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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독서실과 같은 물리적인 공용 학습 

공간에 대한 선호를 떨어뜨리자 학습 환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학습하는 타인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에 

물리적인 공용 학습 공간의 대체제로 줌터디가 나타났다. 줌터디란,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이나 디스코드를 사용해 서로 학습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활동으로, 서로 활발히 상호 교류하기 보다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를 화면을 통해 형성하기 위해 

활용된다. 줌터디는 비대면 활동에 익숙해진 국내외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존재감이 공유되는 물리적인 공간과 달리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인위적으로 존재감을 공유해야 하는 

줌터디에서는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발생한다. 즉, 

사용자들은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본인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동시에 실시간 영상 공유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피로를 느껴 본인을 

숨기려는 시도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나타난 줌터디라는 활동을 이해하고 존재감을 

공유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줌터디의 전반적인 활동 양상, 동기, 효과를 파악하고, 2. 줌터디의 

문제점과 니즈를 파악하고, 3.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크게 1차 연구와 2차 연구의 두 단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 연구에서는 먼저 줌터디의 활동 양상, 동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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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31명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사전 인터뷰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설계하여 

1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사전 인터뷰의 내용을 양적으로 

보조하였다. 2차 연구에서는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화면 속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우선 464개의 줌터디 화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14개의 대표적인 줌터디 화면을 도출하였다. 이후 11명을 

대상으로 14개의 대표적인 줌터디 화면 중 선호하는 화면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묻는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요소를 드러내거나 숨기고자 하는지 파악하였다. 

 

1차 연구 결과, 줌터디는 주로 친한 지인들 2~4명과 하루 일정이 

끝난 후 1~4시간 동안 집에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부 환경 

조성이 가장 주요한 참여 동기였으며, 도구 중심, 사람 중심, 외부 요소 

중심의 공부 효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줌터디 전중후에 걸쳐 

비대면, 사람, 공간과 관련한 문제점과 니즈를 경험한다. 이 중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한 문제점과 니즈는 화면 상에서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차 연구 결과, 줌터디 화면은 크게 이마에서 눈을 촬영하는 화면, 

얼굴에서 상체를 촬영하는 화면, 얼굴에서 책상을 촬영하는 화면, 

책상만 촬영하는 화면 그리고 사용자와 책상을 포함한 학습 공간 전체를 

촬영하는 화면으로 분류되었다. 가상배경, 블러배경, 흑백효과, 스티커와 

같은 ‘숨기기’를 위한 영상 필터는 464개의 화면 중 163개의 

화면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사용자들은 공부 감시/증명, 소통 도모, 

같이 있는 느낌 형성, 학습 자극을 위해 얼굴 정면, 상체와 책상, 학습 

자료 등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 화면 부담 

완화, 화면 산만 방지를 위해 생활 공간, 차림새, 얼굴, 배경, 학습 자료 

등을 숨기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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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처음으로 존재감 중심적인 원격 학습 활동인 줌터디를 

살펴보고 줌터디에 대한 전반적이고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다. 또한, 

줌터디와 관련한 화상회의 플랫폼의 문제점과 니즈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도구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향후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줌터디 화면 속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을 실제 화면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줌터디, 화상회의 플랫폼, 존재감, 원격 학습 

학  번 : 2019-2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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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는 독서실과 같은 공용 학습 공간에 

대한 선호를 떨어뜨리며 학습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학습자들은 

집이나 기숙사와 같은 개인 공간보다 학교 도서관과 같은 공유 공간에서 

학습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58]. 이러한 학습 환경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학습하는 타인의 존재’이다. 공용 학습 

공간에서는 서로 ‘학습하는 존재’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학습 환경 

형성에 기여한다. 

 

물리적인 공용 학습 공간의 대체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줌터디이다 

[그림 1]. 줌터디란,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이나 디스코드를 사용해 서로 

학습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활동이다 [7]. 줌터디를 살펴본 

언론 기사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코로나 이후 친구와 열람실이나 

카페에서 학습하는 대신 줌터디를 선택했다 [3, 4]. 줌터디는 서로 

활발히 이야기하고 상호 교류하는 용도가 아니며, 열람실이나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를 화면을 통해 형성하기 위해 

활용된다 [3, 7, 8]. 즉, 도서관에서와 같이 ‘학습하는 존재감’을 

원격으로 공유하는 활동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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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줌터디 화면 예시 

(이미지 출처: 이데일리 기사 [4])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서 줌을 켜놓고 자율 학습을 하는 줌터디는 

신조어로 형성될 만큼 이미 익숙한 활동으로 자리잡았다 [5, 6].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학생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 

외국인들과 줌으로 만나 학습하는 온라인 독서실 사이트도 인기를 끌고 

있다 [4]. ‘스터디 스트림’, ‘버츄얼 스터디 룸’과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접속할 수 있는 상시 오픈 줌터디 방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의 교내 컨텐츠를 통해 비대면 공부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18, 35, 68, 74]. 

 

하지만, 자연스럽게 존재감이 공유되는 물리적인 공간과 달리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인위적으로 존재감을 공유해야 하는 

줌터디에서는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발생한다. 줌터디의 

활동 목적이 학습하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본인을 드러내고자 하며, 더 많이 드러낼수록 학습 효과도 

향상되게 된다. 동시에,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모습을 

공유하는 것은 비슷한 도구를 탐구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 침해나 지나친 자기 인식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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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에 따라 줌터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본인을 숨기려고 하는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노력을 동시에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나타난 줌터디라는 활동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존재감을 공유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화면 속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줌터디의 활동 양상, 동기,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줌터디의 문제점과 니즈를 파악한다. 

셋째,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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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활동은 타인의 존재감을 느끼며 각자 

자율 학습을 하는 활동이며, 이때 사용되는 도구는 화상회의 플랫폼이다. 

따라서 먼저 존재감의 정의를 이해해야 하고, 학습 상황에서 타인의 

존재감이 발생시키는 효과를 탐구한 연구를 살펴보아야 하며, 배경적인 

존재감을 형성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과 같은 실시간 영상 송출 

기술을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습 상황 속 

타인의 존재감과 관련된 개념인 ‘사회적 존재감(social presence)’과 

함께 사회적 존재감의 근간이 되는 ‘존재감(presence)’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존재감의 정의를 알아보았다. 이후 학습 상황에 

집중하여 수업 상황 속 사회적 존재감의 효과를 탐구한 연구들과, 

수업과 강의 상황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스터디 

그룹의 효과를 탐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영상 송출을 통해 배경적인 존재감을 보조하는 도구 디자인 연구들과 

함께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탐구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크게 1. 존재감과 사회적 존재감, 2. 학습 상황 속 사회적 

존재감, 그리고 3. 실시간 영상 송출을 통한 배경적 존재감 보조에 대한 

연구들을 차례대로 설명한다. 

 

제 1 절 존재감(presence)과 사회적 존재감(social 

presence) 

 

제 1 절에서는 존재감과 사회적 존재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다. 

존재감이라는 개념은 연극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에 걸쳐 

정의되었으며, 사회적 존재감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상호작용할 때 느껴지는 타인의 존재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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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용어로서 정의된다. 

 

1. 존재감의 정의 

 

존재감이라는 개념은 일찍이 연극과 공연의 맥락에서 배우의 무대 

장악력과 실력을 논하기 위해 ‘무대 존재감’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논의되었다 [66]. Bazin 또한 1967년에 사진술과 영화와 관련하여 

존재감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Bazin에 의하면 존재감은 “시간과 공간과 

관련하여 정의”되며, “‘누군가의 존재 하에’ 있다는 것은 그가 우리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가 우리의 실제 감각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의 경우 시각의 감각 범위, 라디오의 경우 

청각의 감각 범위 내에 있는 것이며, 사진과 영화의 발달 이전에는 조형 

미술이 실제 물리적 존재와 부재 사이의 유일한 중간자”였다 [11]. 

Bazin은 연극 상황 속 연기자와 관중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의사소통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미디어는 이러한 호혜성이 불완전하고 

일방향적이기 때문에 존재와 부재 사이의 ‘가짜 존재감(pseudo-

presence)’을 제공한다 [11, 66].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존재감은 1963년 Goffman에 의해 ‘co-

presence’라는 개념 하에 정의되었다. Co-presence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지하는 감각과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을 다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를 의미한다 [21, 66]. Goffman에 의하면, “Co-presence의 

모든 조건은 변동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나타난다. 즉, 사람들은 

서로 co-presence를 갖기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든 

그것이 서로 인지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야” 하며, 본인이 인지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될 정도로 충분히 가까워야 한다 [21]. 이때, 

Goffman은 co-presence라는 개념을 오직 실제 물리적 공간 속 사회적 

상호작용에만 적용하였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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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와 관련한 존재감의 정의는 

1990년대 초 이후부터 활발히 이루어졌다 [66]. Minsky는 가상 

환경에서 유발된 존재감을 ‘virtual presence’라고 불렀고, teleopration 

상황에서 발생하는 존재감은 ‘telepresence’라고 지칭하였다. Minsky에 

의하면, telepresence는 적절한 teleopration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감지되는 피드백과 상호작용을 통해 그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공간에 있다고 느끼는 현상을 지칭한다 [51]. Lombard와 

Ditton은 다양한 미디어와 관련된 존재감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존재감의 여섯 가지 다른 해석을 발견하였다: 사실성(realism), 

몰입(immersion), 이동(transportation), 사회적 풍부함(social richness), 

미디어 내의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 within medium), 그리고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디어(medium as social actor). 이를 토대로 존재감에 

대해 ‘비매개의 지각되는 환각(perceptual illusion of non-

mediation)’이라는 하나의 정의를 도출하였다 [47]. 

 

Schreer et al.은 Lombard와 Ditton이 제시한 존재감에 대한 

정의를 ‘물리적 존재감’과 ‘사회적 존재감’으로 분류하였다. 물리적 

존재감은 매개된 공간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감각을 의미하며, 

사회적 존재감은 가상 혹은 멀리 떨어진 대화 상대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같이 있는 느낌을 의미한다 [66]. Schreer et al.은 물리적 존재감을 

보조하는 미디어와 사회적 존재감을 보조하는 미디어,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주의 교차 지점에서 발생하는 co-presence를 보조하는 

미디어를 분류하였다 [그림 2]. 물리적 존재감과 사회적 존재감의 가장 

큰 차이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한다. 사회적 존재감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요소지만, 물리적 존재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 않다. 즉, 미디어는 상호 간 의사소통적 신호를 아예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높은 물리적 존재감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전화나 

채팅처럼 최소한의 물리적 묘사를 사용하면서도 대화 상대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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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을 전달할 수도 있다 [66]. [그림 2]에 따르면, 화상회의 

플랫폼은 물리적 존재감과 사회적 존재감의 요소들을 모두 제공한다. 

 

 

[그림 2] 물리적 존재감, 사회적 존재감, co-presence를 보조하는 미디어 

 

2. 사회적 존재감의 정의 

 

사회적 존재감은 주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 분야에서 

연구되어왔으며, 처음에는 초기 연구자들에 의해 기술 중심적으로 

정의되었으나 후기 연구에서는 비교적 인간 중심적인 정의로 발전하였다 

[71, 76]. 사회적 존재감은 1976년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처음 

Short et al.에 의해 정의되었다 [69]. 이들은 사회적 존재감을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 “타인이 부각되는 정도와 그에 따라 상대와의 

관계가 부각되는 정도”라고 설명하였다 [67]. 위 개념에서 사회적 

존재감은 미디어 자체만의 특성이며, 따라서 기술적인 사회적 

존재감으로 여겨진다. 이때 미디어는 사회적 존재감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존재감은 개인이 미디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상호작용의 사적인 정도를 결정한다 [2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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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9, 71, 72]. Rice와 Walther 등도 이러한 기술 중심적인 정의를 

이어나가 사회적 존재감을 “특정 미디어가 대화 상대의 존재감을 잘 

전달한다고 여겨지는 정도”, “상대가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 등으로 정의하였다 [59, 69, 75]. 

 

Short et al.은 사회적 존재감이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이전 연구에서 제시된 두 가지 개념, 

‘직접성(immediacy)’과 ‘친밀성(intimacy)’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특성으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 사회적 존재감이 높은 미디어가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이다 [12, 41, 67]. Wiener et al.에 의해 제시된 

개념인 직접성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과의 심리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대화가 직접적인 정도와 대화 속 상호작용의 강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78]. 직접성은 언어적인 요소와도 관련이 있지만, 

상대와의 물리적인 거리, 복장의 형식, 표정 등 비언어적인 요소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직접성이 증진될수록 사회적 존재감도 증진된다 [29, 

30, 71, 72]. Argyle et al.이 제시한 친밀성은 눈맞춤, 물리적인 거리, 

대화 주제, 웃는 정도 등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 [10, 30, 67, 

71, 72]. Short et al.은 미디어의 사회적 존재감이 상대방과의 친밀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였다 [29, 41, 67]. 

 

이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존재감이 미디어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인식과도 관련된 요소라고 주장되었다 [76]. 사회적 존재감이 

미디어의 기술적인 부분인 객관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주관적인 

특성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67, 71, 75]. Gunawardena는 Short 

et al.의 정의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존재감이 미디어뿐만 아니라 

참여자와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발생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며, 사회적 존재감을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 “타인이 진짜 

사람이라고 인지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29]. 2000년대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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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존재감이 점차 인간 중심적으로 정의되면서 사람 간의 연결을 

강조하며 “사용자가 상대방의 지식, 의도, 감각적인 인상을 느끼는 

정도”, “미디어를 통해 타인을 느끼고 인지하며 타인과 연결되는 정도”, 

“다른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 

등으로 설명되었다 [12, 24, 69, 70]. 더욱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참여자의 능력으로 연결하며 사회적 존재감을 “타인이 나를 실제 

사람으로 느낄 수 있게끔 나의 특징을 집단에게 잘 보여주는 능력”, 

“미디어를 통해 집단 내에서 광범위하게 소통하는 개인의 능력”, 

“개인이 본인을 잘 보여줌으로써 집단과 동질감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터놓고 소통하고,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23, 57, 72]. 

 

사회적 존재감에 대한 정의는 특히 학습 상황으로 갈수록 사람 

중심적으로 발전되며 사람과 사람 간에 실제로 벌어지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줌터디라는 새로운 존재감 중심적인 

학습 활동에서는 사람 간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최소화한다. 따라서 

도구의 역할과 영향이 막중해지고, 오히려 초기의 기술 중심적인 정의와 

더 일맥상통하게 된다. 하지만 기술 중심적인 사회적 존재감 연구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줌터디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비교적 소극적인 사회적 

존재감의 정의와 양상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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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학습 상황 속 사회적 존재감 

 

제 2 절에서는 학습과 관련한 사회적 존재감의 효과와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일반적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업 상황 속에서 강사나 

다른 학습자의 사회적 존재감의 효과를 탐구한 연구를 정리하고, 수업과 

강의 상황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스터디 그룹의 

효과를 탐구한 연구를 살펴본다. 

 

1. 수업 상황 속 사회적 존재감의 효과 

 

초기 사회적 존재감 연구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다루었으나 학습 환경에서도 다른 학습자의 존재감이나 강사의 존재감 

등 사회적 존재감의 중요성이 발견되자 온라인 학습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위 개념을 인간 중심적으로 재정의하면서 온라인 학습과 

관련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43, 57, 76]. 인간 중심적으로 

새롭게 정의한 틀 안에서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경험과 니즈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사회적 존재감을 중심으로 컴퓨터 매개 학습(CML)의 

다양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이때 사회적 존재감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만족도 및 성취와 연결되는 주요 요소로 

강조되었다 [69, 77]. 많은 연구들이 학습 상황 속 사회적 존재감의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업 상황에서 

사회적 존재감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탐구하였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존재감을 학습자의 학습 만족도와 연결하기도 

하고 [30, 32, 34, 53], 학습자의 인지된 학습 정도와 연결하기도 

하였으며 [60, 62, 70], 본인의 수업 태도에 대한 평가나 [63] 학습 

동기와 [19] 같은 세부적인 심리적 요소와 연결하기도 하고, 실제 학습 

성과나 [36, 57, 61] 수업에 잔류하는 정도 [15], 온라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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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정도 [73]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와 연결하기도 하였다. 

 

Guanawardena et al.은 컴퓨터 매개 학습 상황에서 사회적 

존재감이 학습자의 학습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측정하였다 

[77]. Guanawardena et al.은 컴퓨터 매개 컨퍼런스에 참여한 5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존재감과 학습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대방이 “진짜 사람”으로 

느껴지는 정도가 학습 만족도 분산의 60%에 기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30]. Hostetter et al.은 112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온라인과 대면 수업 모두 인지된 사회적 존재감이 비슷하며, 

특히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사회적 존재감이 학습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아내었다 [32]. Janis와 Kim은 각각 대면과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강사의 직접성(immediacy)이 학습자가 인지한 

수업 방식의 질이나 수업 내용의 질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Janis는 강사의 직접성이 인지된 수업 방식의 질 분산의 46%를 

예측하고 인지된 수업 내용의 질 분산의 20%를 예측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강사의 직접성이 학습자가 수업에 전념하는 정도의 

18%를 예측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34]. Kim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강사의 직접성이 학습자가 인지하는 수업의 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며 강사의 직접성 행동을 더 자주 목격한 학습자는 수업 

방식과 내용의 질에 대해 더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하였다 [53]. 

 

Richardson et al.과 Swan et al., Rovai는 모두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인지된 사회적 존재감이 그들의 인지된 학습 

정도(perceived learning)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Richardson 

et al.은 97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인지된 

사회적 존재감과 인지된 학습 정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인지된 사회적 존재감이 높은 학습자는 인지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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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뿐만 아니라 강사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 평가함을 발견하였다 [60]. 

Swan et al.은 51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른 학습자의 사회적 존재감, 

강사의 사회적 존재감, 인지된 학습 정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 수업 내 

토론 그룹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사회적 존재감은 그 외 모든 요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전반적인 사회적 존재감과 인지된 학습 정도, 그리고 

강사의 사회적 존재감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아내었다 [70]. Rovai는 26개의 수업에 걸쳐 314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른 학습자 및 강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와 인지된 

학습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두 요소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내었다 [62]. 

 

Russo et al.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22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학습자가 타인의 존재감을 인지하는 것이 본인의 수업 태도에 

대한 자기 평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내었다. 또한, 

타인의 존재감에 대한 인지는 학습 만족도와 인지된 학습 정도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밝혀내었다 [63]. Christophel et al.은 

설문조사를 통해 강사의 직접성이 학습자의 동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였고, 두 요소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강사의 인지된 

직접성을 통해 학습 동기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알아내었다 [19]. 

 

Picciano et al., Joksimovic et al., Rockinson et al.은 모두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인지된 사회적 존재감과 학습 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Picciano et al.은 사회적 존재감에 대한 설문조사, 최종 

시험 점수, 글짓기 과제 점수를 토대로 사회적 존재감이 최종 시험 

점수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지만 글짓기 과제 점수와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아내었다 [57]. Joksimovic et al.은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등 사회적 존재감과 관련 요소들이 학습자의 최종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미한 요소임을 밝혀내며 이러한 요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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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습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36]. Rockinson et al.은 131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사회적 존재감을 포함한 지표들과 학습자의 지각된 학습 성과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더 나아가, 학습자의 

지각된 학습 성과가 그들의 최종 성적을 예측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61]. Boston et al.은 여섯 학기에 걸쳐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을 듣는 학습자 28,87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존재감을 포함한 지표로 학습자들이 강의 프로그램에 잔류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온라인 시스템이 좋은 사회적 

상호작용 장치라고 느끼는 정도와 다른 학습자의 존재를 확실하게 

느끼는 정도가 프로그램 잔류 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15]. 

Tu et al.은 43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지된 사회적 

존재감이 온라인 수업 시스템에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영향을 끼침을 알아내었다 [73]. 

 

2.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스터디 그룹의 효과 

 

많은 연구들이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학습자들로 이루어진 스터디 

그룹의 효과를 탐구하였다. 하지만, 학습 상황 속 사회적 존재감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터디 그룹을 활용한 시도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줌터디는 수업과 강의 

상황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스터디 그룹의 일환이기 

때문에 학습자 주도적으로 수업 바깥에서 형성된 스터디 그룹의 효과를 

탐구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학습자 주도적인 스터디 그룹을 살펴본 연구들은 스터디 그룹이 

학습적인 효과와 심리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학습적인 

관점에서, 학습자들은 스터디 그룹을 통해 서로 어렵거나 모르는 개념을 

물어보고 알려주면서 부족한 지식을 보충한다 [9, 31, 48]. 또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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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고 [9, 48], 새로운 학습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65]. Kulkarni et al.은 스터디 그룹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토론이 

좋은 수업 성과와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42]. 

 

심리적인 관점에서 스터디 그룹은 감정적인 지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학습 의욕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스터디 그룹은 

대개 같은 분야를 공부하거나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비슷한 학습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하고 

복돋아주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감정적인 지지를 제공해준다 [9, 

31, 48, 65]. 또한, 서로의 학습 습관이나 노력하는 정도, 기량, 결과 

등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부족함을 알아내도록 하고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도 한다 [31, 48]. 

 

스터디 그룹의 효과에 대한 회색 문헌을 정리한 Keren et al.은 

적극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없이 따로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 또한 학습 

동기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39]. 타인이 공부하는 영상을 보는 행위를 

탐구한 Lee et al. 또한 직접적인 학습자 간 상호작용 없이 영상을 보는 

것 만으로도 타인의 사회적 존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45]. 

 

다양한 연구들이 학습 상황에서 강사나 다른 학습자 등 다른 사람의 

사회적 존재감이 가져오는 효과를 탐구하였다. 하지만, 수업과 강의 

상황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스터디 그룹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비교적 부족하다. 그 중에서도 다른 학습자와 활발히 

상호작용하지 않는, 다른 학습자의 존재감만 느끼며 학습하는 활동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더 

나아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다른 학습자의 존재감만 느끼며 

학습하는 활동의 효과를 처음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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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시간 영상 송출을 통한 배경적 존재감 보조 

 

제 3 절에서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통해 배경적인 존재감을 

보조하는 도구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우선 다양한 상황에서 

실시간 영상 송출 기술을 사용하여 배경적인 존재감을 보조하는 도구 

디자인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책을 탐구한 

연구들을 정리한다. 

 

1. 도구 디자인 

 

배경적 존재감을 보조하는 실시간 영상 송출 도구는 크게 근무자 간 

연결과 가족 간 연결을 위해 시도되었다. 근무자 간 연결은 1992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연구실을 연결하기 위해 실시간 영상과 

마이크를 통해 미디어 스페이스를 구축한 Xerox Portholes 

프로젝트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Xerox Portholes 프로젝트는 이를 통해 

주변적이고 배경적인 상호인지를 증진시키고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체 

의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3, 20]. Lee et al.은 Xerox Portholes의 

경험을 토대로 NYNEX Portholes라는 웹 베이스의 미디어 스페이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NYNEX Portholes에서는 영상 화면을 그대로 

송출하는 대신 근무자의 영상 화면을 5분마다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해당 근무자의 부서, 번호, 이메일, 캘린더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때, 사용자의 시스템 통제를 늘리기 위해 블러 정도를 

조절하거나 어떤 사용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클릭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4]. Gaver et al.과 Nakanishi et al.은 영상 화면을 

보고 있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가 촬영하는 각도나 위치를 

조정하는 도구를 제안하였다 [26, 52]. Gaver et al.은 네 대의 카메라로 

얼굴, 책상, 옆모습 전체, 버드뷰를 촬영하는 미디어 스페이스를 

디자인하고, 이를 사용한 연구 참여자들이 얼굴을 촬영한 화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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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된 화면을 더 많이 사용함을 발견하였다 [25]. Kim et al.은 

문 닫긴 사무실과 공용공간을 연결하는 Magic Window를 제안하였다. 

Magic Window는 사무실 내부 촬영 화면을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사무실 

문밖에 놓고, 사무실 내부를 보고자 하는 사용자는 모니터 옆에 설치된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면 본인의 권한에 따라 화면이 원본, 

블러, 혹은 불투명으로 보이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40]. 

 

Judge et al.은 실시간 영상과 함께 메모장과 그림판이 공유되는 

Family Portals를 여섯 가족이 사용하도록 한 결과, Family Portals가 

사용자 간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37]. 이후 많은 움직임이 일어난 시간대를 표시해주는 

액티비티 타임라인을 포함한 Family Window를 디자인하고 두 가족이 

8달 동안, 네 가족이 5주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영상이 서로에 대한 인지를 증진시키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유대감을 증진시킴을 발견하였다 [38]. 

Neustaedter et al.이 디자인한 Peek-A-Boo는 핸드폰을 통해 접속 

가능한 미디어 스페이스와 집 안에 설치된 디지털 액자형 영상 송출 

도구를 연결한 시스템이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필요 시에만 

Peek-A-Boo에 접속하면 되고, 집 안에 있는 사용자는 상시 작동하고 

있는 액자형 도구의 블라인드 기능을 조정하며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다 

[55]. Oduor et al.은 ‘방 메타포’를 사용하여 상시 작동하고 있는 

미디어 스페이스에 입장하면 그 순간에 입장해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Family Room을 제안하였다 [56]. 

 

2. 문제점 및 해결책 

 

실시간 영상 송출 도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는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Lee et al.은 NYNEX Portholes 사용 결과, 

사용자들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걱정과 함께 감시 위협을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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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누가 본인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44]. 이어진 연구들에서도 실시간 영상 송출 

도구가 이에 접속해 있는 서로에 대한 풍부한 인지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위험을 야기한다고 경고하였다 [16, 33, 50, 54, 

79]. 가족을 연결하는 미디어 스페이스를 탐구한 연구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로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37, 38]. 

 

실시간 영상 송출은 지나친 자기 인식을 야기하기도 한다. 미디어 

스페이스에 접속한 사용자들은 촬영되고 있는 본인의 모습에 대한 자기 

인식이 높아지며 카메라를 불편해하게 된다 [44]. Filho et al.은 

사용자들이 촬영되고 있는 본인의 모습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편해하며, 

이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방해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22]. 그 

외에 타인의 화면이 신경 쓰여서 업무에 방해되는 이슈와 화면 크기에 

따라 상대방이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이슈 등이 제시되었다 

[33, 50]. 

 

실시간 영상 송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은 영상 필터, 그 중에서도 블러 혹은 픽셀화이다 [16, 22, 

44, 54, 79]. Zhao et al.과 Boyle et al.에 의하면, 블러 혹은 픽셀화는 

적당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 인지를 도모하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은 감춰줌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 [16, 79]. Shadow-view나 

live-shadow는 영상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움직임이 있는 부분만 

색상을 낮추거나 픽셀화하여 보이지 않도록 하는 영상 필터이다 [33, 

79]. 그 외에 변화가 발생한 부분의 가장자리만 보여주는 윤곽선 검출 

[79], 픽셀 주변 벡터화, 카툰/그림 화, 아바타 사용, 배경 제거/흐림, 

명도/밝기 조정 [22]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근무자들 간의 존재감 보조와 가족 구성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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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보조를 위해 영상 송출 도구를 사용해보고 이러한 도구의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지나친 노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숨기기’방법들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위 상황이 아닌 

학습자들 간의 배경적인 존재감을 보조하기 위해 실시간 영상 송출 

도구인 화상회의 플랫폼이 사용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이때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드러내기’와 ‘숨기기’를 위해 사용자가 

취하는 행동을 탐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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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본 장에서는 각 연구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부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앞서 서술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줌터디는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목적으로 존재감을 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활동 양상과 동기 그리고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학습 상황이라는 점에서 줌터디의 문제점과 니즈를 새롭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 중 줌터디의 근간이 

되는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된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을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활동을 보조할 때 기존의 화상회의 플랫폼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줌터디의 전반적인 활동 양상과 동기 그리고 효과를 파악하고, 줌터디의 

문제점과 니즈를 파악하고, 이 중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화면 속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줌터디의 활동 양상, 동기, 효과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1>에서는 줌터디의 활동 양상, 동기 그리고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줌터디 경험자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전 인터뷰를 기반으로 설계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터뷰의 

내용을 양적으로 보조할 것이다. 활동 양상에 대한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살펴보고, 동기는 줌터디를 시작한 이유, 효과는 줌터디가 학습 

환경 개선에 끼친 효과를 살펴본다. <연구 문제 1>의 세부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1. 줌터디를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연구 문제 1.2. 줌터디를 시작한 동기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1.3. 줌터디가 학습 환경 개선에 끼친 효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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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2. 줌터디의 문제점과 니즈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2>에서는 줌터디에서 경험하는 문제점과 니즈를 

살펴보고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줌터디를 

진행하며 느끼는 전중후에 걸친 단점, 불편함, 아쉬움, 원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점과 니즈 중에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한 화면 속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연구 문제 2>의 세부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2.1. 줌터디의 전중후에 걸친 문제점과 니즈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2.2.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드러내기’와 ‘숨기기’ 

의 갈등이 발생하는가. 

 

연구 문제 3.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3>에서는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인한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줌터디 

화면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제로 어떤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인터뷰를 통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요소를 드러내고자 하며, 또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요소를 

숨기고자 하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연구 문제 3>의 세부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3.1. 어떤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 문제 3.2.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요소를 드러내고자 하는가. 

연구 문제 3.3.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요소를 숨기고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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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는 

[그림 3]과 같이 크게 1차 연구와 2차 연구의 두 단계로 나뉜다. 

 

 

[그림 3] 연구 절차 

 

1차 연구는 <연구 문제 1. 줌터디의 활동 양상, 동기, 효과는 

무엇인가>와 <연구 문제 2. 줌터디의 문제점과 니즈는 무엇인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31명을 대상으로 줌터디의 활동 양상, 동기, 효과, 

문제점 그리고 니즈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한다. 사전 인터뷰의 

내용은 분석을 통해 줌터디의 활동 양상, 동기, 효과, 문제점과 니즈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의 선택지로 활용한다. 이후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인터뷰의 내용을 양적으로 보조한다. 

 

2차 연구는 <연구 문제 3.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를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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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464개의 줌터디 화면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제로 어떤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14개의 대표적인 줌터디 화면을 도출한다. 이후 11명을 

대상으로 14개의 대표적인 줌터디 화면 중 선호하는 화면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요소를 드러내거나 

숨기고자 하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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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1차 연구 

 

1차 연구에서는 줌터디의 활동 양상, 동기, 효과 그리고 문제점과 

니즈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전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설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제 1 절에서는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제 2 절에서는 사전 인터뷰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동 양상, 동기, 효과, 문제점과 니즈로 나누어 

서술한다. 

 

제 1 절 연구 방법 

 

1. 사전 인터뷰 

 

1.1. 인터뷰 연구 방법 

 

인터뷰는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자료 수집 방법 중 

하나로, “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이자 “목적을 가진 대화”이다 [14, 49].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줌터디의 활동 양상, 동기, 효과, 문제점, 니즈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조정하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사용하였다 [28]. 

 

1.2.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줌터디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이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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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습 현상인 것을 고려해 코로나 발발 이후 대학교 혹은 대학원을 

입학하고 줌터디를 진행한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공개 모집과 눈덩이 

표집(snowballing method)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다음 인터뷰 참여자를 

추천받아 확대되었으며,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포화시점(saturation)에 도달하게 되면 참여자 모집이 종료되었다. 

최종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인원은 총 31명이었다. 그 중 남성은 13명, 

여성은 18명이었으며, 중위연령은 24세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ID 나이 성별 직업 

P01 20 여성 대학생 

P02 20 남성 대학생 

P03 20 남성 대학생 

P04 21 남성 대학생 

P05 21 남성 대학생 

P06 21 남성 대학생 

P07 21 남성 대학생 

P08 21 남성 대학생 

P09 22 남성 대학생 

P10 23 여성 대학생 

P11 23 여성 대학생 

P12 23 여성 대학생 

P13 23 여성 대학생 

P14 24 여성 대학생 

P15 24 여성 대학원생 

P16 24 여성 대학생 

P17 24 여성 대학생 

P18 24 여성 대학생 

P19 24 여성 대학생 

P20 24 여성 대학생 

P21 24 여성 대학생 

P22 24 여성 직장인 

P23 24 여성 대학생 

P24 24 남성 대학생 

P25 25 남성 시험 준비생 

P26 26 여성 직장인 

P27 26 남성 대학생 

P28 27 여성 취업 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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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 28 남성 취업 준비생 

P30 28 여성 대학원생 

P31 28 남성 대학원생 

[표 1] 1차 연구 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1.3. 인터뷰 진행 절차 

 

모든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진행 전, 연구 참가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인터뷰의 진행 방식을 

소개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였고, 녹취한 음성 파일은 전사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에는 참가 보상으로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였다. 

 

1.4. 인터뷰 자료 분석 

 

인터뷰 자료 분석을 위해 포괄적이고 유연성 있게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7]. 주제 분석이란 

연구자가 분석적 귀납 방법을 통해 개념화된 코드를 찾아내고, 이러한 

코드들 중 관련이 있는 코드들을 비교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 코드들 

사이의 관계와 공통된 메시지를 개념화하고 분류하면서 핵심 테마를 

찾아나가는 분석 방법을 의미한다 [1]. 이를 위해 인터뷰 내용 중 

관련성을 지니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위 범주로 

구성하고 그 하위 범주들을 묶어 또 범주로 구성하는 개방 코딩을 

실시하였다 [2]. 

 

주제 분석은 총 여섯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두 

명의 연구자가 31명의 인터뷰 자료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전반적인 흐름 체계를 구상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사 자료로부터 

분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겨지는 751개의 의미 단위를 찾아내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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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단계에서는 의미 단위를 활동 양상의 육하원칙, 동기, 효과, 

문제점과 니즈의 세부 범주에 맞춰 분류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두 

연구자가 각자 개방 코딩을 실시하고 코드 사이의 관계를 찾아 

범주화하였다. 최초 범주화 결과, ‘동기’는 각각 6개, 7개, ‘효과’는 

각각 14개, 7개, ‘문제점과 니즈’는 각각 10개, 12개의 범주가 

생성되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결과를 비교 대조하며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같이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동기’에서는 

4개의 대주제와 7개의 소주제, ‘효과’에서는 3개의 대주제와 7개의 

소주제, ‘문제점과 니즈’에서는 줌터디 전중후에 걸쳐 3개의 대주제와 

5개의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 & Guba가 

제시한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활용하였다 [46].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하여 어떠한 의도나 개입을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중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64]. 

 

2. 설문조사 

 

2.1. 설문조사 내용 

 

사전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활동 양상, 동기, 문제점과 니즈에 대한 

내용을 양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선택지로는 인터뷰 결과에서 도출한 주제를 사용하였다. 활동 양상과 

관련된 질문은 가장 최근 진행한 5번의 줌터디를 기반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의 질문은 [표 2]와 같다. 

 

범주 세부 범주 설문조사 질문 

활동 양상 who 
누구와 줌터디를 하였나요? 

몇 명이서 참여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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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몇 시쯤에 시작하였나요? 

한 번에 몇 시간동안 참여하였나요? 

where 어디서 참여하였나요? 

how 

어떤 기기로 접속하였나요? 

카메라가 어디를 촬영하였나요? 

마이크 설정이 어땠나요? 

지켜야 하는 규칙은 무엇이었나요? 

동기  참여 동기 처음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문제점/니즈 
 문제점 공감되는 문제점에 표시해주세요. 

 니즈 공감되는 원하는 점에 표시해주세요. 

[표 2] 설문조사 질문 

 

2.2. 설문조사 배포 및 진행 

 

줌터디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터뷰 참여자 

모집과 마찬가지로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배포하였다. 참여 기준은 방학과 학기 중의 줌터디 

경험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직전 방학이 시작된 날짜를 고려해 최근 

6개월 내에 다섯 번 이상 줌터디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정지었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과 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을 읽고 조사 

참여에 동의를 한 후, 인구통계정보를 입력하고 설문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제출 후에는 참가 보상으로 3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되었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107명이었다. 그 

중 남성은 28명, 여성은 79명이었으며, 최저연령은 20세, 최고연령은 

34세, 중위연령은 23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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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결과 

 

1. 활동 양상 

 

1.1. Who, When, Where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줌터디는 주로 친한 지인들 2~4명과 

하루 일정이 끝난 후 1~4시간 동안 집에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줌터디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59%가 친한 지인과 줌터디를 

진행하며, 인원은 2~4명이 전체의 71.7%를 차지한다 [그림 4, 5]. 

 

  

[그림 4] 줌터디원과의 관계          [그림 5] 줌터디 인원수 

 

시작 시간을 살펴보면, 줌터디의 절반 이상(51.2%)이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시작하며, 1~4시간의 줌터디가 전체의 75.6%를 차지함을 볼 수 

있다 [그림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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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줌터디 시작 시간              [그림 7] 줌터디 진행 시간 

 

줌터디는 대부분(75.4%) 집에서 진행되지만 [그림 8], 인터뷰에 

따르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독서실이나 

도서관 등 학습 공간에서 참여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P28은 집에서 

줌터디를 하면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 “집이 아닌 독서실을 간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 더 

만들어준 거죠.”라고 답하였다. 

 

 

[그림 8] 줌터디 진행 공간 

 

1.2. How : 사용된 기기, 카메라 설정, 마이크 설정, 규칙 

 

기기, 카메라 설정, 마이크 설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66.4%가 노트북으로 줌터디에 참여하며, 카메라 각도는 얼굴에서 

상반신(50.0%)이 가장 많았고, 마이크 설정은 음소거를 유지하거나 

(43.7%) 질문 시에만 키는 등(44.4%) 음소거를 디폴트로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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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림 9-11]. 

 

 

[그림 9] 기기   [그림 10] 카메라 설정   [그림 11] 마이크 설정 

 

규칙의 경우, 75.2%의 경우에서 규칙이 사용되며, ‘지각/결석 시 

벌금 내기’(32), ‘자리 비울 때 어디 가는지 말하거나 표시해놓기’(28)와 

같이 행동을 제약하는 규칙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림 12]. 

 

 

[그림 12] 규칙의 내용 

 

2. 참여 동기 

 

참여 동기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줌터디가 본래 학습 

활동인 만큼 ‘공부 환경 조성’(130)이 가장 주요한 참여 동기였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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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줌터디를 시작하게 된 이유 

 

인터뷰를 살펴보면, 공부 환경 조성의 목적 중 집에서 공부가 안 

된다고 답한 경우는 혼자 공부하더라도 학습 환경이 조성된 

독서실에서는 공부가 되었지만 이를 집에서 충족시키지 못하자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부하는 우회 전략을 택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P07은 줌터디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산만해지기가 

쉽더라고요, 집에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데 요즘 코로나라서 도서관 

가기도 힘드니까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를 가는 듯한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라고 답하며 독서실과 같은 환경 조성이 

목적이었음을 밝혔다. 혼자는 공부가 안 된다고 답한 경우는 같이 

공부하는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집이라는 환경만큼이나 혼자라는 

점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임을 강조하였고, 원래 같이 공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공부가 안 된다고 답한 경우는 혼자서는 공부가 안 되는 

경우와 비슷하지만 정해진 특정 인원과 만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친목 도모를 기대한 경우, 친목에 보다 집중하여 줌터디를 

시작하기도 하고, 떠들면서 공부하는 가벼운 학습을 위해 시작하기도 

하였다. 습관 형성을 기대하며 줌터디에 참여한 경우는 생활 습관 

개선을 원하기도 하고 공부 습관 형성을 원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로움 해소를 위해 줌터디를 진행한 경우는 고립된 상황이 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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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3. 효과 

 

줌터디가 학습 환경 개선에 끼친 효과는 크게 도구 중심적인 효과, 

사람 중심적인 효과 그리고 외부 요소 중심적인 효과가 있었다 [표 3]. 

 

범주 효과 요소 세부 효과 

도구 중심 

화면의 시각적 자극 타인의 공부하는 모습이 주는 시각적 자극 

나를 촬영하는 카메라 
누가 나를 볼 수도 있다는 감시 가능성 

화면에 잘 나오기 위한 카메라 의식 

사람 중심 

존재 자체의 심적 지지 

같이 공부하는 타인의 존재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타인의 존재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타인의 존재 

같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타인의 존재 

비교가 주는 자극 
나 혼자 공부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느낌 

나 혼자 공부하지 않으면 눈치 보임 

타인과의 약속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부 자세 형성 

최대한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유지하려는 마음 

외부 요소 

중심 

분위기의 환기 새로운 공부 환경이 주는 분위기 환기 

규칙과 처벌 지켜야 하는 규칙과 어기면 받는 처벌 

[표 3] 줌터디의 학습 환경 개선 효과 

 

도구 중심적인 효과 중 ‘나를 촬영하는 카메라’ 효과 요소는 

줌터디가 ‘드러내기’를 통해 학습 효과를 증진시킴을 보여준다. 

인터뷰에 의하면, 누군가가 본인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보여지는 게 

있다 보니까 카메라에 의한 심리적인 압박감”(P06)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누군가가 나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의식”(P26)과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P11)이 공부에 몰입하도록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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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카메라를 의식하며 공부하는 모습이 잘 담기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부에 몰입하기도 한다. P28은 이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도 

화면을 계속 봤어요. 내가 공부하는 모습이 잘 나오고 있나… 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은 

잘 담기고 있나 이랬던 것 같아요.”라고 답하였다. 

 

4. 문제점과 니즈 

 

인터뷰 결과, 사용자들은 줌터디 전중후에 걸쳐 비대면, 사람 

그리고 공간의 문제를 경험한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줌터디의 

문제점과 니즈 중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한 요소는 문제 자체가 

‘비대면의 문제’중‘화면 부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와 줌터디 

중간‘화면을 볼 때’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이루어져 있었다 [표 4]. 

 

[표 4] 줌터디 전중후에 걸친 문제점과 니즈 

 

줌터디의 문제점과 니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신경 쓰임’, ‘사각지대는 딴짓해도 보이지 않아 감시가 안 

됨’,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가 공유됐으면 좋겠음’ 그리고 ‘상대방 

화면에 정신이 쏠리기도 함’과 같이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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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니즈가 많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4]. 

 

 

[그림 14] 문제점과 니즈의 설문조사 결과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한 문제점과 니즈는 화면 속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들은 “노트북 

카메라로 (줌터디를) 하면 얼굴이 직방으로 보이더라고요. 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고 그 화면을 저도 보고 

있으니까 친구들의 모습이나 제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P23)에서 보이듯이 실시간 촬영으로 인한 부담과 

피로를 느끼면서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핸드폰을 안 쓰는 걸 서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타인의 것보다는 제 

자신을 컨트롤하는 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P25)에서 보이듯이 

계속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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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2차 연구 

 

2차 연구에서는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한 화면 속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어떤 사용자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464개의 줌터디 화면 데이터를 수집하여 어떤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4개의 대표적인 줌터디 화면을 도출하고,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14개의 대표적인 줌터디 화면 중 본인과 

상대방의 줌터디 화면으로 가장 선호하는 화면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한 화면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요소를 드러내거나 숨기기 

위해 해당 화면을 선택하였는지 물었다. 제 1 절에서는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제 2 절에서는 화면 데이터 수집 결과와 인터뷰 

결과를 서술한다. 

 

제 1 절 연구 방법 

 

1. 줌터디 화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실제 줌터디 화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8개의 

오픈 줌터디 방에 참여하여 464개의 화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화면 데이터는 1) 얼굴이 보이는 정도와 각도, 2) 신체가 보이는 정도와 

각도, 3) 학습 자료가 보이는 정도와 각도, 4) 영상 필터 여부와 종류를 

바탕으로 모든 화면을 비교 대조하고 유사한 화면을 범주로 구성하는 

순환적 과정을 거쳐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14개의 대표적인 

줌터디 화면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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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2.1. 참여자 모집 및 선정 

 

2차 연구 인터뷰 참여자 모집은 1차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참여 기준은 방학과 학기 중의 줌터디 경험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직전 방학이 시작된 날짜를 고려해 최근 6개월 내에 

다섯 번 이상 줌터디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정지었다. 최종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인원은 총 11명이었다. 그 중 남성은 5명, 여성은 

6명이었으며, 중위연령은 22세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5]와 같다. 

 

ID 나이 성별 직업 

P'01 20 여성 대학생 

P'02 20 여성 대학생 

P'03 21 남성 대학생 

P'04 21 남성 대학생 

P'05 21 남성 대학생 

P'06 22 여성 대학생 

P'07 22 남성 대학생 

P'08 23 여성 대학생 

P'09 23 여성 대학생 

P'10 23 여성 대학생 

P'11 25 남성 대학생 

[표 5] 2차 연구 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2.2. 인터뷰 진행 절차 

 

인터뷰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20분 정도 실시되었으며, 

사전에 준비된 일련의 구조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하되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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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조정하는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사용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 연구 참가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진행 방식 등을 설명한 후 참여에 대한 동의를 다시 구하였다. 

인터뷰가 시작되면 참여자는 화상회의 플랫폼의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연구자로부터 14개의 대표적인 줌터디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의 화면으로 가장 선호하는 화면과 상대방의 화면으로 가장 

선호하는 화면을 선택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화면 타입이 한 가지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선택하되, 여러 화면에 걸쳐 동일한 선호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선호하는 모든 화면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각 화면에 대해 1) 왜 해당 얼굴이 보이는 정도와 각도를 

선호하는지, 2) 왜 해당 신체가 보이는 정도와 각도를 선호하는지, 3) 왜 

해당 학습 자료가 보이는 정도와 각도를 선호하는지, 4) 왜 해당 영상 

필터를 선호하는지, 5) 같은 용도를 가지는 다른 선택지는 왜 선호되지 

않는지 물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러내거나 숨기기 위해 해당 화면을 선택하였는지 

파악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였고, 종료 전 

추가적으로 더 응답할 부분은 없는지, 반구조화 인터뷰 질문지의 모든 

내용이 답변되었는지 검토하였다. 인터뷰 시 녹취한 음성 파일은 

전사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메신저를 통하여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에는 참가 보상으로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였다. 

 

2.3. 인터뷰 자료 분석 

 

인터뷰 자료 분석을 위해 1차 연구의 인터뷰 분석과 마찬가지로 



 

 38 

인터뷰 자료 중 관련성을 지니거나 유사한 내용을 지닌 의미 단위를 

하위 범주로 구성하고 하위 범주들을 묶어 또 범주로 구성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며 개방 코딩을 통한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 분석은 총 여섯 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자가 11명의 

인터뷰 전사 자료로부터 분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겨지는 61개의 의미 

단위를 찾아내었다. 이후 의미 단위를 바탕으로 ‘드러내기’에 

대해서는 1) 드러내고자 하는 것과 2)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 

‘숨기기’에 대해서는 1) 숨기고자 하는 것과 2) 숨기고자 하는 이유 

각각에 대한 코드북을 형성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뷰 자료의 

모든 의미 단위에 대해 위 코드를 적용하며 도출된 코드가 전체 자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도출된 코드북을 바탕으로 인터뷰 자료의 모든 

의미 단위에 대해 코드를 적용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두 

연구자가 코딩한 내용의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ohen’s Kappa 

계수를 계산하여 0.79의 유의미한 계수 값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연구자의 코딩 결과를 비교 대조하며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연구 결과 

 

1. 줌터디 화면 종류 

 

1.1. 줌터디 화면 데이터 분석 결과 

 

줌터디 화면은 크게 이마에서 눈을 촬영하는 화면, 얼굴에서 상체를 

촬영하는 화면, 얼굴에서 책상을 촬영하는 화면, 책상만 촬영하는 화면 

그리고 사용자와 책상을 포함한 학습 공간 전체를 촬영하는 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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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었다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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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줌터디 화면 분류 

 

이마에서 눈을 촬영하는 화면은 촬영 범위 자체가 눈 아래 부분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숨기기’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에 추가적인 

‘숨기기’를 위해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여 눈도 보이지 않도록 머리 

윗부분만 촬영하기도 하고, 가상배경, 블러배경, 흑백효과와 같은 영상 

필터를 사용하여 배경까지 숨기기도 한다. 

 

얼굴에서 상체를 촬영하는 화면은 각도에 따라 얼굴의 절반만 

촬영하거나, 일반적인 화상회의 화면과 같이 정면을 촬영하거나, 

카메라를 옆에 위치시키고 측면을 촬영할 수도 있다. 이중 절반만 

촬영하는 행동은 이마에서 눈을 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촬영 범위 

자체가 얼굴 전체를 촬영하지 않으려는 ‘숨기기’의 시도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상배경이나 블러배경, 스티커와 같은 ‘숨기기’를 위한 

영상 필터도 추가로 사용되었다. 

 

얼굴에서 상체의 정면 촬영은 모든 촬영 범위와 각도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얼굴에서 상체의 정면 촬영에서는 얼굴과 

배경이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다양한 영상 필터를 사용한 ‘숨기기’가 

시도되었다. 그 중 가상배경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뒤이어 흑백효과, 

블러배경, 스티커가 사용되었다. 일부 사용자들은 가상배경과 스티커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블러배경과 스티커를 동시에 사용하는 등 여러 영상 

필터를 선호에 따라 혼합하며 다양한 방식의‘숨기기’를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얼굴에서 상체의 측면 촬영은 일반적인 화상회의 화면과 비슷하지만 

사용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그럼에도 사용자의 얼굴과 배경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측면 

촬영 또한 흑백효과와 가상배경과 같은 ‘숨기기’를 위한 영상 필터가 



 

 41 

사용되기도 한다. 

 

얼굴에서 책상까지의 촬영은 상체까지 촬영하는 화면에서 더 나아가 

책상과 학습 자료까지 보이도록 촬영하는 화면이다. 이는 촬영 범위의 

측면에서 사용자의 팔과 책상 그리고 그 위의 학습 자료까지 촬영한다는 

점에서 본인이 실제로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내기’가 시도된 촬영이다. 각도에 따라 정면을 촬영하거나, 

측면을 촬영하거나, 각도를 다소 내려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턱 

밑부터 책상까지만 촬영되도록 할 수도 있다. 턱 밑부터 책상까지 

촬영하는 것은 얼굴은 숨기고 팔, 책상, 학습 자료는 드러나도록 하는 

화면이다. 따라서 얼굴 노출에 대한 부담이 크고 학습 자료 노출에 대한 

부담은 적은 사용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얼굴에서 책상을 

촬영하는 화면은 얼굴에서 상체까지 촬영하는 화면에 비해 가상배경, 

블러배경 등‘숨기기’를 위한 영상 필터가 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책상 촬영은 사용자의 얼굴과 신체는 최소로 드러나고 학습 자료는 

최대로 드러나는 화면이다. 정면 각도와 측면 각도 모두 학습 자료가 잘 

드러나지만, 측면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비해 정면 촬영은 더욱 학습 

자료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책상 촬영의 경우, 사용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드러나지 않는 만큼 추가적인 영상 필터는 사용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464개의 화면 중 3개의 화면이 사용자와 책상을 

포함한 학습 공간 전체를 촬영하였다. 이러한 전체 촬영 화면은 

학습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최대한의 ‘드러내기’인 반면에, 동시에 

멀리서 촬영되는 만큼 다른 촬영 범위에 비해 사용자의 얼굴이나 학습 

자료에 대해서는 ‘숨기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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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개의 줌터디 화면을 촬영 범위, 각도, 사용된 영상 필터에 따라 

정리한 화면의 개수는 [표 6]과 같다. 

 

촬영 범위 이마~눈 얼굴~상체 얼굴~책상 책상 전체 

총개수 
각도 정면 절반 정면 측면 정면 측면 

턱 

밑부터 
정면 측면 정면 

원본 17 5 174 42 15 10 15 6 14 3 301 

가상배경 5 2 49 3       59 

블러배경 3  27        30 

흑백효과 1  38 6 1  1    47 

스티커   18        18 

가상/블러 

+스티커 
 1 8        9 

총개수 26 8 314 51 16 10 16 6 14 3 464 

[표 6] 촬영 범위, 각도, 영상 필터에 따른 줌터디 화면 개수 

 

가장 많이 사용된 촬영 범위와 각도는 얼굴에서 상체의 정면 

촬영으로, 464개의 화면 중 314개의 화면이 이에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촬영 범위와 각도는 얼굴에서 상체의 측면 촬영과 이마에서 

눈의 정면 촬영이었다. 

 

가상배경, 블러배경, 흑백효과, 스티커와 같은 ‘숨기기’를 위한 

영상 필터는 464개의 화면 중 163개의 화면에서 사용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영상 필터는 가상배경이었으며, 다음으로 흑백효과, 블러배경, 

스티커가 사용되었다. 

 

1.2. 대표적인 줌터디 화면 도출 

 

화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14개의 대표적인 줌터디 화면은 

[그림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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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대표적인 줌터디 화면 

 

줌터디 화면 데이터의 촬영 범위와 촬영 각도 분석 결과에 따라 

이마에서 눈을 촬영하는 화면, 얼굴에서 상체의 절반을 촬영하는 화면, 

얼굴에서 상체의 정면을 촬영하는 화면, 얼굴에서 상체의 측면을 

촬영하는 화면, 얼굴에서 책상의 정면을 촬영하는 화면, 얼굴에서 

책상의 측면을 촬영하는 화면, 턱 밑에서 책상까지 촬영하는 화면, 

책상의 정면을 촬영하는 화면, 책상의 측면을 촬영하는 화면, 전체 학습 

공간을 촬영하는 화면을 선정하였고, 네 개의 영상 필터인 가상배경, 

블러배경, 흑백효과, 스티커는 실제 화면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화면인 얼굴에서 상체의 정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였다. 

 

2. ‘드러내기’의 요소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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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용자들이 줌터디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드러내기’의 요소와 목적은 [표 7]과 같다. 

 

드러내기 

요소 

드러내기 

목적 
목적 내용 

얼굴 정면 

공부 감시/증명 
- 표정을 통해 몰입도와 집중도를 증명하기 위해 

- 졸고 있지 않음을 감시받고 증명하기 위해 

소통 도모 - 줌터디 중간 발생하는 소통의 용이성을 위해 

같이 있는 느낌 

형성 

- 마주보고 학습하고 있는 듯한 화면을 통해 같이 

있는 느낌을 형성하기 위해 

상체와 책상 

공부 감시/증명 
- 자세와 팔 움직임 등을 통해 학습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음을 감시받고 증명하기 위해 

같이 있는 느낌 

형성 

- 많은 부분이 드러남으로써 같이 공부하는 느낌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 자극 
- 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극을 받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학습 자료 

공부 감시/증명 - 실제로 공부하고 있음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학습 자극 - 경쟁심을 통해 학습 자극을 받기 위해 

[표 7] ‘드러내기’의 요소와 목적 

 

‘드러내기’ 요소는 크게 얼굴 정면, 상체와 책상, 학습 자료로 

분류되었으며, 드러내기 목적은 크게 공부 감시/증명, 소통 도모, 같이 

있는 느낌 형성, 학습 자극으로 분류되었다. 

 

2.1. 얼굴 정면 드러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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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정면에서 드러나는 표정은 11명 중 다섯 명의 인터뷰 

참여자로부터 좋은 공부 감시 혹은 증명 자료로서 설명되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얼굴의 미묘한 표정과 시선 등은 공부에 실제로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학습 자료나 책상, 자세 등을 

보여주는 것보다 오히려 공부 감시 효과가 좋다. “얼굴 전체를 

상대에게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선택”한 P'11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자료보다는 사람의 표정을 볼 때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부가 한 눈에 더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설명하였다.“얼굴이 보여야 감시가 가능해서… 내 얼굴이 보이면 

딴짓할 때 표정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서요.”(P'01), “얼굴은 표정을 

보면 대충 집중하는지가 보이니까…”(P'02), “얼굴을 보면 집중하는지 

멍 때리는지 딴짓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나와있어서”(P'04) 등의 설명은 

모두 표정이 좋은 공부 감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얼굴과 표정이 잘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P'04는 “얼굴 전체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얼굴이 일부만 나오면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P'03은 얼굴의 

요소 중 시선을 강조하며 “시선이 화면에 보이면 제 집중력이나 몰입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P'05와 P'06은 얼굴 정면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얼굴을 

보면 졸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P'05는 “얼굴 

정면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줌터디 할 때 거의 

전신이 다 나올 정도로 화면을 옆으로 설정해둔 분이 계셨는데 앉아서 

졸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졸고 계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라며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한 촬영이 오히려 중요한 부분인 

얼굴을 숨겨버렸던 사례를 설명하였고, P'06은 “안 조는지 체크하고 

감시하려면 얼굴이랑 상체가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게 가장 

편리하고 접근성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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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정면은 또한 가장 자연스러운 각도로서 줌터디 중간에 

발생하는 소통을 위해 선호되기도 하였다. P'07은 “쉬는 시간에는 

친구랑 대화하는데, 소통하는 느낌이 들고 대화한다는 느낌이 드는 건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화면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라고 

답하였으며, P'09는 “얼굴은 딱 (정면으로) 보여서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사람과 오프라인에서 의사소통 할 때도 

측면보다는 정면에 두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라고 말하며 정면 

각도가 가장 자연스러운 각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측면 각도는 너무 

전형적인 브이로그 각도라고 느껴져서 이질감이” 든다고 덧붙이며 

인위적인 각도때문에 측면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얼굴 정면은 네 명의 인터뷰 참여자로부터 같이 

있는 느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촬영 방법으로 선택되었다. 

P'05는 “저는 보통 카공(카페 공부)을 하게 되면 테이블에 친구랑 마주 

앉아서 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 화면도 측면이나 

책상보다는 정면 화면일 때 더 같이 있는 느낌이 들고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P'04 또한 “얼굴 전체가 정면이 딱 

보이면 얼굴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얼굴 정면이 같이 있는 느낌을 형성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 인터뷰 참여자들은 다른 각도가 같이 있는 느낌을 

도모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하였다. P'01은 “친구랑 같이 외롭지 

않게 공부하고 싶고 같이 있는 느낌이 필요한 거라 (정면) 얼굴이 보고 

싶”다고 말하며 “측면 얼굴은 눈을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 (같이 있는) 

느낌이 덜 드는 것 같아요.”라고 답하였으며, P'08은 “공부 자료만 

나오는 것(화면)보다는 (상대방) 얼굴 나오는게 훨씬 같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라고 답하였다. 

 

2.2. 상체와 책상 드러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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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와 책상은 공부하고 있는 팔과 자세가 모두 드러난다는 점에서 

감시를 위해 선호되는 요소였다. P'02는 “제가 진짜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굴이랑 공부 자료랑 상체… 팔 부분 정도는 

나와야 돼요. 내 모습이 전체가 다 나와야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공부 자료는 크게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팔은 조금은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필기를 하거나 자료를 볼 때 

팔을 움직이니까 그럴 때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있는 게 티가 

나서요.”라고 설명하며 학습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부가 자연스러운 

자세와 움직임으로부터 드러난다고 설명하였다. P'05 또한 “줌터디는 

감시 효과 때문에 하는 건데 상반신 전체가 보이면 자세가 잘 보여서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라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을 강조하였고, P'03은 “공부하는 자료랑 양 팔이랑 시선이 

다 보이도록 하는 건 제가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지 딴짓을 하고 있는지 

남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라며 팔과 자세가 

모두 드러나면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확실히 드러남을 강조하였다. 

 

11명 중  세 명의 인터뷰 참여자는 줌터디를 통해 서로 공부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서로의 학습 자극을 도모하는 것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가 필기하는 모습이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공부 자극을 받고 집중을 못하다가도 저도 공부를 

하게 돼서 얼굴이랑 공부 자료랑 상체는 나오는 게 좋아요. 현재 공부에 

임하고 있는 자세가 잘 보이니까…”(P'02), “(양팔, 학습자료, 시선이 

보이면)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P'03), “얼굴이랑 자료랑 다 

(보여져서) 공부하고 있는 게 보여지면 저도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자극 받아서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P'04) 등의 설명은 모두 공부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것의 시각적인 학습 자극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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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는 상체와 책상이 보이는 화면에 대해 “이렇게 서로 다 (얼굴, 

자료 조금, 상체) 보여주고 있으면 같이 있는 느낌도 나서 좋은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공부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많이 드러내는 것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느낌을 형성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2.3. 학습 자료 드러내기 

 

학습 자료를 드러내는 것은 공부 감시/증명과 학습 자극 형성을 

위해 추구되었다. 학습 자료의 공부 감시/증명 효과가 얼굴 정면의 감시 

효과나 상체와 책상의 감시 효과와 다른 점은 공부하는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P'04는 “학습 자료는 제가 줌을 

틀어놓고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 자료 일부가 보여지는 것도 감시에 좋”다고 

말하였으며, 책상 정면 화면을 선택한 P'05는 “(학습 자료만 촬영하는 

화면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선명하게 보여주니까 감시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똑같이 책상 정면 화면을 

선택한 P'07 또한 “저는 줌터디에서 제 공부 자료랑 손을 같이 

보여줘서 내가 펜을 잡고 있고 폰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 화면은 공부하는 장면을 

잘 보여줘서요.”라고 답하며 학습 자료를 자세히 보여주는 화면은 

본인이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학습 자료는 각자 공부하는 내용을 서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경쟁심을 자극하고 학습 자극을 제공하기도 한다. P'05는 “공부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서로 보게 되면 저도 공부에 대한 자극을 받게 

되고 뭔가 경쟁심도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P'11은 “공부 자료는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 수 있어서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경쟁심도 들고 좋았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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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부 감시와 증명이었다.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은 각자 공부 감시 및 증명 효과가 가장 강한 

‘드러내기’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감시 목적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화면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숨기기’의 요소와 목적 

 

‘드러내기’와 반대로 사용자들이 줌터디에서 숨기고자 하는 

‘숨기기’의 요소와 목적은 [표 8]과 같다. 

 

숨기기 요소 숨기기 목적 숨기기 행동 

생활 공간 

프라이버시 보호 

- 가상/블러배경 사용하기 

- 학습 자료만 보이는 책상 정면 

촬영하기 

화면 부담 완화 - 가상/블러배경 사용하기 

차림새 화면 부담 완화 
- 가상/블러배경 사용하기 

- 멀리서 촬영하기 

얼굴 화면 부담 완화 
- 이마에서 눈까지만 촬영하기 

- 얼굴 절반만 촬영하기 

배경 화면 산만 방지 - 가상/블러배경 사용하기 

학습 자료 화면 산만 방지 - 학습 자료 일부만 보이기 
 

[표 8] ‘숨기기’의 요소와 목적 

 

‘숨기기’ 요소는 크게 생활 공간, 차림새, 얼굴, 배경, 학습 

자료로 분류되었으며, 숨기기 목적은 크게 프라이버시 보호, 화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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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화면 산만 방지로 분류되었다. 

 

3.1. 생활 공간 숨기기 

 

사용자들은 생활 공간을 크게 프라이버시 보호와 화면 부담 및 

지나친 화면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숨기고자 하였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생활 공간을 숨기는 경우, 가상배경이나 블러배경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아예 학습 자료만 보이도록 촬영 범위와 각도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상배경이나 블러배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P'06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할 때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블러를 선호해요. 사적인 공간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서요.”라고 

답하였으며, P'09는 가상배경이나 블러배경이 집 배경을 가려주어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는 게 좋다”고 답변하였다. P'10 또한 “생활 

공간 노출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시해서 제 공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으면 해서 노출이 되더라도 블러 처리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라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블러배경을 사용함을 

강조하였다. 

 

생활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아예 학습 자료만 

보이도록 촬영 범위와 각도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P'08은 

“집 배경도 나오는 게 좀 꺼려져서 학습 자료만 나오게 해요. 그거는 

다 보여도 신경이 안 쓰여서… 확실히 얼굴보다는 그래도 손이랑 학습 

자료 보이는 게 더 편하더라구요.”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P'08과 

같은 사용자는 학습 자료 노출에 대한 부담은 적고 생활 공간 노출에 

대한 부담은 높기 때문에 학습 자료는 ‘드러내기’를 하고 생활 공간은 

‘숨기기’를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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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개인 공간이 촬영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참여자들도 있었다. P'01은 침대를 보여주기 싫어서 

가상배경이나 블러배경을 쓴다고 말하며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침대가 있어서 보여주기 싫은 날에는 가상배경을 씁니다.”라고 

답변하였고, P'07 또한 사생활 보호보다는 더러운 방을 보여주기 싫다며  

“가상이나 블러를 하는 건 제 방이 너저분해서 보여주기 싫은 게 가장 

크고…”라고 설명하였다. 

 

3.2. 차림새 및 얼굴 숨기기 

 

11명 중 다섯 명의 인터뷰 참여자가 차림새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이로 인해 카메라가 지나치게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숨기기’ 방법을 선호하였다. 집에서 편한 

차림으로 공부하는 만큼 줌터디를 진행할 때 옷차림이나 모양새를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한 P'02는 “줌으로 친구와 공부할 때는 보통 조금 

후줄근한 상태로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얼굴과 팔을 더 가까이서 

찍은 화면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 멀리서 촬영하는 화면을 

선호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P'09는 “몸이나 옷이 

너무 과하게 내가 드러내보이고 싶은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가상배경이나 블러배경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P'08과 P'03은 공부 감시 효과를 위해 얼굴 부위가 촬영되는 것을 

선호하였지만 동시에 얼굴이 촬영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며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를 얼굴의 일부만 

촬영하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P'08은 “저는 감시 

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친한 지인이 아닌 이상 얼굴 전체가 

나오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많더라구요. 제가 중얼거리면서 

공부하는데 입모양도 신경 쓰이고 해서…”라며 감시 효과를 원하지만 

얼굴 촬영이 부담스럽고 신경 쓰인다고 설명하였고, “그래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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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만 나오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적당히 같이 있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덧붙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마 부분만 촬영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설명하였다. 앞서 

‘드러내기’에서 집중력이나 몰입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P'03은 얼굴의 절반만 촬영하는 선택지를 

선호한다고 답하며 “얼굴 전체가 보이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시선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나오는데 부담스럽지는 않은 

정도라는 점에서 선호합니다.”라고 설명하였다. 

 

3.3. 배경 및 학습 자료 숨기기 

 

배경과 학습 자료의 ‘숨기기’는 모두 화면의 산만함 방지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 화면의 산만함 방지란, 같이 학습하고 있는 

상대방이 나의 어수선한 화면 때문에 학습에 방해를 느끼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P'05는 이와 같이“줌 화면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시선을 빼앗으면 공부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본인 신체를 제외한 

다른 사물들을 가릴 수 있도록 가상배경이나 블러처리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하였고, P'03은 더 나아가 가상배경이나 블러배경 등을 

통해 “최대한 제 공부하는 모습에 집중이 가도록 설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라고 답하였다. 

 

P'04는 앞서 ‘드러내기’에서 얼굴에서 학습 자료까지 공부하는 

전체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의 시각적인 자극을 강조하고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습 자료를 촬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하였지만, 동시에 “학습 자료를 모두 보여주면 다른 

사람이 좀 산만해질” 수도 있다며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P'04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습 자료의 일부만 보여 

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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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기’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사용자들은 ‘드러내기’에서 

줌터디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드러내야 한다고 답변한 요소가 

다양한 이유로 숨기고자 하는 요소와 겹치는 경우, 각자의 방법으로 

‘드러내기’와 ‘숨기기’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 본인과 타인의 줌터디 선호 화면의 차이 

 

인터뷰에서 본인의 줌터디 화면으로 선호하는 화면과 타인의 줌터디 

화면으로 선호하는 화면을 각각 물어본 결과, 11명 중 다섯 명은 본인과 

타인의 줌터디 선호 화면이 전부 동일했으며, 나머지 여섯 명 또한 

대부분의 선택지를 동일하게 선택하였다. P'03은 이에 대해 “다른 

공간이더라도 촬영 각도가 동일하면 같은 상황에서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본인과 타인의 줌터디 선호 화면에 차이가 있는 여섯 명 중 세 명의 

인터뷰 참여자는 타인과 상관없이 본인에 한해서만 특정 요소를 

드러내거나 숨기고자 하면서 본인과 타인의 줌터디 선호 화면에 작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P'02는 본인에 한해서만 특정 요소를 드러내고자 한 경우로, 얼굴을 

드러냄으로 인한 감시 효과에 집중하여 본인의 화면으로는 얼굴이 

나오는 화면만을 선호한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타인에 대해서는 얼굴이 

꼭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며 얼굴이 나오는 화면과 턱 밑부터 책상까지 

보이는 화면도 동일하게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P'09와 P'10은 본인에 한해서만 특정 요소를 숨기고자 한 경우로, 

본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집중하여 영상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화면만큼 가상배경 혹은 블러배경을 사용하는 화면 또한 선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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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였다. 반면, 타인에 대해서는 가상배경이나 블러배경을 사용하는 

화면을 굳이 더 선호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제 3 절 소결론 

 

2차 연구에서는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한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어떤 사용자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줌터디 화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인터뷰를 토대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요소를 드러내거나 숨기는지 파악하였다. 2차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소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들은 줌터디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드러내기’를 

위한 노력을 한다. 이는 실제 줌터디 화면 데이터에서 보이듯이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되기도 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되기도 하며, 학습 자료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되기도 한다.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러한 ‘드러내기’ 니즈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 

공부 감시 및 증명 효과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사용자 개인이 

생각하는 공부 감시 효과가 어떠한 ‘드러내기’ 요소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요소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사용자들은 실시간 영상 송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지나친 카메라 인식 문제, 산만한 화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숨기기’를 위한 노력을 한다. 줌터디 화면 데이터에서 

보이듯이, 이는 얼굴의 일부만을 촬영하거나, 얼굴 대신 자리에 

앉아있는 상체를 촬영하거나, 책상 위 학습 자료를 만지고 있는 손을 

촬영하는 것과 같이 촬영 범위나 각도를 조절하며 해결할 수도 있고, 

가상배경, 블러배경, 흑백효과, 스티커와 같이 영상 필터를 통해 해결할 



 

 55 

수도 있다. 인터뷰를 살펴보면, 사용자들은 드러내고자 하는 요소와 

숨기고자 하는 요소가 겹쳐 ‘드러내기’ 니즈와 ‘숨기기’ 니즈가 

갈등하는 경우,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영상 필터를 사용하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사용자들은 본인과 타인의 줌터디 화면으로 선호하는 화면이 

대개 동일하다. 인터뷰 결과, 모든 인터뷰 참여자가 본인과 타인의 

줌터디 화면으로 선호하는 화면이 겹쳤으며, 이중 다섯 명의 참여자는 

본인과 타인의 줌터디 화면으로 선호하는 화면이 전부 동일하였다. 이는 

한 인터뷰 참여자의 답변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서로 비슷한 요소를 

드러내고 비슷한 요소를 숨김으로써 서로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같이 

있는 느낌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2차 연구에서 도출한 세 가지 소결론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줌터디 도구 디자인에 대한 제언은 <제 7 장 논의>에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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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논    의 

 

1. 현재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서는 보조되지 못하는 추가적인 

드러내기 니즈가 보조되어야 한다 

 

1차와 2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주로 공부 감시 및 

증명 효과를 위해 다양한 드러내기 니즈를 가지고 있지만 화상회의 

플랫폼이 이러한 니즈를 완벽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추가적인 드러내기 니즈를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1차 연구에서 진행된 줌터디의 효과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드러내기를 통한 공부 감시 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차 연구의 도구 중심적인 학습 효과 중 ‘나를 촬영하는 카메라’에 

의해 학습 효과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인터뷰에 의하면, 

누군가가 본인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보여지는 게 있다 보니까 

카메라에 의한 심리적인 압박감”(P06)을 유발한다. 이와 비슷하게, 

몰입을 하는 이유에 대해 “타인이 나를 볼 수 있다는 것”(P18), 

“누군가가 나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의식”(P26),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P11), “내 모습을 누군가가 볼 수도 있다”(P09),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그런 느낌”(P06), “제가 보여지고 있다는 

점”(P31) 등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줌터디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서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드러내기 니즈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다. 1차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인터뷰 중 감시/압박 부족의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컴퓨터에 (줌을) 띄워놓고 하는 애들을 보면 딴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사각지대가 있으니까.”(P03), 

“만약에 얼굴 캠을 했다 이러면 내가 모니터로 유튜브를 보는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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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P09), “휴대폰을 하거나 

딴짓을 할 때도 화면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거는 인식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감시를 하는 용도에서 만들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보여지니까 딴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다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P04)와 같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딴짓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타인에 

대한 감시 뿐 아니라 본인에 대한 감시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되어야 하거나, 보조될 수 있는 정보는 

1차 연구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니즈와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공유될 수 있는 정보는 사용자에 대한 배경적인 

정보이다. 사용자의 배경 정보는 미디어 스페이스와 같이 협업하는 

그룹을 보조하는 그룹웨어 디자인에서 항상 포함되는 요소이다. NYNEX 

Portholes라는 미디어 스페이스 시스템을 개발 및 사용한 연구 또한 

배경적인 존재감을 보조하기 위한 영상 화면과 함께 근무자의 부서, 

번호, 이메일, 캘린더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44]. 줌터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에 대한 배경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차 연구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부하는 내용, 

목표, 진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학습 동기 향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뭔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그 

공부를 왜 하는지 그 정도만 알아도 다른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상대에 대한 정보도 알면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P24), “저는 줌터디를 

하는 목적이 대부분 학교 강의 공부를 위한 거여서 각자 어떤 공부 지금 

하고 있는지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P11), “오늘 줌터디를 

하면서 내가 뭘 끝냈는지를 일단 공유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P03)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적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감시당할 정보, 즉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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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 때문에 감시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추가될 수 있는 정보는 현재 촬영 화면을 벗어난 부분의 

영상 화면이다. 원격 근무자 간 존재감을 보조하는 선행 연구에서 이는 

카메라의 각도나 위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도구를 통해 제안되었다. 

Gaver et al.은 원격으로 근무하는 상대방의 화면을 보고 있는 사용자가 

현재 보이는 화면 외의 부분을 보기 위해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 원격 

근무자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움직이며 기존에 촬영되고 있지 

않았던 부분까지 보여주는 미디어 스페이스를 제안하였다 [26]. 또한, 

Nakanishi et al.은 원격 근무자를 비추는 화면을 보고 있는 사용자가 

근무자를 더 가까이 혹은 더 멀리 보기 위해 화면에 가까이 가거나 

화면으로부터 멀어지면 원격 근무자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도 원격 

근무자에게 더 다가가거나 멀어지면서 얼굴을 더 가까이 보여주거나 

근무자 주변의 환경을 더 많이 보여주는 도구를 제안하였다 [52]. 이는 

1차 연구에서 줌터디의 문제점으로 언급된 ‘사각지대는 딴짓해도 

보이지 않아 감시가 안 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원격으로 카메라의 각도나 위치가 조정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로 추가될 수 있는 정보는 누적된 행동에 대한 정보이다. 

가족 간 배경적 존재감을 보조하는 Family Window를 디자인한 

연구에서는 꺾은 선 그래프를 통해 지난 열두 시간 동안 화면 상에서 

움직임이 일어난 정도를 표시하여 많은 움직임이 일어난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8]. 문 닫긴 사무실과 공용공간을 연결하는 

Magic Window를 제안한 연구에서는 바 그래프를 통해 지난 열두 시간 

동안 특정 근무자가 사무실 안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근무자가 언제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갔는지, 한 번 들어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무실에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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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는 1차 연구에서 줌터디에 대한 니즈로 언급된 ‘종료 후 총 

집중도를 알려줬으면 좋겠음’, ‘종료 후 총 핸드폰 사용 시간을 

알려줬으면 좋겠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다. 

집중도와 핸드폰 사용 여부가 계속 체크되고 있다는 사실은 감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집중도와 핸드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핸드폰과 노트북과 같은 기기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이는 배경적인 존재감을 보조하는 도구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았지만 1차 연구에서 진행된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니즈가 입증되었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들은 

카메라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사용에 대한 

정보가 더 드러나길 바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중에는 핸드폰과 

노트북의 사용 여부만 보고자 하는 니즈에서 핸드폰과 노트북의 화면을 

보고자 하는 니즈까지 있었다. P25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핸드폰을 안 

쓰는 걸 서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타인의 

것보다는 제 자신을 컨트롤하는 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사용 여부를 알고 싶다고 답하였고, P15는 “친구들의 화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느라 

그런 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어떤 화면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화면 자체를 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줌터디 참여자들은 학습을 위해 자발적으로 본인을 드러내고자 하는 

만큼 드러내기 니즈가 다양한 정보에 걸쳐 나타난다. 따라서 줌터디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2. 효과적인 숨기기를 위해서는 세부 요소를 필요에 따라 가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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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높은 컨트롤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줌터디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카메라 의식, 화면 방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영상 전체에 효과를 입히는 영상 필터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단순 영상 필터에서 더 나아가 세부적인 요소를 골라 어떤 

부분은 드러내고 어떤 부분을 숨길지 직접 설정하고 조정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배경적인 존재감을 보조하는 선행 연구들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카메라 의식, 화면 방해의 세 가지 문제가 언급되었다. NYNEX 

Portholes라는 미디어 스페이스를 개발 및 사용해 본 연구를 포함해 

다양한 연구에서 실시간 영상 송출은 다른 그룹웨어를 통해서는 보조될 

수 없는 풍부한 인지와 정보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위험을 야기한다고 경고하였다 [16, 33, 44, 50, 54, 79]. 이는 누가 

본인을 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감시와 통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37, 38, 44]. 카메라가 계속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나친 카메라 의식과 자기 인식 문제는 촬영되고 있는 본인의 모습에 

대해 걱정하게 하여 불편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2, 44]. 또한, 타인의 화면이 

산만해 업무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슈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제시되었다 [33, 50]. 

 

이는 1차와 2차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1차에서 진행한 

인터뷰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트북 외장 (카메라)로 (줌터디를) 하면 

얼굴이 직방으로 보이더라고요. 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고 그 화면을 저도 보고 있으니까 친구들의 

모습이나 제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P23)는 지나친 카메라 의식 문제, “친구들도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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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손을 움직인다던가 자세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눈에 자꾸 인식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공부 효율을 조금 떨어뜨리는, 방해를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었어요.”(P04)는 화면으로 인한 

방해의 문제를 암시한다. 2차 연구에서도 숨기기의 목적이 크게 

프라이버시 보호, 화면 부담 완화, 화면 산만함 방지로 분류되면서 세 

가지 문제점이 줌터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 필터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제시된 방법은 블러 또는 

픽셀화로, 이전 연구들은 블러와 픽셀화가 적당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 인지를 도모하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은 감춰줌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고 설명하였다 [16, 22, 44, 54, 79]. 블러나 

픽셀화와 같이 화면의 내용과 상관없이 화면 전체에 필터가 적용되는 

경우는 카툰/그림 화, 명도/밝기 조정 등이 있었다 [22]. 화면의 내용에 

따라 상호작용적으로 영상 필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크게 움직임이 

감지되면 움직임이 있는 부분만 보이지 않도록 감춰주는 shadow-

view나 live-shadow와 같은 필터 [33, 79], 움직임이나 변화가 

발생되면 어디에서 변화가 발생하는지 윤곽선을 통해 보여주는 필터 

[79], 주요 참여자 외의 배경을 제거하는 배경 제거나 흐림 필터 등이 

있었다 [22]. 

 

실제 줌터디 참여자들 또한 흑백효과와 같이 화면 전체에 씌우는 

필터나 가상배경이나 블러배경과 같이 상호작용적으로 사용자의 배경만 

가려주는 필터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더 나아가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요소를 골라 어떤 부분은 드러내고 어떤 부분을 

숨길지에 대한 컨트롤을 시도하는 케이스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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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두 가지 이상의 필터를 사용하는 케이스로, 가상배경, 

블러배경, 흑백효과와 같은 전체 영상 필터에 추가적으로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464개의 화면 중 9개의 화면에서 이러한 시도가 

발견되었다. 이를 시도한 사용자들은 자리에 앉아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며 얼굴의 실루엣도 드러내고자 하지만, 배경을 숨기고자 하며 얼굴의 

일부는 숨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령, 가상배경을 한 체로 마스크 

모양의 스티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배경과 하관을 가리고 눈과 상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며, 블러배경을 한 체로 선글라스 모양의 스티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배경과 눈을 가리고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도를 통해 어느 정도를 드러낼지 세밀하게 조정하는 

경우이다. 2차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 중 P'03은 집중력이나 몰입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나 얼굴 

전체를 보이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였다. 이에 따라 눈과 얼굴 방향은 

보이지만 얼굴 전체는 보이지 않도록 얼굴의 절반만 나오는 화면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시선’과 같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소가 줌터디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드러내기와 숨기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P'08 또한 감시를 위해 얼굴이 드러나길 바라지만 

얼굴이 보이는 것은 부담스러워 이마만 보이게끔 각도를 조절하였고, 

P'04는 감시 효과를 위해 학습 자료와 책상이 최대한 보이는 것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학습 자료의 일부분만 

보이게끔 각도를 조절하였다. 

 

이와 같이 일부 사용자들은 줌터디를 진행하며 다양한 영상 필터와 

촬영 각도를 활용해 어떤 부분은 드러내고 어떤 부분은 숨길 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다. 따라서 숨기기를 만족스럽게 

보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부 요소를 필요에 따라 드러내고 숨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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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높은 컨트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본인과 타인의 화면을 일치시키기 위해 선호하는 타인의 화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차 연구의 결과를 통해 많은 사용자들이 본인과 타인의 화면이 

일치하길 바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같은 목적을 지녀도 화면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고, 본인과 타인의 화면에 대해 원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가 항상 충족되지는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배경적 존재감을 보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화면을 동시에 제공해 본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본인과 타인의 화면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더라도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른 화면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2차 연구에서 탐구한 드러내기 행동을 살펴보면, 사용자들은 

공부 감시나 증명을 위해서 얼굴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체와 책상을 

드러내기도 하며, 학습 자료를 드러내기도 한다. 같이 있는 느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체와 책상을 드러내기도 

하며, 학습 자극을 위해서는 상체와 책상을 드러내기도 하고, 학습 

자료를 드러내기도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본인의 화면에서 원하는 점과 타인의 화면에서 

원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2차 연구의 인터뷰를 살펴보았을 때, 

본인의 줌터디 화면으로 특정 화면을 선호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는 ‘감시 효과’였으나, 타인의 화면으로 특정 화면을 선호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는 ‘같이 있는 느낌’이었다.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해서는 감시 효과를 위해 책상과 학습 자료가 드러나길 바라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같이 있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얼굴이 드러나길 

바라는 P'07, P'08과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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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er et al.은 네 대의 카메라로 얼굴, 책상, 옆모습 전체, 버드뷰를 

촬영하는 미디어 스페이스를 디자인하고,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원하는 

화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 Gaver et al.의 연구는 사용자가 

본인을 촬영하는 화면으로 네 가지 화면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줌터디에서 발생하는 본인과 타인의 화면이 일치되길 바라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화면으로 특정 화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줌터디에 다양한 화면으로 접속하면, 각각의 

사용자가 개인의 니즈에 따라 원하는 타인의 화면 각도를 설정해 띄우고 

줌터디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Gaver et al.의 연구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얼굴을 촬영한 화면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화면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줌터디는 존재감을 보조한다는 

비교적 주관적인 목적을 지닌 활동인만큼 개별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이 

다르다. 따라서 향상된 줌터디 경험을 위해서는 본인과 타인의 화면에 

대한 다양한 니즈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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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1. 줌터디의 전반적인 활동 양상, 동기, 효과를 파악하고, 

2. 줌터디의 문제점과 니즈를 파악하고, 3.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차 연구에서는 먼저 줌터디의 활동 양상, 동기, 효과, 

문제점과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31명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사전 인터뷰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설계하여 

1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사전 인터뷰의 내용을 양적으로 

보조하였다. 2차 연구에서는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우선 

464개의 줌터디 화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14개의 

대표적인 줌터디 화면을 도출하였다. 이후 11명을 대상으로 14개의 

대표적인 줌터디 화면 중 선호하는 화면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묻는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요소를 

드러내거나 숨기고자 하는지 파악하였다. 

 

<연구 문제 1>, 줌터디의 전반적인 활동 양상, 동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들이 줌터디를 

누구와, 몇 명이서, 언제, 얼마나 오래, 어디서,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어떤 카메라와 마이크 설정으로, 어떤 규칙을 지켜가며 하는지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사용자들은 주로 줌터디를 친한 지인들 

2~4명과 하루 일정이 끝난 후 1~4시간 동안 집에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주로 노트북으로 줌터디에 참여하며 카메라는 주로 

얼굴에서 상반신을 촬영하고 대부분 디폴트로 음소거를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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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였다. 규칙의 경우, 75.2%의 경우에서 규칙이 사용되며 

‘지각/결석 시 벌금 내기’와 ‘자리 비울 때 어디 가는지 말하거나 

표시해놓기’의 규칙이 가장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부 

환경 조성이 줌터디의 가장 주요한 참여 동기였으며, 특히 ‘혼자는 

공부가 안 돼서’ 공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줌터디를 진행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줌터디의 학습 효과로는 ‘화면의 시각적 

자극’, ‘나를 촬영하는 카메라’와 같은 도구 중심적인 효과와 ‘타인의 

존재 자체의 심적 지지’, ‘비교가 주는 자극’, ‘타인과의 약속’과 같은 

사람 중심적인 효과, ‘분위기의 환기’, ‘규칙과 처벌’과 같은 외부 요소 

중심적인 효과가 있었다. 

 

<연구 문제 2>, 줌터디의 문제점과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줌터디의 전중후에 걸친 문제점과 니즈를 

파악하였고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 사용자들은 줌터디 

전중후에 걸쳐 비대면의 문제, 사람의 문제, 공간의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비대면의 문제에는 ‘화면의 부담이 주는 문제’, 

‘상호작용이나 존재감의 부족이 주는 문제’, ‘감시나 압박의 부족이 주는 

문제’가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다섯 가지 문제점 중 

네 가지 문제점이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한 문제였으며,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신경 쓰임’은 ‘숨기기’니즈를, ‘사각지대는 딴짓해도 보이지 

않아 감시가 안 됨’,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가 공유됐으면 좋겠음’은 

‘드러내기’니즈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를 통해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문제 3>,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제 

줌터디 화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요소를 드러내거나 숨기고자 하는지 파악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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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줌터디 화면은 크게 이마에서 눈을 촬영하는 화면, 얼굴에서 

상체를 촬영하는 화면, 얼굴에서 책상을 촬영하는 화면, 책상만 

촬영하는 화면 그리고 사용자와 책상을 포함한 학습 공간 전체를 

촬영하는 화면으로 분류되었다. 영상 필터로는 가상배경, 블러배경, 

흑백효과, 스티커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주로 얼굴에서 상체를 촬영하는 

화면에서 사용되었다. 464개의 화면 중 163개의 화면에서 영상 필터가 

사용되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영상 필터는 가상배경이었다. 

‘드러내기’의 요소와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들은 공부 

감시/증명, 소통 도모, 같이 있는 느낌 형성, 학습 자극을 위해 얼굴 

정면, 상체와 책상, 학습 자료 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드러내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부 감시와 증명이었다. 

‘숨기기’의 요소와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화면 부담 완화, 화면 산만 방지를 위해 생활 공간, 차림새, 얼굴, 

배경, 학습 자료 등을 숨기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용자들은 

줌터디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드러내야 한다고 답변한 요소가 

숨기고자 하는 요소와 겹치는 경우, 각자의 방법으로 ‘드러내기’와 

‘숨기기’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은 

본인과 타인의 줌터디 화면으로 선호하는 화면이 대개 동일하였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존재감 중심적인 원격 학습 활동인 줌터디를 

살펴보고 줌터디에 대한 전반적이고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다. 또한, 

줌터디와 관련한 화상회의 플랫폼의 문제점과 니즈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도구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향후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줌터디 화면 속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을 실제 화면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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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존재감을 공유하는 원격 학습 

활동인 줌터디의 활동 양상, 동기, 효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화상회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화면 속에서 나타나는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줌터디의 목적이나 줌터디원과의 관계 등 활동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따라 탐구할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고 

전반적인 활동 양상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줌터디의 

목적은 강한 학습 감시에서부터 친목까지 다양하며, 줌터디원과의 관계 

또한 이전에 모르던 사람부터 친한 친구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친한 

친구와 친목을 목적으로 줌터디를 하는 경우와 모르는 사람과 강한 학습 

감시와 학습 동기를 위해 줌터디를 하는 경우는 그 양상과 효과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반적인 활동 양상을 살펴보았으나, 보다 구체적인 활동 양상, 동기, 

효과, 문제점 및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줌터디 사용자를 세밀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줌터디 화면 데이터를 국제적인 오픈 줌터디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사용자들로 이루어진 줌터디나 

정해진 멤버끼리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줌터디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 

국제적인 오픈 줌터디 사이트에는 다양한 국가의 참여자들이 있으며, 

사이트를 클릭하면 누구나 쉽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숨기기’가 강하게 발생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현재 

줌터디는 친한 친구끼리 진행되는 모임에서부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모임, 특정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폐쇄적으로 진행하는 

모임 등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오픈 줌터디 

사이트의 화면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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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행동이 모든 줌터디 타입 속 행동을 대표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보다 정확한 화면 속 ‘드러내기’와 ‘숨기기’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줌터디 사용자 타겟을 선정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제 3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세 가지 학술적 및 산업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처음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원격으로 

존재감을 공유하는 원격 학습 활동인 줌터디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줌터디에 대한 전반적이고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산업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줌터디 사용자의 행동에 

관심이 있거나 화상회의 플랫폼의 다양한 활용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연구자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줌터디를 진행할 때 

활동 전중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니즈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줌터디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화상회의 플랫폼의 활용과 인터페이스 개선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에게 향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는 줌터디 화면 속 ‘드러내기’와 ‘숨기기’의 

갈등을 실제 화면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산업적 의의가 있다. 화면 

데이터를 살펴본 연구 방법은 줌터디에 대한 향후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고, 인터페이스 방향성은 화상회의 플랫폼에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기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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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Remote Studying Activity 

with Video Conferencing Tool 

to Feel the Presence of Others 

- Focusing on ‘Revealing’ and ‘Hiding’ 

Themselves through Videos - 

 

Soobin Cho 

Department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Covid-19 lockdown, people’s preference towards 

public libraries have decreased, also depriving people of a chance to 

feel the presence of others while studying. In response, 

‘Zoomtudy’ arose as a substitute for physical libraries. Zoomtudy, 

or virtual study room, is studying with video conferencing tool on, 

such as Zoom or Google Meet. It aims to form a library-like 

atmosphere rather than actively engaging or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However, unlike physical libraries where presence is na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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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people participating in Zoomtudy need to artificially share 

their presence through video conferencing tools. This causes conflict 

between ‘revealing’ and ‘hiding’, where users feel the need 

reveal themselves more to enhance the studying effect but at the 

same time wanting to hide themselves because live video 

conferencing may cause fatigue and invasion of privacy.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is new activity called Zoomtudy 

and deeply investigate the conflict of ‘revealing’ and ‘hiding’ 

that occurs while trying to share presence through video 

conferencing tools. Therefore, this paper will 1. explore the general 

patterns, reasons of participating, and studying effects of Zoomtudy, 

2. explore the problems and the users’ needs when participating in 

Zoomtudy and 3. explore how the conflict between ‘revealing’ and 

‘hiding’ through video conferencing tools affects the users’ 

behaviors. 

 

This paper conducted two studies for this aim. For the first study, 

we conducted a preliminary interview with 31 Zoomtudy participants 

asking how they joined and studied in Zoomtudy, why they 

participated, what effects did Zoomtudy have, what were the 

problems of Zoomtudy and what they wanted more in this activity. 

We then designed a survey based on the interview results and 

conducted a survey with 107 Zoomtudy participants to provide 

quantitative understanding of what was extracted from the interview. 

In the second study, we collected and analyzed 464 Zoomtudy 

screens to understand the conflict between ‘revealing’ and 

‘hiding’ through users’ behaviors. We then came up with 14 

screen types of Zoomtudy and conducted a semi-structed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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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11 participants asking which screen they preferred and why 

they preferred the screen. This was to grasp which factors were 

chosen to be revealed or hidden from the screen for what reason. 

 

The result of the first study revealed that people usually join 

Zoomtudy at home through their laptop with 2~4 close friends for 

1~4 hours after school or work. Their main reason for participating 

in Zoomtudy was to create a studying environment. It actually had 

studying effects due to video conferencing tool, other participants 

and external factors. However, problems and needs throughout the 

whole experience from preparing to wrapping up arose due to non-

face-to-face environment, other participants and physical studying 

space. Problems related to video conferencing tool showed that the 

conflict of ‘revealing’ and ‘hiding’ was taking place. 

 

The result of the second study revealed that Zoomtudy screen 

can be categorized into those showing forehead and up, those 

showing from face to upper body, those showing from face to their 

desk, those showing only the desk, and those showing almost the 

whole studying area. Video filters that are used for ‘hiding’ such 

as virtual background, blur background, black and white effect and 

stickers were used in 163 screens out of 464 screens. According to 

the interview, users wanted to reveal their face, upper body and desk, 

and their studying materials for surveillance effect, smooth 

communication, feeling of being together and studying motivation. At 

the same time, they wanted to hide their personal space, clothes, 

face, background and studying materials for privacy protection, 

easing of live streaming burden and prevention of dis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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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he first to explore Zoomtudy and it provides a 

deep and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activity as a whole. This 

paper also revealed the general problems that video conferencing 

tools have when users use them to participate in Zoomtudy. This 

provides a guide for researchers that are interested in video 

conferencing tools and their interface for this particular activity. 

Lastly, this paper suggests how the Zoomtudy interface design can 

be improved based on the conflict of ‘revealing’ and ‘hiding’ 

that was analyzed based on the actual Zoomtudy screens. 

 

Keywords : Virtual study room, Video conferencing tool, Presence, 

Remote studying 

Student Number : 2019-2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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