의 적극 참여를 하도록 생각중이다. 

 학점에 따른 시간 규정이 너무 원론적이다. 대학원이 강의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데... 

 준비기간 없이 진행되어 혼란스럽다. 개선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이번 계기로 대학 교육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준비에 충분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실습수업은 대부분이 대면 되지 않으면 실습이 불가능 하므로 학사 일정의 조절이 필요함 

 네트워크 인프라와 교육 컨텐츠 제작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실습과 참여 중심으로 운영해왔는데,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힘듭니다. 

 향후 온라인 강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깅의 관련 장비, 실시간 화상강의 프로그램 제공 및 이와관련된 학교 차원에서 지원 

 교재의 온라인 방송 자료로 활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듦  

 이번기회에 일부 과목은 온라인 강의로 전환해서 수업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   

 당사자 들의 의견수렴없이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세워 강요하는 것이 부적절함. 

 이론수업에 비하여 실습수업은 온라인 강의가 효율적이지 않고 학생 이해도가 낮음. 

 학생들의 피드백, 과제나 퀴즈 등을 내기 어렵고, 수업 능률을 평가하기 어렵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대학 실정에 맞는 LMS 및 학습지원 시스템 부재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상황평가가 어렵다. 성적부여를 위한 시험실시가 어렵다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의 촉박성,  강의 제작, 준비를 위한 사전 교육,    

 강의 준비가 어렵지만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  

 - 대면 강의와 비교하여, 온라인 강의는 전달력과 소통에 큰 문제가 있다. 

 학생들과 소통만 잘 되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것은 없을듯합니다. 

 실습 중심의 수업의 경우 대면 교육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방안 

 모든 준비가 미흡함. 향후 이를 활성화할 경우 튼실한 준비와 계획을 요함 

 온라인 위주로 갈 경우 사이버대학과 유사하게 강의 제작에 많은 지원 필요 

 강의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할 수 있는 적절한 플랫폼 필요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학습성취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함. 

 학생의 피드뱍 받기가 어려움. 강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어려움. 

 안정적인 온라인 강의와 평가,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반드시 필요 

 대면강의보다 강의 촬영시간이 많이 들어감. 편집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교수자들의 일관된 플랫폼 운영 필요. 강의질 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 

 온라인 강의와 플립러닝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습장비에 대한 대출건과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대한 대처에 관한 사항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힘들음.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 강의안 제작지침  출석인정방안 등이 필요하다 

 실시간 강의와 녹화 강의시 출결문제, 실시간 질의 응답시 소통 문제 

 녹화 방식으로 시도해 보았는데 이해 정도를 알 수 없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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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온라인 강의가 될지 지속적인 강의 방법이 될지 여부가 중요 

 단계적 대면 강의 진행이 필요해 보임 실습과목에 대한 대안이 필요 

 온라인 시험과 성적을 평가하는것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할듯합니다  

 실험 실습 과목에 대한 대책 강구 온라인 시험에 대한 대책 강구 

 학생들의 참여도와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것임 

 체계가 잘 정립-확립된 온라인 강의의 정착을 서둘러야 할 것임.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오프라인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출결 학생이 명확해야함 이익과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어야 함 

 외부 앱과 학교이서 제공하는 e-campus와의 연동이 필요함 

 강의 이해에 대한 피드백이 어렵다. 적절한 평가 방법이 없다. 

 교양 강좌 녹음 시간 조절이 어려웠다. 특히 음질이 걱정됨.  

 준비기간이 부족한 만큼 전폭적인 지원과 소통(개선 관련) 필요 

 학생들의 질문이 이전보다 더많아지고, 참여도가 높아진것 같다. 

 학생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야 할 것 같다. 

 온라인강의를 진행하는데 용이한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방향 강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원활한 네트워크 상황 

 기존에 준비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강의의 질이 떨어졌음  

 대면 강의와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 

 강의 자료 보안/저작권 문제,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움  

 너무 준비 없이 갑자기 강의를 하라고 던져진 느낌입니다.  

 가상환경 등 웹환경에서도 실제사회와 유사한 환경제작 필요 

 오히려 온라인 강의를 시행할때 좋은 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학교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요청해야한다.  

 이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 

 녹화된 강의내용의 용량이 부족하므로 충분한 용량이 필요함 

 대학내에 실시간 화상강의 플랫폼이 갖추어있지 않아 불편함 

 온라인플랫폼 표준화가 아닐지라도 추천가이드라인수립 필요 

 출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보안이 시급함. 

 1.온라인수업 플랫폼 활용을 위한 서버 확장이 필요함. 

 계속 미뤄지는 학사일정으로 인해 발표수업등 공지 문제점 

 문제점은 대면강의보다 질문과 토론 수업에 제약이 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인건 맞지만..솔직히 대책이 없다.. 

 학생들의 성적 기준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강의를 시도하게 될 좋은 기회라 생각함 

 장기적으로 온라인 강의 전환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 

 공통 플랫폼 제공을 위한 노력과 피드백 활성화 방안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는게 중요한 요소같다 

 온라인강의 제작에 대한  전문가활용 교육이필요 함. 

 양방향 소통을 위한 다접속 온라인강의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강의 시스템 보완 및 정확한 규정 확립 필요 

 쌍방향 통신이 해결되어야 학생 이해도 파악이 가능 

 교육지원 특히 강의 제작 지원이 절대 ㅍ리요하다. 

 실시간 강의 도중 시스템 다운이 가장 큰 문제임. 

 기초생명과학분야는 온라인강의보단 대면강의가 필수 

 과제 및 평가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람 

 강의 시수 및 달성도 인정 기준 명확화 필요. 

 녹화관련 시설 부족으로 강의녹화가 원할치 못함 

 강의 방식을 강사가 자유롭게 선정했으면 좋겠다 

 실시간 강의시 서버 지연 문제의 개선이 필요함 

 촬영 후 편집하는 시간적 여유와 기술이 부족~ 

 실시간 비대면 강의에 대한 고려가 좀더 필요함 

 크게 없지만 스트리밍의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A형 

 
 

과학분야 설문조사기관 

http://www.sci-on.net/                                        
41 

 영상 녹화 및 편집을 위한 부족한 infra 

 학생들과의 소통 및 Q&A가 가장 큰 문제임 

 온라인 동영상 강의 평가에서의 강의평가 방법 

 서버 안정화와 운영 메뉴얼 혹은 가이드라인  

 비대면강의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네요.  

 시험 등 평가 방법에 대한 대비가 아직 미비 

 준비기간없이 갑작스런 진행. 선택의 자유부재 

 대학교 서버, 이캠퍼스의 성능과 GUI기능 

 온라인 준비용 소품 (마이크, 전자펜 등) 

 수강생들에 대한 온라인수업 방식 심층 안내 

 학생들의 적극성이 다소 떨어질것 같다.   

 강의 자료 제작에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강의하면서 전체학생수업태도 관찰이 어렵다.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보 문제가 시급 

 온라인을 위한 강의자료의 준비가 필요함  

 온라인 강의를 위한 기자재 지원이 필요. 

 능동적 상호 소통 하는 시간이 부족함.  

 시간이 너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강의용 스튜디오가 절실히 필요함 

 학생들의 이해동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가상스튜디오 등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음 

 학생들 간 교수 품평회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 

 너무 급박해서 준비할.시간이.없습니다 

 노교수들 온라인 강의를 위한 맞춤고육 

 강의 제작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됨 

 영상제작 관련, 지원 및 교육 필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등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을 시스템 구축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 파악 불가. 

 그다지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없음 

 학생의 낮은 이해도와 실습의 부재 

 .영상 촬영 장비 개별 지원 필요 

 동시 접속에 따른 트래픽의 해결 

 학생들과의 실시간 피드백 불편함 

 출석 체크 및 성취도 평가 방법 

 접속이 불안정하여 자주 끊긴다. 

 사례 공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화상캠 대여가 필요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음 

 강의 준비 시간이 너무 길다. 

 추후 평가에 대한 걱정이 든다 

 멀티미디어에 더 익숙하게되었다 

 이공계 실습 수업의 어려움  

 학생과 원활한 소통 개선필요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처음 준비에 많은 고민... 

 학생들 등록금이나 깍아두세요 

 실습 및 평가 방법의 개발  

 너무촉박하다 탁상공론이심하다 

 통일된 온라인 플랫폼 부자 

 온라인 강의의 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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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물에 대한 저작권 확보 

 지원된 플랫폼으로 만족함 

 여러가지로 고충이 있다. 

 시설의 준비가 미흡하다. 

 빠른 시스템 지원 필요함 

 충분한 준비 시간 필요 

 실습 환경에 대한 고민 

 Sathishkumar 

 온라인 생태계 구축필요 

 하루 빨리  대면 강의 

 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의제작에 힘들다. 

 영상강의제작방법지원 

 기말고사 평가 문제 

 설문 답변과 같음 

 충분한 준비 필요 

 평가 기준 마련 

 시간적으로 촉박 

 즉각적인 피드백 

 문서의 외부공유 

 특이사항은 없음 

 온라인지원 필요 

 시스템의 문제 

 플랫폼 부재 

 학기제 변경 

 성적 평가 

 준비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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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지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 국내 이공계 대학 교수 및 강사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개강이 연기되고, 대면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실

제 대학 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기에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인식 및 환경 등을 파악해 보고 향후 교수 및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온라인 강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국가지정 5개 분야 전문연구정보센터가 공동으로 '대학/대학원 온라인 강의

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더 좋은 학습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

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주관: 5개 전문연구정보센터 (가나다순) 

- 기계․로봇연구정보센터(MERRIC)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 

-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EIRIC) 

-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 

□ 조사기간: 2020년 4월 7일 ~ 4월 15일 (9일간) 

□ 소요시간: 17문항, 약 2분 소요 

□ 조사진행: BRIC SciON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문의: member@ibric.org 

 

 

국내 이공계 대학  

교수 및 강사 
 

국내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A형: 설문참여하기 >  B형: 설문참여하기 > 

 

♠ 본 설문지에 답변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 및 결과 분석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집된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경품(모바일 쿠폰) 당첨자 연락에만 한정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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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설문 

 

국내 이공계 대학 교수 및 강사 

 

Q1.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강의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1)   녹화된 강의 재생 

2)   실시간 화상 강의 

3)   강의자료 업로드 

4)   과제 제출 방식 

5)   기타   (                    ) 

 

Q2. 현재 온라인 강의에서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1)   학교 제공 시스템(e-campus) 

2)   유튜브 

3)   줌 

4)   스카이프 

5)   구글 클래스룸 

6)   구글 행아웃 / 행아웃미트 

7)   시스코 Webex 웨비나 

8)   화상으로 진행하지 않음 

9)   기타   (                      ) 

 

Q3. 현재 선택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선정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1)   대학이 선정한 플랫폼이라서 

2)   이미 사용해 본 플랫폼이라 익숙해서 

3)   주위 동료 교수/강사 분들의 추천으로 

4)   본인의 강의를 위해 적절한 기능들이 있어서 

5)   가장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이라 생각되어서 

6)   기타   (                       ) 

 

Q4. 선택한 플랫폼의 기능적인 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1)   영상과 음질의 성능 

2)   접속의 편리성 

3)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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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 방법의 편리성 

5)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편리성 

6)   다양한 온라인 학습도구 프로그램 제공 

7)   기타   (                            ) 

 

Q5. 온라인 강의 준비를 하면서 기존의 대면 수업 준비와 비교해 시간과 노력이 어느 정도 투자 됩

니까? 

1)   대면 강의보다 절약 

2)   대면 강의와 비슷 

3)   대면 강의보다 2배 

4)   대면 강의보다 3배 이상 

 

Q6. 온라인 강의 수업 내용 중 실습이 꼭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까? 

1)   있다. => Q6-1. 

2)   없다. 

 

Q6-1.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습을 해결 할 계획인지 작성해 주세요. 

 

 

Q7. 온라인 강의를 준비/진행하시면서 대면 강의와 비교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1)   온라인 플랫폼 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 

2)   강의용 학습물을 새로 제작하는 문제 

3)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 및 장소의 문제 

4)   학생들의 이해정도와 학습상황 파악의 문제 

5)   온라인 접속 불안정으로 인한 강의 전달의 문제 

6)   애로사항 없음 

7)   기타   (                         ) 

 

Q8. 온라인 강의를 준비/진행하시면서 대면 강의와 비교해 장점으로 생각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1)   강의를 준비하는 장소와 시간이 자유롭다. 

2)   수업자료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학생을 대면하지 않아 덜 부담스럽다. 

4)   질문과 토론이 오프라인보다 더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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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 

 

Q9. 온라인 강의와 관련하여 대학으로부터 받은 지침, 정보, 지원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Q10. 온라인 강의를 위해 대학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스튜디오 제공 

2)   강의 촬영 프로그램 지원 

3)   온라인 강의 플랫폼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4)   카메라, 녹음기, 헤드셋 등 지원 

5)   필요하지 않다 

6)   기타 

 

Q11.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   온라인 강의 제작 방법 

2)   영상 촬영과 편집 교육 

3)   PPT 제작과 녹음 

4)   화상수업 운영 방법 

5)   Flipped learning 교육 

6)   온라인 강의에 맞는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 

7)   기타   (                          ) 

 

Q12. 온라인 강의 수업 과정 중 학생의 이해도 체크, 만족도 확인, 학습개선을 위해 피드백을 받거나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있다. => Q12-1. 

2)   없다. 

3)   고민 중이다. 

 

 

Q12-1. 있다면, 어떤 형태로 피드백을 받거나 받으실 계획입니까? 

1)   구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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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bex의 투표 기능 

3)   소크라티브 

4)   이메일 

5)   메신저 채팅 

6)   온라인 수업용 게시판 

7)   기타   (                       ) 

 

Q13. 코로나19로 급하게 추진된 온라인 강의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의

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다양하게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참여자 인적사항 

 

Q14. 귀하는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Q15. 귀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1)   정교수 

2)   부교수 

3)   조교수 

4)   전문/외래 강사 

5)   기타 

 

Q16. 귀하의 소속대학은 어느 곳입니까? 

1)   과기특성화대학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 

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3)   서울대, 지방 거점 국립대 (부산대, 충북대, 경북대, 전남대 등) 

4)   3)을 제외한 국공립대 (시립대 포함) 

5)   서울/수도권 대형 사립대 (연대, 고대, 경희대, 중앙대 등) 

6)   5)를 제외한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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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귀하의 연구분야는 무엇입니까? 

1)   기초과학 (물리/수학, 화학, 지구과학, 해양 등) 

2)   생명과학 (분자생명/기초생명/기반생명, 농수식품 등) 

3)   의약학 (의학/치의학/간호학, 한의학, 약학 등) 

4)   공학 (기계/로봇, 소재/화학공학, 건설/교통 등) 

5)   ICT•융합 (컴퓨터/소프트웨어/전자/통신, 에너지/자원/환경 등)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