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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의 한국어교육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일
년 간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화상 회의 시스템에서부터 AR과 VR, 메타버스까지 과거에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기술들이
속속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어교육 현장 또한 이 속에서 큰 변화를 겪으면서 본격적
인 온라인 교육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이 현장에 이용되면서 다양한 최신
기술들의 적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적절한 융합이 미래 교육의 새로운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기술들이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러
한 변화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교육의
변화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간 온라인 한국어교육을 진행하
면서 대두된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온라인 한
국어교육의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편의상 온라인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한국어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온라인 접근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공간의
구애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는 온라인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집단에게는 무용지물이 됩
니다. 특히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세종학당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온라
인 접근성 또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온라인세종학당을 오프라인 접근성을 보완하
기 위한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교수학습 도구의 편의성, 사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 또한 걸림돌이 됩니다. 온라인
교수학습을 위해 지원되는 도구들을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면 교사나 학습자 모두 시작 시점에
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에 들어서기 어려워집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에 대해 교사의 자질 강화
측면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 도구들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온라인세종학당을 이용하는 교
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분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과 도구의 미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적절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때 단순히 학습자의 기능적 성취만이 아닌 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자의 본
질적인 성장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교육의 내
용과 질보다 새로운 기술과 도구의 적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이에 온라인 한국어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와 함께 교사와 학습자의 질적 성장
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