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명가: 
SAT 11한국어와 응시자들의 사회 언어적 배경을 중심으로 

l 서론 

소서오‘ 
~ O.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평가 방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지플의 사회 언어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한인 이민자들 자녀를 대상으 

로 한다 물론 미 국방부 소속 언어교육원 (Cefense μ삐때ge Institute)을 

비롯하여 일부 특수 교육기관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의 대부분의 주요 대학은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옥￡로 개설하고 있는 

데 한인 2세들이 수강생들의 &/0 이상올 차지한다 

한국어는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 

으로 미국 중고동학교에서도 정규 외국어 고}목으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 

어를 개설하고 있는 고둥학교는 미국 전체에서 약 40여 학교에 이른다 

이는 læ7년 미국 대학입시 선택과목에 한국어가 채택됨에 따라 과거 어 

*미국 U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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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때보다 한국어의 위상이 높이졌기 때문이다 학교에 따라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역시 대부분 미국 

에서 태어난 재미동포 2세들이다 한인 2세들은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서 

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기능하지만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는 초보자와 

다륨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 학생들과 한인 2서1들이 같은 반에 

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경우 교재 선정， 수엽 진행방식， 평가 방법 둥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을 제기한다 특히 한인 이민자들의 자녀가 지난 독 

특한 사회 언어적 배경은 대학 입시 한국어 시험의 평가 기준과 난이도 

측정에서 몇 가지 어려웅을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듣기， 문법， 독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대학 입 

시 한국어 (SAT m 시험의 언어 기능별 난이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 
고 웅시자들의 사회 언어적 배경이 한국어 교육 평7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해 보기로 한다 니.o}가 SAT [] 한국어 시험 결과가 대학 진학 후 한국 

어 교육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SAT II 한국어의 역사와 응시자 배경 

l없7년 미국 대학입시 선택과목으로 처음 채택된 SAT [] 한국어 테스 

트는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위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SAT 1 (Scholastic Assessrænt TesÜ이 영어와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데 반해 SAT [] 시험은 외국어 과목을 비롯 영어 논술， 수학， 역 

사와 사회， 과학 퉁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미국 주요 대학에서는 SAT 1 

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학 입학 사정 기준에서 제외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어를 포함한 SAT []는 전 

문 분야에 대한 탁월성과 다문화권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는 미국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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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힘입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팔고 있다 특히 SAT 웅시 

자들이 몰려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niversity of Califomia) 에서는 

입학 사정기준으로 SAT n 점수를 두 배로 깎}하는 평가방식을 채택하 
고 있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응시자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뼈l년 11월 3일 실시된 한국어 시험 응시지수는 미 전국에서 3，웠명으 

로 :mJ년 웅시자 2，370영에 비해 무려 갱%가 늘어났다 (aXJ2년 1l월 2일 

실시된 웅시자수는 :m3년 2월초 집계됨 ) 다른 SAT n 동양 언어의 경우 
때l년 중국어 응시자수는 5，322명으로 그 전년에 비해 4.3"/0가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일본어는 !，4æ명으호 I떼명이 응시한 :mJ년에 비해 1.9% 

증가를 나타냈다 

SAT II 한국어 용샤자 수 

l!ID - 2,5æ 

l앉8 - 2,472 

19lJ - 2.딩8 

aro - 2,ff6 

axJl - 3.:m 

SATll 한국어 (때1년) 및 가타 외국어 명균 점수 (뼈점 만정 기준) 

한국어 (743) 일본어 (머2) 중국어 (7，얘) 스페인어 ((iJ1) 독일어 (ff6) 

1) 출제과정 

한국어 출제과정을 살펴보연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구체적 내용 확정 (αntent spoc퍼cations) 

출제 항옥 작성 (Write Q1내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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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점검 meview Qlκstioos fi이 coo떠ltl 

공평성 점 검 (Re씨ew questioos flα fairnessl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본 테스트 (f'reIest questions \vith ι:udentsl 

항목낼 통계분석 (StatisticaJ 뼈yses fiαn tJyout) 

테스트 초고 완성 (As영nble， review draft version of testl 

외부 전문위원의 검토 (CMsiæ fac끄Ity review) 

정책 위원회 검토 (뻐cy comru뼈 review) 

편집과 수정 (Editing‘ αmfreading， αinting distributiml 

시험 실시 (Test 뼈linistrationl 

통계 분석 (StatisticaJ an때잊s after tesl 때πnistratiml 

출제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내용확정 (content S]:Xrification) 단계부터 

시험실시까지 적어도 일년 이상의 준비 기간올 거치게 된다 주목할 것은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매년 한번씌 행해지는 본시험에 앞서 반드시 

pretest를 거친다는 사실이다 Pretest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는 ETS 통계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쳐 한국어 

출제위원들에게 전달된다 통계 결과에 따라 출제위원들은 각 항목별 난 

이도와 전체 난이도를 검토 수정하게 된다 이런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치 

기 때문에 SATll 한국어 테스트는 지난 lffi7년 처음 실시된 이후 난이도 

에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고 ETS가 주관하는 외국어 선택 과목 

중에서 가장 신뢰도와 타당성이 높은 테스트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미국대학 위원회 (0:>11앵e Boord)에서 주관하는 모든 SAT 시험은 출제 

내용의 공평성을 검토하기 위해 영1떼V1ty re비ew 파정을 거치게 된다 예 

를 들어 때l년 9월11일 미국 테러 사건 이후 모든 출제 내용에는 비행기 

수하물 검사와 공항의 까다로운 출입국 수속과 같은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가능한 피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이 다양한 인종들이 모 

여 사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수험생들의 다양한 인종 배경과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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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문화권이나 

소수 민족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으며 차별이나 불이익올 초래 

하는 내용은피하고 있다 

2) 출제방식과내용 

SAT II 한국어는 한시간의 응시 시간을 기준으로 출제되며 시험 내용 

은 3부분으로 구성된다 (듣기 aJ분， 문법 aJ분， 독해 aJ분). 전체 문항수는 

OO-ffi항목이며 전부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난이도와 출제 수준은 미 

국 고퉁학교 교과 과정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3년 내지 4년 공부한 학 

생틀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출제 내용과 언어 기능벌 sample test는 손 

성옥(<{뻐)과 미국대학 위원회 웹사이트 http:νwww.colleg앉뼈dαm 

/sa띠:en떠%trrψmxIuIes.htrnl를 참조할 것) 

3 응시자들의 언어학적 특성 

SAT II 한국어 시험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응시자들 대부분이 한인 가 

정에서 한국어를 들으연서 성장한 이민자플의 자녀라는 점이다 l됐년 

한국어 웅시자들의 언어배경 자료에 의하연 미국 고둥학교 정규 한국어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매운 학생들은 전체 웅시자들의 %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손성옥 am, 참조) 나매지 응시자들은 정규 

학교 과정을 겪지 않고 가정에서 한국어를 습득한 2세틀과 (ñ)O/O) 주말 한 

글학교를 통해 배운 경우， 그리고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경우 

(2)0/0)로 영t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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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Jl 년 한국어 웅시자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연 %에상이 한인 이민 

자뜰。l 집중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정규 

고동학교에서 한국어가 채택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를 수강한 미국 학생들이라도 실제 한국어를 대학입시에서 선택할 만큼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용시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미동포 2세들은 독특한 사회언어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듣기 능력과 읽기 및 쓰기 능 

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재미동포 2세들은 한인 1세 부모로부터 한국 

어를 들으연서 자라기 때문에 듣기 능력은 뛰어나지만 읽기와 쓰기 능력 

에서는 초보자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되는 SAT II 

한국어에서는 평균 이상의 높은 접수를 올라지만 작문 평가에서는 백지 

상태인 학생도 드울지 않다 듣기와 쓰기 능력의 차이는 SAT II 한국어 

시험 웅시자틀이 대학 진학 후 한국어 수업을 택할 때 심각한 문제를 제 

기한다 대학 한국어 교과과정에서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네 영역 

에 집중하지만 대학 수능 한국어 시험에서는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평가 

하지 않기 때문이다 SAT II 한국어 접수만으로 수강생들을 한국어 수엽 

에 배치할 때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올 뿐더러 학생들의 한국어 교 

육에도 혼선을 가져온다 실제로 SAT II 한국어에서 뼈접 만점올 받은 

학생이 대학 초급반 일년 교과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목격할 수 있 

었다 

4 한국계 학생들과 미국계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 과정 차이 

손성옥 (:mJa)은 미국계 학생들파 한국계 학생들이 대학에서 초급반 

한국어 수업을 수강할 때 현저하게 다른 습득 파정을 보인다는 것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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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아래 표는 미국 대학에서 일 년 과정의 한국어 초급반을 수강한 

학생들의 작문에 나타난 오류들을 대조한 것이냐 (연구 대상자는 한국계 

와 미국계 학습자 각각 J)명) 

〈요 1> 효택계 학생들과 미국계 학생틀의 효택어 습득 과정 (오류 대조) 

Korean Heritage vs. Non-heritage 

50 

비한욱계 인국계 

250 

200 

150 

100 

0 

〈표 2) 잊충엉에 나타난 미국계와 효택계 학습지를으| 차이 

關빽
 

’laitage Non-
K。π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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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일년동안 한국어 초급반을 수강한 후 치룬 기말 고사 작문올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교포계 학생들과 미국계 학생들은 대조적인 습득 양 

상을 보였다 전체 오류 숫자에서 교포계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훨씬 

낮은 오류를 보이고 있으나 맞춤법에서는 미국 학습자들이 오히려 더 정 

확한 한국어를 구사함올 알 수 있다 

한연 구체적인 오류 종류를 비교해 보연 교포계 학생들은 맞춤법을 제 

외하고는 다른 종류의 오류를 거의 범하지 않응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계 학생들은 어휘， 어순， 접속어， 조사， 문장 연결어미， 존뱃말 표현， 

담화 규칙 퉁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다양한 오류를 범함을 알 수 있다 

〈요 3) 미국재 흐앵툴과 효택계 ~냉들의 오류 종튜 

I<mm 벼i늪~v.;. 얘남Bi벌1= 

3과 

zμ-

æ __ 

• 
f&itage I'b냥씀flage 

한국계와 미국계 학습자들의 대조적인 언어 습득 양상은 이들의 사회 

언어적 배경과 직결되어 있다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미국계 학습자들은 대학 초급 한국어 수업에서 문자와 소리를 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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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습득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한국계 학습자들은 한인 부모를 통해 어려 

서부터 말하기와 듣기를 습득한 뒤 대학에 와서 비로소 글자를 익히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계 학습자들온 읍성을 통해 익숙해진 한국 

어를 성인이 된 뒤 문자와 처음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연스런 담화 문맥을 통해 한 

국어를 습득한 한인 2세들은 미국계 학습자와는 달리 당화 규칙과 관련 

된 오류는 거의 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4>는 한국계와 미국계 학습자들의 작문에 나타난 오류들올 

유형별로나눈 것이다. 

〈요 4) 미국계 !냉틀의 오튜 

Non-heritage Learners 

Others 
7% 

Vocabulary 
7% 

Word Order 
13% 

Particles 
26% 

r . speli패￡。미빼ion 

口 Particles

Spelling 
36% • Sentence/Clause 

Endlngs 
m Word Order 

l.vocabula 

• Others 



392 국어교육연구 제10집 

〈요 5> 효택계 학생툴의 오튜 

Korean Heri벼ge LI많mers 

S어lir영 

76‘A 

• Spelling/Conjugation 

디 Parlicles 

111 Sentence/Clause 
Endings 

. Word Order 

• Vocabulary 

업 Others 

지금까지 한국계 학습자들은 대학 한국어 수업에서 미국계 학습자들과 

뚜렷이 다흔 습뜩 양상올 보이고 있음을 논의했다 나아가 이런 차이는 

학습자들이 지닌 사회 인어적 배경의 차이와 직결되어 있음을 논의했다 

다읍 장에서는 학습자들의 이랴한 상이한 언어적 배경이 대학입시 한국 

어 명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5 재미동포 2세들의 작문 능력과 듣기 능력 

SAT II 한국어의 한계는 출제방식이 사지선다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응시자들의 말하기， 쓰기와 작문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듣기， 문법， 독해 등 세가지 영역을 측정하는SAT II 한국어 

시험 결과와 웅시자들의 한국어 작문 능력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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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보고자 한다 

1) 연구 방법과대상 

이번 연구는 SAT II κrean pretest 에 용한 재미동포 내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삼았디 먼저 학생들에게 사지선다형의 한국어 테스트를 마치 

게 한 뒤 곧 이어 작문 과제를 주고 이등의 작문 능력과 듣기， 문법， 독해 

능력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비교 분석했다 

작문 주제는 한국 초둥학생들의 미국 조기유학 룹에 대한 의견을 불어 

보았다 

Question: There are rrnny 머에m때γ school-aged α yωnger chil때1 

from Kor없 who have æen 였lt alα1e to study in the u.s. OO:ause their 

IElIDts 뼈ievc that 얹rly 뼈1Catlon 15 very cruct외 to leaming English. If you 

were a lElIDè what would you say to αherpar윈lts who are thinking of 

엎녕tt앵 their children to the States f，α 딩19lish stuφ? Please state y이ur 

opiníon in Korean 1lX) wαùs mi미mum) 

2) 연구결과 

연구에 참가한 110명 학생들의 한국어 듣기， 문법， 독해 및 작문 접수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1 1 

1) 용계 분석을 도와 준 l찌A 용용 언어학과 박사 과정 신'If.근 씨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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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효E극어 듣기 문법 독해 및 작문 영균 접수 

ü stening Usage Rεllinμ Cmw;ition 

T이피 21 17 18 I 

Mean 1&2) 1 3.여 14.:E 19Z1 

tvleanfl‘여왜 잉% η% 31'/0 64% 

사지선다형 듣기 문법 독해 세 영역 중에서 듣기 평균 점수가 가장 높 

고 문법과 독해는 듣기보다 훨씬 낮은 평균 점수를 보여 준다 이런 견과 

는 본고사SAT II 한국어 통계 분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이는 

응시자들 대부분이 한국계 2세 (Korean 마rencans) 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 웅한 110명의 작문 능릭을 평가한 결과 이들의 평균 작운 점 

수는 여%로 듣기， 문법， 독해， 작문의 네 영역 중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각 언어 기능별 상관관계는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요 7> 언어 기능열 상관관계 

니sκ，，"ng 

üstenir땅 

Usage 0.갱 

Hea:ling 

û>:rp)잉"00 

O깨 

o..æ 

Usage 

0.$7 

0..73 

Reading Con-p,;;tioo 

0..74 

문법과 듣기 영역의 상관 관계는 0.78로 비교적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해와 듣기 능력도 이와 비슷한 상판 관계플 보여 준다 

특히 운법과 독해는 가장 높은 상관 관계 (0엉)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웅시자들의 작문 시험과 단답형 한국어 시험의 상관 관계는 듣기， 

문법， 독해 세 영역간의 상관관계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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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벽과 작문은 가장 낮은 상관관계 (0없)를 보여준다 이런 결과는 앞서 

지적했듯이 웅시자들의 지난 독특한 사회언어학적인 배경과 연결되어 있 

다 응시자들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재미동포 2세틀은 한국어를 구사하 

는 한인 부모를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말하기와 듣기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읽기와 쓰기 능력은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손성 

옥 :ro2 잠조) 듣기와 쓰기 능력의 차이는 한인 초등학생들에게서도 지속 

적으로 발견되며 이런 현상은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를 수강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내 대부분의 대학은 외국어 수강올 1 -2년 정도 요구하고 있다 

SAT 11 한국어에서 높은 정수를 받으연 학교에 따라 필수 외국어 과목 
수강에서 면제되기도 한다 아래 표는 UCLA 학생들의 작문 평가에 따른 

한국어 연제 또는 배치 분포도를 보여 준다 한국어반 배정 기준은 작문 

점수에만 근거를 둔 것으로 각 그룸에 배정된 학생들의 SAT 11 한국어 
점수 분포도와 작문 점수 분포도가 나타나 있다 

〈요8> 작문을 기준으로 한 대학 효택어 등급열 배정 

Grrup 한국어반 l내정 빚 연제 SAT D 호‘국이 집수 작문접수 
배정원 

학생수 

Gmup 1 한국어 2년 연제 :Ð-ffi 24-3) 3j 

Grrup 2 1년 연제 40--49 17-Zl 3) 

Gmup 3 초금반 2학기 배정 장æ 14-16 æ 
Grwp 4 초급반 l학기 0--24 O카3 19 

신제 110영 

위의 〈표 8>에서 Group 1에 속한 li명 중 한국어 작문에서 만점올 받 

은 학생은 17명으로 이들은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로 분석된다 그런데 만 

일 한국어 반 배치 기준을 단답형 출제양식인 SAT II 한국어 점수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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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올 경우 아래와 같은 전혀 영뚱한 칠과를 가져온다 

〈요9 ) 사지선다형 효댁어 시힘을 기준으로 온 대학 효댁어반 배치 

Coou:>sition fre:J뻐D' rrìsoléU'tTHlt 
0 l 〔닝 

14 2 G3 
16 D G1 
18 11 G2 

Gl 
21 4 G2 
z 4 G2 (24-:J)) 
23 2 〔잉 

Gl 24 
g 6 (24-:Jl) g 7 
I a 

g Sub-tl여al (ll) 
12 〔껴 

14 2 c,"l 

16 11 G1 
〔잉 18 2 
(]7-23) m 

21 2 
g l 

a Sub-total (J 4 I 
0 3 G4 
6 2 G4 

12 3 G4 

c,"l 
14 3 
16 3 

(J4- 161 
18 
19 
Z 

17 Sub-tot허 (8) 
0 3 

Q 6 
(0-13) 12 5 

9 
Tαal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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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사지선다형 한국어 시험 접수가 최상위 그룹에 속한 

(ffi-ffi) 용시자들 중 작문에서 14점 (3)점 기준)올 받은 두 명의 학습자들 

은 작문 접수를 근거로 배정할 경우 초급반 두 번째 학기 수업에 배정된 

다 그러나 사지선다형 한국어 시험 점수만올 근거로 배정할 경우 실제 

학습자 수준보다 훨씬 높은 한국어 수업에 배정되거나 2년 과정을 면제 

받게 된다 결국 사지선다형 한국어 점수에 근거하여 한국어 반올 배정하 

게 될 경우 학습자들 대부분은 실제 한국어 구사 능력보다 월동히 높은 

수준의 수업올 택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표9>는 SAT n 한국어 접 
수만으로 대학 한국어 반을 배정할 경우 결국 전체110명 웅시자들의 절반 

에 가까운 51 명이 잘못 배정된다는 것올 보여준다 

아래 표는 Groop I (작문 최상위 그룹24-1)점 분포)에 속한 학생들 중 

작문에서 만정 (3)점 기준)을 받은 17영 학생틀의 한국어 듣기 접수 분포 

도를 보여 준다 

〈요10 ) 작문과 SAT 11 효택어 접수 (Group 1 sam때 e) 

$ 

$ 

g 
m 
fM 

m 
5 

0 

뎌醫훤 

1 3 5 7 9 11 13 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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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에서 작문 점수가 최상위에 속한 그룹의 학습자들은 듣기 능력 

에서도 일관성 있는 분포도를 보여 준다 이런 상관 관계는 작문 최하위 

그룹의 학습자플의 불규칙적인 분포도와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아래 〈표11>은 Group 4에 속한 학생들의 (작문 0-]3점 분포) 듣기 능력 

파 작문 접수의 분포도를 보여 준다 

〈묘11 ) 작문과 SAT 11 흔택쩌 접수 IGroup 4 sam이 e) 

g 

m 
fM 

m 
5 

0 

廣훤 

1 3 5 7 9 11 13 15 17 19 

〈표 11>은 Group 4에 속한 학생들의 듣기 능력과 작문 능력은 거의 상 

관관계가 없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서 Group 4에 속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듣기 능력은 갖추었지만 작문 능력 분포도는 개인별로 심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 준다 심지어 전혀 쓰기 능력을 갖추지 않은 (작문 점수 영 

정) 학생도 7명이나 된다 이와 같은 분포는 한국어 듣기와 작문 능력간의 

일관성 있는 상판 관계를 보여 준Group 1과 매우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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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미국 대학 입시 한국어 시험 웅시자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계 

웅시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정확하기 평가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작문， 쓴 

기 퉁이 표준화 시험에 포함되어야 한다 듣기 문법 독해 세 부분으로 구 

성된 현재의 사지선다형 출제양식으로는 용시자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 더욱이 현재의 미국 대학 입시SAT [[ 접수 
가 대학 진학 후 이æ에"fflt te앉목적으로 사용되고 외국어 과목 학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기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쓰기 능력 

올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쓰기 및 작문을 측정할 수 있는 정뮤터 평 

가 방법이 계딸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어 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대학 

위원회 (CoUe용e Bærd)2j- ETS (많ucation Testing 농끼얹)에서는 기존의 

출제양식에 최소한의 수정이라도 시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6년의 시 

간올 요구한다 따라서 한국어 출제 양식에 당장 변호}를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t7!-SAT [[한국어 시험 웅시자들이 대학 진학 후 초급 이상의 한국 

어 수업을 수강할 경우 이들에게 적합한 커리률럽올 개발하는 것이 시급 

한 과제이다 미국 내 대부분 대학에서는 한국계 학생들과 미국계 학습자 

들이 같은 반에서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는데 이런 혼합된 학생 분포는 이 

글에서 지적했듯이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한다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 배 

경이 거의 없는 미국계 학생들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볍을 요구하 

는 데 반해 한국계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 과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외국어 

학습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어 명가 방법에 있어서 

상이한 언어 배경을 가진 학습자틀에게 같은 평가 기준올 적용하는 것은 

두 그룹의 학습자 모두에게 학습의욕을 저하시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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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lκLA한국어 프로그랩에서는 한국계와 비 한국계 학습자들에 

게 초급반과 중급반에 걸쳐 별도의 커리률럽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www.korean.ucla어u 참조할 것) 그러나 미국계 수강생들이 많지 않 

은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런 du외 trnck 커리률럽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어 교육 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명가 대상자들의 정확한 언어 배경 

올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대학 입시 

한국어 시험을 중심으로 듣기 영역과 다른 언어 기능， 특히 작문 능력과 

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듣기와 작문 능력의 심각한 차이는 미국 

내 한국어 교육이 지금 당연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 

다 한인들의 이민 역사가 뿌리를 내리연서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은 점점 

한국어 배경을 가진 학습지들이 줄어들고 언어 기능 연에서 미국인과 다 

름없는 재미동포 후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록> - 본 논문과 관련된 힘고 웹시이트 

http:/(u^，'W∞IlegeboarùconÝsatl center'VkoreanllX'lClll3. html 
미국대학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 SAT II 한국어 시험 출제위원들이 선정한 문제들이 언어 기능별로 수록되 

어 있다 

、"ww.~이없n.ucla뼈j 

OCLA 한국어 프로그랭 공식 웹사이트 

http://www.fsu.어uiaatk 

북미한국어교육학회(AIrerican Association of Teæ없 of Kor없n) 뼈 α!ge. 

미국내 한국어 프로그램흘 개설하고 있는 대학별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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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πpν'neaJrc，osu.뼈L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동양어문학과 웹사이트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프 

로그랭소개 

http:(/ucclltucdavis 어UI University of CaJifomia 니@때ge Teaching 밍띠 

Leaming Conso띠αn W&Ù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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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stract 

l be Corrqmi lωn of sn때lls in Korean l ar핑ωJge c1as잊s in U.S. oolleges has 

야en c띠πtclen뼈 lη a dominant nurriJer of Korean 떠itage sα왜{e!"S over 

non 따뻐ge speaker.;. ln sçite of gn",ong enrollrrent in Kα-ean c1asses (K -16). 

however, v，안y little π=h has been ∞nd냐cted on linguistic and 없:iolinguistic 

fealures 01 the langu앵e that Korean 뻐itage learners bring to the dassrocm at 

lhe univer.;ity level. 1꺼IS jl3ατ fα::uses on an assessrænt arx:i testir명 rreasurerrem 

for Kα없n 얘itage and non 벼itage 뻐mers. By analyzing the res띠 t of a Korean 

머act:.'fT'ßlt rest 뼈niniSlered at a col 앵e (a total 01 110 subjeαs)‘ a rrultip!e choiæ 

test was found to exhibit a sev，π limitation 까le research res띠 t indicates that 

heritage sα에<ers have a 잊vere gap between re떠lIive and α여UCDve 앙ills. ln 

jl3rticular. there is very little corr번ation between 벼itage s야갱，eπ’ listening and 

\~ting skills 

Furthennα-e. a aJITIllI3tive analy잉S of wriω19 sarrples gat:her빼 from both 

heritage and non-heritage speakers illustrates that heritage speaker.; πlake 

significantly rmre errors than non 벼itage learners on on때rap!1Y 뼈 

αlI1jugation. ln contrasl 뼈itage sα~ers rmke very few errors r허ated 10 

discourse such as the use of 뼈c marker 뼈 ten~잉aSlfft 띠TljXlI벼 m 

non-heritage learners 

lbe fi때11핑s suggest lhat. an assessrrent t∞I bas<었 on a rrultiple choice is rα 

reliable in rreasuring h<.'litage sα>Ikαs’ proficiency in 나le language. 까Je result 

fun아r suggests that inslructionaJ sU체멍ies (1α heritage and non 벼itage 

speaker.; should be differenti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