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국어 온라인 교육 환경, 인공지능 챗봇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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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 세계 교육 현장이 크게 들썩였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무자비한 침투가 교실의 문을
잠가버렸다. 빠른 대처가 필요했다. 그래서 등장한 100% 비대면 온라인 강의. 너무 급한 변화였을까. 대학
대부분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쏟아졌다. 꼬리의 꼬리를 물고 나타난 교육 현장의
이슈는 곧 대학의 존재와 교육 방법론을 향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온라인 강의 본격화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았다. 교육자들의 고심이 깊어져 가고 있다. 원활한 교육을 위한 온라인 컨텐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양한 온라인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등의 질문은 시대적 과제다.
본고는 이러한 시대적 운명에 맞춰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온라인 수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의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챗봇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가 챗봇이 언어교육에 기여하는 긍
정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영어학습자를 위한 챗봇 연구였다. 한국어 교육에 접목한 챗봇 제
작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챗봇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챗봇 어플리케이션이다. 따라서 세계로 뻗는 한국어의 위상과 증가하는 해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손쉽게 이
용할 수 있는 챗봇을 제작했다. 번거로운 어플리케이션 설치 과정이나 값비싼 도구는 필요 없다. 그저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다.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무료 오픈 소스를 응용하여 챗봇을 제작했다. 대상 학습자는 해외의 초
급 한국어 학습자다. 학습자는 챗봇을 통해 한국어의 뼈대를 구축하는 자음 및 모음 연습, 단어, 구절, 문장 만들
기 최종적으로는 대화 연습이 가능하다. 또한 영화 표 예매, 온라인 쇼핑, 음식 주문하기 등과 같은 현실을 기반
으로 한 딥러닝과 동영상 및 다양한 영상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상황 중심의 언어 학습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개
인의 오류를 데이터로 구축해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챗봇은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욕구를 고취시키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입체적인면서 다각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한
다.
챗봇의 긍정적 교육효과는 실제 학습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가을 학기 하와이 주립대
학교 내 한국어 101을 수강하는 학습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 이상이 챗봇
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는 교육 방법임을 토로했다. 논고는 새
로운 학습의 환경에서 챗봇을 활용한온라인 한국어 교육 방안 및 미래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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