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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7.4, 463-474.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how Korean college students in online English courses focusing on present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perceived Zoom as a video conference tool. This study 

involved 133 juniors at a university of education specializing in primary education. 

The data for the study were obtained using an online questionnaire with 11 

five-point Richter scale questions and six open-ended questions and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of online classes using Zoom was very 

high (4.39), and 87% of students indicated the series of intensive practices in the 

Zoom classes were effective; second, practice in  breakout rooms with 2-4 

students were highly effective and sharing feedback in the breakout rooms were 

generally received positively; third, students’ responses showed that Zoom was a 

convenient and efficient tool for online classes; fourth, approximately 89% of the 

students would prefer to have online classes included as a part their face to face 

regular classes, and 80% of the students want to have up to half or one-third of 

their classes online.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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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대면활동이 제한되

고 위축되면서 화상회의 플랫폼의 사용이 급진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교육현장에

서도 대면강의가 제한되면서 화상회의 도구를 이용한 실시간 원격강의가 일반화

되었다. 2020년 1학기에는 여러 화상회의 도구 중에서 사용하기 편하고 소회의실

(breakout rooms) 기능이 제공되는 도구인 줌(Zoom)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었다. 연구자도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줌을 기본 화상강의 

도구로 사용하고, 대학의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강의 자료 배부, 



464 ∙ Woo, Sangdo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7, No. 4, 2022

과제 부여 및 제출, 공지 및 설문, 질의응답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점차 

화상강의에 익숙해지고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면서 나름 영어강좌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물

론 면대면 강의와 비교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차선책으로 선택한 화상강의는 나름의 장점도 있고 영어

발표와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영어강좌에 적합한 점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교수자로서 영어강좌

에서 화상회의 도구 줌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2020년 2학기와 2021년 2학기에 연구자가 담당한 두개 강좌의 6개 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연구

를 실시하였다. 2개 학기에 실시한 온라인 강의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은 있었지만 면대면 강의 때와 비교할 때 학습목표의 

달성이나 수강생의 강의평가는 큰 차이가 없었다. 과연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이 전체 학기를 온라인 화상회의 도구 줌으로 

실시한 강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온라인 줌강의에 어떠한 것들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학습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는지, 강의도구로 사용한 줌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코로나위기 이후에 대면강의로 강좌를 진행할 때 어느 정도의 온라인 

강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자료는 향후 강의 설

계 및 준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줌을 활용한 강좌의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실시간 화상회의 도구 줌과 영어 온라인 강의

화상회의 도구는 코로나 펜데믹 이전부터 온라인 교육에 이용되어왔지만, 면대면 강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여

건에서 2020년과 2021년에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이용되게 되었다. 철저한 준비 후에 점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급박

하게 대면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영어교육에서 화상회의 

도구 중에서 줌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영어교육환경과 강좌에서 줌을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이점,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와 연관된 연구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m(2020)은 줌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강의가 영어 읽기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학

습에 대한 흥미 증진’, ‘자기 주도적 학습’, ‘효과적인 상호작용’, ‘접근 용이성’ 등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점’, ‘전달되는 음성의 낮은 질,’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추가 기능 필요‘, 등과 같은 개선점

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서 연구는 화상강의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수활동과 전략을 개발 하

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Mu’awanah 외(2021)는 원격영어교육을 위해 사용한 화상회의 도구 줌의 강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줌은 학생들의 영어연습에 도움이 되고, 교수/학습 과정을 효율화시키고,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인터넷 연결과 속도, 컴퓨터의 성능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와 추가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조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Lee(2021)는 한국대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의사소통 강좌에서 줌의 소회의실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

하였다. 개방형 설문, 개별면담, 집중그룹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줌의 소회의실 

운영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생들이 소회의실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소회의실에서 동료학생들과 실제적인 대화를 나누고 모둠활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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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점을 좋아하고, 질문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수의 도움을 받기가 원활한 것을 장점으로 보고 있다. 학생

들은 아울러 소회의실에서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교수의 체계적인 준비 및 운용과 소회의실에서 활동을 참관하고 지

도할 수 있는 줌의 기능 보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네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연구대상자

를 선정하여 2개년 2학기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3.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실시한 2020학년도 2학기와 2021학년도 2학기에 연구자가 담당한 A교육대학교 3학년 

학생 대상 두개 강좌의 6개 반의 수강생 133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온라인 강의 참여에 대한 반응과 의견을 알아보

기 위하여 준비한 설문을 LMS의 설문도구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2개 강좌를 수강한 

6개 반 학생 133명이다.

표 1. 연구 대상 학생

학기 학과 강 좌 명 인 원 수

2020학년도 2학기

B 교육학과 교실영어 I 14

C 교육학과 초등영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 31

D 교육학과 초등영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 32

2021학년도 2학기

C 교육학과 초등영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 24

D 교육학과 초등영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 15

E 교육학과 초등영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 17

설문지는 5점 척도로 답하는 11개 문항과 기술로 답하는 6개 문항으로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척도로 답

한 11개 문항은 전체 학생들의 응답 평균값을 산출하고 이를 비율로 나타내었다. 기술로 응답한 6개 문항은 수강학생들

을 S번호(예, S12)로 표시하고 답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분류하였다. 설문지의 응답 내용을 문항별로 결과를 정리한 후

에, 연구문제로 정한 네 영역으로 문항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4. 줌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및 의견 분석

줌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과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지를 네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줌을 활용한 강의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 설문 문항 (1), (2), (10)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줌의 기능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소회의실’이용에 대한 반응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문항 (3), (4), (5), 

(6), (11), (12), (14)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온라인 강의 도구로 사용한 줌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문항 (9), (13), (15)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줌을 사용한 온라인 강의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위기 이후에 대면강의로 강좌를 운영할 때 줌을 사용한 온라인 강의를 접목한 하이브리드강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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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문항 (16), (17)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1 줌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줌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설문 문항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설문 문

항 (1)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 이번 학기 온라인 강의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평균:4.41점 (총133명)

1) 전혀 아니다. (1 점)   0 명 (0%)

2) 아니다. (2 점)   0 명 (0%)

3) 보통이다. (3 점)   9 명 (6.77%)

4) 그렇다. (4 점) 60 명 (45.11%)

5) 매우 그렇다. (5 점) 64 명 (46.61%)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 문항 (1)의 평균 점수는 4.41이다.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60명(45.11%)이고 ‘아

주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62명(46.61%)이다. 이와 같이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91.72%로 상

당히 높게 나왔다. 특히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다음으로 줌강의 효과에 대한 설문 문항 (2)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다. LMS에 제시한 공부할 내용을 학습한 후에 발표 

과제를 준비하여 연습하고 온라인 강의에 참여해서 집중연습을 하였다. 온라인 강의 참석 후에 연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LMS 과제방에 정리과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다양한 형태, 즉 개별, 조별, 전체가 집중적으로 연습

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거꾸로 학습법(flipped learning)의 방법을 부분적으로 이용하였다. 온라인 강의에서 

집중적인 연습 방법의 효과에 대한 설문 문항 (2)의 평균 점수는 4.40이다. 

표 3. 강의실에서 집중 연습의 효과

2. LMS와 연계하여 수업 전에 학습하고 제출한 과제를 온라인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은 

효과적이었다.
평균:4.40점 (총133명)

1) 전혀 아니다. (1 점)   0 명 (0%)

2) 아니다. (2 점)   0 명 (0%)

3) 보통이다. (3 점) 13 명 (9.77%)

4) 그렇다. (4 점) 54 명 (40.60%)

5) 매우 그렇다. (5 점) 66 명 (49.62%)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54명(40.60%)이고, ‘아주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66명(49.62%)이다. 이와 같이 만

족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90.22%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특히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

로 응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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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과 (2)에 대한 응답을 보면 줌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41이고, 90.22%의 참여 학생이 줌강의에서 집

중 연습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줌강의 전반에 대해 의견을 묻는 기술식 문항 (10)에서 S10은 ‘온라인 화상강의로 교수님, 친구들과 마주하며 피드백

을 주고받으면서 처음보다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영어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S79는 

‘줌을 통해 효과적으로 영어수업실연과 발표 연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S10과 S79와 같이 참여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형태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영어의사소통능력 및 발표력이 향상되었

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Lee(2021)의 연구 결과 및 Lee의 연구에서 언급된 Mohamed(2021)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4.2 줌강의에서 소회의실 집중 연습 효과에 대한 분석

줌의 기능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소회의실’이용에 대한 반응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문항 (3), (4), (5), (6), 

(11), (12), (14)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소회의실에서 소그룹 연습 활동 전에 전체 학생들이 함께 워밍업으로 개별연습을 실시하였다. 문항 (3)은 워밍업활동

으로 실시한 개별연습의 효과에 대한 설문이다.

표 4. 워밍업 활동의 효과

3. 워밍업 활동으로 실시한 강의초 개별 연습은 효과적이었다. 평균:4.39점 (총133명)

1) 전혀 아니다. (1 점)   0 명 (0%)

2) 아니다. (2 점)   0 명 (0%)

3) 보통이다. (3 점) 12 명 (9.02%)

4) 그렇다. (4 점) 57 명 (42.86%)

5) 매우 그렇다. (5 점) 64 명 (48.12%)

조별연습에 앞서 실시한 개별연습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2020학년도 2학기 전반부에는 모든 학생들이 마

이크를 꺼놓고 동시에 연습을 하여 서로 방해받지 않고 연습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의 장점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발표 

연습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수가 학생들의 발표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020학년도 2학

기 후반부와 2021학년도 2학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마이크를 켜놓고 동시에 연습을 하여 서로 연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산만한 분위기가 되는 단점도 있었으나 교수가 학생들의 연습 소리를 들을 수 있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얻

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영어발표에 자신이 없거나 수줍어하는 학생들이 소회의실에서 동료학생 앞에서 발표하기 

전에 부담감 없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전체학생이 동시에 연습하는 것처럼 온

라인상에서 함께 동료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연습하는 것이 좋았다고 설문에서 답하고 있다(S128).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57명(42.86%)이고, ‘아주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64명(48.12%)이다. 이와 같이 개

별연습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90.98%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특히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다. 학생들은 강의 초반에 조별 연습 전에 워밍업으로 개별연습을 한 것이 효

과적이고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S29, S121, S124)’라고 언급한 것과 같이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연습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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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회의실에서 소그룹으로 나누어 연습한 방법의 효과에 대한 설문 (4)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소회의실에서의 연습 효과

4. 소회의실로 나누어 연습한 방법은 효과적이었다. 평균:4.51점 (총133명)

1) 전혀 아니다. (1 점)   0 명 (0%)

2) 아니다. (2 점)   0 명 (0%)

3) 보통이다. (3 점) 10 명 (7.51%)

4) 그렇다. (4 점) 40 명 (30.08%)

5) 매우 그렇다. (5 점) 83 명 (62.40%)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40명(30.08%)이고, ‘아주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83명(62.40%)이다. 이와 같이 소

회의실에서 소그룹 연습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92.48%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특히 ‘전혀 아

니다’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다.

다음으로 소회의실에서의 연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학생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연습하도록 한 것의 효

과에 대한 설문 문항 (5)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소회의실에서 연습시 역할 분담의 효과

5. 소회의실에서 발표 연습할 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효과적이었다. 평균:4.42점 (총133명)

1) 전혀 아니다. (1 점)   0 명 (0.%)

2) 아니다. (2 점)   1 명 (0.75%)

3) 보통이다. (3 점) 14 명 (10.53%)

4) 그렇다. (4 점) 46 명 (34.59%)

5) 매우 그렇다. (5 점) 72 명 (54.14%)

소회의실에서 연습할 때 참여 인원수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어 

소회의실 참여인원이 ,네명이면 학생들에게 사회자, 발표자, 시간 관리자, 피드백 주는 학생 등의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활동시간 동안에 네가지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46명(34.59%)이고, ‘아주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72명(54.14%)이다. 이와 같이 소

회의실에서 소그룹 연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역할을 분담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88.73%로 상

당히 높게 나왔다. 그러나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도 한 명 있다.

Mohamed(2021)는 소회의실에서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회의실에서 조장을 지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소회의실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역할을 분담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지만 

부정적으로 답변한 학생도 소수 있었다. 긍정적인 답변은 역할이 분담되어 효과적으로 연습이 진행되었고 발표자 뿐 만 

아니라 사회자, 피드백 주는 학생, 시간 측정하는 학생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고 답하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의견은 피드백을 주는 학생이외의 학생들은 발표자에게 집중을 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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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영어로 피드백을 주기 위하여 발표자의 발표에 집중하기 보다는 피드백 내용을 준비하게 되는 문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회의실에서 소그룹으로 연습할 때 발표자에게 지정된 한 명의 학생이 피드백을 주는 것의 효과에 대한 설문 문항 (6)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소회의실에서 피드백 주고받기의 효과

6. 소회의실에서 발표자에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은 효과적이었다. 평균:4.25점 (총133명)

1) 전혀 아니다. (1 점)   0 명 (0%)

2) 아니다. (2 점)   5 명 (3.76%)

3) 보통이다. (3 점) 20 명 (15.04%)

4) 그렇다. (4 점) 45 명 (33.83%)

5) 매우 그렇다. (5 점) 63 명 (47.37%)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45명(33.83%)이고, ‘아주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63명(47.37%)이다. 이와 같이 소

회의실에서 소그룹 연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학생이 피드백을 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의 81.2%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20명(15.04%)이고,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

생도 5명(3.76%)이다.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답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피드백을 

주고받는 구조가 좋다’와 ‘서로의 발표를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등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친

한 친구가 아니면 교정적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다’와 ‘영어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비슷한 좋은 부분만 이야기 한다’ 등

과 같이 개선점을 제안한 학생들도 있었다. 또한 피드백을 줄 때 언어를 영어로 제한하여 피드백의 내용이 부실하게 된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점들은 소회의실 활동을 설계할 때 교수가 고려하여야 할 점이다. 

소회의실 활동의 장점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도록 한 설문 (14)의 의견을 장점과 개선점으로 나누어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표 8. 소회의실 활동의 장점

14. 본 강좌의 소회의실 활동의 장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장점 내용)

S17 비교적으로 학생들이 말할 시간이 많았다.

S24 매 시간 정해지는 소그룹에 배정되어 다양한 학생들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할 수 있었다.

S45 소회의실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S56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S56 서로의 발표로 배울 점을 찾는다는 점이 좋았다.

S89 부담감과 긴장감 없이 발표 연습을 할 수 있었다.

S102 소수의 인원이 활동하여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었다.

S122 발언할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다.

S131 소회의실에서 연습하면서 점차적으로 발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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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실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연습할 시간을 최대한 많이 제공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소수의 인원이 연습

하여 부담감과 긴장감을 낮추어 주고 집중하여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상호간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표 9. 소회의실 활동의 개선점

14. 본 강좌의 소회의실 활동의 장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개선점 내용)

S5 피드백을 줄 때 한국어를 사용해도 좋았을 것 같다.

S27 영어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다 비슷비슷하게 좋은 부분만 이야기해서 아쉬웠다.

S38 소회의실에서 학생들이 서로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다.

S68 개개인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이 적었다.

S56 소회의실 활동의 인원 4명은 다소 많다고 생각한다.

S77 소회의실에서 활동을 할 때 시간이 조금 촉박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주셨으면 좋겠다.

S89 피드백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

S94 시간을 재는 학생도 피드백을 주면 좋을 것 같다.

S103 익명성이 없이 피드백을 주어야 해서 친한 친구가 아니면 교정적 피드백을 주기가 어렵다.

S111 무작위로 조 편성을 하지만 같은 친구랑 유독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S125
소회의실을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교수님에게 더 자세한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좀 아쉬웠다.

S131
학생들에 따라 참여도가 달라지는 것이 눈에 띄었다. 열심히 듣고 피드백을 주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친

구들이 있어서 상호 피드백이 큰 의미가 없어진 경우도 있었다.

소회실 활동의 개선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소회의실 구성원의 참여도에 따라 활동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고, 피드백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피드백을 제공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영어로 

제한하여 피드백 공유 활동이 의미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소회의실에 배정인원을 활동에 따라 

2-4명으로 운영하였는데 4명은 다소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수의 소회의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수가 각 소회

의실을 출입할 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발표를 관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시간 화상강의를 실시하는 경

우에 교수는 학생들이 주어진 활동을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소회의실을 이동하며 확인하고 피드백

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Lee, 2021: 520). 또한 개설한 모든 소회의실의 활동을 동시에 볼 수 없기 때

문에 주어진 활동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 통제하기 어렵다. 또한 개설된 각 소회의실에서 발표하는 학생이 누

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발표를 균등하게 보고 피드백을 주기가 어렵다.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면대면 강의

에서 소그룹 활동을 할 때 모든 그룹 활동을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반해 줌강의 소회의실 활동에서는 제한점이 있

다. 연구자는 줌 기능에 모든 소회의실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첨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언

급하였다. Lee(2021: 519)도 소회의실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보기 위해 줌에 개설한 소회의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

능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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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온라인 강의도구로서 줌에 대한 평가

온라인 강의 도구로 사용한 줌에 대한 학생의 경험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문항 (9), (15)를 중심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온라인 강의도구로 사용한 줌이 사용하기에 편하고 효과적인 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 (9)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표 10. 줌 도구의 사용의 편리성과 효과

9. 온라인 강의도구로 사용한 줌(zoom)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한다. 평균:4.47점 (총133명)

1) 전혀 아니다. (1 점)   0 명 (0%)

2) 아니다. (2 점)   2 명 (1.50%)

3) 보통이다. (3 점)   5 명 (3.8%)

4) 그렇다. (4 점) 54 명 (40.60%)

5) 매우 그렇다. (5 점) 72 명 (54.14%)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54명(40.60%)이고, ‘아주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72명(54.14%)이다. 이와 같이 온

라인 강의 도구로 사용한 줌의 편의성과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94.74%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러나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도 2명 있다.

온라인 강의 도구로 사용한 줌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효과적이지만, 기술이나 장비로 인한 불편을 묻는 설문 문항 

(15)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줌 도구 사용의 문제점

15.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면서 기술이나 장비에 대해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S9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연결이 불안정하면 끊겨 들리는 것이 불편했다. 

S13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환경의 제약으로 카메라 구도 설정이 불편했음.

S22
모바일로 접속하면 줌의 다른 기능을 이용할 때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진다. 교수가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하셨지만 

당사자들은 의도치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S47 노트북 캠을 사용해서 각도나 이런 조절이 힘들다는 점.

S58 기숙사의 무선연결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었다.

학생들이 겪은 불편들을 보면 장비와 네트워트 연결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먼저 사용하는 장비에 따라 구동하는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의 사용방법을 학기 

초에 익힐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하는 장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앉거나 서서 발표할 때 카메라와 마이크가 제

대로 작동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함께 실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줌강의실에서 서로를 화면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책상의 위치와 조명의 각도 등을 조정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 학생과 교수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돌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해결 방법을 정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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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면강의 강좌에서 줌의 사용에 대한 의견

줌을 사용한 온라인 강의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위기 이후에 대면강의로 강좌를 운영할 때 줌을 사용한 온

라인 강의를 접목한 하이브리드강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 설문 문항 (16), (17)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코로나위기 이후 사회가 정상화 되어 대면 강의로 돌아갔을 때 온라인 강의도구를 이용한 강의를 부분적으로 병행하

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16)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대면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 포함에 대한 찬반

16. 정규학기 대면 강의중 온라인 강의를 부분적으로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을 찬성하는지요? 총133명

1) 찬성 117 명 (87.96%)

2) 반대   16 명 (12.03%)

대면 강의로 강좌를 운영할 때 온라인강의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학생이 117명으로 참여 학생의 

87.96%이다. 이와 같이 높은 비율은 참여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 도구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강의에 효과적인 면이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강좌의 일정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한 가를 묻는 

설문 (17)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대면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의 비율

17. 일정 부분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경우 온라인 강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총133명

1) 1/5 이하 15 명 (11.29%)

2) 1/4 이하 12 명 (9.02%)

3) 1/3 이하 39 명 (29.32%)

4) 1/2 이하 67 명 (50.38%)

1/2이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수는 67명(50.38%)이고, 1/3이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수는 39명

(29.32%)이다. 즉 80%정도의 학생이 강좌의 1/3이하에서 1/2이하로 온라인 강의를 포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1/4이하

로 답한 학생(12명, 9.02%)과 5/1이하로 답한 학생(15명, 11.29%)까지 포함한다면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온라인 강의를 대면강의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줌의 인터

내셔널 총괄을 맡고 있는 Ave Smith는 조선일보와 가진 줌인터뷰에서 ‘화상회의는 절대 사라지 않고 대신 사용하는 방

법이 달라지겠죠.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방식이 대세가 될 겁니다.’ (신수지 ‧ 조하림, 2021) 라고 

말했는데 이는 교육현장에서 온라인강의와 오프라인 강의가 결합하는 복합적인 방식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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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2020학년도 2학기와 2021학년도 2학기에 연구자의 온라인 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이 줌강의에 대한 반응과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줌강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높고, 줌강의에서 집중 연습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만족도 점수는 4.41이고 줌강의에서 집중연습방법의 효과에 대한 설문 문항

의 점수는 4.40이다. 약 90%의 학생들이 줌강의에 대해 만족하고 효과적이라고 답하고 있다. 또한 기술식 설문에서 학

생들은 영어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늘고 상호 피드백을 주는 활동이 효과적이었으며, 발표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히

고 있다. 둘째, 줌강의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학생들이 집중연습을 한 ‘소회의실’에서의 연습 효과, 역할 분담의 

효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의 효과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소회의실에서 연습은 효과적

인가에 대한 문항의 점수는 4.51이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의 효과적인가에 대한 문항의 점수는 4.42이고, 피드백을 주

고받는 활동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문항의 점수는 4.25이다. 학생들은 기술형 설문 문항에서 소회의실 집중연습방법

이 3-4명이 모여서 연습해서 발표하는데 긴장이 줄어들고 더 집중할 수 있으며,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도 효과적이고, 

나아가서 면대면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학생들에게 동료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긍정적

으로 답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 강의 도구 줌의 사용 편리성과 효과적인 도구인가의 설문 점수는 4.51로 아주 높다. 기

술 설문 문항에서 나타난 것처럼 줌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장비가 다르고 성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질과 화질

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불안정하여 끊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장비 및 기술적인 문제와 

네트워크는 온라인 강의가 점차 보편화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넷째, 줌을 사용한 온라인 강의에 참여한 경험

을 바탕으로 코로나위기 이후에 대면강의로 강좌를 운영할 때 줌을 사용한 온라인 강의를 접목한 하이브리드강의에 

대해 학생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여 학생의 87.96%가 대면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포

함하는 것을 찬성하고, 적정한 온라인 강의에 대해 80% 학생은 1/2이하에서 1/3이하 정도로 온라인 강의를 포함하기

를 원한다. 이는 대면강의로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활용하여 하이브리드형태의 강의로 전

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한 교수가 담당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몇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온라인 강의에 대해 학생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온라인 

강의가 제한점이나 단점도 가지고 있지만 강좌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 둘째, 영어강좌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사용해볼 기회를 가능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

회의실과 같은 기능을 온/오프라인 강의에서 효과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강좌의 계획단

계에서 대면강의를 주로 하는 강좌에서 온라인 강의를 어느 정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온라

인 강의를 포함한다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들의 반응과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인 응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각 강좌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하이브리드 강의가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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