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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영어 학습상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주안점을 둔 교재
첫째, 영어 학습에서 한국인이 가 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언 어 기능인 Listening 과 Speaking 의 훈련
에 중점을 두다. TOEFL 시험 자체도 금년 9 월부터 Internet-based TOEFL(iBT TOEFL)로 바뀌면서,
Speaking 이 새로 생겨 Listening 및 Reading 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Writing 도 종전과는
달리 Reading, Listening, Speaking 과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거니와 Reading 조차
Listening 과 Speaking 에 연계되기 때문에 영어를 듣고 말하는 기능과 영어로 글을 쓰는 과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필자가 TOEFL 시험 준비서를 이런 방향으로 기획한 것은
한국인의 영어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 해보겠다는 필자의 오랜 염원에서 나온 것이지, Internetbased TOEFL 을 미리 예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TOEFL 시 험 자체가 끊임없이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 여 왔기 때문에 필자가 추구해 오 던 방향과 시기적으로 일치된 것이다.
둘째로, 문법-번역 중심, 강의 중심의 수동적인 학습 방법을 지양하고 문맥적 속독 및 즉독직해
(卽讀直解)의 접근법으로 먼저 부여된 과제를 스스로 해결한 후 나중에 어구 해설, 예문, 문법 해 설,
문제 해결의 전략적 조언과 해설을 읽는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교재를 편성하였다. 환언하면, 교사
중심의 수동적 학습 방식에서 학습자 중심의 자율, 발견 학습 방식 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준비서의 모든 원고를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책과 audio CD 도 만들었다.
셋째로 이 교재 그 이름이 Key to Success on the TOEFL 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인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학습서로 꾸민 것이다. 그래서 이 교재가 TOEFL 시험
전략서의 한계를 넘어, 영어의 언어 기능 전반에 대한 기본 실력 양성과 숙달 훈련에 중점을 둔 것인데,
9 년 여의 개발 과정을 거치다 보니 TOEFL 시험 자체가 필자가 추구하던 방향으로 바뀌게 되 자,
원저자도 크게 만족하여 영어의 기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 해결 및 숙달 훈련 문제를 많이
집필해 주었고, 특히 한국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듣기 와 말하기, 듣고 받아 쓰기 훈련용 원고를 엄청나게
많이 작성해 주었을 뿐 아니라, 원저자 자신이 동료 교수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듣기, 말하기, 듣고
받아 쓰기의 삽화로서 사용될 사진의 등장 인물의 선정 및 촬영 배경의 준비 그리고 그 대본을 녹음할
성우의 선정과 녹 음 과정까지 직접 지휘하여 방대한 사진 자료와 녹 음 자료를 보내왔다. 참으로 그의
협조에 감사하는 바이다. 필자가 하필이면, 왜 TOEFL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영어 실력 향상에
기여하는 교재를 만들려고 했는지 궁금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필자는 1981 년
이래 한국인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많이 펴냈으나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한국 학생들은 각종의 시험 준비로 여념이 없으니 시험준비서 이외의 좋은 책 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기왕에 시험 준비를 할 바에는 TOEIC 같 은 상업 영어 중심의 독해-청취 시험과는
달리, 광범한 학문 분야에 걸친 내용을 소재로 영어의 전반적인 언어 기능을 골고루 다
시험하는 TOEFL 시험의 준비서를 만드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했거니와, TOEFL 시험 자체의 성공을
위해서도 시험 전략의 숙달에 못지않게 영어의 기본 실력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재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준비서는 TOEFL 시 험 뿐 아니라 TOEIC, SAT, GRE,
TEPS, 대입 수학능력고사, G-TELP 또 는 그 밖의 영어 시험 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이 교재는 TOEFL시험 준비과정의 강의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구성했 지만 , 영어의 기초
실력이 부족한 영 어 학습자들의 자습 에 더 적합하도록 꾸 민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지문(地 文)은 물론 각
문항의 지시문(指示文), 문제 해결의 전략 설명, 어구 및 어법 해 설, 그리고 선 택 답안의 문장이나
어구에
참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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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모든 영문을 영영한( 英英韓) 으로 대역(對譯) 함으로써, 영영사전 , 영한사전 , 영문법
등을 읽는 데 소비하는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리고 모든 문장과 단어 및
번역은 지나친 의역을 피하고 독자가 번역문을 통해서 그 글의 뜻뿐 아니라 구문도 이해할 수
배려했다 .

영어의 한글 표기는 영어의 발음에 가 장 가까운 한글 표기법을 썼다.
그리고 영어를 한국어로 표기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지 않 고 영어의 발음에
가장 가까운 한 글 표기법을 썼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은 일 본 사람들이 일본
문자로는 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어와는 대단히 거리가 먼 외래어 표기를 해 오던 것을 , 그대로
답습한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말로는 영어의 원음과 거의 동일하게 표기가 가능한데 , 구태여 일인들의
잘못된 발음을 우리의 외래어로 써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 그래서 최소한 필자가 집필하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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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서에서만이라도 영어와 가장 가까운 한글 표기법을 써 서 학생들이 잘못된 일본식 영어
발음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싶었다. 예를 들면 니스는 바니시로 , 바나나는 버내너로, 카나다는
캐너더로, 도마도는 터메이토로, 아스파라가스는 어스패러거스로 표기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
정확하고 상세한 영영한 대역 주해서는 영어 공부에 대단히 큰 도움을 준다.
필자의 학창 시 절에는 세계 명작의 훌륭한 영일( 英日) 또는 영 한(英 韓) 대역서(對譯書)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원로 석학들이 저술한 영한 대역서는 보기 드물다. 요즘 나온 번역서들을 보면 원문과
너무 거리가 멀거나 풍부하고 친절한 주석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 영어 선생의 과외 지도나 학원
수강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은 훌륭한 영한 대역서가 영어 공부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를
것이다 . 필자가 도와 준 많은 학생들은 필자가 구해 준 옛날의 영한 대역서와 개발 중이던 이 교재의
원고만으로 모두 자력으로 TOEFL 시험에서 좋 은 성적을 받았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한 학생은
최근에 응시한 C B T TOEFL 시험에서 278점을 받 았으며 , 캐너더에 유 학 중인 한 고등학생은 개발
중이던 이 교재만으로 만점에 가까운 득점을 했다 . 영어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줄만한 영영한 대역
주해서가 부족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필자는 이 교재가 TOEFL 시 험 준비 뿐 아니라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기 를 바라면 서, 심오한 학술 서를 역주하는 자세로 번역과 주석에 임했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원저자인 R.E. Feare 교수와 상의하였음은 물론 필자가 존경하는 Paul V. Griesy 교 수, John
Harvey 교수 , William Maxwell 교수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 이 기회를 빌어 이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그러나 필자의 영어 공부가 모자라 오류를 범했거나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기탄 없는 비판과 질정(叱正)을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