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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optometrists’ awareness of the enforcement of license registration and participation               

in continuing education, as well as the quality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Methods: Questionnaires regarding              

optometrists’ recognition of the enforcement of their license registration and changes in their recognition concerning              

participation in continuing education after such enforcement, as well as the quality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were                

administered to optometrists who participated in continuing education in 2019 held by the Optics Society of the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in Chungcheongnam-do. Results: Although 95.2% of the subjects recognized license registration,            

63.5% reported no change in the recognition of participation in continuing education after its enforcement. User               

satisfaction related to sub-domains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quality was the highest (3.30), while service quality               

was the lowest (3.16). There were high levels of correlation among all sub-domains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quality; job relation, in particular, had the highest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ceived usefulness (r=0.86). The score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quality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changes in recognition of participation in continuing                

education after the enforcement of license registration than in the group without such changes. Conclu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optometrists in this study recognized license registration and that quality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had an effect on their recognition of participation in continuing education.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ttempt to enhance the                   

quality of future online continuing education held by the Optics Society, by examining optometrist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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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면허신고제는 보건의료인의 자격, 면허관리 및 보수교     

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안경사       

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거하여 면허 정지 중         

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면허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대한안경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     

다.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나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      

를 신고하면 신고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1] 면허신고       

의 자격요건으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      

므로 보수교육 이수자를 조사하면 정확한 안경사를 파악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2015년 안경사 면허자의 42%       

미만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안       

경사 면허는 취득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수의 안경사가 면       

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2,3] 

안경사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높아지는 환자의 요구      

도에 부응하기 위해 최신의 전문지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안경사 직무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이나 기       

술을 보충하고 수정하는 평생교육의 개념인 보수교육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보수교육은 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 · 약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         

게 하여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의료기사 등은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으로 시행된다.[1]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안경사 보수교육을     

자기개발의 수단보다는 면허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과       

정으로 여기는 안경사가 많았으며, 직업 특성상 대면 보수       

교육보다는 온라인 보수교육을 더 선호하는 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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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4,5]

온라인 보수교육은 대면 보수교육과 반대 개념으로 시      

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정의된다.       

온라인 보수교육은 학습자가 학습전개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학습 속도 및 난이도, 내용을 결         

정하여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으므로 자기주도적인      

맞춤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반복학습이 가능하여 이해하     

지 못하거나 학습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학습 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경사 온라인 보수교육에 관한 연구는 없       

었으며, 온라인 보수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안경사 직      

무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보수교육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면허신고제 시행에 대한 인식에 따른       

보수교육 참여인식을 알아보고,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을     

조사하여 학습자의 학습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온라인       

보수교육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9년도 (사)대한안경사협회 충청남도 안경     

사회 보수교육에 참여한 안경사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3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과 면허신고제 시행에 관한 24개 문항, 온라인 보수교       

육 품질에 관련하여 시스템 품질 4개, 정보 품질 4개, 서         

비스 품질 4개, 자기효능감 3개, 직무 연관성 3개, 유용성        

3개, 사용자 만족도 3개 문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의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       

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        

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 보수교      

육의 품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 나이, 결       

혼 여부, 고용 형태, 근무 경력에 관한 5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둘째, 면허신고제와 관련하여 면허신고제의 인지여부,    

면허신고제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보수교육 참여인식 변화,       

보수교육 참여 후 보수교육의 필요성, 보수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견해와 적정 이수시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과 관련하여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자기효능감, 직무 연관성, 유용성,       

사용자 만족도로 구성하였다.[7]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중 남성은 221명(71.3%)으로 여성 89명     

(28.7%)보다 많았다. 나이는 31~50세가 162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20~30세는 76명(24.5%), 52대 이상이 72명      

(23.2%)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이 209명(67.4%)으로 미혼     

101명(32.6%)보다 많았고, 개설자가 162명(52.3%)으로 종    

사자 148명(47.7%)보다 약간 많았다. 근무 경력은 10년 이       

상이 185명(57.9%), 5~10년 미만이 57명(18.4%), 3년 미      

만과 3~5년 미만이 각각 34명(11.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2. 안경사 면허신고제 

연구대상자 중 안경사 면허신고제 인지여부는 ‘알고 있      

다’가 295명(95.2%)이었고, ‘모른다’는 15명(4.8%)이었다.   

면허신고제 시행 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안경       

사는 264명(85.2%), 면허신고제 시행 후 보수교육을 이수      

한 경험이 있는 안경사는 271명(87.4%)으로 나타났다. 면      

허신고제 시행 후 보수교육 참여인식 ‘변화 없음’이 197명       

(63.5%)으로 ‘변화 있음’으로 응답한 안경사 113명(36.5%)     

보다 많았다. 보수교육 참여 후 느낀 보수교육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는 143명(46.1%)이 ‘필요하다’로 응답하였고,    

113명(36.5%)이 ‘보통이다’, 54명(17.4%)이 ‘필요하지 않    

다’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 이수시간의 견해를 묻는 문       

항에 ‘적다’로 응답한 안경사가 182명(58.7%)으로 ‘많다’로     

응답한 안경사보다 많았다. 적정한 보수시간으로는 4~7시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Division N (%)

Gender
Male 221 (71.3)

Female 89 (28.7)

Age

20~30 76 (24.5)

31~50 162 (52.3)

50≥ 72 (23.2)

Marital status
Unmarried 101 (32.6)

Married 209 (67.4)

Establishment 

condition

Employer 162 (52.3)

Employee 148 (47.7)

Work experience 

(yrs)

3> 34 (11.0)

3≤ & 5> 34 (11.0)

5≤ & 10> 57 (18.4)

10≤ 185 (59.7)

Total 3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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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이 166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7시간 이상이 78명      

(25.2%), 1~4시간 미만이 66명(21.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95.2%가 면허신고제를 알     

고 있었으며, 이는 치과위생사의 선행연구에서 93.0%가     

면허신고제를 알고 있다는 결과보다 다소 높았다. 치과위      

생사의 면허신고제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보수교육 이수경       

험은 각각 63.%, 58.5%이었으며, 보수교육 참여 후 느끼       

는 보수교육 필요성도 20%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은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보수교육 미이      

수로 인한 보건복지부나 협회의 제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       

고 안경사보다 보수교육 인식이 낮은 결과로 생각된다.[8]      

면허신고제 시행 후 보수교육 참여인식의 변화는 ‘변화 없       

음‘이 많았는데, 이는 면허신고제 이전에도 보수교육 이수      

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면허신고제가 보수교육 참      

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지 않아서라 생각된      

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51.5%로 조사되었으나,[5] 본 연구에서는 보수교육     

참여 후 느끼는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7.4%로 많이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법적인      

제제를 피하거나 또는 보수교육이 면허신고제의 필수조건     

이기 때문에 보수교육에 참여하지만, 보수교육의 내용이     

유용하다고 인식되어 보수교육 참여 후 보수교육의 부정      

적 인식이 감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 안경원의 대형         

화와 프랜차이즈로 인해 심각한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자본 및 마케팅 역량 등의 경쟁력이 약한         

영세한 안경원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9] 이러한 상황에       

서 안경사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안경사 보수교육을 활       

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선행연구에서 충남지역 안경사      

는 희망하는 보수교육의 정보로 ‘최신 기술 및 제품 정보’        

의 요구도가 높았으며, 보수교육 내용이 ‘유용하다’고 느      

끼는 응답자가 46.1%로 가장 많다고 보고되었다.[5]

3. 안경사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의 점수와 신       

뢰도를 분석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전체 24개 문항의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은 3.23점이며 이를 하위 7개 영역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시스템 품질은 시스템 그 자체의       

성능을 말하는 것으로, 시스템 접근의 용이성, 사용자 요       

구사항의 적합성, 시스템의 유연성과 적합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스템 품질은 전체적인 화면구성, 사용 중 오        

류발생, 접속의 용이성, 검색의 용이성 4개 문항으로 3.29점       

을 나타내었다. 정보 품질은 학습자가 교육으로 얻기를 기       

대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보 품질은 안경         

사 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 제공 여부, 정확한 정보 제공         

여부, 업데이트된 자료 제공 여부, 안경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 제공 여부 4개 문항으로 3.28점을 나타내었다. 서비       

스 품질은 온라인 보수교육을 사용함에 있어 안정적인 서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licensing registration

Variable Division N (%)

Recognition of enforcement of license registration
Awareness 295 (95.2)

Non awareness 15 (4.8)

Continuing education experience before enactment

of license registration

Experience 264 (85.2)

No experience 46 (14.8)

Continuing education experience after enforcement

of license registration 

Experience 271 (87.4)

No experience 39 (12.6)

Participation awareness change in continuing education

after enforcement of license registration

In change 113 (36.5)

No change 197 (63.5)

Necessity of continuing education after participation

in continuing education

Necessary 143 (46.1)

Moderate 113 (36.5)

Not necessary 54 (17.4)

Continuing education time
Plenty of time 128 (41.3)

Less time 182 (58.7)

Time required for continuing education (hour)

1≤ & 4> 66 (21.3)

4≤ & 7> 166 (53.5)

7≤ 78 (25.2)

Total 3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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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위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서비스 품질은 강의의 전문성, 질의에 대한 응답의 신속성,       

피드백 반영, 학습기간의 충분성 4개 문항으로 온라인 보       

수교육 품질의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3.16점을 나타내었       

다. 이는 안경사 온라인 보수교육의 경우, 질의에 대해 신        

속하게 응답을 하거나 학습자의 학습상황에 대한 피드백      

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 생각된        

다. 현재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보수교육     

의 피드백은 학습자가 수강한 과목의 시험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시험점수만으로 수강한 과목의 피드백을 받기는      

어렵다. 앞으로 온라인 보수교육의 시스템 품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와 협회간의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      

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원하는 결     

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개인의 자기 확신을 의미         

한다.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은 교육 학습 시 학습에 대한        

완벽성, 학습 과정에 대한 자신감, 학습에 대한 이해력 4        

개 문항으로 3.20점을 나타내었다. 직무 연관성은 학습자      

가 온라인 보수교육을 자신의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의 직무 연관성은 온라인 보        

수교육이 안경사 업무와의 연관성 정도, 문제발생 시 해결       

가능 여부, 업무와 관련된 구제적인 자료 제공 3개 문항으        

로 3.19점을 나타내었다. 유용성은 온라인 보수교육 학습      

을 통해 효과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유용성은 학습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         

는데 유용하다고 느끼는 정도, 학습 후 기술력 향상의 정        

도, 업무 적용 시 유용한 정도 3개 문항으로 3.20점을 나         

타내었다. 사용자 만족도는 온라인 보수교육이 학습자의     

업무를 강화시켰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 본 연구의 사       

용자 만족도는 전체적인 학습내용에 관한 만족,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선호도,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대한       

만족 3개 문항으로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의 하위영역 중       

가장 높은 3.30점을 나타내었다.[1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도구의 신뢰도를 Cronbach’s      

α 계수로 나타내었다.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 전체 문항은       

0.97, 시스템 품질 4개 문항은 0.89, 정보 품질 4개 문항은         

0.92, 서비스 품질 4개 문항은 0.88, 자기효능감 3개 문항        

은 0.93, 직무 연관성 3개 문항은 0.91, 유용성 3개 문항은         

0.97점, 사용자 만족도 3개 문항은 0.85로 조사 도구의 계        

수 모두가 0.60보다 높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내        

었다.

안경사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의 하위 영역간의 상관분      

석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전체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과       

하위 영역간의 상관은 0.71~0.92의 범위를 지니며 높은 정       

Table 3. Quality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Variable Question Mean SD Cronbach’s α

System quality 4 3.29 0.91 0.89

Information quality 4 3.28 0.79 0.92

Service quality 4 3.16 0.76 0.88

Self-efficacy 3 3.20 0.84 0.93

Job relation 3 3.19 0.77 0.91

Perceived usefulness 3 3.20 0.88 0.97

User satisfaction 3 3.30 0.85 0.85

Total 24 3.23 0.70 0.97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the quality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Variable 1 2 3 4 5 6 7 8

Quality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1

System quality 0.71** 1

Information quality 0.92** 0.67** 1

Service quality 0.88** 0.60** 0.82** 1

Self-efficacy 0.87** 0.55** 0.75** 0.72** 1

Job relation 0.89** 0.44** 0.81** 0.74** 0.74** 1

Perceived usefulness 0.85** 0.42** 0.73** 0.66** 0.69** 0.86** 1

User satisfaction 0.82** 0.45** 0.67** 0.69** 0.67** 0.67** 0.68** 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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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관을 보여 전체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은 하위영역의      

품질이 향상될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전체 온      

라인 보수교육 품질은 정보품질(r=0.92)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온라인 보수교육에서 제공하     

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의 자료, 정보의 질이 높으면 전        

체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온라인 보수교육의 하위 영역간의 상관은 0.42~0.86의 범      

위를 지니며 하위 영역 간 높은 정적상관을 보여, 온라인        

보수교육 하위 영역의 품질이 향상되면 다른 영역도 향상       

됨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도 직무 연관성과 유용성      

(r=0.86)간에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었는데 이는 학습자는 안경사 온라인 보수교육의 정보가      

안경사 직무와 연관성이 높을수록 보수교육이 유용하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안경사      

협회에서는 학습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보수교육 요구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경사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학습정보를 개발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면허신고제 시행 후 보수교육 참여인식에 따른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 분석

전체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의 점수는 안경사 면허신고      

제 시행 후 보수교육 참여인식의 변화가 있는 그룹이 3.40점        

으로 변화가 없는 그룹 3.14점보다 높았으며 두 그룹 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0). 온라인 보수교육 품     

질의 하위영역은 보수교육 참여인식 변화가 있는 그룹은      

변화가 없는 그룹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보수교육      

참여인식 변화가 있는 그룹은 시스템 품질 3.45점, 정보 품        

질 3.49점, 서비스 품질 3.26점, 자기효능감 3.38점, 직무       

연관성 3.40점, 유용성 3.34점, 사용자 만족도 3.44점으로      

정보 품질이 가장 높았다. 보수교육 참여인식 변화가 없는       

그룹은 시스템 품질 3.19점, 정보 품질 3.16점, 서비스 품        

질 3.09점, 자기효능감 3.09점, 직무 연관성 3.07점, 유용       

성 3.12점, 사용자 만족도 3.22점으로 사용자 만족도가 가       

장 높았다. 서비스 품질 영역은 두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으나(p=0.06),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영역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5).

선행연구에서 학습자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직무에 많은 애착과 책임감      

등을 느끼는 사람의 직무 몰입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1]       

면허신고제 시행 후 보수교육 참여인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관      

심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참여인식에       

변화가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온라인 보수교       

육 품질 점수가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안경사 면허신고제 시행에 대한 인식, 보수교       

육 참여인식과 온라인 보수교육의 품질을 조사하여 분석      

하였다. 충청남도 안경사회 보수교육에 참여한 안경사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SPSS 18.0을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 대상자의 95.2%가 면허신고제를 인지하고 있었      

다. 면허신고제 시행 후 보수교육 참여인식의 변화가 없는       

대상자가 많았으나 보수교육 이수시간의 견해를 묻는 문      

항에 ‘적다’로 응답한 안경사가 많았고, 보수교육의 필요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2. 안경사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은 평균 3.23점이며, 하       

위 7개 영역 중 사용자 만족도가 3.30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스템 품질(3.29점), 정보 품질(3.28점), 자기효능감(3.20점),    

유용성(3.20점), 직무 연관성(3.19점), 서비스 품질(3.16점)    

Table 5. Quality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by participation awareness change

Variable

Participation awareness change in continuing education

P-valueMean±SD

In change (N=113) No change (N=197)

System quality 3.45±0.87 3.19±0.92 0.02*

Information quality 3.49±0.66 3.16±0.84 0.00**

Service quality 3.26±0.69 3.09±0.79 0.06

Self-efficacy 3.38±0.73 3.09±0.89 0.00**

Job relation 3.40±0.69 3.07±0.79 0.00**

Perceived usefulness 3.34±0.73 3.12±0.95 0.03*

User satisfaction 3.44±0.64 3.22±0.95 0.03*

Total 3.40±0.58 3.14±0.75 0.00**

*p<0.05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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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은 하위 영역       

과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하위 영역 간의 상관도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3.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은 보수교육 참여인식 변화가      

있는 그룹이 변화가 없는 그룹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면허신고제 이전에도 보수교육 이수가 이루어지고 있었     

기 때문에 면허신고제가 보수교육 참여를 결정짓는 중요      

한 요인은 아니나 보수교육의 내용이 유용하다고 인식되      

어 보수교육 참여 후 보수교육의 부정적 인식이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학습자가 온라인 보수교육 참여인식     

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안경사 직무 몰입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현       

재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보수교육은 수강     

한 과목의 시험점수만으로는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는 어려운 현실이기에 서비스 품질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에 온라인 보수교육의 시스템 품질을 향상을 위해 학습       

자와 협회간의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안       

경사협회에 제안하며, 안경사협회 차원의 온라인 보수교육     

에 관한 안경사들의 요구도를 조사하여 온라인 보수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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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안경사 면허신고제 시행에 대한 인식과 보수교육 참여인식, 온라인 보수교육의 품질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             

였다. 방법: 2019년도 (사)대한안경사협회 충청남도 안경사회 보수교육에 참여한 안경사를 대상으로 면허신고제 시           

행에 관한 인식, 면허신고제 시행 후 보수교육 참여인식 변화 및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에 관한 내용을 설문하였다.               

설문지는 직접 배포 회수하여 총 31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95.2% 안경사는 면허신고제를 인지             

하고 있었으나, 면허신고제 시행 후 보수교육 참여인식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3.5%로 많았다.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의 하위 영역 중 사용자 만족도가 3.30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품질은 3.16점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온라               

인 보수교육 품질의 하위 영역은 모든 영역 간 상관성이 높았고, 그 중 직무 연관성과 유용성은 가장 높은 정적상                 

관을 나타내었다(r=0.86). 면허신고제 시행 후 보수교육 참여인식의 변화가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온라             

인 보수교육 품질 점수가 높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안경사는 면허신고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은 보수교육 참여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안경사협회 차원의 온라인 보수             

교육에 관한 안경사들의 요구도를 조사하여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안경사, 면허신고제, 온라인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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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온라인 보수교육 품질 설문지

   I. 다음의 설문문항들은 온라인교육의 시스템 품질에 관한 질문
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온라인교육은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이 잘 이루어져 있다. 1 2 3 4 5

2. 온라인교육은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1 2 3 4 5

3. 온라인교육 접속이 용이하다. 1 2 3 4 5

4. 온라인교육 학습시 학습 과정 찾기가 용이하다. 1 2 3 4 5

   II. 다음의 설문문항들은 온라인교육의 정보 품질에 관한 질문
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온라인교육은 안경사 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1 2 3 4 5

6. 온라인교육 강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1 2 3 4 5

7. 온라인교육은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공한다. 1 2 3 4 5

8. 온라인교육의 강의는 나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1 2 3 4 5

   III. 다음의 설문문항들은 온라인교육의 서비스 품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온라인교육의 강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1 2 3 4 5

10. 강사는 나의 질문에 신속히 응답한다. 1 2 3 4 5

11. 나의 피드백이 잘 반영된다. 1 2 3 4 5

12. 온라인교육 학습 시 학습 기간은 충분하다. 1 2 3 4 5

   IV. 다음의 설문문항들은 온라인교육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질문
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수강과정에서 다루어질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다. 1 2 3 4 5

14. 나는 수강 중인 학습을 매우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15. 나는 수강과정에서 다루어질 내용을 잘 이해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V. 다음의 설문문항들은 온라인교육과 현재 업무와 어느 정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온라인교육 학습 내용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
이 있다.

1 2 3 4 5

17. 업무 문제 발생 시 온라인교육의 학습 내용은 문제를 신속
하게 대처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1 2 3 4 5

18. 온라인교육 학습 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자료들
이 제공된다.

1 2 3 4 5

  VI. 다음의 설문문항들은 온라인교육의 유용성에 관한 질문입
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온라인교육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유용하다. 1 2 3 4 5

20. 온라인교육은 나의 기술력(안경조제 및 검안) 향상에 도움
이 된다. 

1 2 3 4 5

21. 나의 업무에 온라인교육은 도움이 된다. 1 2 3 4 5

   VII. 다음의 설문문항들은 온라인교육의 사용자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 온라인교육 학습 시 학습 내용에 만족한다. 1 2 3 4 5

23. 오프라인 보수교육과 온라인교육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면 나는 온라인교육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24. 전반적으로 나는 온라인교육 학습에 만족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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