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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COVID-19 pandemic, e-learning has become more prevalent in dental educat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video lectures with embedded quiz question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references of each
educational method for dental students (n=70) who took all three lecture types (offline lecture, Group 1; video lecture without
embedded quiz, Group 2; and video lecture with embedded quiz, Group 3). In terms of other behaviors that imply the nonacademicrelated activities, Group 2 was significantly the highest, whereas in terms of lecture flow, it was the lowest. In terms of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confidence, Group 3 lecture type was significantly preferred. In terms of communication with professor and
communication with students, Group 1 was the most preferre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Group 3. In
terms of overall lecture satisfaction, Group 3 lecture type was significantly the highest. The e-learning method using video lectures with
embedded quiz questions c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raditional offline lectures in dent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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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해야 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의 빠른 전환은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빠르게 확산된 2019년 코로나바이

였지만, 교수 및 학생 양쪽에게 여러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학습

러스(COVID-19) 대유행 상황은 교육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 변

자의 동기 부족, 원격 온라인 학습 방법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화를 일으켰다[1]. 유네스코의 2020년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및 서버 대역폭 문제, 강의를 위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생

120개 이상의 국가가 보건 당국의 조언에 따라 교육 기관을 폐

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3,4].

쇄했고, 캠퍼스에서 체육 수업을 중단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형태 중, 교수가 사전 녹화한 동영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상 강의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비

전환했다[2].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교수들은 교육 과정

동시적 온라인 수업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5]. 이 방식은 학

의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했고, 학생들에게 필수 교육

생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반복적인 학습

및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전적으로 의존

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성으로 학생의 학습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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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할 경우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는 갖는다[6]. 즉, 온라

본과 3학년 2학기 치주과학 수업(2020년 2학기)

인 출석 체크를 위해 사전 녹화된 동영상 강의를 틀어만 놓고,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플랫폼을 통한 퀴즈 삽입

딴짓(other behaviors)을 하여도 교수가 모니터링 및 제어할 방

형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비동시적 온라인 수업(video lecture

법이 없다[7]. 이러한 학습의지의 차이는 비동시적 온라인 수업

with embedded quiz).

방식에서 학생 간 학습격차를 발생시키며, 결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8].

퀴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 제작 및 진행

이러한 학생 간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간단한 퀴즈를 들 수 있다.

교수자는 구글 클래스룸(https://classroom.google.com)과

최근 보고된 Sotola와 Crede [9]의 52개 수업에서 총 8,000여명

연동되며 무료 웹 어플리케이션인 Edpuzzle (https://edpuzzle.

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료들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 수

com)을 사용하였다. 먼저, 사전 녹화된 일반적인 형태의 동영

업 시간 중에 퀴즈 문제를 자주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격

상 강의를 가급적 15분에서 20분 정도 분량의 수업으로 나누어

차를 줄이고 학업성적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

Edpuzzle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이후, 상기 어플리케이션 기

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온라인 또는 서면상의 퀴즈 형태

능을 사용하여 수업 내용과 관련된 객관식 형식의 퀴즈를 작성

와는 상관없이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하여 중간마다 삽입하였다(Fig. 1A). 대부분의 퀴즈 문제는 복수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

정답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답 선지에는 피드백을 추가하였다.

문을 통해, 퀴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비동시적 온라인

이렇게 제작된 퀴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를 본과 3학년 2학기 치

수업 방식이 전통적인 대면 수업 및 일반적인 비동시적 온라인

주과학 수업이 개설된 구글 클래스룸에 연동시켜 비동시적 온

수업 방식과 비교하여 효과적인 교육방법인지 평가하고자 하였

라인 수업을 진행하였다(Fig. 1B). 퀴즈 시험 결과들은 구글 클

다.

래스룸에 각각의 학생별로 자동으로 교수자에게 보고되었으며,
수업 내용 및 퀴즈와 관련된 질문이나 의견들은 구글 클래스룸

Materials and Methods

자체 댓글 기능을 통해 자유롭게 묻고 교수자에 의해 피드백되
었다.

연구대상
설문조사
이번 연구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2학년 2학기부터 본
과 3학년 2학기까지 특정 치주과 교수 1인(이원표 교수) 치주과

2020년 3학년 2학기 치주과학 수업이 종료된 후, 설문 동의

학 수업을 모두 수강하였으며, 사전에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

하에서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에서 구글 설문지 기능을 사용하

구참여에 동의한 총 70명 학생(남자 50명, 여자 20명)을 설문대

여 설문하였다(Fig. 2). 세 가지 강의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크

상으로 하였다.

게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강의진행 방식

딴짓(Other behaviors)
'딴짓'은 강의를 수강하면서 학습과 관련 없는 행동을 의미하

각 학기 별 치주과학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았으며, 각 학기 별
치주과학 수업 내용은 달랐다.

였다[7]. 1점(전혀 하지 않는다)에서 5점(계속해서 한다)까지 5
점 척도로 설문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딴짓의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하였다.

본과 2학년 2학기 치주과학 수업(2019년 2학기)
전통적인 대면 수업(offline lecture).

강의몰입(Lecture flow)
'강의몰입'이란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몰입

본과 3학년 1학기 치주과학 수업(2020년 1학기)

정도를 의미하였다[7].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조선대학교 자체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까지 5점 척도로 설문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의몰입이 높

system, LMS)인 E-Class 플랫폼을 통한 퀴즈 삽입이 없는 일반
적인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비동시적 온라인 수업(video lecture without embedded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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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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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A) Video lecture with embedded multiple-choice quiz. (B) Video
lecture with embedded quiz linked to
the Google Classroom.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
'학습동기'란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을 유발하고 학습을 유지
하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하였다[10]. 1점(매우 드물게)에서
5점(매우 자주)까지 5점 척도로 설문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학습자신감(Learning confidence)
'학습자신감'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적 수행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을 의미하였다[11]. 1점(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설문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학습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교수와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with professor) [12]
1점(매우 낮다)에서 5점(매우 높다)까지 5점 척도로 설문하였
Fig. 2. Contents of questionnaires related to lecture satisfaction via
Google Survey.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였음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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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와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with students) [12]

1.0점, p =0.003) 및 퀴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2.1±0.8점, p ＜

1점(매우 낮다)에서 5점(매우 높다)까지 5점 척도로 설문하였

0.001) 방식보다 유의하게 딴짓을 많이 하였다.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기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였음을

강의몰입 항목에 있어서는 40명(57%)의 학생들이 퀴즈 삽입
형 동영상 강의방식에서 가장 강의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답하

의미하였다.

였다. 또한, 강의 몰입 정도는 평균 4.1±0.7점으로 다른 두 가
강의 만족도(Lecture satisfaction)

지 강의방식(대면 강의: p =0.004, 일반적인 동영상 강의: p ＜

'강의 만족도'란 학생들이 강의를 통해 얻어지는 만족감의 정

0.001)보다 유의하게 몰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퀴즈 삽입이 없

도를 의미하였다[13].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는 일반적인 동영상 강의는 평균 3.1±1.0점으로 다른 강의방식

까지 5점 척도로 설문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의 만족도가

들(대면 강의: p =0.001)보다 유의하게 가장 낮은 몰입정도를 보

높음을 의미하였다.

였다.
학습동기 및 학습자신감 측면에서도 각각 42명(60%) 및 44
명(63%)의 학생들이 퀴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방식을 가장 선호

통계분석

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각각 평균 4.1±0.7점(대면 강의: p ＜
각각의 범주형 변수들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표현했다. 각

0.001, 일반적인 동영상 강의: p ＜0.001) 및 평균 3.9±0.8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모수적 검

(대면 강의: p ＜0.001, 일반적인 동영상 강의: p ＜0.001)으로

정방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유의수준은

두 항목 모두에서 퀴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방식이 다른 교육방

p ＜0.05로 설정하였다. Kruskal–Wallis 비모수 검정 후 사후

식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검정법으로 Bonferroni Correction Method (0.05/3=0.0167)

교수 및 동기와의 커뮤니케이션 항목에서는 각각 39명(56%)

를 사용하였으며, 각 집단을 2개씩 묶어 Mann–Whitney 검정

및 40명(57%)의 학생들이 모두 대면 강의 방식을 선호하였다.

을 실시하여 개별 집단간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통계학적 분석

퀴즈 삽입이 없는 일반적인 동영상 강의는 각각 평균 2.7±1.1

은 SPSS version 22.0 for Windows (IBM Corp., Armonk, NY,

점(대면 강의: p ＜0.001, 퀴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 p ＜0.001)

USA)를 이용하였다.

및 2.9±1.0점(대면 강의: p ＜0.001, 퀴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

p =0.001)으로 두 항목 모두에서 유의하게 가장 낮은 의사소통

Results

수준을 보였고, 대면 강의와 퀴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방식 사이
(교수: p =0.900, 동기: p =0.105)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총 7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선호하는 강의방식(Table 1) 및 수

강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45명(64%)의 치과대학생들이 퀴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방식을 선호하였으며, 평균 4.3±0.7점으로

준(Fig. 3)은 다음과 같았다.
강의를 수강하는 중에 가장 딴짓을 많이 하게 되었던 강의방

대면 강의(3.7±0.7점, p ＜0.001) 및 퀴즈 삽입이 없는 일반적

식으로 총 70명의 치과대학 학생들 중 41명(59%)이 퀴즈 삽입

인 동영상 강의(3.4±1.0점, p ＜0.001)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

이 없는 일반적인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비동시적 온라인 수업

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을 들었다. 딴짓 정도는 평균 2.8±1.0점으로 대면 강의(2.3±

Table 1. Students' preferred lecture type of each survey question
Survey question
Other behaviors
Lecture flow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confidence
Communication with professor
Communication with students
Lecture satisfaction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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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line
15 (21)
23 (33)
20 (29)
15 (21)
39 (56)
40 (57)
14 (20)

Video lecture
No quiz
41 (59)
7 (10)
8 (11)
11 (16)
5 (7)
5 (7)
11 (14)

Embedded quiz
14 (20)
40 (57)
42 (60)
44 (63)
26 (37)
25 (36)
45 (64)

Won-Pyo Lee and Joo-Hun Son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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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n scores of each survey ques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0.05).

Discussion

아지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세대일수록 동영상 강의를 수
강하면서 딴짓을 하는 경우에도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느낀

본 연구에서 Edpuzzle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만든 퀴즈

다고 한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학생들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

삽입형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비동시적 온라인 수업 방식이 전

다고 느끼며 딴짓을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받아들인다. 문제

통적인 대면 강의 및 일반적인 비대면 강의와 비교하여 치과대

는 딴짓과 같은 행동들이 강의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크게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7]. 이번 연구에서도 3가지 교육방식 중,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퀴즈 삽입

퀴즈 삽입이 없는 일반적인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비동시적 온

형 동영상 강의방식은 전통적인 대면 강의방식에 상응 또는 이

라인 수업이 가장 딴짓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강의 몰입 측면

상의 교육효과가 있다고 치과대학생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으나,

에서는 역으로 몰입도가 가장 낮았다. Choi 등[14]의 간호대학

퀴즈 삽입이 없는 일반적인 동영상 강의방식의 경우에는 대면

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 강의에서 딴짓에 영향을 미치는 요

강의 방식보다 교육효과가 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전 제

인 분석 연구에서도 딴짓은 강의몰입과 유의한 강한 음의 상관

작된 동영상 강의에 단순히 퀴즈를 삽입하는 것만으로도 치과

관계(r=–24, p ＜0.001)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대학생들에게 교육효과를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동영상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영
상 강의 중간마다 퀴즈를 삽입한 경우 긍정적인 학습효과가 있

일반적인 동영상 강의방식의 경우 대면 강의 방식에 비해 학

음이 보고되고 있다[15,16]. Jones 등[15]은 퀴즈 삽입형 동영상

생들은 학습과 관련 없는 행동들인 딴짓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퀴즈 삽입이 없는 일반적인 동영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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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tinued.

의를 수강한 학생들에 비해 비록 강의 후 치러진 시험결과에서

는 없었던 반면, 퀴즈 삽입이 없는 일반적인 동영상 강의방식이

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퀴즈가 포함될 때 학생들은 동영

유의적으로 가장 의사소통 측면에서 불편하다고 답하였다. 퀴

상 강의에 보다 더 몰입감을 느꼈으며 결과적으로 퀴즈 삽입형

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는 비대면 강의방식에서 의사소통을 위

동영상 강의를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Rice 등[16]의 연구에서

한 하나의 해결방안인 댓글기능을 손쉽게 사용 가능한 구글 클

는 퀴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에 대한 선호뿐만 아니라 시험결과

래스룸 플랫폼에 게시된 반면, 일반적인 동영상 강의는 댓글기

또한 유의적인 상승효과를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치과

능이 없는 조선대학교 자체 LMS인 E-Class에 게시하였다. 따라

대학생들은 학습동기, 학습자신감 및 강의 만족도 측면에서 다

서, 동영상 강의물을 게시할 적절한 LMS 플랫폼 선택 또한 중요

른 교육방식들보다 퀴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방식을 가장 선호

하다.

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퀴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

퀴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가 보다 더 효과적인 비대면 강의방

를 활용한 비동시적 온라인 수업 방식이 치의학 교육에 있어 전

식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 사항들이 있다. 먼저, 퀴즈 삽

통적인 대면 수업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

입 위치가 동영상 강의가 다 끝난 마지막에 위치시키기보다는

인 동영상 강의 중간중간에 퀴즈를 삽입하는 것이 치과대학생

중간중간 삽입 형태여야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퀴즈 내용이 딴

들의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

짓을 예방할 목적의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강의 내용의 연속선

한 형식의 퀴즈 제작 및 LMS 플랫폼 선택 또한 중요하다. 하지

상에 있어야 하며, 퀴즈 풀이 후 오답 및 정답 선지들에 대한 즉

만, 이번 연구에서는 각 학기별 강의한 치주과학 수업 내용이 달

각적인 피드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6]. 또한, 교수 및 동

랐기 때문에, 향후에는 동일한 치주과학 수업 내용을 대상으로

기와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

다양한 수업 방식들이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 미치는 연구 또한

서 학생들은 여전히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대면 강의를 가장 선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치주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치의학 분야

호하였으나 퀴즈 삽입형 동영상 강의방식과는 유의적인 차이

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한 반복연구 및 학업성적과의 연관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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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같은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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