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T 11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 

1. SAT 11 혼댁어와 미국대학입시 

.:1:. λ，l~' 
-1..... (i ï 

미국 대학 입학 수능시험은 SAT I(Scholastic Assessrrent Test 학구적 

평가 시험)， 그리고 SAT II로 구성되어 있다. SAT I은 수학(l\1ath)과 언 

어 능력(Vei벼I) 두 가지에 대한 R얹soning Test이며 시험 시간은 세 시 

간， 주로 사지 선다형으로 출제된다. SAT II : Subject Tests은 특정 분야 

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한국어를 비롯해서 외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작문， 문학， 생물， 화학 같은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시험 시간은 한 

시간이다. 한국어가 미국 대학 입학 수능시험으로 채택되어 처음 시행된 

것은 1ffi7년이며， 첫 해 응시자 수는 2，4π명， 이들의 평균 점수 00점(iU) 

점 만점 기준)이었다. 1뾰년에도 비슷한 숫자가 응시했고1 평균 점수는 

751점으로 첫 번째 시험에 비해 100점 가까이 뛰어올랐다. :ID)년 11월 4 

일 실시된 네 번째 SATll 한국어 시험은 사상 최대 규모인 2，7ffi명이 응 

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ffi)년 시험에 비해 23.1%나 증가한 것으 

* 미국 U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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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SAT II 한국어가 점점 자리를 잡아김에 따라 앞으로도 응시자 수는 늘 

어날 것으로 보인디~SAT II 시험 주관처 인 미 대학위원회 부셜 많uca 

tional Testing 않Vlæ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뼈년 시험에 중￥}는 

5，400명， 일본어는 1，얘4명이 응시했다). 

SAT II 한국어 시험은 종국어 일본어를 포함한 다른 외국어와 마찬가 

지로 일 년에 한 번(보통 11월 첫째 토요일) 지정된 장소(Testing Center) 

에서 실시된다. 듣기 테스트를 위해서 학생들은 미리 카세트 플레이어를 

각자 지챔야 한다. 응시자들은 졸업반이 되기 전에 미리 9학년 때부터 

시험을 봐 두었다가 제일 좋은 점수를 골라서 보내는 게 유리하다. SAT 

H 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대학 위원회는 적어도 두 번 정도 같은 과목 시 

험을 봐 두었다가 제일 좋은 점수를 지원하는 대학에 보낼 것을 추천한다. 

여러 번 시험을 응시한다고 해도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 

려 해마다 점수가 조금씩 높아지면 입학 사정 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도 있대참고 : 미주 중앙일보 주최 UCLA 입학사정기준 발표애 근거). 

미국 내 한국 이민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University of 

Califomia 모든 계열은 입학 사정 기준으후 SAT II를 요구하고 있다. 동 

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는 SAT II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였지만 미 대 

학위원회에 의하면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미 

대학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SAT 1 보다 SAT II가 차지하는 비 

중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계 학생들이 SAT II 한국어를 채택할 경우， 제일 큰 장점은 고득점 

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 입학 시 유리해진다는 사실이다. 1ffi7년 11월 

첫 실시된 SAT II 한국어의 평균 점수는 다른 SAT II 외국어 과목들 스 

페인어， 불어， 독어보다도 약 %접 정도 높다{더 자세한 것은 미 대학위원 

회에서 발표한 1~ College-Bound 않110rs를 참조할 것). 두 번째 SAT 

n 한국어 시험부터는 예상문제집을 비롯뼈 홍보가 잘 된 탓인지 평균 
점수도 SAT II 역사상 중라f 디음으로 높은 751점이었다. 평소 집에서 

한국어를 접하면서 자라난 교포 2세 학생들에게는 다른 어떤 SAT II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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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선태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선택하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 

이 크다. 

2. 응시자들의 배경 

한국어 수험생들 대부분은 이민자들이 몰려 있는 캘리포니아 출신이다. 

1917년 경우 전체 응시자 2.4π명 중 1.673명이 캘리포니아 출신이었다· 

19:휩년 두 번째 SAT II 한국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중에 영어가 모국어 

라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 2，433명 중에서 쨌명(æ7%)， 이들의 평균 점수 

는 711점으로 이는 스페인어나 다른 유럽어 과목들의 평균 점수보다 월등 

히높다. 

1998년 SAT 11 한국어 
유시자 수 2.4..13벗쩍규 751적(앉x)적 기준) 

전체 웅시자의 5.5%가 750-800 사이의 접수를 받았음. 
(참고) 한국계 학생들의 SAT 1 영어 평균 : 많였， 수학 평균 : 628 

1~년 응시자들이 설문조사에서 밝힌 한국어 배경은 다음과 같다{다음 

자료는 ETS 통계자료에 근거함). 

SAT 11 ~α었1 에th μstening， NoverrtJer 1!:Q3 

ResJX)nse to Background Questions(total # of test takers=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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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d영r에며 OJestion떠Ire 많sponse 
f'tJrrær ct 

싸월n soore star뼈rd 

않.ænts 다'lIIiatiα1 

1‘ I..eam최 f띠e킹1 at horre 14.13 745 m 
2. Studied Korean at a US 비gh 잉1001 179 í23 74 

3‘ Studied Korean at a Korean langu쩡e 
'B) 

school, Graæ 1-8 
743 g 

4. Studied Korean at a Kor얹n 1밍핑뻐ge 

school, Graæ 9-12 
:;g) 732 71 

5. Iived in Korε~ longer than one year 

삶er age 10 
τæ 783 

6. S뼈ied Kor많n in Grades 9-12 for Jess 

than 2 Y'않rs 
11:Il 753 ffi 

7. Studied Korean in Grades 9-12 f，α 

2 - 21;2 years 
170 7잃 71 

8. Studied Korean in Grades 9-12 for 
115 엉7 E 

3 - 31;2 years 

9. Studied Korean in Grades 9-12 for zn 'B) æ 
nrre 3 1;2 years 

Tαa1Group 갱33 751 ffi 

(Note : Test s∞res are on a scale 01 200-800. For questions 1-5 st따ents 

checked all that applied. They selected only one 이 Questions 6-9.) 

위의 배경 조사에서 드러나듯 응시자들 대부분이 미국 고등학교에서 체 

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한국어를 습득한 2세들이거 

나{1，4æ명) 열 살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 온 학생들로(72f3명) 날r혀졌다. 

3. SAT 11 효딱어의 출제 방식과 출제 과정 

SAT n 한국어 시험의 목적은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어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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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측정하는 데에 있다. 고둥학교 정규 수 

업에서 외국어로서 3-4년 정도의 한국어를 수강한 학생들의 수준{일주일 

5시간 수업 기준)에 맞츄{ 출제된다. 시험은 듣기， 문법， 독해 세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시간은 한 시캔듣기 때분， 문법과 독해 때분)， 그 

리고 문제 양식은 전부 사지 선다형이다. 전체 문항 수는 보통 00-85 정 

도이며 점수 비율은 듣기 35%, 문법 3)0/0, 독해 35%이다. 

SATll 한국어 문제는 5-6명의 출제 위원에 의해 대부분 초안이 작성 

된다. 모든 출제 위원 선정은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에서 최종 

결정하며， 2m)년 12월 현재 한국어 출제 위원은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두 사람과 대학 교수 세 사람， 모두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 2, 여 3). 출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 출제 위원이 듣기， 문 

법， 독해 세 분야에 걸쳐 골고루 주어진 주제로 문제를 작성해서 미국 동 

부 프린스턴에 위치한 ETS(많ucational Tes마19 Service)로 보낸다~ ETS 

에서는 한국어 담당 전문 위원이 각 출제 위원들이 보낸 문제들을 편집하 

고 정리해서 다시 모든 출제 위원들에게 돌리는데， 이 때 출제 위원들은 

자기가 출제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다른 출제자들이 만든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수정 사항을 달아서 다시 ETS로 돌려보낸다. 이 단계 

가 끝나면 전체 출제 위원들과 ETS 전문 위원들이 참가하는 3일간의 회 

의가 열린다. 한국어가 대학 입시에 처음으혹 채택된 1Ð7년부터 19f)년까 

지는 일 년에 두 번 회의를 했으나 2m)년도부터는 다른 외국어처럼 일 

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다0.3일 동안 하루 8-10시간의 마라톤 회 

의를 통해 모든 필요한 수정 사항을 최대한 조율한다. 시험 문제의 초안이 

작성되면 ETS 자체에서 sensitivity test 단계를 다시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항목별 내용이 공정한지， 특정 문화， 종교 대상에 대한 차별이 

나 편견이 없는지 점검한다. 특히 응시자들이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 

인 점을 감안해서 이들에게 자극이 될 만한 내용 음주， 담배， 낙태， 총기 

류， 소수 민족， 교통 사교 죽음， 기타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들을 검 

토한다. 출제 위원들의 마지막 점검을 거친 초고는 외부 reviewer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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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 단계를 거친 후， pre-test라는 field test 과정 

을 거친다. pre-test는 고둥학교에서는 하지 않고 미국 내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Pre-test 결과는 ETS의 통 

계학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분석되는데， 항목별로 문제의 난이도나 변별력， 

신뢰성(뼈i뼈뼈)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된다. 통계 분석을 통해 신뢰도가 

인정되는 문제만 마지막 출제 항목으로 뽑힌다. 

출제 내용과 유형 

첫 번째 sætiαl 듣기는 일상 회화체의 대화 또는 공고 등의 형식이며 

질문과 선택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다. 회화 내용은 시험지에 인쇄되지 않 

으며， 단 한 번만 들을 기회가 주어진다. 

(아래에 소개되는 $따e quest:ions은 모두 홍보용으로 미국 대학위원 

회에서 제공하는 T뼈ng the SAT n : Su비ect Tests(l~-am) by 암le 

Coll맹:e fuard에서 나온 것임을 옐벼 둔다.) 

Sam때e Listening Questions 

(Approximate Time-20 minutesl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Then answer questions 3 and 4.] 

(여자) 한수야， 어제 전화했는데， 너 어디 갔었니? 

(남자) 어제 우리형이 동부에서 와서 공항에 마중 나갔었어. 

(여자) 너， 형이 동부에 살아? 

(남자) 응， 대학교도 거기서 다녔는데， 지금은 졸업하고 회사에 다녀. 

(여자) 좋겠다. 형이 와서. 

여기 얼마나 있을 건데? 

(남자) 오래 있으면 좋을 텐데， 휴가가 사흘밖에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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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 Where did Hansu go yesterday? (15 seconds)] 

(A) To his brother’s office 

(8) To his brother’s house 

(C) To the airport 

(D) To a graduation ceremony 

[Question 4.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based on the conversation 

you have just heard. (15 seconds)] 

(A) Hansu’s brother is moVÎng in with Hansu. 

(8) Hansu’s brother has a four-day vacation. 

(C) Hansu’s brother works on the West Coast. 

(D) Hansu’s bn )lher went to college on the East Coast. 

[Listen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Then answer Questions 5, 6, 

and 7.] 

[Question 5. Wbat is being announc떠?] (15 secondsl 

(A) 까lat service is not affected. 

(8) 까lat service will be restored. 

(C) That a new line will open on the following day. 

(D) That there will be no service at 3 0 ’clock. 

[Question 6. Which subway line has a problem?] 

(A) 2 

(B) 3 

(C) 4 

(D) 5 

[Question 7. Wbat is the cause of the problem?] 

(A) Construction 

(8) A strike 

(C) Mechanical failure 

(D) Power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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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Usage Ouestions (문법) Section 11 

Direction : This section consists of a number of incomplete statements, 
each of which has four suggested completions. Select the word or words 

that best complete the sentence structurally and logica11y and fill in the 

corresponding oval on the answer sheet.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의사 선생님이 ---

(A) 살겠다 

(8) 살았다 

(C) 살랐다 

(D) 살렸다 

문법 부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철자나 단어는 선택 항랙1 넣지 않는 

다는 ETS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독특한 철자법을 테스 

트하기에 한계가 있다. 문법에서는 아래에 제시된 것처럼 문맥을 주고 빈 

칸을 채워 넣는 c1oze-test ~도 들어간다. 

Sample Cloze-test Ouestions 

나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급해 서두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어른들에게 꾸중도 1. __ 들었고， 늘 학교에 가지고 가야 할 것을 

멈벙대고 집에 두고 가거나， 어디 놀러 갈 때는 이삼일 전부터 준비해 놓으 

라고 야단법석을 2. __ 어머니 속을 무척 3. 드렸다. 그러나 이 급한 

성격 덕분에 숙제만은 학교에서 오자마자 먼저 해 놓고 놀기 때문에 숙제로 

걱정 4. __ 

1. (A) 자주 (8) 마침 (C) 드디어 (D) 좀처럼 

2. (A) 섞여 (8) 섞어 (C) 썩여 (D) 썩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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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털어 (B) 들어 (C) 떨어 (0) 틀어 

4. (A) 해 본 적이 있다 

(C) 하는 수가 있다 

(8) 해 본 적이 없다 

(0) 하는 수가 없다 

Sample Reading Questions (독해) Section 111 

일반 서석， 좀교 서적 

각종 월간지 ε 

다양한 서적 구비 

우펀 주문 환영， 

선속 배달 보증 

호l원에게는 

각종 월간지 할인 판매 

1. What kind of business is being advertised? 

(A) A φokstore 

(8) A gift shop 

(C) A delivery service 

(0) A dru암store 

2. How can one nx.:eive a special discount? 

(A) By mail order 

(8) By using a credit card 

(C) By membership 

(0) By using a large quantity 

독해 부분은 주로 광고 일기， 편지， 신문 기사 등 다양한 장르에서 추출 

한다. 질문과 선택은 영어로 주어지며 선택을 만들 때 정답과 반대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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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피하고 항목끼리 음절 수가 지나치게 차이나는 것도 퍼BR:- 원직에 

따른다. 또한 독해 능력에 상관없이 일반 상식이나 시사 상식에 의존하여 

풀 수 있는 내용도 철저히 배제된다. 독해의 문장 길이는 lED단어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SAT 11 효댁어 시험의 한계 

SAT II 한국어의 가장 큰 한계는 문제 유형이 전부 4지 선다형으로 출 

제되기 때문에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응시자 

들 대부분이 교포 2세 출신인 것을 고려할 때 2세들이 가진 독특한 배경， 

즉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의 차이와 작문 능력을. 전혀 측정할 수 없다 

는 것은 현재 SAT II 한국어의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듣기에서는 

만점을 받는 응시자라도 전혀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 

게 된다. 듣기의 경우 문제 유형 대부분이 남녀 두 사람 사이의 일상 회화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두 사람 이상의 회화도 얼마든지 가 

능하며，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의 대화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 

런 회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예를 들어 대화 중 일어나는 

겹치는 부분， 끼여들기， 중단 등 다양한 상황들이 듣기 테이프에만 의존하 

는 현재 SAT II 양식상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험이 일 년에 단 한 번 실시되기 때문에 미처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한 졸업반 학생들의 경우 시험 볼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는 것도 한계라 

고 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자라는 응시지들에게 외국어 능력 시험 

을 순전히 {klPef-pencil test로 보게 하는 것도 시대에 뒤진 감이 없지 않다. 

다양한 visual irnage 또는 살아있는 비디오 이미지가 듣기 테스트에 꼭 필 

요하다. 앞으혹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험을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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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AT 11 효댁어와 효댁어 교육의 전망 

5. 1. 고등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과 교과 과정 정립 

웅시자들이 SAT II 한국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교과 과정에 

이를 얼마나 반영하느냐 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당면한 큰 

도전이다. 현재 미국 내 정규 고동학교에서 한국어를 정식 외국어 과목으 

로 가트로치고 있는 학교는 34개 교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 한국어 응시자 수 

가 평균 2，70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한국어 응시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곳은 가정에서나 아니면 주말 

한국 학교를 통해서이다. 주말 한국 학교가 교포 2세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을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정규 

미국 학교에 한국어 과정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서는 자질 있는 한국어 교사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응시자 대부분 

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위한 α-edentialing을 

요구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이중 언어를 구사 

할 수 있고 2세 학생들과 문화적 거리감이 없는 1.댄1 교사의 양성이 바람 

직하다. 

교사 양성뿐만 아니라 영어권 고등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 

하는 것도 미국 내 한국어 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미 

국 내에서 한국어 과정을 개셜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적절한 

교과서가 없어 각자 형편에 따라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학 

생용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과과정을 정 

립하고 각 고등학교마다 교육과정을 표준화히는 작업도 급한 과제이다. 기 

본 어휘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SATll 한국어 문제를 출제한 

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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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인 사회의 정확한 홍보 : SAT II 한국어 채택과 대학 입학 

후얻는장점들 

SAT II 한국어가 실시된 이후 해마다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는 

홍보와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료 SAT II 한국어 시험에 대한 잘못된 정보 

와 전혀 엉뚱한 소문을 믿고 있는 경우도 많다. 지난 5년간 SAT 11 한국 

어 출제 위원으로 있으면서 한인 학부모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과연 한국계 학생들이 SAT II 한국어를 채택해도 대학 입학 때 유리한가 

하는 질문이었다. 한국계 학생들은 한국어 시험에서 아무리 고득점을 받아 

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 UCLA를 포함 

한 U띠versity of Califomia 계열의 경우， 한국어에서 고득점을 받을 경우 

오히려 입학 사정에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대학 입학 선발 기준의 E6%는 

학엽 성취도 기준을 적용하지만 나머지 35%는 학업 성적 외에 다른 기준 

을 고려해서 선발하기 때문이대corr뼈-ehen밍ve review). 즉 입학 기준으로 

특별 활동이나 봉사 활동， 스포츠， 예술 등에 대한 우수성을 다 포함하는 

데， SAT II 한국어에서 고득점을 받을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한 탁월성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입학 사정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나라 한국어 구사 능력은 대학 입학 후에도 여러 장점이 었다. 

미국 내 대부분의 대학들， 특히 University of Califomia 계열의 경우 대학 

입학 후 1년 내지 2년 정도의 외국어 수강을 요구한다. 만약 시간표가 다 

른 전공 과목과 중복되어 들을 수 없으면 다시 일 년을 기다렸다가 들어 

야 하는 불편함이 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국어 배경이 있는 경우 한 

국어 배치고새미짧rent test)를 거쳐서 최소한 한 학기에서 일 년 정도 

는 면제받을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은 SAT II 한국어에서 앉%점 이상을 

받으면 일 년 과정의 한국어를 면제해 준다.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배경은 

대학 입학 후 동양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요즘 

미국 대학에서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은 복수 전공 과목으로 학생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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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기가 높다. UCLA의 경우 한국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정도 한국어 과목을 수강해야 히는데， 한국어 배경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으표로 졸업히는 시 

간이 그만큼 단축된다. 또한 한국어를 구사히는 학생들은 언어와 동양 문 

화권의 유사성 때문에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울 때 훨씬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 한국학은 전공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학이나 국제법을 공부히려 

는 학생들에게도 부전공으로 적합하다. 특히 대학 졸업 후 법대로 진희송} 

려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은 경쟁 사회 

에서 졸업 후 취업에 더 유리한 기회를 준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에서 광 

고하는 직장은 한국어 영어 이중 언어 구사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 

타 법대나 교육계 쪽에서도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소화할 수 있는 지원 

지들에게 취업의 우선권을 준다. 

5.3. 이중 언어 구사 능력과 한국어의 위상 

미국에서 자라는 한인 2세들은 대개 만 댐1 정도까지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하다개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영어 문화권에 더 친숙해질수록 한 

국어와 한국 문햄l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많은 한인 부모들은 。tol들 

의 한국어 사용이 영어 습득에 지장이 있을까 봐 또 한국어로 일일이 말 

하자니 아이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가정에서 아 

이들의 영어 사용을 묵인한다. 과연 2세들의 한국어 습득은 영어 습득에 

지장을 초래할까? 손성옥-<axx>b)은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내 초둥학교 

에 다니는 한인 2세 학생 lW명을 대상으로 영어 습득 과정과 한국어 능 

력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해 보았다. 결과는 놀랍게도 학교에서 정기 

적으로 계속해서 한국어로 수업을 받은 학생일수록 S때1ford 9 Test에서 

영어를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훨씬 더 우수한 성적을 받는다는 사실이었 

다. 즉 유치원에서는 똑같이 영어 능력 미숙 학생이었지만 학교에서 꾸준 

하게 한국어로 수업을 받은 한인 2세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2세 학생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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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년 후 영어， 수학， 영어 읽기 능력 동 모든 Stanford 9 test에서 월둥 

하게 나은 점수를 보였다. 이런 결괴는 교육햄1서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l들의 경우 미세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정도로 한국어 수준이 

되어 았다면 영어를 배울 때도 같은 인지 능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능 

개발과 학엽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반대로 집에서 줄곧 한국어를 쓰다가 미국 정규 학교에 들어가면서 한국 

어 사용을 중단할 경우 일반 인지 능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아이가 겪는 

사회 심리적 충격은 엄청나다. 집에서 쓰는 한국어가 주류 사회와 학교에 

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아이는 딩연히 위축감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거 

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최근 4년 사이 남가주의 주말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33%나 감소 

하는 등 한국어를 배우는 2세가 급감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어 한국어 

교웹l 큰 경종을 울리고 있대미주 한국일보 am.년 11월 a)일자 발표). 

수강생 감소의 원인으로는 주입식 교육 낙후된 외국어 교수법과 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교재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을 꼽을 수 있다. 주말 한 

국 학교의 수강생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남가주 내 공립학교에 

서는 오히려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프로그램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공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이중 언어 교육은 최근 캘리포니。때서 통과된 주 

민 발의안 w과로 폐지된 이중 언어 교육과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내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 이중 언어 교육은， 영어 미숙 학생들을 

위해 이민자 자녀들이 영어에 숙달될 때까지 학생들의 모쾌로 수업을 

하거나 단순한 영어 번역을 통한 수동적인 학습 방법을 취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영어 습득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모국어 습득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열1혀졌다. 현재 LA 통합 교육구에서 유치원부터 고등 

학교까지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프로그램은 

(Two-way Imrærsion pr맹ram) 캐나다의 불어-영어 이중 언어 프로그램 

을 토대로 한국어와 영어 모쾌 사용자를 각각 반반씩 섞어 2개 언어를 

동시에 습득함으로써 영어， 수학을 비롯한 모든 과목의 학엽 성취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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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데 목적이 있다{더 자세한 것은 손성옥{::ID)b}을 참조할 것}.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깡11들은，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더라 

도 집에서 또는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꾸준히 한국어를 접하기 때문에 미 

국 학생들이 대학 4년 내내 한국어를 공부해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만 

큼 발음이나 회화 능력에서 우수하다. 그러나 정작 2세들은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 전혀 찌감이 없거나 자부심도 느끼지 못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미국의 사회 구조는 소수 민족계 2세가 이중 언어를 잘 습득할 

만큼 고무적이지 않다. 남미 출신 한국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어를 유 

창하게 구사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은 남미계 한국 학생 

들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부 

정적인 경우가 많다. 최근 Washington D. C.에 소재한 Natio떠 Foreign 

낭맹uage cen않 중심으로 미국 내의 언어 교육자들 사이에 전통 언어 육 

성(밟i떠ge 닙맹뻐ge Qmservation}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런 정책의 변화는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외국어 교육， 특히 소수 

민족 언어를 소홀히 대할 경우 머지 않아 학문 발전이나 경제， 정치 모든 

분。t에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자각과 연결되어 었다. 

한국어는 미 국방성 언어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즉 차테고리 IV 언어에 속한다.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경우 다른 유럽 언어들을 배우는 데에 드는 시간과 노력의 적어도 

세 배 이상을 투자해야 비슷한 언어 구사 능력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렇 

게 막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한인 2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 

적이다. 따라서 한인 2세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미국의 중요한 국가 자원 

력이며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공립학교에서의 한영 이중 언어 교육을 적 

극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니아가 한인들은 자녀들의 이중 언어 습득을 

격려하고 2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해 좀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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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AT 11 한국어 시험 준비톨 위환 참고 자료 

SAT II 한국어를 위한 공식적인 없rrvle test로서 미 대학위원회에서 

출판한 Real SAT II " Subjed Tests($17.9S 듣기 테이프 포함)를 시중 서 

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책은 설제 SAT II 한국어 출제 위원들이 

선정하고 만든 40문제가 듣기 테이프와 함께 수록되어 있어 가장 실제 시 

험과 유사한 시험 문제들을 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습 문제지로 

는 한국 학교 연합회와 SAT II 한국어 진흥재단에서 만든 SAT II 한국어 

예상문제집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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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T 11 Korea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Sohn, Sung-ock 

SAT(Scholastic Asses앙ænt Test) I<Reasoning Test) 때 the SAT 

II(Subjæt Tests) are design어 to as똥ss many of the skills that are 

ÎIrl(Xrtmt to students’ success in ∞ilege. In l !E7, Kor얹n is adoptErl in 

SA T at first. 깐le number of 맹rtici며lt in SAT n Korean is on the 

mcrease. 

The 0비ect of SAT n Korean test s뼈11 be to rreasure the ability of 

sl)E쐐<Íng and understanding accura따y and fluently. Its questions are 

c1e띠sed by 5-6 rrembers who constitutes the a 잉‘arnining cornmit뼈. 

A Style of setting questions is as foilows. The first section is 

f없ring test. It is COIIJP)뼈 the conversationa1 forrn of Ko뼈n. πle 

앉mnd is 밍밍πnar test, and the third is rec뼈ng. 

SAT n Kor얹n has two limits. one is that it can’t ev;삶uate Sl)E왜<Íng 

많1d writing ability of stu였lts bEεause of its rrn.ùtiple choi않 sys따n 

The other is that it is held once a year. In a<뼈tion， SAT n has to 

adopt a new test sys떼1 which is 1=때:ff to the rrn.ùti-rr때13 age. 

To foster Korean lar핑뻐ge 떠ucation as for갱gnl밍핑뻐ge and SAT n 
Korean, we should develop the Kor얹n 1마땅뻐ge ma따'ials for high 

sch∞，1 students. Also we have to establish and star띠ardize the 

curriculum of Korean as for영gn lar핑떠ge. It is necessarγ to fum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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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 information about SAT n Korean on Koreans in Arrerica 

Kor얹ns in Arrerica sho벼d encourage th밍r off:파mngs to btrorre 

비피핑비st. Ar피 they should think highly of their offsprings’ having a 

gαrl command of Kor없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