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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attitudes during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group activities. The survey comprised of a 10-item, 5-point Likert-type questionnaire and open-ended questions. 

In the study, two groups, a synchronous group and an asynchronous group, participated in four activities during one 

semester. For the data collection, the researcher surveyed 116 students who are in the 1st year of college and collected 

their final tests, an oral presenta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between the two groups, the synchronous 

group showed higher mean scores for online group participation. Secondly, the synchronous group also indicated 

higher mean scores for English learning, speaking confidence, and interest in learning English. Lastly, both groups 

mentioned communication with team members, improvement of English speaking and pronunciation, increased 

self-confidence and other elements as advantages of group work. In contrast, disadvantages included: technology 

problems, decreased self-confidence, inconveniences when meeting with team members online and others. The 

implications for the study are: first, online group activity can reduce isolation and increase interaction; second, the 

online video-based platform, Flipgrid, can help students improve English speaking skills by observing their own or 

peers’ videos; lastly, instructors can selectively use the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group activities to suit their 

education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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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방침에 따라 전면 또는 부분적인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디지털 모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는 교육기관에 기술적인 지식과 

온라인 수업의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많은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교수자들은 유튜브(YouTube), 

줌(Zoom), 구글미트(Google Meet), 페이스북(Facebook)이나 네이버 카페(Naver café) 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학교의 학습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 또는 

과제를 부여하는 등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Muilenburg와 Berge(2005)는 온라인 학습에서 

학생들이 넘어야 할 중요한 4가지 장벽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행정/교수자 문제, 학습자의 동기부여, 그리고 

학습 시간, 학습 지원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중 온라인 학습에서 상호작용에 관한 이슈는 오래전부터 많이 

언급되어왔다(Moore, 1989). 온라인 학습의 성패는 온라인 상호작용으로 시작해서 끝이 난다(Mejia, 2020)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학습자간 또는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이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교육 환경에서 대학원생들은 교사 또는 동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Martin, Parker, & Deale, 2012). 또한 높은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이 학습 참여 빈도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공동체의식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Tu & McIsaac, 2002). 실재감(presence)이란 어딘가에 존재(being there)하는 

느낌을 의미한다(Garrison, Anderson, & Archer, 2000).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사소통 수단으로 전통적인 방식인 텍스트기반(text-based) 토론 플랫폼 활용 

연구(Fiester & Geen, 2016; Wood, 2016)나 비디오기반(video-based) 토론 플랫폼 활용에 관한 연구(Edwards & 

Lane, 2021; Mango, 2021)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비실시간 텍스트기반 토론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 간 

또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Moore, 2016; Serembus & Murphy, 

2020). 비디오기반 토론 방식은 학습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주 느끼는 고립감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 간의 교류 거리를 줄이고 학습자들 사이의 관계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Lowenthal & Moore, 2020). 

이에 비디오기반 플랫폼인 Flipgrid 사용에 학생들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Flipgrid 활용에 있어서 

언어학습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수업에서 사회적 그리고 인지적 참여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Mango, 2021).  

영어수업에서 비디오기술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 표현이 독려 되어 말하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이 최대화될 

수 있다(Morat & Abidin, 2011).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영어 말하기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비디오기술을 기반한 활동은 스스로를 관찰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디오기반 활동은 외국어 말하기나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위한 학습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교육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한 비디오기반 활동은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비디오기반 활동 중 실시간과 비실시간 

활동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며 특히 영어학습을 위한 비디오기반 활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국내 연구에서도 아직 활발히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비디오기반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룹 과업 수행에 있어서 보이는 태도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수업에서 영어학습을 위한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비디오기반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자세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논의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비디오기반 상호작용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이어지면서 교육계는 현재 전면 또는 부분적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 교육관계자와 학습자들은 온라인수업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학습의 단점으로 개인 간의 상호작용 부족, 낮은 학습 효과, 의사소통 능력 개발 저조, 부정행위 

통제의 어려움, 그리고 효과적인 이러닝 활용의 통제와 감독의 어려움 등이 언급되고 있다(Arkorful & 

Abaidoo, 2015). 특히 온라인 학습과정에서 상호작용은 학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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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er, Schroder, & Belland, 2014). Moore(1989)는 원거리 교육(distance learning)에서 학습자와 콘텐츠,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학습자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Moore(1989)는 교사의 실시간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혼자 또는 그룹 안에서 한 학습자와 다른 학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했다.  

언어교육에서 상호작용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학습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실시간 의사소통(asynchronous communication)의 방법으로 텍스트기반 온라인 게시판(online bulletin 

board)은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도구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Fiester & Green, 2016). Lowenthal과 

Moore(2020)는 학습관리 시스템의 개발, 다양한 교육 기술 및 온라인 수업 설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여러 

면에서 진화하고 성숙해졌지만 오늘날의 일반적인 온라인 과정은 지난 30년 동안 사용되어온 토론 게시판과 

같은 텍스트기반교육 중심이라고 언급했다.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교수학습을 위해서 비실시간 텍스트기반 

활동은 매우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다. Goda와 Yamada(2013)는 온라인 비실시간 

게시판활동의 사회적 실재감이 EFL수업에서 더 많은 언어를 생산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Lowenthal(2010)은 비실시간 텍스트기반 의사소통은 비인격적이고 반사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필터링 

된 좋은 과업지향적 결과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텍스트기반에서 벗어나 말하기와 

듣기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이어져왔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디오기반 온라인 토론 게시판(online discussion board) 활용은 기존의 텍스트기반 활동에서 부족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기반 온라인 게시판보다 비디오기반 온라인 게시판은 학생들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통한 감정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인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상호작용의 지각을 증가시킬 수 있다(Clark, Strudler, & Grove, 2015)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비디오기반 토론은 그룹 결속력과 소속감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그룹의 일부로 느끼도록 하여 활동 참여와 

참여율을 높인다(Pinsk, Curran, Poirier, & Coulson, 2014).  

Figure 1과 같이, Manstead, Lea와 Goh(2011)는 비디오 매개 의사소통(video-mediated communication)이 

학습자들에게 비디오, 목소리와 텍스트 조합을 통해서 의사소통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도구라고 언급했다. 

이 3가지 조합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할 비언어적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FIGURE 1 

Video-Mediated Communication (Manstead et al., 2011, p. 537) 

 
 

2. 비실시간 비디오기반 도구: Flipgrid  
 

비실시간 비디오기반 토론 게시판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로 VoiceThread, Flipgrid, EdConnect와 Marco 

Polo 등의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 중 Flipgrid는 최근 언어교육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Edwards & Lane, 2021; Keiper, White, Carlson, & Lupinek, 2020; 

Lowenthal & Moore, 2020).   

우선 Flipgrid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Flipgrid는 특히 언어학습에 적합하며 다양한 교육의 수준과 환경에 

활용될 수 있는 비디오기반 토론 플랫폼이다. Flipgrid는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고 

개인학습 또는 그룹학습 모두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언어수업에 쉽게 접목할 수 있다. 

Flipgrid는 학생들이 실제 교실상황에서 외국어 발화 시 느끼는 불안감 없이 온라인상황에서 발화를 연습하고 

녹음하여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학생들은 최종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까지 비디오 녹화를 

원하는 만큼 반복 할 수 있어서 오프라인 교실수업에서 발표할 때 가질 수 있는 압박감을 안고 대답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교육환경에서 학생, 교사, 그리고 학교 모두 Flipgrid의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grid1를 통해 그룹 사이에서 협동성을 강화하고 다른 그룹과 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제한없이 누구나 

 
1 Flipgrid의 커뮤니티, 즉 학습자 그룹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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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고 구글 계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Dettinger, 2018). 영상 

녹화는 15초에서 최대 10분까지 무제한 녹화하여 업로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Flipgrid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 수업에서 다른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Edwards & Lane, 2021).  

Figure 2에서 보면, 교수자가 Flipgrid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각각의 grid는 

수업이나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특정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과업을 할당하기 위해 

토픽을 생성해서 과업을 올린다. 세번째는 학생들이 교수자가 올린 토픽에 영상을 업로드한 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grid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링크나 QR코드를 제공한다.  

 

FIGURE 2 

How to Use Flipgrid (Green & Green, 2018, p.129-130) 

 

3. 선행연구 
 

지금까지 살펴본 비디오기반 플랫폼, Flipgrid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Clark 

외 2인(2015)은 온라인 교사교육과정에서 비실시간 텍스트기반과 비디오기반 토론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로 비디오기반 토론이 텍스트기반 토론보다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수업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화상 회의를 통해서 구성원의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고 생산적인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구성원의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사회적 신호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룹 내에 신뢰감을 얻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텍스트기반 제한된 활동을 Flipgrid가 지원할 수 있다. 전면 온라인수업에서 비실시간 영상기반 

토론 도구로써 Flipgrid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에서 학생 79명에게 횡단면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참여자들은 Flipgrid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Flipgrid는 사용이 쉽고 사회적 실제감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Lowenthal & Moore, 2020). 

또한 Flipgrid의 장점을 연구한 Keiper 외 3인(2020)은 HyFlex(hybrid flexible) 학습환경에서 총 163명이 

설문에 참여한 연구의 결과로 학생들의 대부분이 Flipgrid가 유용하고 이로운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ersen, Townsend와 Onaka(2020)는 영어 의사소통 수업에서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이면서 

PC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녹화할 수 있는 Flipgrid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 국립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연구결과로 Flipgrid가 영어 의사소통 참여를 향상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설문결과를 통해서 교사들은 교실 안과 밖에서 학생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활동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Flipgrid를 통해 여러 방법들을 할 수 

Examples of grids in Flipgrid 
Each grid represents a course or class 

Example of a specific grid with topics 
There are three topics in this grid 

  

Example of a student responses to a topic that is part of a grid Screen that allows instructor to share a grid with students 

 
 



 

© 2021 The Society for Teaching English Through Media (STEM) 

Im, Hee-Joo 
 50  

있다고도 했다. 

특히 언어학습에서 Flipgrid 활용은 온라인학습에 있어서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Edwards와 Lane(2021)은 일본 대학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디오기반 토론 

플랫폼으로 Flipgrid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Flipgrid에 대한 인식과 Flipgrid가 영어 

의사소통수업에서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로 몇몇이 

학생들은 Flipgrid 활용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온라인수업에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언어학습에서 아랍학생들의 

학습경험을 통해 Flipgrid를 활용하면서 느끼는 학습 효과성에 관한 인식과 Flipgrid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연구를 Mango(2021)가 진행했다. 총 30명의 학생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로 학생들은 처음에 

Flipgrid 활용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Flipgrid는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서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과정을 추적하는 동안에 

학생들에게 언어연습위한 안전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단점으로 

참여자 27%는 Flipgrid에 올린 자신의 영상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온라인 수업에서 Flipgrid를 활용한 비디오기반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언어교육에서 다양하게 

활용 되어왔다. 학습자들의 비디오기반활동이 학습자 간 또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충남소재 A대학교 교양 핵심영어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1학년 11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학 입학 전에 치뤄진 진단고사, 온라인 모의 토익 성적이 450~600점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대학영어1 중급레벨 수업을 수강하였다. 중급 성적에 포함된 학생들은 단대별 중급 

수업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본 대학영어1 수업은 영어 읽기 학습을 통해 말하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두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학생들은 외국어대, 공공보건대, 그리고 

과학기술대에 속해 있으며 수업에 참여한 총 수강생은 149명 중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116명이다. 

두개의 그룹 활동인 실시간 그룹 활동과 비실시간 그룹 활동에 총 116명 중 각각 63명과 53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2. 수업 구성 
 

본 연구에서 참여 학생들은 수업 이후에 과제로 그룹 활동을 실시하였다. 본 수업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첫 시간은 실시간 수업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첫 시간에 그룹 활동을 위해 4명 또는 

5명씩 그룹을 정해주고 구성원끼리 인사하는 시간을 주고 그룹 구성원들 간의 전화번호 교환하거나 교내 

학습관리 시스템 또는 개강 전에 학교 계정으로 가입하도록 한 Microsoft Teams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Microsoft Teams는 그룹과제 또는 개인과제를 올리거나 그룹 활동시에 활용이 되었다. 

실시간 그룹에서 주로 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지만 간혹 작동이 안될 경우 Microsoft Teams를 활용했고 

비실시간 그룹에서는 Microsoft Teams에 Flipgrid를 연동을 시켜서 활용을 했다.  

본 연구에서는 A그룹과 B그룹, 두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활동이 진행되었다. A그룹은 실시간 그룹 

활동이며 B그룹은 비실시간 그룹 활동을 실시하였다. Table 1에서 보듯이, A그룹인 실시간 그룹 학습자들은 

그룹 과업이 주어지면 줌이나 MS Teams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구성원들과 만나 그룹 

활동을 실시하였다. 주어진 주제에 맞게 발표자는 발표하고 구성원들은 발표자에게 질문이나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전체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수행했고 모든 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여 교내 학습관리 시스템 

과제방에 올리도록 하였다. 또한 B그룹인 비실시간 그룹 학습자들은 각각 주제와 정해진 발표시간에 맞게 

개인 발표영상을 녹화하여 Flipgrid에 주어진 날짜까지 업로드하고 그 이후 과제 마감날까지 다른 구성원들이 

업로드한 발표 영상을 보고 영상 또는 텍스트 피드백을 그 아래 남기도록 하였다. 모든 그룹 과제의 

발표시간은 약 1분에서 2분정도로 정해주었고 비실시간 그룹은 피드백의 유형이 텍스트 또는 영상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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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에 의해서 정해졌다.   

 

TABLE 1 

Synchronous Group Activity and Asynchronous Group Activity Procedures 

 

이와 같은 그룹 과제는 전체 평가의 20% 점수가 부여되었다. 본 연구에서 그룹 활동은 한 학기 동안 총 

4회가 실시되었다. Table 2에서 보듯이, 그룹 활동을 위한 주제는 본 대학영어1 수업 교재인 Keynote 2(Bohlke, 

2017) 콘텐츠 중 학습한 내용에서 질문이 선별되어서 각 그룹에게 부여되었다. 과제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고 과제수행기간은 약 2주를 부여하였다. 특히 B그룹은 2주의 

과제수행기간 중 1주까지는 자신의 영상을 올리는 기간으로, 나머지 1주는 그룹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주는 

기간으로 정해서 공지하였다. 그룹 활동의 주제로 1회차 주제는 자기소개, 2회차는 좋아하는 책 설명, 

3회차는 영감을 준 사람 묘사, 마지막 4회차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TABLE 2 

Topic and Contents for Group Activities 
 Topic Description 

1st  Introduce yourself! Introduce yourself in a group. 

2nd  What is your favorite book?  
Explain your favorite book using these 4 elements: characters, setting, 
theme, plot. 

3rd  Who is your inspirational person? Introduce the person who you have been inspired in your life. 

4th  What is the best city in the world to live in? Think and describe the best city that you want to live in. 

 

FIGURE 3 

Pictures of Synchronous Group Activity and Asynchronous Group Activity 

 

Figure 3은 학생들이 실시간과 비실시간 그룹 활동하는 모습의 샘플을 제시하였다. A그룹은 실시간 그룹 

활동으로 줌을 통해 5명이 동시에 과제활동에 참여하고 팀내에서 정한 순서대로 발표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발표자의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4명의 구성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하고 

발표자는 이에 대답을 한 후에 다음 발표자로 넘어간다. B그룹은 비실시간 그룹 활동으로 Microsoft Teams에 

연동된 Flipgrid를 통해 본인이 녹화한 영상을 모바일 또는 PC를 활용해서 업로드하고 일정시간까지 모든 

구성원의 개인발표 영상 업로드가 끝나면 각자 다른 구성원의 영상을 시청하고 텍스트 또는 영상 피드백을 

남긴다.  

 

 Group A: Synchronous Group Group B: Asynchronous Group 

Used Platform Zoom, Teams, Gom player Flipgrid 

Procedure 

1) Practice their own presentation  
2) Set the date and time for group meetings 
3) Present their own presentation and give 
feedback to each other in online meeting   

1) Practice their own presentations  
2) Record their own speeches on Flipgrid by a certain date 
3) Watch team members’ video and give (text/video) 
feedback 

  Group A: Synchronous Group Activity (Zoom) Group B: Asynchronous Group Activity (Flip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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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실시간과 비실시간 그룹 활동에 참여한 학습자의 태도와 인식을 고찰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이 

끝난 학기말에 각 그룹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와 참여자들의 기말고사 결과 분석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Yu(2021)의 설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116부가 수집 분석되었고 

객관식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객관식 문항은 학습자들의 그룹 활동 참여도, 그룹 활동이 

학습자들의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발표시간 및 피드백의 선호도에 관한 내용이며 개방형 문항은 

각 그룹 활동의 장단점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의 기말고사 성적도 함께 분석되었다. 기말고사는 

전체 성적 중 총 30점으로,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영상과 스크립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되었다. 

기말고사의 주제는 그룹과제 4가지 중 한가지 주제가 선정되고 출제되었다. 기말고사 평가기준은 

정확성부분에서 프레젠테이션 형식(10점), 영어문법과 표현(5점), 그리고 유창성 부분으로 발표 

전달력(10점), 발음, 억양의 자연스러움(10점)으로 나누어져 각각 평가되었다. 본 연구 설문 데이터는 

기초통계와 질적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주관식 문항은 참여자의 답변내용에서 중심어를 분류하여 코딩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었고 그 결과로 실시간과 비실시간 그룹 활동에 참여한 그룹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영어능력, 그리고 정의적 측면으로 구분되어서 분석되었다.  

 

 
IV. 연구 결과  

  

1. 그룹 활동 참여도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시간과 비실시간 그룹 활동 대한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문항, “나는 

이번 학기에 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에 응답을 살펴보았다. Table 3에서 결과를 살펴보면, 실시간 

그룹은 평균이 4.7, 표준편차는 0.6과 비실시간그룹은 평균이 4.6, 표준편차는 0.7로 나타났다. 실시간 그룹 

활동 참여자들의 참여율이 비실시간 그룹 활동 참여자들의 참여율의 평균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Result of Participating in Online Group Activities 

 

그룹 활동 중에 발표자의 발표가 끝나고 난 후 구성원들이 발표자에게 코멘트나 피드백을 주고 발표자는 

답변을 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을 묻는 문항, “나는 그룹 활동에서 발표자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했다.” 의 결과를 Table 4에서 살펴보았다. 실시간그룹은 평균이 4.6, 표준편차는 0.7로 나타났고 

비실시간그룹은 평균이 4.3, 표준편차는 1.0으로 나왔다. 실시간그룹 참여자의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Result of Giving Feedback to the Presenter’s Speech 
I tried to actively give feedback to the presenter’s speech. N Min. Max. M SD 

Synchronous group 63 2.0 5.0 4.6 0.7 

Asynchronous group 53 1.0 5.0 4.3 1.0 
 

발표자가 구성원들에게서 받은 피드백에 답을 주거나 응답을 하려고 했는지를 묻는 “나는 그룹 활동에서 

다른 구성원들이 주는 피드백에 다시 대답을 주려고 노력했다.” 설문 문항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Table 5에서 

실시간그룹의 평균은 4.7, 표준편차는 0.6으로, 비실시간 그룹 평균은 3.4, 표준편차는 1.2로 나타났다. 두 그룹 

사이의 평균이 다소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실시간이나 비실시간 그룹 활동에서 피드백을 주는 

I actively participated in online group activities this semester. N Min. Max. M SD 

Synchronous group 63 2.0 5.0 4.7 0.6 

Asynchronous group 53 2.0 5.0 4.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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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까지는 비슷했지만 실시간그룹은 현장에서 질문과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비실시간 그룹 활동의 

발표자들은 시간을 따로 내서 댓글이나 영상을 읽고 다시 영상을 남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TABLE 5 

Result of Answering the Feedback From Other Team Members   

I tried to respond to the feedback (questions) from other team 
members’ questions or comments. 

N Min. Max. M SD 

Synchronous group 63 2.0 5.0 4.7 0.6 

Asynchronous group 53 1.0 5.0 3.4 1.2 

 

2. 영어학습 향상도 
 

실시간과 비실시간 그룹 활동으로 영어학습의 향상도를 알아보는 설문이 실시되었다. 우선, 참여자가 

속한 그룹 활동이 영어학습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위한, “그룹 활동은 나의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문항에서 실시간그룹의 평균은 4.2, 표준편차 0.9로 나타났고 비실시간그룹의 평균은 3.8, 표준편차 

1.0으로 보였다. 실시간그룹이 비실시간그룹의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TABLE 6 

Result of English Learning 

Online group activities helped my English learning. N Min. Max. M SD 

Synchronous group 63 2.0 5.0 4.2 0.9 

Asynchronous group 53 1.0 5.0 3.8 1.0 
 

또한 말하기에 있어서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그룹 활동의 영향을 알아보는, “그룹 활동이 나의 영어 말하기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문항에서 Table 7의 결과를 살펴보면, 실시간그룹의 평균은 4.2, 

표준편차는 0.9, 비실시간그룹의 평균은 4.0, 표준편차는 1.1로 나타났다. 실시간 그룹 활동의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TABLE 7 

Result of English Speaking Confidence 

 
Table 8에서 보면, 그룹 활동이 영어 흥미도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는 “그룹 활동이 나의 영어학습에 흥미를 

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문항에서 실시간그룹의 평균이 4.0, 표준편차 1.0 그리고 비실시간 그룹 평균이 3.8, 

표준편차 1.1로 나타났다. 실시간그룹 참여자의 평균이 0.2 높게 나타났다.  

 

TABLE 8 

Result of Interest in Learning English 

6) Online group activities helped me to be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N Min. Max. M SD 

Synchronous group 63 2.0 5.0 4.0 1.0 

Asynchronous group 53 1.0 5.0 3.8 1.1 

 

 

  

5) Online group activities helped to improve English speaking confidence. N Min. Max. M SD 

Synchronous group 63 2.0 5.0 4.2 0.9 

Asynchronous group 53 1.0 5.0 4.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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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Result of Mean of Final Tests 

 

Figure 4에서 두 그룹의 기말고사 성적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이다. 실시간 그룹 활동에 참여한 학습자의 

기말고사 평균이 23.5이고 비실시간 그룹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기말고사 평균은 22.7이다. 실시간 그룹과 

비실시간 그룹의 기말고사 성적의 평균의 차이는 약 0.8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실시간 그룹에 참여한 

학생들이 실시간 그룹보다 기말고사 평균이 다소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3. 선호도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그룹 활동에 참여한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개인별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물어보기 

위해 온라인 그룹 활동에서 개인 프레젠테이션은 몇 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 문항 

결과에 두 그룹 모두 1분 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을 했다. Figure 5에서 보듯이, 실시간그룹은 94%가 

비실시간그룹은 85%가 1분 발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그 이외 실시간그룹은 1분 미만 2%, 

2분 3%, 그리고 2분 초과 2%로 나타났고 비실시간그룹은 1분 미만 8%, 2분 8%로 나타났다. Figure 6에서 

보듯이, 실시간그룹은 구성원들끼리 동시에 접속해서 구두로 피드백을 주고 받았지만 비실시간그룹에서는 

텍스트 그리고 영상 두가지의 피드백을 주고 받도록 했다. 이에 비실시간그룹에 참여자에게 두가지 중 

선호하는 피드백 타입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영상 피드백은 23% 그리고 텍스트 피드백은 77%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간단히 글로 코멘트나 피드백을 남기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FIGURE 5 

Time for Individual Presentation 

 
FIGURE 6 

Feedback Preference of Asynchronou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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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그룹 활동의 장단점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그룹 활동에 참여한 학습자들에게 활동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문을 하였다. Table 

9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실시간 그룹 활동의 장점으로 학습자들은 실시간 그룹은 구성원들과의 활발한 

교류, 영어 발음 및 영어 말하기 향상, 자신감 향상, 영어 의사소통 기회 확대, 그리고 영어학습 흥미도 향상 

등을 언급했다. 또한 실시간 그룹 활동의 단점으로 온라인 연결, 카메라, 마이크 등의 테크놀로지 문제점, 

구성원들과 시간 맞추는 것에 대한 불편함, 비대면 의사소통의 불편함, 그리고 자신감 하락 등을 들었다.  

 

TABLE 9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ynchronous Group Activity 

 

Table 10에서 보듯이, 비실시간그룹의 장점으로 참여자들은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영어 발음 및 영어 

말하기 향상, 타인의 영상을 관찰하고 학습 기회, 자신감 향상, 영어학습 흥미도 향상 등을 언급했다. 그 

이외에 그룹 구성원들의 발화를 들으면서 영어 듣기능력 향상, 발표준비과정을 통해 발표 집중도 향상 등의 

기타 의견 등도 있었다. 또한 비실시간그룹의 단점으로는 영어 발음 또는 말하기 자신감 하락, 온라인 연결, 

업로드, 영상촬영 등의 테크놀로지 활용의 문제점, 과제제출 기한 내에 피드백을 주고 받는 시간적 어려움, 

그룹 구성원의 발음이나 발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을 언급했다. 그 외에 비실시간활동으로 

구성원들간의 친분이 쌓이지 않아 다소 어색하고 힘들었으며 업로드 된 영상을 통해서만 소통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TABLE 10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synchronous Group Activity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온라인수업에서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그룹 활동 참여시 학습자들의 학습태도를 살펴보고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116명이며 실시간그룹은 63명, 

비실시간그룹은 5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참여자들의 기말고사 

성적도 수집되었다. 연구 데이터는 모든 그룹 활동이 끝나는 학기말에 수집 된 후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그룹 활동 참여도에서 실시간그룹에서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피드백에 관련하여 

실시간그룹에서 발표자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했다는 문항에서 비실시간그룹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성원들의 질문이나 피드백에 다시 대답을 했냐는 질문에 실시간그룹의 평균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그룹 활동 참여도가 실시간그룹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비실시간 그룹 

참여자의 활동 참여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로 학습자들은 실시간그룹 활동과 다르게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들어와서 그룹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개인별로 업로드한 구성원들의 영상을 시청하고 피드백을 

남기는 방식이어서 다소 놓치거나 빼먹는 경우가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실시간활동처럼 구성원이 동시에 

Advantages N Disadvantages N 

Communicating with team members  19 Technology problems(camera, microphone, etc.) 23 

Improving English pronunciation and speaking 10 Inconvenience when meeting with team members online 9 

Increasing self-confidence  8 Inconvenience when communicating with team members 
online  

5 

Expanding communication opportunities in English 6 Decreasing self-confidence 4 

Improving of interest in learning English 3 
 

 

Advantages N Disadvantages N 

Communicating with team members 12 Decreasing self-confidence when speaking 10 

Improving of English pronunciation and speaking 12 Technology problems(camera, microphone, etc) 9 

Leaning by watching other team members 7 Inconvenience when meeting with team members online 7 

Increasing self-confidence 6 Difficulty understanding team members’ speech and 
pronunciation 

5 

Improving of interest in learning Englis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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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이나 코멘트를 즉각적으로 주는 환경이 없어서 다소 참여도가 떨어졌을 수 있다. 

영어학습 향상도 면에서, 그룹 활동이 자신의 영어학습에 도움, 영어 말하기 자신감의 증가 그리고 

영어학습 흥미도 향상을 묻는 문항에 모두 실시간 그룹이 모두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그룹의 기말고사 

성적을 살펴본 결과 실시간그룹이 기말고사 성적에서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학습효과 

면에서 학생들의 실시간 그룹 활동이 비실시간 그룹 활동보다 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 

프레젠테이션 영상 녹화시간에 있어서 학습자들은 적절한 시간으로 두 그룹 모두 약 1분정도의 발표를 

선호하였다. 아직 1학년인 참여자들은 영어 구두발표의 기회가 없어서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구성원들끼리 

원활한 친밀감 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1분 이상의 발표는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비실시간그룹에서 

피드백 타입으로 비디오 또는 텍스트 피드백 중 텍스트 피드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텍스트 피드백과는 달리 영상 피드백은 발표자의 영상을 보고 다시 영상으로 코멘트나 질문을 하는 것이 

번거로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시간과 비실시간 그룹 활동에 대해 장점으로 두 그룹 모두 구성원들과의 소통, 영어 발음과 말하기 부분 

향상, 영어 자신감 증가, 영어학습의 흥미 증가 등을 언급했고 비실시간 그룹에서는 다른 구성원들의 영상을 

보면서 학습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장점으로 언급했다. 두 그룹의 공통된 단점으로 카메라, 마이크 등의 

기술적인 문제, 구성원들과 시간 맞추기가 불편함, 자신감 하락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실시간 그룹은 

구성원들과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단점을 지적했고 비실시간 그룹은 구성원들의 발화나 발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언급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그룹 활동은 온라인 상에서 느낄 

수 있는 고립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자 간 그룹 활동은 교실현장학습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정을 온라인 수업에 통합하는 한 가지 방법(Naughton, 2020)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그룹 활동은 실시간 의사소통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율 증가, 자신감 상승, 동기부여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인다(Hrastinski, 2008; McBrien, Jones, & Cheng, 2009). 또한 최근 연구들은 이와 같은 비실시간 

그룹 활동이 학습자 간의 신뢰, 팀워크 기술, 그룹 응집력 및 인지과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Mayer, Lingle, & Ussleman, 2017; Tseng & Yeh, 2013).  

둘째, 비실시간수업 참여자들은 Flipgrid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룹 활동에서 동료 

피드백을 주는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못했지만 학습자들은 비실시간 Flipgrid 플랫폼을 이용하여 스스로 

비디오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어 발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동료의 발화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 시청하면서 동료의 장점을 학습할 

수 있다. 특히 비디오를 활용한 영어 프레젠테이션 연습은 위협적이지 않는 플랫폼에서 학생들 간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Miskam & Saidalvi, 2019). Flipgrid 활용은 교수자들에게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연습 시키고 동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증가 시기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설계 시 실시간과 비실시간 비디오기반 그룹 활동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두 가지 활동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학습목표와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자는 온라인 도구 활용 

시 학습자들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오리엔테이션 기간 가져서 학생들이 온라인 

도구 활용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한다. 초기에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나 

활용의 미숙함을 줄여주어서 모든 학생들이 과업에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프레젠테이션 수업에 있어서 Flipgrid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공대학생들은 긍정적인 

이해를 보였다(Miskam & Saidalvi, 2019).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에게 설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지만 다소 참여한 학생 수가 다소 적은 점이 아쉬운 점이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추가하고자 지원자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찾기 힘들었고 몇몇 학생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온라인수업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전공과 학년이 다소 한정 적이었다는 점과 본 연구의 

참여자가 중급 학생들로 한정되어 전체적인 영어교육 학습자의 인식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본 연구를 

일반화시키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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