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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먼저 호주의 한국어교육의 실상올 개괄한 후， 한국어 명가 방법의 실태 

및 평가 내용을 살펴보겠다. 그 다음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 방법 

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 방법의 실태 및 평가 내용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에 있어서 

는 호주 대학입시 과목으로 채택된 한국어 중에서 Hig밟 School 

않뼈cate Examination Kor없n Bac뼈rout띠 S밟ærs 평가 방법에만 초점 

올 맞춰 논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다른 두 코스는 - Kor얹nZCαrrse 

및 m얹n Om.tinuous αurse 웅시하는 학생의 숫자가 적으므로 상대적 

으로 평가방법에 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호주 뼈W 없lth Wales 주 교육부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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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에서의 한국어 교육 

호주에서 대학생이 되기 이전까지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한 

국어를 가르치는 곳은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실력에 따라 매우 다 

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한글과 한국문화를 취미 정도로 배우려는 학생들 

을 위한 학교，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호주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과목의 하나로 한국어를 선택하여 배우는 학 

생들을 위한 학교 둥이다. 

이들 학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 공립 초 

동학교、 공립 고둥학교 둥이 있다. New 없빼 W외es 주에서는 :roz년 현 

재 1뼈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런 여러 종류의 학교에 둥록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1) 효주외 대학입시 

호주의 대학입시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기로 한다. 

호주에서 공부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2학 

년을 마친 후 한국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HSC(돼gher School cer뼈cate) 

훨따꽤l Ex따뻐ation -이하 HSC 시험-올 각 과목에 걸쳐 치르게 된다. 

대학입학에 적용되는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f표 시험에서 얻은 성적과 

12학년의 내신성적이 포함되는데， 그 비율은 5:5 이다. 

물론 대학입시의 한 과목으로 채돼된 한국어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호 

주의 입시제도에 따라 가르치고， 출제하고 채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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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의 대학입시 괴목으로서의 효팩어 

(l뼈1er School 않뼈cate Examinatiα1 Korean &삐çground s없과rers코쇠 

호주에서 한국어가 최초로 대학 입학시험의 한 과목(선태과목)으로 채 

돼되어 11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003년부터였다. 그리고 

HSC 시험에 한국어가 실제로 출제되어 시행된 것은 이들 학생들이 12학 

년이 된 1없4년부터이다. 

HSC 시험에서 한국어를 선태한 학생들은 11학년과 12학년 2년에 걸쳐 

네 가지의 대주제를 가지고 배우게 되는데， 각 주제는 세 가지의 소주제 

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대주제와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1. 개인과 사회(the irxIividual arrl the COIπrunities): 

1) 사회의 변화가 개인에 미치는 영행뼈 irrprt of a 마$맹ngsoci빼7 

00 the individu외) 

2) 현대사회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genær in to:빼r’s 뼈떠) 

3) 현대사회에서의 가족(the f:때피yin αm빼1ffilIY soci며r) ， 

2 청소년 문화(Y;αlthcul따-e): 

1) 현대 청소년이 받는 압박감〈α'eSSUreS 00 Y;α.mg III빼e 따빼r) 

2) 청소년과 여가생활{뼈 ir퍼ueoce of leisure 00 the yoor핑 며'SOll’s 

wocld) 

3) 청소년의 교육환경(빠 때aceof 어ucatioo in yæng ~e’s lives) 

a 문화의 정체성(cultura1 ià:뼈ty): 

1)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와의 조회~ræml피Jg tral회d없1 arrl 

αl메뼈rprary Kocean culture) 

2) 남북관계(North 때 없따1 없æn r녕atioos) 

3) 호주와 한국의 문화와 생활습관(Austr빼an 뼈 없æn 며훌ø: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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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lifestyle 없xl et.ùture), 

4. 세계때야때 issues) : 

1) 매스미디어의 영행the gl，뼈l 빠lCt of 뼈ss rr빼a) 

2) 환경보호(en삐αuren때 @얹ns) 

3) 정보기술의 영행뼈 irr짜lCt ofinfonnatiα1 arxl tæhnol앵y) 

이들 대주제와 소주제들은 없rd of Stu빼 New 없lth w;머.es에서 개발 

한 Stage 6 Sy11뼈us Koræn &씹@'OUI띠 S없llrer성 안에minary and HSC 

@따$에 따른것이다. 

12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prescri뼈 T앉t를 배우게 된다. 

1. 노래 :10년의 약속， 적록색 인생， 컴백홈 

2. 시 : 성북동 비둘기， 향수 

3. 소설 : 속삭임 속삭임， 1004년 겨울 

4. 영화 : 서편제， 접속 

학생들은 이렇게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공부한 것과，Pr혼;cri00:i Te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HSC 한국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분야로 나뷔어진다. 이것은 한국어 

뿐만 아니라， 모든 HSC 언어시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3) 효택어 평가 방법의 싫태 

(뼈rer School Certi:ficate Exar피nation 없없n 앉빠@'OUI피 S야짧ers 코 

스) 

그러면 호주에서의 한국어 HSC 시혐의 평가 방법의 실태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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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 알아보기로 한다. 

(1) 말하71(양빼때 때 많않x:>ndng) 

말하기는 1004년부터 aro년까지는 H.SC 시험에 포함되었으나， 때1년 

부터는 내신성적으로만 성적이 평가되어 대학입학 성적에 반영된다. 

말하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말하기와 반용’ 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어로 공식명칭이 ‘S야삶ring and Res없뼈ng’(말하기와 반 

웅)일 뿔만 아니라， 평가 시 고려되는 것은 말하기 능력 이외에 다른 학생 

이 휩}는 것올 듣고 이해하고 또 들은 것에 대하여 반웅하는 능력도 평 

가되기 때문이다. 

성적에 반영되는 비율도 말하기 능력과 반웅하는 능력이 각각 5:5이 

다.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주제에 관하여 말해야 할 뿐만 아 

니라， 다를 학생이 말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반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글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주제， 시간， 말하기의 형식， 그리고 제출하는 글의 형식 둥에 대하여서 

는 미리 -보통 2주전- 학생들에게 통보해서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 차질 

이 없게끔해 준다. 

말하기의 주제는 학생들이 공부한 소주제 중 하나가 정해진다. 

말하기의 형식은 연셜이 될 수도 있고， 소그룹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대 

담 또는 연구 발표가 될 수도 었다.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파 형식에 걸맞 

게 말올 잘 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학생의 말하기에 대해 이해하여 

글로써 표현해야 하므로， 이해력은 물론 관찰력， 표현력， 쓰기 능력 퉁이 

두루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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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듣기(니stening 하1Cl RE홉뼈'ding) 

듣기는 HSC 한국어 시험에서 배점은 æ점이며， 시간은 밍분 가량 주어 

진다. 

많tA 와 많tB 두 부분으로 나쉰다. 

많t A'에서는 한국어로 녹음된 내용을 듣고 영어로 답하는 형식이며， 

밟tB에서는 없rtA에서 녹음된 내용과는 다른 한국어 내용올 듣고 한국 

어로답하게 된다. 

많tA에서 첫 번째 문제는 사지선다형이며， 두 번째는 단답형으로 구 

성되어 었다. 평가의 기준은 내용 분석력， 언어사용방법이다. 

뻐rtB는 한 문제이며， 논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의 기준은 내용 

분석， 평가및 비교다. 

학생들이 듣기 평가에서 좋은 접수를 받기 위하여서는 들은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조리 있게 답을 쓸 수 있는 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많tA에서는 영어로 답올 써야 하므로 상당한 영어실력이 요구 

되기도한다. 

(3) 원기(RE짧ng ar1Cl 많spor1Cling) 

읽기는 HSC 한국어 시험에서 배점이 또점으로 가장 많고1 시간은 1시 

간 가량 주어진다. 문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보통 12학년 때 학생들이 배운 Prescribed 11없에서 출 
제된다. 평가의 기준은 내용분석 언어사용 분석 논리적인 사고이다. 보 

기 문쟁시， 소설， 노래， 영화 및 소설 중에서)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문 

제를 출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답형 및 서술형 문제들로 출제되는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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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로답해야한다. 

두 번째 문제 역시 prescri뼈 T없에서 배운 내용(시， 소설， 노래， 영화 

및 소설 중에서)을 근거로 하여 출제되며 논술형이다. 평가의 기준은 내 

용 분석， 주제파악， 언어사용방법 및 논리적인 사고이다. 답하는 글의 형 

식은 셜명문， 논설문， 서간문， 연설문， 수필， 대담문， 광고문， 기고문 중 한 

가지가 채돼되는데， 문제에서 학생들이 답해야 할 글의 형식이 제시된다. 

정)-lX) 단어의 한국어 또는 영어로 답해야 한다. 

마지막 문제는 학생들이 11학년이나 12학년 과정에서 다뤄보지 않은 

글을 제시하여， 독해력을 테스트하게 된다. 평가의 기준은 정보 이용， 논 

리적인 주장， 정확한 표현이다. 학생들은 뼈)-fffi 단어 정도의 글올 읽고 

이해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영)-:뼈단어에 해당하는 한국어로 답해야 한 

다. 답하는 글의 형식은 셜명문， 논설문， 서간문， 연설문， 수필， 대담문， 광 

고문， 기고문 중 한가지가 채돼되는데， 문제에서 학생들이 답해야 할 글 

의 형식이 제시된다. 

때 쓰게빼빼 in Kor잃n) 

쓰기는 25점이 배정되어 있으며，l>분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세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태하여， :m-떼 단어의 글로 답해 

야한다. 

평가기준은 문장력， 정보의 일관성， 언어 구사력， 어휘력이다. 

답하는 글의 형식은 설명문， 논설문， 서간문， 연설문， 수필， 대담문， 광고 

문， 기고문 중 한 가지가 채태되는데， 문제에서 학생들이 답해야 할 글의 

형식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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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호주 효팩어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Higher 8<뼈，1 Certificate Examin때α1 Kor없1I3ac뺑αn퍼 S않ikers 코 

스) 

HSC 한국어 시험의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말하기(얄læk’ng ard ReSPJr뼈r멍) 

말하기 시험이므로 말하기가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 

생의 말하기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대한 반웅 능력(쓰기)도 같은 비율로 

채점된다. 따라서， 말하기 능력은 뛰어나나 쓰기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매우 불리하다. 반면， 말하기는 좀 부족해도 문장력이 뛰어난 학생은 좋 

은 점수를 받을수 있다. 

말하기에 대한 테스트이기에 말하기 능력 평가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가방법은 말하기와 쓰기의 배점 비율을 5:5로 

정해놓고 있다.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비율을 8:2 또 

는 7:3으로 바꾸든지 아예 쓰기 능력은 테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합 

당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올 듣고 이해하교 그에 반웅하는 능력을 테스 

트하는 것은 듣기 시험(Iis뼈ing 뼈 Res없때ng)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듣기(니stening ard RE홉XJrdir웹) 

많tA는 한국말올 듣고 영어로 답해야 함으로 평가하는 교사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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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지선다형 문제는 들은 내용올 이해하고 

있기만 하면， 답올 찾는 데에 벌 어려움이 없으나， 영어로 답올 써야 하는 

문제에 이르면 사정은 급격히 바뀐다. 

한국말로 들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영어로 표현 

해야 하므로 학생의 한국어 듣기 능력 평가보다는 학생의 영어 표현 능력 

평가가되기 십상이다.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학생이 들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하더 

라도 답을 쓰기가 불가능하다. 답을 어렵사리 쓴다 하더라도 영어로 된 

표현이 어정쩡하게 되므로 채점자들이 평가하는 데 어려움올 겪게 되교 

학생의 진정한 한국어 듣기 능력 평가는 불가능하게 된다. 

문제를 한국어로 듣고 답을 영어로 써야 하는 평가 형식에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나 고유한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 

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나 추석날 성묘와 갈은 표현올 

답으로 써야 한다면 학생블이 적당한 영어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 

서 HSC 한국어의 Korean Bac뼈rour떠 S없빼S 과정에서는 영어로 답올 

쓰는 종류의 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 

많tB는 평가기준에 잘 맞으므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 

(3) 읽기(AE빼때 때 마홉JOI1dir빙) 

첫 번째 문제는 단답형으로 이미 12학년 때 배운 R얹ibOO Text에서 

출제되므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암기력에 의존하여 답을 쓰면 된다. 따라 

서 거의 모든 학생들의 답이 같거나 비슷하여 평가할 때 변별력을 가르기 

가 매우 어렵다. 또 학생들의 이해력이나 창의력， 또는 사고력을 평가하 

기는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학생들의 이해력， 창의력， 또는 사고력올 명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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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형식으로 다양하게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PrescribE최 TeJα의 주제를 학생 스스로 비판하게 하거나 또 

는 작7바 작품에서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보게 하는 식으로 

출제 방법올 바꾸면，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를 평가할 때 문제가 되는 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어 

나 영어 중 한 가지를 선태하여 답올 쓰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한국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답 쓰기를 둡기 

위한 의도인 듯 하나， 이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돼gher 닮뼈 

Certificate 양aminatioo Kor없1 많빠çgrour엄 S빼ærs 코스를 선택한 학생 

들은 거의 전부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고， Syllarus도 이 코스를 태 

한 학생들에게 고급 한국어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한국어 

로 답올 쓰기에 어려움은 전혀 없다. 때1년도 시험에서도 실제로 이 문 

제에 영어로 답 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어로만 답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 

세 번째 문제는 평가기준에 맞춰서 평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4) 쓰기(뻐빼 in Kor않미 

쓰기 문제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소주제에서 출제되고， 글 

의 형식도 학생들이 11학년 12학년 때 많이 써본 형식이므로 학생들이 

답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난이도이다. 출제되는 세 문 

제가 모두 다른 글의 형식과 재재롤 갖고 있다 치더라도 난이도는 갈아 

야한다. 난이도에 차이가 있으면 평가 기준올 잡기 곤란할 뿐이니라， 높 

은 난이도의 문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력이 모자라는 학생이 낮은 난이도의 문제를 선돼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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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평가를 위해서는 각각의 문제가 똑같은 난이도로 

출제되어야한다. 

(5) 학생둘에게 불이익이 되는 평가 

HSC 시험의 채점은 IhIble Blir퍼 뼈빼ng이므로 반드시 두 채점관이 

각각 독립된 점수를 주고(서로 상대방이 준 점수는 모름)， 두 점수의 평균 

이 학생이 받는 접수가 된다. 즉 어느 학생이 두 채점관으로부터 각각 100 

점， 92점을 받았으면000+92+2행)， 00점이 이 학생이 받는 접수가 된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 아래에서는 채점관의 실수나 또 

는 자질 부족으로 학생에게 손해가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보자. 한 채점관이 어떤 학생에게 100점을 주었는 

데， 다른 채점관은 실수 또는 자질 부족으로 82점을 주었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제 삼의 채점자가 점수를 주게된다. 두 점수의 차 

이가 10점 000점 만점에) 이상이기 때문이다. 제 삼의 채점자가 100점올 

준다 하더라도 이 학생의 접수는 000+82+ 100+3켠4) 94점 밖에 안 된다'， 82 

점을 준 채점관의 실수 혹은 자질 부족으로 인해 100점을 받을 수 도 있 

는 우수한 학생이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반대 

로 채점관의 자질부족이나 실수에 의한 접수가 100점이고 그렇지 않은 경 

우가 82점이라면 82점밖에 못 받을 학생이 83점을(100+82+82+3=83) 얻게 

되는 엉뚱한 일도 벌어지게 된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로는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채점관 사이에 점수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제 삼의 채점관이 준 

접수만올 채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 삼의 채점관의 접수와 근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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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제 삼의 채점자의 접수가 높은 점수에 가까운지， 낮은 점수에 가 

까운지 불문하고- 의 평균만으로 점수를 주어야 한다. 

(이 출제 위원 및 채점관돌의 전문성 결여 

출제 위원 및 채점관들의 전문성 결여로 출제된 문제나， 채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어를 전공한 교사들이 부족하여 생기는 

불가피한현상이다. 

현재 NSW 주에서 HSC 한국어 Korean BaC때round S야빼ers 과정의 11 

학년， 12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18명 중 국어국문학 전공의 교사는 

세 명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협조하여 전문 인력올 주 정부 교 

육부에 파견하는 방법이 었다. 이미 몇 몇 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올 취하 

여， 파견된 교사가 시험출제， 채점， 교재 개발， 학습 방법 둥 여러 방변에 

서 자국어 교육이 NSW 주에서 잘 시행되도록 돕고 있다. 

(끼 채점 시간부족 

없rd of Studies New sot따l W，머es에서 허락하는 채점시한에 쫓기다 보 

면， 채점관 사이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부족하게 된다. 이 결과로 채점기 

준올 잘못 잡게 되어 채점관들이 혼동하는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신중 

한 채점올 기대하기가 어렵다. 녁넉한 시간올 채점관들에게 허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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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절대평가 접수의 문제점 

axll년도부터 각 언어마다 절대점수 제도가 도입되었다. 

Bar피 1에서부터 Bar넘 6-제일 낮은 둥급에서부터 제일 높은 둥급-으로 

학생들의 등급이 정해지며 절대 평가이므로 &때에 따른 학생 수의 제한 

은없다. 

문제는 절대평가를 각 언어마다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어떤 언어의 경우에는 Bar피 6에 속한 학생이 5명에 불과한데， 다른 언 

어의 경우에 f()명의 학생이 밟띠 6을 받는 경우가 그것이다. 후자의 언어 

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때1년에 어떤 언어의 경우에 000/0이상이 Bar떠 6에 속한 경우도 

있었다. 

최종 대학입학 사정 할 때 물론 개개인 학생들의 언어 이외의 다른 과 

목들의 점수도 언어과목 점수에 영향을 끼치기는 한다. 예를 들어 언어 

점수는 %점이나 다른 과목들의 평균 점수가 75점이라면 이 학생의 언어 

점수는 낮게 조정되기 마련이다. 어찌 되었든 후하게 평가를 내려주는 언 

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것임엔 툴림이 없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서는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절대평가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맺는말 

지금까지 Highe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Korean Bc압çground 

Sp:빼ers 코스를 중심으로 하여 HSC 한국어의 ‘말하기(Sp:빠cing& 

Res때xling)’， ‘듣기(Lis뼈뼈 and Resp때ing)’， ‘읽기 (R뼈i때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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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때ng}’， ‘쓰기 (Wri뼈 in Ko뼈ü’ 둥 네 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방 

식， 실태 및 평가 내용을 살펴보고1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을 제안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평7r ‘출제 위원 및 채점관들 

의 전문성 결여’， ‘채점 시간 부족’， ‘절대평가 점수의 문제점’ 둥 HSC 한국 

어 평가 시 대두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개션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법과 개선책이 받아들여져서 효율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HSC 한국어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 

의 협조가 필요하고， HSC 한국어를 총괄하는 주체인 NSW Il:聊trrent of 

많ucation and Training과 fuard of St1.때ies New 없lth w:허es를 웅직 이기 

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수방관 할 수는 없다. 학생들에게 가 

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HSC 한국어에 종사하는 교사들만이라도 힘을 합쳐야 하겠 

고， 이 합쳐진 힘으로 NSW Il:뼈trrent of 많ucation and TJ뼈따19과 fuard 

of Studies New 없lth Wales를 움직여 HSC 한국어 평가에 대한 개선방법 

과 개선책이 받아들여지도록 부단한 노력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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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Korean Language Assessment Australian Assessment 

Method of Korean language, present situation and further 

development of assessment 

-New South Wales-

Qeefaa AA 

This paIH firstly deals with all the present situations of Kor없1 1머땅뼈ge 

어ucation， sæα띠Iy the assessrrent rreth띠， and finally 따납1er deveI때ænt of 

as않ssrrent n빼띠s. 

It focu똥s on the Higher School Certificate 않amination Kor없1 밟:kgrα뼈 

S없뼈"s course. 

Korean lar맹w핑e educatiαI 

In Australia, we have a range of schools to acconmxIate su앉:nts who are 

뻐뻐19 to 1，않m Kor얹n πlÎ.s is 뼈sed on their rmtivatiαlandtl뼈r level of 

뻐g뻐ge 뼈lls. 

These schools inch양 church, priva않， 며mary， 뼈 goverruænt sæor빼ry 

schools. 

A따lt 1뼈 sru없lts have been 없rolled within these schools in New 없lth 

Wales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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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혀ty entrance ex따ination in Au밟히ia 

Everγ s따ient willir핑 toen따 a univer빼r has to take an 않temal 않arnin때on 

called 많C (Hì따1er School 어뼈ca않) 않뼈nal Ex때피lation 

까le Kor없1 뼈19Uage is a HSC subject and as a res띠t a genera1 많C 

앉amination rule 웰lP!ies on HSC Kor없n 벼때뻐ge Assessrrents. 

Korean Lar땅uage as one of the HSC su피ects 

Stt뼈1ts 얘10 have 뼈옆1 Kot없n 벼핑뻐ge as α1e of tI뼈r HSC 않때삐atiαl 

subjects have to leam it 뼈뼈 on tI1e fol1owing ‘Therres’ deVI잉야Jed by tI1e New 

없lili Wa1es fumi of Studies as Stage 6 Syl1abus ch피I쟁 Year 11 뼈 Year 12. 

1. The indi찌d펴1 and tI1e comrrnmities (tile imm: of a changing 

society on tile 뼈띠뼈머， ger따erin 때ay’s 앉잉때r， tile family in 

conter1없aγ soci때r) 

2. Youili culture (pressures α1 yl에I땅 m뼈e 따:lay， tI1e influeoce of 

leis따e on tI1e young lH"SOI1’s wcπkl， tI1e place of 없ucation in young 

야~ple’swαId) 

3. αùtura1 identity (recoocilir핑 n뼈dα뻐1m띠 αnternIxmuγ Korean 

cul뻐-e， N때1 m피 &때1 Kot얹n 떼ations， Aus뼈!ian 뼈 Ko따m 

persJX:C디ves on !ifestyle 없1d culture) 

4. Glo뼈 issues (tI1e gl<야Jal irr압lCt of nlaSS rr빼a， environrra1떠l 

@뼈ns， tile irr따lCt of inforrmtion and 뼈mol<맹y) 

In additi，α1， Year 12 stl1따1ts leam fol1o삐ng α-escribed 않X잉 아:cau않 it is tI1e 

뼈때-ement of tI1e New Sαlili Wa1es fumi of Stl1dies for HSC 없많n lar핑uage 

잉엽mínatiαl 

1. 엄19: ’10 yl얹rs’ ααnise’， ‘Antigr얹1 야a:e !ife’, ‘Cαneb:얘ck 뼈ne’ 

2. A쨌1: ’Sungbuk lling Pigeon’, ‘Nos때gia’ 

3. Novel: ’Whisper Whisper’, ‘Winter 1없f 

4. Fi파n: ’Sropyoonje' , ‘tI1e con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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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of foor (4) fi，따is SPE빼ng， Lis뼈뼈，Rt빼ng， 뼈 Writing are 잃$뼈 

in HSC Korean 따핑뻐ge E때찌nati，α1. 1bese are cormmn areas as뼈 inother 

HSClar땅U쟁e tests. 

αment Assessrrent Sy와;em of HSC Korean Lar핑uage 

1. SPE빼r핑 뼈 R업n빼ng 

까lere is 00 Sα빼ng 뼈 Res따해ng at HSC 찮ternal 않m뻐atiα1S but it is 

as똥S뼈 in In뼈때 Examinations. 까:te Ini뼈lalE뻐πnation res띠ts gi외ned by a 

S따:lent are the 뼈y marks u뼈 for HSC exar띠nations. 

Stu뼈1ts' resJX뼈I핑 wri빼- s뻐ls are asses뼈 as well as sr:빼빼g 하cills， 

아~use students must 뼈mnstrate tl뼈r π~JXl때ng 뼈1ity by writing 삶ruto따~ 

stL없lts speæh/pre원ltation. 깐:te ratio of 뼈se two 하ciJJs for the HSC is E떼:밍. 

2. Lis빼I땅 때 Res없X펴ng 

Twenty (때) marks are aJJoca때 m띠 fifty (밍) 찌nutes are 밍ven for 뼈 test. 

There are two 따ts in Lis뼈i때 $‘i Respx때ng 않st， 빼ch 하-ePaπ A 와엄 

밟t B. 

Tl:te 때swer α1 많t A must be written in 판휩Ii양l 

3. Readir핑 하닙 Res없뼈ng 

Fifty five (ffi) marks are aJJc없때 $피 혀xty (00) 띠nutes are 밍ven for tlús 

test. 

Tl:te first ques뼈 m없 $겠xl question 뾰 뼈뼈 on JX"CSCribed 없ts Sl암las 

JX)ffi1S, oovels, soogs, 때 fihns. Tl:te 1짧 questi，αlÏs 뼈뼈 on an unseen text. 

4. Wri미핑 in Kor없n 

Tψenty-five (정) 때꺼‘s aJJoc와ro arxl thirty (3)) rrinutes ar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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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too빽 α1.e oot of 야æu뼈cs， a sù뼈lt is su파Xm:I to write on the 빼cin 

Kor얹n 

Issues 빼 m퍼ter dev，어야lIIleßt of Kor없1 Lar핑1뺑e Assesstænt 

1. Spe빼ng& ResrxJ때ng 

π1.e current Sys떠n is r빠 able to test a stl빼lt’ s S빼삐g 빼sac빼Ja:뼈y， 

l:mruse it focu똥s not only α1 야없king a뻐ity but al50 reS{X)I녕ing， wri마19- as 뼈 

test ratio of these two items are fi>Sl. Therefore the sys뼈n 뼈st be al따벼， 

뼈lIoc때ng the test ration 00:3) or 70:l) or rrα'e in favl에rof~때쟁. 

2. μstenÌr멍 and ResJ;x>r때ng 

Sù뼈lts have to ans때. on 벼t A in Engli양L 돼s is a 뼈ge i잃ue l:mruse 

this test heavily dc:뼈피s on their Er핑U양1 빼s rather than 뼈r Ifu:얹n lis빼ng 

S뻐Is， 밟때se they are askffi to answer the questi，α1 in Engli하l 

So, this question must be ans때벼 in Korean. 

3. Readir땅 and Res뼈때ng 

The first question must be changffi 50 that it is able to assess 없뼈1잉’ 

@따번Xn:Iir핑 빼l1s， αætive 뼈따뼈g， arrl αitical 뻐따뼈g r뼈ter than tmnJIY 

s뼈Is. 

The srorxl Qtκ~tion r뼈s to be answenrl in 없않1 뼈y， bt않lse ro student 

뼈s at뻐I뱉:ed the questi，αI 띠 당19li양1 외뼈19h 뼈y have a cmce. 

4. Writir필 in Korean 

꺼1.e 벼fficulty of all the questi，αIS a와때 must be 뼈anced This will 밍ve a 

S따:lent 없 어떠l 야:tmunity to get f;외rrrαksr많빼ess of 때1at question heI뾰 

cIr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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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뻐Jge 며없맡mx:y 밟M꿨1 two mar뼈S 

To avoid 빼빼leSS 때S어 by a huge di앓뼈ncy betw없1 two markers, it is 

necessary to irr뼈'()ve tl뼈rqu머ity. The as똥ssrrent ræt.hOO. must be re띠sed.Either 

뼈 tlùrd 않없뼈'S mark sho버d be counted or the aVI없ge mark betwæn the tlùrd 

앉빼ner 뼈 the other 앉aminer whose 뼈피α1 is simil없 to the tlùrd’s. 

6. pocπ professior때ism of mar뼈S 뼈 examination committ.ee IreIT뼈S 

Coosul빼 뼈tll 뼈 NSW Df聊1:Irent of 많ucatioo & Trai띠ng， the NSW Board 

of Studies and Kor없1 govemrænt SUrçort 00 tlús issue is necessary. 

7. A 마re 1irnit of marking 

@빼.ù ar떠 f밍rrn표king always needs arl 않뼈uate 마1故'arre， but it 려so 

deçends 00 the bt피get of the NSW Board of Studies. 

8. Absolute jt빼rænt 

All the 1M밍ages 하10llld have a cαnrrm grα.mc::bf 뼈solute ju명rænt; otherwise 

su빼lts sel때ng a laIlguage 때10Se markers 밍ve 빼ler marks have arl 

때Varl없ge over tllose who 따1’t 

Conclusioo 

It t와res tiIre to irr뼈'()ve current issuesarising in assessing stu뼈lts 때뼈gthe 

m없n 않뼈rour피 S밟rers course as αle of tl뼈r HSC s배óects. The reason is 

tllatorg뻐isatioos concerr뼈 such as 따 NSW D:빠trrent of 많ucatioo & 

Trai띠ng and the NSW Bo없Ù of Studies need 마re and effort to 때‘e~action 

α1 tl없 iss뼈， 

Therefore, before the똥 org뻐isa디ons 때‘e action, te싫lerS involvoo in ~빼ir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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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íx없llar핑uage in NSW have to wi때‘ together to settle α.Il" own S이ltÏons 

ag떠nst these issues so that they co띠d reæh 뾰se αganisations as soon as 

IX>S허ble. 

This is 뼈 뼈st way to give these stt빼lts ‘access 빼 equity' to the HSC 

m없n e:짧빼.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