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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o Success on the TOEFL 발간사
이 토플 시험 준비 과정은 4 권의 책, 13 개의 interactive multimedia CD-ROMs, 및 MP3 files 과 audio
tracks 의 두 방식으로 저장된 12 개의 Audio CDs 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 학습 및 숙달 연습 과정 중의
듣기와 말하기 연습편 (Listening and Speaking Practices) 인 제 1 권 에는 4 개의 CD-ROMs 및 4 개의
Audio CDs 가, 기초 학습 및 숙달 연습 과정 중의 문법편(Structure and Written Expression), 읽기
연습편 (Reading Practices), 및 쓰기 연습편 (Writing Practices)인 제 2 권에는 2 개의 CD-ROMs 및 2 개의
Audio CDs 가, 듣기와 말하기, 문법, 읽기 및 쓰기의 실전 연습편(Practice Tests)인 제 3 권에는 5 개의
CD-ROMs 및 4 개의 Audio CDs 가, 듣기와 말하기, 문법, 읽기 및 쓰기의 종 합 모의 시험편 (Complete
TOEFL Exam)인 제 4 권 에는 2 개의 CD-ROMs 및 2 개의 Audio CDs 가 딸리어 있다.
z

이 교재의 출판 기획과 학습 방법은 다른 교재들과는 크게 다르다.
이 TOEFL 시험 준비서를 기획한 경위와 저술 방식 및 그 학습 방법은 다른 유사한 교재들과는 크게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는 것 이 바로 이 발간사이다. 동시에 이 글은 필자가 1945 년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겪어 온 수많은 좌절과 고민, 몸부림과 노력,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성공 사례가 농축(濃縮)된 경험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글이 필자 혼자서만
겪은 경험담을 쓴 것은 물론 아니다. 여기에 쓰인 내용은 외국어 교수법에 관하여 세계 여러 저명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과 방법, 대뇌 생리학자들의 학습 이론 그리고 여러 나 라 언어에 정통했던 세계
저명 인사들의 경험을 필자가 실험 교육 과정에서 적용해 본 결과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방법만을
소개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한국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살면서 영어 원어민과의 접촉이 많지
않은 영어교사나 영어 학습자, 그리고 자녀들의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 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영어 학습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교재의 요건
필자는 TOEFL 시험 준비 교재뿐 아니라 모든 영어 학습 교재가 응시자나 학습자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집필자가 외국어나 제 2 언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TOEFL 등을 위시한 영 어 시험의 출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가라야 한다.
둘째, 학습자가 자기 수준과 학습 속도에 맞춰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학습하면서
TOEFL 시험 준비는 물 론 영어의 기본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꾸며진 교재라야 한다.
셋째,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공통적인 오류와 취약점을 찾아내어 이 를 발견 학습적 접근법 (heuristic
approach)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최첨단의 상호 작용식 다중 매체 이용 교재라야 한다.
넷째,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어휘, 문법 및 영어권의 문화 이 해 등에 이르기까지 영어 숙달에
필수적인 모 든 언어 기능(技 能)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 출제 유형의 빈번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행될 모든 TOEFL 시험, 나아가서는 그와
유사한 모든 영어 시험에 대비할 수 있 는 전천후적(全天候的) 학습 활동(Study Activities), 응용
연습(Practices), 종합 모의 시험(Complete TOEFL Exam) 및 숙달 훈련(Proficiency Drills) 등의 학습 및
연습 자료가 풍부하게 수록되어야 한다.
여섯째 , 세계 99 위[2002 년에는 109 위였다]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의 평균 TOEFL 성적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TOEFL 준비서가 되어야 한다.

Key to Success on the TOEFL 의 개발 배경과 저자
첫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TOEFL 시험 문제를 다년간 꾸준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응시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속속들이 찾아내어 그에 대처하는 전략과
전술을 제시할 수 있는 저자를 찾아내는 일이다. 필자는 1981 년 이 래 Oxford University Press(OUP)를
위시한 해외 저명 출판사의 우량 영어 교재 중 한국인에게 적합한 교재를 선정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동시에 국내외의 저명한 영어 교 재 저술가들의 원고를 편집하여 출판하는 일에 종사해 온
덕택으로, 이 런 자격을 구비한 저자에게 TOEFL 시험 준비서의 저술을 위촉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
필자는 OUP 에서 출판한 Ronal E. Feare 의 저서 Practice with Idioms를 번역 , 주해하고 그 해답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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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서 출판한 적이 있었고 또 한 그가 OUP 에서 출판한 Key to Success on the TOEFL 과 Key to
Success on the TOEFL Practice Tests 를 국내에 보급하는 일 을 해 왔는데, 이 런 일들이 인연이 되어
OUP New York 사장의 소개로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Ronal d E. Feare 와 (주)외국어연수사간의 저작권
사용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
1. 그가 OUP 를 통해서 출판한 TOEFL 시험준비서 Key to Success on the TOEFL 과 Key to Success
on the TOEFL Practice Tests를 집필하던 방식은 살리되 그 내용은 향후 예상되는 출제 경향에 맞추어
완전히 새로 쓸 것이며, 특히 한국인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a) 그가 집필하는 영문
원고를 작성되는 대로 필자에게 보내 주면 필자는 그 원고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필요한 해설과 주석을
붙일 것; b)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그 원고로 실험 교육을 실시하되 한국 학생 특유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이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한 필자의 의견도 제시할 것; c) 저자는
필자가 통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원고 작성에 최대한으로 반영할 것.
2. a) 이 준비서 원고 집필을 시작하기 전에 출제된 모든 TOEFL 시 험 문제는 물론 집필 과정에
출제되는 모든 새로운 출제 유형을 원고 작성에 반영할 것이며; b) 저자 자신도 그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San Diego State University 산하의 American Language Institute 에서 그 원고로 실험 교육을
실시하여 계 속 원고를 수정 보완해 줄 것.
이 교재의 저자 R. E. Feare 는 어떤 사람인가?
이 교재의 저자 Ronald E. Feare 는 San Diego State University 부설인 American Language
Institute(ALI)의 Program Coordinator 와 Senior Instructor 를 역임했으며, 지난 25 년간 ESL 과정을
가르치면서 TOEFL 과 TOEIC 교재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ALI 의 ESL 과정에서 실험 교육을 해 왔 다.
그는 또 한 OUP 가 발행한 Practice with Idioms 와 Addison Wesley Longman 이 발행한 Everyday
Idioms for Reference and Practice 1-2 권을 집필하여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TOEFL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영어 시험인 G-TELP(the 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를 창시하여 그
주요 저자로서 활약하고 있는데 G-TELP 는 우리나라에서도 TOEFL 과 더불어 공인되어 있 는 영어
시험이다. 그의 저 서 Practice with Idioms 는 우리나라의 10 여 출판사가 해적판으로 찍어내 엄청나게
많은 부수가 팔렸던 책이라 이 책으로 처 음 phrasal verbs 와 idioms 의 문법 구성과 용법을 익혔던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할 것이다. 그 는 9 년 여에 걸친 이 TOEFL 교재의 개발 과정에서 실험
교육과 집필에 온 정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TOEFL 시험이 Computer -based TOEFL 로 바뀐 후에는
그 자신이 직접 세 번이나 TOEFL 시험에 응시한 성의를 보였으며 필자의 기획팀도 응시할 것을
요구했다. 수험생의 입장을 체험해 봄으로써, 이 준비서에 출제할 문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여담이지만 저자는 TOEFL 시험의 주 관 기관인 ETS 의 위촉을 받아 TOEFL
문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출제 분야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세 번
응시할 때마다 모두 한 문제씩 틀렸다고 필자에게 알려 왔다. 종전에는 이런 전문가들의 TOEFL 시험
응시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 진 TOEFL 시험도
100%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 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 다. 여하튼 필자가 그와
같이 성실한 영어 시험 출제 전문가를 만나게 된 것은 한국의 영어 학도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마음 속 깊이 감사하고 있다 .
㈜외국어연수사의 상호작용식 다중매체 영어 교재 개발 과정과 배경
이 교재가 둘 째에서 여섯째 까지의 요건을 비교적 많 이 충 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필자가 1981 년이래
(주 )외국어연수사를 통해 한국인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종류의 영어 교재를 출판했던
경험과 실용외국어학원 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영어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자와 함께 실험
교육에 참여한 국내외 여러 석학들의 협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외국어연수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ELLIS (English Language Learning & Instruction System) 제품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ELLIS, Inc.의 창시자인 Frank Otto 박사의 후의에 의해 (주 )외국어연수사의 산하 기관인 실용외국어학원
을 Interactive Multimedia English Language Learning and Instruction 의 시범 교육장으로 개편하여 모든
ELLIS Programs 의 실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필자는 이것을 계기로, Feare 교수의 TOEFL 시험
준비서 원고를 번역 주해한 후 ELLIS Program 을 표준으로 삼아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으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 발 중이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원저자에게 알 려 그의 원 고 집필에 반영 시켰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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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기약하는 영어 교재의 여러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재의
기획과 개발 과정에서는 원저자 이외에도 필자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대뇌생리학과 교육심리학에 조예가 깊은 William Maxwell 교수의 조언 , 영어의 발음과 철자 규칙을
최초로 집대성하여 Sound Spelling Harmony of the English Language 라 는 정교한 체계를 완성한 Paul V.
Griesy 교수의 협 조 그리고 서강대학교 영어교육연구소를 창설 발전시킨 John Harvey 교수의 도움에
힘입은 바가 컸 다 . 이 세 학자들은 모두 한국어와 한국인의 영어 교수법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어서 그들의 조언은 필자에게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준비서가 다른 TOEFL 준비서와
크게 다른 점을 요약하면 한국인의 영어 학습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주안점을 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부연하면 아래와 같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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