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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of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y Course ac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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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investigated the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y course according to teaching ways after COVID-19.
Methods: 336 students in major of physical therapy were recrui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subjects in the national
examination, the questionnaire was divided into 6 subjects in the basic field of physical therapy, 2 subjects in the field of physical therapy diagnostic evaluation, 8 subjects in the field of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 and 3 subjects in other fields. The Likert scale was used.
Results: In the basic field of physical therapy, all subjects were shown the high score of the satisfactory in face-to-face classes except
for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law compared to the non-face-to-face classes and mixed classes. Regarding the field of physical therapy diagnostic evaluation, the principle of diagnostic evaluation was shown the high score of the satisfactory in face-to-face classes
compared to the non-face-to-face classes and mixed classes. In the field of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 all subjects were shown the
high score of the satisfactory in face-to-face classes compared to the non-face-to-face classes and mixed classes.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face-to-face classes in most of subjects was shown the high score of satisfactory. We believed that our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hysical therapy major learning methods.
Keywords: Satisfaction, Face-to-face class, Non-face-to-face class, Mixed class

실습이 포함된 강의와 임상 현장에서의 실습 강의로 구분할 수 있다.1

서 론

물리치료 교육에 있어 실습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기 전 최소한의 간
물리치료는 다양한 중재를 통해 손상, 기능 제한, 장애에 대한 치료

접적 경험이라는 점과 학교 교육을 통해 실제 임상에서의 역량을 발

와 예방을 하여 체력과 건강, 삶의 질 증진과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휘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 특히, 임상

정의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물리

실습의 경우 모든 교과의 통합체로서 학생이 습득한 지식을 보강, 통

치료사 국가시험 기준에 따르면 물리치료 기초, 물리치료 진단평가,

합하도록 하여 졸업 후 물리치료사로서 임무와 책임을 완수할 수 있

물리치료 중재, 의료관계 법규, 실습을 평가하여 각 과목의 40% 이상,

도록 하는 과목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2

전 과목의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의 경우 만점의 60% 이

2019년 12월 30일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

상 득점한 자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부여한다.

(COVID-19)는 중국 전역으로 퍼진 이후 전 세계에 빠르게 퍼지면서

또한, 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물리치료 관련 전공을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0년 3월 11일에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수하여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자에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게 된다. 팬데믹 선언 이후에도 COVID-19

하고 있어서 대학에서의 물리치료 교육은 물리치료사의 역량과 자질

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전 세계에서는 감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

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대학의 물리치료 교육은 의학

력을 하였으며, ‘언택트(untact)’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언

용어, 약리학, 의료관계 법규, 공중보건학, 보건통계학 등의 이론 중심

택트는 접촉의 의미를 지닌 콘택트(contact)의 반대 의미로, 직접적인

강의, 전기· 광선 치료학 및 실습, 근골격계 물리치료 및 실습, 신경계

접촉을 통해 감염이 되는 COVID-19의 감염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

물리치료 및 실습, 소아물리치료, 스포츠물리치료, 측정 및 평가 등의

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언택트 위주의 변화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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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직장에서는 집

N (Total= 336)

%

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가, 교육 현장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Gender

수업이 시도되었다.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 처음 시도되는 온라인 수

Male

124

36.9

Female

212

63.1

업에서 수업 화면의 멈춤, 연결의 끊어짐 등의 다양한 혼란이 발생했

Grade

으며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업의 질적 하락과 학습자의 집중력 저하

1

121

36.0

그리고 교육의 빈부격차 등 다양한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

2

106

31.5

3

90

26.8

4

19

5.7

다. 반면, 온라인을 통한 수업은 학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 있
는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학습함으로써 감염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
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온라인 학습만의 특성

본 연구는 물리치료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전공 분야별

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법이 개발되면서 온라인 수업이 미래의 교육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물리치료 교육 현장에서 활용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Choi 는 COVID-19 이전 대학교의 수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업은 대부분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나, COVID-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대학교의 수업 운영은

연구 방법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 대면, 혼합(대면+비대
면)의 수업 형태로 주로 운영이 되었으며 비대면 수업에는 실시간 온

1. 연구 설계

라인 수업과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인 동영상 수업, 그리고 과제물 중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변화된 전공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심 수업 등이 있으며 Lee와 Kim 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줌(Zoom),

조사하고자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

구글 미트(Google Meet) 등을 통해 화상으로 실시간 강의가 진행되며

였으며 설문조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 여부 확인 후 설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동영상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국가고시 과목 분류를 토대로 물리

수업은 교수자의 강의를 녹화한 동영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청하

치료 기초 분야 6과목(물리치료학개론, 해부생리, 운동학, 물리적인

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으나 학습자가 녹화한

자치료, 보조기의지학, 공중보건 및 의료관계법규) 물리치료 진단평

강의를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과제물 중

가 분야 2과목(진단평가원리, 임상의사결정), 물리치료 중재 분야 8

심 수업은 정규 수업 시간 동안 수행 가능한 과제를 제공하여 학생이

과목(근골격계 물리치료, 신경계 물리치료, 심폐혈관계 물리치료, 피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토론하거나 피드백할 수 있는 수업이다.

부계 물리치료, 스포츠 물리치료, 노인 물리치료, 지역사회 물리치료,

4

장기화된 COVID-19로 인해 기존 대면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

아동 물리치료), 기타 분야 3과목(의학용어, 재활의학, 일상생활활동)

환되면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전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

으로 크게 나누었다.19 만족도의 기준은 수업의 집중도, 수업의 참여

었다.5-18 Kim5은 COVID-19 종식 후에 정보 기술의 진보로 비대면 수

도, 수업 이후 학습역량 강화 등 수업 전반에 대해 참여자가 생각하

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Lee와 Kim6은 비

는 만족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대면 수업을 대면 수업과 견줄 만한 수업 형태로 자리 잡도록 하려면
대면 수업과 비교하여 확실한 교육 성과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보

2. 연구 대상

고하였다. Kim 등9은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와 인식 변화에 대한 보고

전국 대학의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의 대학생으로

를 하였다. 현재까지의 비대면에 대한 연구는 큰 틀에서의 비대면 수

총 336명에게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총 336명 중 남자가 124명(36.9%),

업의 인식과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학문의

여자가 212명(63.1%)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121명(36.0%), 2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물리치료 학문은 의학

학년이 106명(31.5%), 3학년 90명(26.8%), 4학년이 19명(5.7%)로 나타났

의 기초적인 정보 획득을 위한 해부학, 의학용어, 약리학, 병리학, 의

다(Table 1). 모든 대상자는 설문에 대한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한

료관계법규, 공중보건학 등과 같은 이론 중심의 교과목과 실습의 비

설명을 읽고 자발적으로 설문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중이 큰 신경계 물리치료학, 근골격계 물리치료학, 운동치료, 전기치
료, 심폐 물리치료학, 진단학, 측정 및 평가와 같은 교과목이 전공 수

3. 자료 수집 및 분석

업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각 전공 분야별 수업 방식에 대한 조사는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336명을 대상으로 Google 온라인 설문지

필수적이다.

(Google Forms, Google Inc., CA, USA)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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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2021년 8월 1일-31일)를 실시하였다. 만족도 자료 분석을 위해 IBM

Table 2. Results of satisfaction of subjects in physical therapy course
according to teaching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8.0을 사용하였다.

Face-toface

Mixed

Nonface-toface

Introduction to physical therapy

3.96

3.76

3.52

Anatomy and physiology

4.14

3.84

3.55

1) 물리치료학개론의 만족도

Kinematics

4.23

3.69

3.31

전체 만족도는 3.77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Physical agent modalities

4.08

3.52

3.46

경우 대면 수업은 3.96점, 혼합 수업은 3.76점, 비대면 수업은 3.52점 순

Orthosis and prosthetics

3.86

3.63

3.61

Public Health and Medical Law

3.82

3.90

3.67

Field

결 과

Basic subjects of physical therapy

1. 물리치료 기초 분야의 만족도

으로 나타났다(Table 2).

Diagnosis and evaluation subjects of physical therapy
Diagnosis and evaluation

4.24

3.61

3.33

Clinical decision making

3.58

3.67

3.46

Physical therapy for the musculoskeletal
system

4.36

3.69

3.39

으로 나타났다(Table 2).

Physical therapy for the nervous system

4.21

3.69

3.39

Physical therapy for the cardiopulmonary
system

4.48

3.75

3.00

3) 운동학의 만족도

Physical therapy for the integumentary system

4.10

3.53

3.29

전체 만족도는 3.73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Physical therapy for sports

3.88

3.53

3.25

Physical therapy for the elderly

3.85

3.25

3.50

Physical therapy for the community

3.70

3.11

3.23

Physical therap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4.16

3.92

3.49

Medical terminology

3.95

4.00

3.67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3.80

3.79

3.64

Activities of daily living

4.13

3.80

3.36

2) 해부생리의 만족도

Intervention subjects of physical therapy

전체 만족도는 3.90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대면 수업은 4.14점, 혼합 수업은 3.84점, 비대면 수업은 3.55점 순

경우 대면 수업은 4.23점, 혼합 수업은 3.69점, 비대면 수업은 3.31점 순
으로 나타났다(Table 2).

Others

4) 물리적 인자치료의 만족도

전체 만족도는 3.61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대면 수업은 4.08점, 혼합 수업은 3.52점, 비대면 수업은 3.46점 순
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임상의사결정의 만족도
5) 보조기 의지학의 만족도

전체 만족도는 3.74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전체 만족도는 3.67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혼합 수업은 3.67점, 대면 수업은 3.58점, 비대면 수업은 3.46점 순

경우 대면 수업은 3.86점, 혼합 수업은 3.63점, 비대면 수업은 3.61점 순

으로 나타났다(Table 2).

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물리치료 중재 분야의 만족도
6) 공중보건 및 의료관계 법규의 만족도

1) 근골격계 물리치료의 만족도

전체 만족도는 3.80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전체 만족도는 3.79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혼합 수업은 3.90점, 대면 수업은 3.82점, 비대면 수업은 3.67점 순

경우 대면 수업은 4.36점, 혼합 수업은 3.70점, 비대면 수업은 3.33점 순

으로 나타났다(Table 2).

으로 나타났다(Table 2).

2. 물리치료 진단평가 분야의 만족도

2) 신경계 물리치료의 만족도

1) 진단평가 원리의 만족도

전체 만족도는 3.76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전체 만족도는 3.77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대면 수업은 4.21점, 비대면 수업은 3.39점, 혼합 수업은 3.69점 순

경우 대면 수업은 4.24점, 혼합 수업은 3.61점, 비대면 수업은 3.33점 순

으로 나타났다(Table 2).

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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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폐혈관계 물리치료의 만족도

3) 일상생활활동의 만족도

전체적인 만족도는 4.02점이 나왔다. 각 수업 방식의 만족도 경우 대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3.77점이 나왔다. 각 수업 방식에 대

면은 4.48점, 혼합은 3.75점, 비대면은 3.00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한 만족도의 경우 대면 4.13점, 혼합은 3.80점, 비대면은 3.36점 순으로

2).

나타났다(Table 2).

4) 피부계 물리치료의 만족도

고 찰

전체적인 만족도는 3.69점이 나왔다.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대면은 4.10점, 혼합은 3.83점, 비대면은 3.29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 전공 분야를 설정하여 각 분야에 대한 수업

(Table 2).

방식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5) 스포츠 물리치료의 만족도

다. 2) 공중보건 및 의료관계법류, 임상의사결정, 의학용어 과목에서

전체적인 만족도는 3.55점이 나왔다.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만 혼합의 만족도가 높았다. 3) 노인물리치료와 지역사회 물리치료를

경우 대면 3.88점, 혼합은 3.53점, 비대면은 3.25점 순으로 나타났다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비대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각 분야

(Table 2).

별로 살펴보면 물리치료 기초 분야의 경우 공중보건 및 의료관계 법
규(혼합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음)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은

6) 노인 물리치료의 만족도

대면 수업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리치료 진단평가 분야

전체 만족도는 3.56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의 경우 실습의 비중이 큰 진단평가원리 교과목이 대면의 만족도가

경우 대면 수업은 3.85점, 비대면 수업은 3.50점, 혼합 수업은 3.25점 순

매우 높았으며 물리치료 중재 분야에서도 실습이 필요한 교과목에서

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 교과목별로 보면 해부생
리, 운동학, 물리적인자치료, 진단평가원리,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혈

7) 지역사회 물리치료의 만족도

관계, 피부계, 아동 물리치료, 일상생활동작에서 대면의 만족도가 4

전체 만족도는 3.44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점 이상으로 타 교과목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실습

경우 대면 수업은 3.70점, 비대면 수업은 3.23점, 혼합 수업은 3.11점 순

의 중요도가 큰 분야에서 소통 및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실습 관련 수

으로 나타났다(Table 2).

업에서 대면 수업은 필수적이라고 보고했던 선행연구와 비대면 수업
에서 교수자의 피드백과 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보고한 연구

8) 아동 물리치료의 만족도

결과와 일치한 결과를 보인다.9,12 기타분야에서도 실습을 포함하고 있

전체 만족도는 3.73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는 일상생활활동에서 대면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우 대면 수업은 4.16점, 혼합 수업은 3.92점, 비대면 수업은 3.49점 순
으로 나타났다(Table 2).

COVID-19 이후 대학교육에서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및 만족
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5-18 Kim5은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 2,444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

4. 기타 분야의 만족도

하였고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1) 의학용어의 만족도

3.42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하였

전체 만족도는 3.86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다. 이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면의 만족도가 높으며 비대면에 대한

경우 혼합 수업은 4.00점, 대면 수업은 3.95점, 비대면 수업은 3.67점 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반면, Jo와

으로 나타났다(Table 2).

Kim15은 1,614명의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
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습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

2) 재활의학의 만족도

며 보통 이상(교양: 3.90, 전공:3.88)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3.72점이 나왔다. 각 수업 방식의 만

다.15 또한, 수업 진행 속도와 교수자의 성실한 수업 운영이 만족도에

족도 경우 대면 수업은 3.80점, 혼합은 3.79점, 비대면은 3.64점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15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에 대한 상

나타났다(Table 2).

반된 결과는 연구의 시점의 차이에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전면적
인 비대면 수업이 처음 시작된 2020년 연구와 1년이 지나 2021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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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비대면 수업이 운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비록 비대면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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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im과 Kam17은 106명의 비대면 동
영상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동영상 수업의 만족
도가 높을수록 학습효과가 높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Jeong18는 207명
의 비대면 학습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높
을수록 학습몰입도와 학습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학습몰
입도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실습의 비중이 비교적 큰 보건계열에서의 비대면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에서 Kim 등13은 치기공과 및 치위생과 학생 474명을 대상
으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강의 품질 인식 수준과 만족도를 조
사하였으며 이론 교과목과 실습 교과목 모두 비대면 수업보다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14는 147명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 학습 몰입 및 학업 성취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였고 학습 동기와 학습 몰입이 학업 성취도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
고하였다. Son 등16은 보건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181명
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 적용에 따른 전공 몰입과 전공 만족도의 변
화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비대면 수업의 적용에 따라 대상자들의 전
공 몰입과 전공 만족도가 비대면 수업을 적용하기 전보다 감소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결과들은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몇몇의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 비대면 수업의 경우 실시간 동영
상 학습, 녹화된 동영상 학습 등 다양한 학습법이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만족도 조사는 시행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해 실
시한 설문에서 교과목별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 선정 이유를 알아
보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제한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물리치료(학)과의 수업 방향에 대해 더 유익한 정
보를 제공할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서의 물리치료 전공 분
야의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실습이 포함된 교과목
뿐만아니라 이론 교과목에서도 대면에 대한 만족도가 비대면과 혼
합에 대한 만족도 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이 비
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물리치료 전공에
대한 수업 방식에 있어 대면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추후 비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개선된 비대면 수업 방식이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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