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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교육 상황에서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사례 연구
-학부 유학생 대상 교양 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Real-time Online Class in Non-face-to-face Education
-Focusing on Liberal Korean Class for Undergraduate foreign students김현주
중앙대학교

연구 목적
▪ 2020년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하여 직면하게 된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사례를 제시하여 새로운 교육 상황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함

연구 배경
▪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온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대부
분은 사이버 대학이나 온라인 학점은행제, 대중공개 온라인 강좌(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이 대부분이었음
▪ 코로나 종식 시기와는 상관 없이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서도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임
▪ 학부 유학생 대상의 교양 한국어 수업에서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비하고자 함

수업 적용 결과

수업 설계
▪ 2020년도 1학기 15주 동안 서울 A대학교의 교양 한국어 교과
목에서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
▪ 일주일에 2번 1시간 30분 수업(3학점)
▪ 학습자 구성 : TOPIK 3-5급 학습자
▪ 학습자 국적 : 베트남, 중국, 일본, 미얀마
▪ 평가 : 출석 및 수업 참여도(20%), 과제 및 발표(20%),
중간고사(30%), 기말고사(30%)

객관식 설문조사

수업 적용
▪ 월요일 :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학문적 읽기와 쓰기 중심
▪ 목요일 :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학문적 말하기 중심
▪ Zoom 소회의실 활용 – 짝 활동 및 조별 활동
▪ 게시판 활용 – 수업 후 짝 활동과 조별 활동 내용 기록

긍정적 의견
▪
▪
▪
▪
▪
▪

활발한 상호작용(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자)
즉각적인 피드백 가능
말하기 연습 많이 함
집중이 잘 됨
발표 시, 긴장이 덜 됨
시간과 장소의 편리함, 통학 시간 절약

부정적 의견
▪
▪
▪
▪
▪
▪ 조별 기말 발표
▪ 문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 적용
▪ 문제 제기 – 문제 해결 계획 – 문제 해결 방안 – 조별 발표
– 개별 보고서 제출
▪ 단계별 모든 활동 내용을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
-학습자 :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책임감 유발
-교수자 : 수업 진행 사항 및 학습자 활동 사항 파악 용이함

기술적인 문제(인터넷, 와이파이 등)
집중이 잘 안 됨
온라인 토론의 불편함
발표 준비 시 어려움
발표 시 친구들의 반응 파악 어려움

결론 및 제언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인 온라인 수업 설계의 기초 자
료로 의미 있음

제언
▪ 안정적인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함
▪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을 설계
해야 함
▪ 온라인 교육 공간에서도 교실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 면대면 수업보다 철저한 수업 설계와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