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T II 한국어의 현황과 문제점 

문애랴* 

1. SAT 11 란 무엇인가? 

SAT(Scholastic Assessrænt Test)란 미국 대학 입학 시 학생들의 수능 

자격을 평71'해1 위하여 대부분의 대학들이 요구하는 시험。1다~ SAT 1은 

영어와 수학을 평가하는 수능시험이고 SAT n는 특정 과목의 지식과 능 

력을 평가하는 과목별 시험(Subjæt Test)으로서 다섯 개의 일반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다섯 과목으로는 (1) 영어(논술， 문학)， (2) 수해수학1， 

수학IC， 수학nc， 여기서 C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함)， (3) 역사 

및 사회학{미국샤 세계샤 사회학)， (4) 과학(물리， 화학， 생물)， (5) 제2외 

국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국어 과목에는 1앉))년도까지 불어， 독어， 

현대 히브리어， 이태리어， 라틴어， 서반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의 외국 

어가 선택 과목￡로 시험이 치러졌고 외국인 영어 능력 시험(딩19lish 

&맹뻐ge Proficiency)도 이 언어 선태 과목 중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UC계열， Havard, Ya1e 등 lfD여 개의 소위 “명문” 미국 대학에서는 SAT 

* 미국 UCLA 



242 국어교육연구 제7집 

I 시험은 물론 SAT II 시험 결과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학 입학에서 

SATll 접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 SAT 11 효댁어 채택의 의의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로는 9번째， 아시아 언어로는 일본어와 중국어 

에 이어 3번째로 미국 대학 수능시험의 제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채택되 

어 lffi7년 첫 시험이 실시되었다. 재미 한인들의 지위는 물론，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노력에 직접 •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 

구체적으로 SATll 시험에 한국어가 채택된 의의를 아래의 다섯 가지 항 

으로요약할수있다. 

• 첫째， 한국어가 국제 언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를 확립 

하였으며， 그로 인해 한국어의 과학적 우수성과 독특성， 창의성을 보급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한국어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둘째，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해외 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한 한 

민족 후손들에게 정체성Udentity) 확립과 뿌리 교육에 기여할 것이다. 

• 셋째， 일본학과 중국학의 그늘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한국학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넷째， 미국 내의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며， 한국계 학생들이 SAT II 한국어 시험에서 

높은 접수를 취득하여 명문 대학 입학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다섯째， 주류 사회의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우리말과 문화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SAT 11 효팩어 진흥재단의 목적 및 활동 : 1994-1995 

SATll 한국어 진홍재단 발족의 목적과 활동은， SATll 한국어 채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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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금 모금 운동으로 요약펀 수 있다. 미국 대학위원회(The COU명e 

Board)는 1004년에 시험 출제 세샤 경비 !1)만 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한 

국어를 SAT 11의 9번째 외국어파 추샤했다. 이에 한인 사회에서는 “SAT 

n 한국어 채택위원회(αillTnitlee for SκI、 11 Korean)"를 조직히여 즉각 

모금 운동을 실시했다. 모금 행사는 ul놔의 모든 한인 사회가 하나가 되는 

시민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미국 전역에서의 모금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참여로 모금 운동이 시작된 지 11개월만에 !1)만 불을 미국 대학위원회에 

전달함으혹써 191)년 5월에 한국어가 SAT 11 외국어 과목으로 공식 채택 

되었다<<표 1> 참조). 

SAT 11 한국어 채택을 위한 모금 활동의 목표를 달성한 SAT 11 한국어 

채택위원회는 19:E년 6월 29일 해체되고 SAT 11 한국어의 보존 및 한국 

어 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활동을 위해 SAT 11 한국어 진흥재단이 같 

은날발족되었다. 

4. SAT 11 효댁어 진흥재단의 목적 및 활동 : 1996-2000 

SAT 11 한국어 진흥재단은 지난 4년간 미주 한인 사회， 한국 기업 및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미국 내 한국어 보급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전개했다. 이 중 주요 사업을 열거하면 1) SAT 11 한국어 시험에 관한 홍 

보 및 모의고사 지원， 2) 한국어 관련 교재 개발 지원， 3) 중 · 고등학교 한 

국어반신설 지원， 4)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지원， 5) 한국어 교사 연 

수 및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그리고 6) 미국 중 · 고등학교 교장 교육 

감 한국 연수 프로그램 둥으혹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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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채택연혁 

연도 채택연혁 

1~흰8년 uc아시안어 특별위원회(UC T;쐐‘ Foræ on Asian L<ln~댔필e) 

1~년 
미국 대학위원회(까동 CoU명e Bærd)와 UC 아시안어 특위는 

아시안 언어 추가를 잠정 합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제1차 아시안 언어 교육회의 개최. 

lffi3년 4월 1일 
이 회의에서 한국어 시험 채택을 요구하는 15;뼈명의 서명을 

SATll시험을 주관히는 대학위원회의 Lbr때d Stewart 

회장에게 전달함. 

lffi3년 4월zl일 SATll 일본어 시험 실시. 

1앉J4년 4월z3일 패사디너에서 제 2차 씨안어 교왜원회가 열림. 

lffi4년 4월z3일 
LA.에서 한인 사회 관계자들과 Stewart 회장과 만나 한국어 

시험 추가가 잠정적으로 확정됨. 

H없년 4월aJ일 중국어 시험 실시. 

lffi4년 5월11일 한국어 시험 추가를 위한 발기 추진 모임. 

1않4년 6월10일 
한국어 시험 문제 출제를 위해 약 밍만 불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대학위원회 Stewart 회장의 서신을 받음 

1않4년 6월z3일 한국어 시험 추가 기금 모금 발기 대회 개최 

lffiJ년 5월10일 3)만불 대학위원회에 전달 

lffiJ년 6월2:l일 SATll 한국어 채택위원회 해체 

lffiJ년 6월2:l일 SATll 한국어 진홍재단 발족 

4. 1. SAT II 한국어 시험에 관한 홍보 및 모의고사 지원 

본 재단은 미주 한인 언론 및 주말 한글학교의 협력을 얻어 SATll 한 

국어 고써1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해 왔다. 1됐년에는 재단의 

web-site를 설치하고 또 대학 입학 상담자를 초빙뼈 SAT II 한국어 고 

시에 대한 정보는 물론 우수한 SATll 한국어 성적이 대학 입학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 업학 후 필수 외국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 동에 대해 홍 

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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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SAT II 한국어 고사에 응시한 학생 수는 처음 실시한 1Ð7년 

이후 지난 3년 매년 약 2，fffi명에 이른다{<표 2> 참조). 참고로 작년 11월 

에 치른 SAT II 한국어 응시자{2，548명)는 중국어 응시자 딩040명， 스페인 

어 응시자 4，815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였다. 

〈표 2> SAT n 한국어 시험 응시 상황 

응시 학생 수 시험 날짜 

1회 4.815'앙 1997년 4월 19-20일 

2회 4.643명 1998년 4월 18-19일 

3회 3.633명 1999년 4월 17-18일 

4회 3.310'챔 2000년 4월 19-20일 

SAT II 한국어 본고사에 대비하여 한인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평가 및 

SAT II 한국어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 본 재단은 미 전국에 주말 한국 

학교와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1ffi면부터 매년 한 번씩 실시히는 모 

의고사를 재정 지원해 왔다{<표 3> 참조). 또한 매년 SAT II 한국어 예상 

문제집(미주 한국학교연합회 주관) 발간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다. 

<표 3> SAT n 한국어 모의고사 응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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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한국어 관련 교재 개발 지원 

미국 실정에 맞는， 또 외국인과 한인 2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관련 교 

재의 빈곤이 자주 교사들 사이에서 지적되어 왔다. 그리하여 본 재단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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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대표적으로는 SATll 시험 

용 한국어 교재인 “U피ng Ko뼈n for the SAT 11"륜 læi년 출판하였다. 

4.3. 중 · 고등학교 한국어반 신설 및 보존 

본 재단은 미국 정규 중 • 고등학교에 한국어반을 신설하고 보폰， 확산 

시킴으로써 한국어의 보급을 촉진하려 노력해 왔다. 한국어반 신설이 가능 

한 학교를 선정하여 기능한 재정 지원(S뼈 Money) 및 다른 적절한 지원 

을 해줌으로써 한국어의 확산을 도모했다. 그러나 재단의 재정의 한계와 

또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국어반 보존에 어려움이 많음을 인식하교 금년부 

터는 한국어 교사 및 한인 학부모회， 교포 언론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한 

방법으로 한국어반 보급을 추진하고 었다. 

〈표 4>에서 볼 수 었듯이 am년 6월 현재 한국어반이 있는 학교는 미 

전국 z7개 학교에 %학급이며 약 2，cro여명이 퉁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반이 있는 학교들은 3개 쥐California， 

NY, w;왜꾀맹ton)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19J7년 10월에 캘리 

포니아 교육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초 • 중 ‘ 고등학교 내에 일 

본어반이 32J개， 중국어 반이 228반 그리고 한국어반이 f:{)개로 가장 적으 

며， 스페인어반은 무려 17，α%개， 불어반 3，ffiJ반， 독어반은 1m개였다. 

〈표 4> 미국 중 · 고등학교 한국어반 현황0997 - 2CXX)) 

연도 학.ïî1.'T'- 학급수 학생수 

1997년 1 월 197ß 교 55반 1. 471 명 

1998년 5월 27개교 78반 l. 810명 

1999년 3월 347ß 교 92반 2.118명 

2000년 6월 277ß 교 80반 2.0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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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00년 6월 기준 한국어반 지역(주) 분포 현황 

지역(주) 학‘「←-A「 화급수 학생수 총학생수%1 
California 12 38 944 47.1% I 

New York 7 21 595 29.7% 
Washington 4 7 216 10.8% 
Maryland 5 109 5.4% 

Michigan 4 87 4.3% 
Connecticut 4 38 l. 9% 

Illinois 15 0.7% 

4 .4.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본 재단은 금년에 미국 정규 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한국어 교 

사 양성을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alifom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사범대학원 내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신설을 재정 · 지원하였다. 

또 한국어 교사 지망생들의 주 정부 한국어 교사 자격 시험(Single 

Su비æt Assessrrent for Teaching in Korean)과 기본 교사 자격 시험 준 

비를 돕기 위해 두 시혐의 준비반을 구성허여 재정 · 지원하였다. 금년에는 

한국어 전문 사범대학원 지망생에게 장학금을 지불하여 실력 있는 한국어 

전문 교사 양성에 주력하였다. 

4.5. 한국어 교사 연수 및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미국 전역에 약 3)명 정도의 중 ·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중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를 정식으로 전공한 교사는 극히 소휴~l 불과하다. 그리히여 본 

재단은 사범대학원 내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양성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현재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이고 체 



248 국어교육연구 제7집 

계적인 한국어 교육 방법의 보급과 정보 교환을 위해 매년 여름 교사 연 

수 프로그램을 주관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 계명대학교에서， 금년에는 

로스엔젤레스에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본 재단은 1!R)년부터 1~뾰년까지 4회에 걸쳐 해외에 거주하는 2세 한 

인들을 위한 뿌리 교육， 해외 한민족의 현주소 한국어의 효과적 교육 방 

법 및 한국학의 세계화를 촉진하i까 한국학 국제학술대회를 한국과 미국 

에서 주최하였다{1회 .3회 : 로스엔젤레스 2회 : 계명대학교 4회 : 연세대 

학교). 한국학 국제학술대회는 한국과 외국어1서 활동하는 여러 분야의 한 

국학 학자 밍여 명과 미국 중 ·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여 명의 주제 발 

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4.6. 미국 중 · 고등학교 교장 및 교육감 한국 연수 프로그램 

본 재단은 미국 중 · 고등학교에 한국어반 신설 또는 확장을 도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한국어반이 었거나 한국어반 신설 가능성이 있는 

중 · 고등학교 교장 및 교육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약 일주일간의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올해 여름 처음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교장 및 교육감 

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교 담당 학교 내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중 · 고등학교 내에 한국어반 신 

설과 확장을 꾀하'::U자 하였다. 이 연수 프로그램은 크게 1) 한국어의 발달，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및 현대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한 강의， 2) 한국 고등 

학교 방문， 3) 서울과 그 주변의 주요 문화지 답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5 미국 내 효팩어 보급의 문제점 

미국 중 · 고등학교 내에 한국어반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웅은 크게는 한국어의 국제적 실용성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서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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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이고 해결이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 

자면다음과같다. 

첫째로， 미국 중 • 고둥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한국어 교육 방법 교재와 더불어 전문적이고 유능한 한국어 교 

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는 미국 사범대학원 내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현실과 또 전문 한국어 교사 자격증 

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장애가 아직도 많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각 

주마다 외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 조건이 다른 것도 전문 한국어 교사 양 

성의 어려움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한인 교포 학생이 아닌 미국 학생들에게는 한국어가 배우기 어려 

운 언어로 인식되어 있다. 한국어가 국제어로서 뿌&효t7] 위해서는 한인 

교포 학생 외에도 많은 미국 학생들이 선택하는 외국어로서 부각될 때만 

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는 앞서 지적한 미국 중 • 고둥학생과 미국 문 

회에 적절하고 홍미로운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방법의 중요성을 재확언 

시켜준다. 

셋째， 미국 중 • 고동학교 내에 새로운 외국어반을 신설하는 데 있어 기 

존의 외국어과 교사들의 견제와 경쟁 그리고 학교의 재정적인 이유 동의 

장애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넷째， SAT II 한국어 시험 성적이 대학 입학 기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부모와 학생은 물론 고동학교 대학 진학 

카운슬러들 사이에서도 혼돈과 잘못된 정보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대 

학마다 입학 조건과 기준이 다소 다른 것에서도 기인하지만， 더욱 근본적 

인 문제는 소위 명문대학들이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특히 한인 교포 대학 

지망생인 경우) 또 SAT II 과목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회의적인 생각에서 비롯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SAT II 한국어 진홍재단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 

극적인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재단의 재정적 인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 

정이다. 단면적으로 한국의 국제교류재단 등 외국 대학에 한국어와 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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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급을 재정 지원하는 단체들은 었으나 외국의 초 · 중 · 고등학교 내에 

한국어 및 한국 문화의 보급을 권장 · 지원하는 한국 정부 기관 또는 단체 

는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자료 :SAT 11 효댁어 진흥재단 주소 

않잉7 Wilst따-e Blvd S띠te ffD 

Los Ang리es， CA ~1O， USA 

TEL) 213-종앙용712 

F값) 213-E-5718 

E-l\빼) info@s싫IDrean.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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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싼'esent Status and Problem of SAT 11 Korean 

Moon, Ailee 

SAT(않lolastic Assessrrent Test) is dE성gr빼 to assess many of the 

하dlls that 따e imxrt킹lt to students’ suα:ess in 0011떻:e. SAT 1 Tests 

ræasure the stt.떠ents ba밍c kno때Erlge ar띠 하dlls in English 와ld 

:Mathematics. 

SAT II(Sti비oct Tests) is oonsist어 of five general s뼈octar얹S. 

(1) Engli하1 : Writing + Iiterature 

(2) l\1ath얹latics : Lev리 1, LeVI리 IC & nc(c ræans th않 뎌lcu1ator is 

req마벼) 

(3) Histmy and Socia1 Studies : ArreriCaIl 돼stmy and Social Stt.뼈es， 

와ld World History 

(4) Scier없~: 돼ology， Chemis따" and Thysics 

(5) 닙맹뻐ges : αψ1ese with 니S뼈ing， F:뼈1Ch(reading 0띠y)， French 

with Iis뼈피g， 않man(m뼈ng on1y), 않man with lis뼈ing， 

I떠빠1， J웰:mleSe with lis뼈i맹， Kor얹n with Iistening, Latin, 

M없n Hebrew, S뼈úshCr흘뼈ng only), SIXll1Îsh with Iistening, 

없띠 당19li양1 따핑떠ge Proficiency. 

Present Status of SAT n is as follows : 

There are αùy 'lJ high s다\00ls which have Kor얹nlar핑띠ge classes 

until June am ; C메ifooúa 12, New York 7, Washi명ton 4, Illinoi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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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land 1, Mchigan 1, Connecticut 1, ar떠 only 2，αx> stu따nts who 

leam Korean lar핑뻐ge. 1berefore, the Four퍼ation of SAT n Kor얹n 

g앉끊IVor to establish, pre양ve， 뼈 encourage Ko뼈n 1때guage classes. 

Also we have deVI려야ro Ko뼈n 1때g뻐ge ma따i머s and as허S뼈 the 

m맹ram for training a Ko뼈n Teacher financially. 

But it is difficult to diffuse Korean lar땅떠ge throughout Arærica 

Ther얹S이lS are as follow : 

1) a lack of Korean Teachers who are ]IOfessional and cornretent 

2) a lack of 어ucatiαml rnethod 떠x:l ma따ials which are sys뼈natic， 

various and interesting. 

3) restraint of other fo뼈gn lar땅떠ges and co~tion 때th them 

4) a financial problem 

5) a wrong idea and infonmtion about SAT n Ko뼈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