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word １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인 이 TOEFL 교재의 학습 방식과 기능
영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어떤 기능과 학습방식을 이 Interactive
Multimedia TOEFL CD-ROM 교재에 도입했는가는 이 글 다음에 나오는 How to Use the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므로 여기서 그 중요한 기능만을 아래에 소개한다 .
1. Testing Mode 에서 예비 시험 을 치러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했으며, 정답을
제시하지 못 한 문제만을 다시 묶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때까지 계속 문제를 풀도록 했다.
2. Practice Mode 에서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문제들을 푸는 전략 , 어구 해설 , 문법 설명, 모든
지문의 번역문 들을 철저히 학습한 후 Record and Play, Role Play, Transcribing 등의 기능을 이용해
Listening, Speaking, Writing 및 Reading Skills 를 연마하도록 했 다. 이 중 Transcribing 은 필자가
오랜 실험 교육을 거쳐 개발한 방법으로 이 교재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므로 다음
항에서 자세히 서명한다.
3. Transcribing Exercises(轉寫練習)은 영어의 모든 기능 향상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
Transcribing Exercises(轉寫練習 )는 Top-down 과 Bottom-up Approach 의 청해 과정을 통해 전 사(轉寫)
한 영문의 문형을 proster (program structure)로서 대뇌에 구축하는 학습 방법이다. [대뇌생리학자
Leslie Hart 의 Proster Theory 는 후술한다.] 이 연습을 통해서 영어의 문맥적 청해, 문법, 어 휘, 작문
및 문맥적 독해의 실력을 기르며, 의미 집단 (sense group) 별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 러 이 해 가능
단어 집단의 범 위(範圍)를 확장 (擴張 )하는 동시에 LISTENING 과 SPEAKING 의 속 도 (速度 )를
증가(增加)시키도록 했다. 이 방법은 필자가 처음 개발하여 최근에 출시한 Listen for It 에 사용했고
이 TOEFL 준비서에 두번째로 사용하였다. Blank-Filling Exercises 는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s 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지문 (地文) 전채를 완전히 받아 쓰는 전사 (轉寫 ) 방식 은 없었다. 필자는 실험
교육 과정에서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의 지문을 sense group 별 로 듣거나 읽지 않고 개개의
단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나 청해(聽解)의 속도(速度)가 느리다는 것을 발견했다. 필자의 실험
교육 과정에서 초 급 수준의 학생들이 Transcribing Exercise 에 서 보여 주었던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ELLIS Program 중 Intro 에 나오는 대화를 학생들에게 받아 쓰 게 했더니 실험 교육에 참가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문맥과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썼 다:
"They're a gift to Jamie."라는 문장을 "There gift to Jamie."라고 쓰거나 "Their gift to Jamie"라고 쓴 것이다.
그렇게 쓴 이유는, 그들이 They are 의 단축형 They're 의 발음이 "there" 또는 "their"와 같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there"나 "their"와 같으니까 자신들에게 익숙한 there 나 their 로 받아 쓴
것이다.

구문(構 文)에 대한 기초적 지식만 있어도 문장의 기본 요소인 주어와 동사가 없으니 문장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 아닌가? gift 라 는 가산 명사 앞 에 부정 관사 a 가 빠져 있 는 것도 초보적인 문법
지식이 없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정도로 영 어 문법의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silly mistakes 는 문법, 단어, 문장 해 석 등을 분리해서 배 운 학생들이 범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다음은 중급 수준 의 학생이 이 교재의 CD-ROM 중에서 다음 문장을 듣고 전 사(轉 寫)한 것이다:
녹음된 문장: Affluent citizens chose the comfort and safety of the suburbs over the crime of downtown.
받아쓴 문장 : Affluent citizens chose the comfortable safety of the suberbs over the climate of down town.

마지막으로 영어 수준이 상당히 높 은 학생의 전사 연습의 예 를 들어 보겠다:
녹음된 문장: This trend is slowly changing, however, as city governments make an effort to revitalize
downtown areas and attract the affluent back.
받아쓴 문장: This trend is changing slowly, however, as the city government tries to revitalize the downtown
areas in order to attract the affluent back.

이 학생은 녹음된 문장을 3 회 들어 본 후 대의를 파악하고 자신의 작문 실력으로 위 와 같이
전사(轉 寫)했다. 즉 개개의 단어를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전 체 문장의 대의를 파악한 후 자신의 영작문
실력으로 옮 겨 쓴 것이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 multiple choice 나 multiple respons e questions 에서
정답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Writing 이 나 Speaking 에서는 어휘의 부적절한 선정과
문법적 오류 (誤謬 ) 때문에 감점(減點)을 받을 수 있 다. 녹음(錄 音)된 글과 받아 쓴 글을 비교해 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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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ly changing 이 changing slowly 로, 대표 복수인 city governments 가 특정한 시정부를 의미하는
단수의 the city government 로, make an effort 라는 어구가 유사한 의미인 tries 란 동사로, 대표 복수인
downtown areas 가 특정 또 는 총체적 개념인 the downtown areas 로, "make an effort ... and attract"의
구문 형식을 "tries ... in order to"의 구문 형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 마 Try to do something. 대신에
Try and do something. 을 쓰는 구문 형식을 잘 몰랐거나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숙달 연습
부족으로 proster 로 구축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면 이 Transcribing
Exercise 를 통해서 자신의 회화 표현력과 바른 작문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사 연습(轉寫練習 Transcribing Exercises)의 놀라운 효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Transcribing Exercise 의 목적은 대의 파악과 세부적 내용의 이해에 주안점을
둔 Listening Skills 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 법 지식에
토대를 두고 바르고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 (Speaking Skills)과 바르게 글 을 쓰는 능 력 (Writing Skills)도
아울러 향상시키자는 데 있다. 영어 논술 시험에서는 문법적으로 정확한 글을 쓰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주제에 적합하게 자신의 견해를 이로 정연하게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술 방법은
영어와 국어에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한국 학생들은 요즘 논술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그
방법이 서툴어서 득점을 못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론을 이로 정연하게
전개했다 할지라도 단 어 의 선정(diction)이 부적절하고 문법적 오류(grammatical errors)가 많은 글을 써
놓으면, 논술 내용과 이론 전개 방식을 평가하는 시험 위원들의 주관식 채점 이전에, 컴퓨터로
실시하는 어 휘 선정과 문법적 오류의 채점에서 많은 감점을 받을 것이다. 한국 수험자들의 문제는
영어의 문법에 맞는 글을 못 쓰는 데 있으므로 이 준비서의 Transcribing Exercises 를 충실히
연습하면, Listening 은 물론이고, Writing 과 Speaking 에서도 고득점이 보장될 것이며, 한걸음
나아가 Reading Skills 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결대학교의 송민종 교수는 논술 지도의
부산물로 독해력도 향상되었다는 실험 결과를 금년 7 월 중국 연변에서 열린 국제영어교육학술회에서
발표했다. 이 전사 연습을 할 때는 녹음된 문장을 끝까지 들 은 다음 그것을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여 재현하는 방식으로 전사(轉寫)한 후에 몇 번이고 다시 들어 보면서 세부적인 오류를
고쳐나가야 한다.
4. 문법과 어휘의 실력 없이는 iBT TOEFL 시험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
앞으로 시행될 Internet-based TEOFL 에는 문법 지식과 어휘력에 관한 부문이 없어지지만,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부문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문법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은 전술한 4 대 언어기능의 기반이 되어 있으므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교재에는 문법과 어휘의 학습 재료가 풍부하게 들 어 있다. 그러나 여느 TOEFL 준비서처럼 주
학습자료와 연습 문제에 직접 관련이 없는 문법이나 어휘를 따로 분리해서 지루한 해설을 한 곳은 전혀
없고 모두가 수록된 지문과 문제를 문맥적으로 즉독(卽讀) 직해(直解 )하는 데 필수적인 문법 지식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특히 한국 학생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항목은 자세하 게 설명하고 예문도 풍부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문법과 어휘력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학 습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상세한 어 구 해설과 아울러 예문, 문법설명, 질문, 지시문, 선택 답안, 전략 조언, 내용 해설과
전 지문(地文)의 완전한 영영한(英英韓) 대역문(對譯文)을 제시하여 사전이나 문법책을 참고하는 수고를
덜도록 하였다. 또한 중요한 단어는 그 어원을 제시하였으며, 이 교재에 나오는 약 2,000 여 의 난해한
어구에는 국제음표문자로 발음을 표시하는 동시에 원어민의 녹음도 제공했다. 이것도 Comprehensible
Information 을 언어의 prosters 로 전환하려는 시 도(試 圖)의 일환(一環 )이다.
5. Edward Gibbon 식 영작문 연습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라는 불후의 명저를 쓴 영국의 역사가 Edward Gibbon 은
라틴어를 불어로 번역한 후 얼마 지난 후에 자신의 불어 번역문을 라틴어로 다시 번역하고 라틴어
원문과 대조하면서 오류를 정정했다고 한다. 이 방법에 따라 전 사(轉 寫)한 영문을 국역하여
저장하고 1~2 일 후에 그 번역문을 영역하여 영 어 원문과 대조해 보 는 연습을 하 면 영작문 실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6. Record and Compare 와 Role Play 기능은 Speaking Skills 를 양성하는 핵 심 과정이다.
Speaking Skills 의 향상을 위해 지문과 대화를 녹음하고, 재생한 후, 원어민 녹음과 비교하는
Record and Compare 와 등장 인물의 대화나 담화 및 강의를 녹음 -재생을 통 해 연출하는 Role
Play 기능을 넣었다. 녹음은 큰 목소리로 하는 것이 Speaking Skills 의 향상은 물론 영어 문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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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ter (program structure)구축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 Ohio University 의 Harold E. Byrd 와 H.G. Beck
교수의 실험에서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암기한 편이 묵독(默 讀)보다 34% 더 많이 기 억(記憶)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시일에 여 러 외국어에 정통한 독일의 고고학자 Heinrich Schliemann 도 이 방법을
썼다.
7. 영어에 정통하는 지름길은 안락한 분위기에서 실시하는 숙 달 훈련(Proficiency Drills)이다.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의 4 대 기능 향상을 위한 숙달 훈련(Proficiency
Drills)을 Listening, Role Play 및 Transcribing 의 3 부로 나누어서 수록했다. 이 숙달 훈련은 주로
우뇌적 학습법을 사용하여 영어의 문 형, 문화적 배경, 철자, 발음 등에 관 한 proster 를 두뇌에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이 숙달 훈련을 할 때는 개개의 단어, 문 장 구조, 문장의 의미, 철자, 발음
등의 세부적 요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감상하듯이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이 숙달 훈련은 Testing Mode 와 Practice Mode 에서의 학습
활동을 마친 후에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10 분 내지 15 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우뇌학습법의 권위자인
시나가와 요시야 교수는 언 어 학습 과정을 자동차의 작동에 비유하면서 우뇌 활용법을 이렇게 설명
한다. 자동차의 운행을 원활히 하자면 급발진(急發進)은 금물이고 warming-up 이 필요하며, 가속이 붙은
후에 급제동을 걸면 엔진이 서버리듯이, 인간의 두뇌도 급발진과 급제동 (急制動)은 금물이며, 맹렬한
학습 전후에는 완 만(緩慢)한 warming-up 과 fade-out 가 필요하다고 한 다. Marathon 의 경우도 이와
같아서 출발 단계에서는 속도를 내지 않으며 결승선 진입 후에도 운동장을 서서히 달리지 않은가? 이
숙달 훈련은 결승선 진입 후에 track 을 달리는 것과 같은 마무리 작업 이고 우뇌(右腦)로 proster 를
두뇌에 각인 (刻印 )하는 과정이다. 우뇌 학습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8. 영어의 기본 실력은 어휘력이다. 지위가 높을수록 어휘력이 뛰어났다는 조사 보고도 있다.
Search button 을 눌러 2,000 여 개의 단어와 숙어를 찾아 보고 그 정의와 예문, 철자와 발 음 그 어휘의
용법 등을 문맥적으로 철저히 익히도록 했 다. Print 하는 기능을 포 함 시켰으니 학습이 끝날 때마다
그것을 인쇄해서 모으면 훌륭한 단어장이 될 것이다. 단어학습 중 가장 좋 은 방법은 이미 학습한
단어를 모아 자투리 시간에 꺼내 보는 것이다. 단어는 한 두 번 기억한다고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일정한 시 간 간격을 두고 21 회 그 단어가 쓰 인 문장과 함께 되풀이해서 기억을 재활성화 해야
그 단어들이 Active Vocabulary 로 정착되어 작문 회화에 활용될 수 있다. 기억의 효율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기 억 心理學 의 창시자 Ebinghause 의 이론을 참고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 TOEFL 준비서 발간의 배경과 이 교재의 학습법에 관한 설명은 접고 이
교재의 학습뿐 아니라 효과적 영어 학습에 관한 필자의 소견을 좀더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을 참을성 있게 끝까지 읽어 두면 독자 여러분의 영어 공부 방향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고
TOEFL 시험뿐 아니라 다른 어떤 영어 시험에서도 성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아 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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