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word １
TOEFL 시험에서 성공하자면 먼저 부단한 실전 연습으로 영어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어느 제철회사에서 용광로 고장으로 작업이 중단되자 사내 기술진을 총동원하여 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래서 용광로 수리로 유명한 수리공을 불렀다. 그 수리공이 망치로 한 곳을 세게 치자 용광로는 즉각
작동되었다. 공장장이 수리비를 물으니 100 불을 요구했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망치로 한대 친 값이
100 불이냐고 반문하고 수리비의 내역서를 요구했다. 수리공은 내역서에 이렇게 썼다: 망치로 용광로를 친
노임 1 센트; 어디를 칠 것인지를 아는 know-how 99 불 99 센트.

이 용광로 수리공처럼 어느 분야의 달인 (達人 )이 되려면 부단한 실습 과 체험을 통해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비 결 즉 know-how 를 체득(體得)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실습과 체험은 훌륭한 스승의
지도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최단 시일 안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용광로의 수리공도 훌륭한 장인(匠人) 밑에서 부단한 도제 수업 (徒弟修業)을 통 해 정비 기술을 체득했을
것이다. 영어 공부도 이 와 다를 바가 없다. 학 습 자료 자체가 양질의 것이어야 함은 물론, 그 자료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두뇌에 입력하는 비법을 체득해야 하고, 가장 효과적인 숙달 연습 방법으로 그
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가 필요할 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하는 비법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습활동의 구비구비마다 험난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무작정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비법들을 모두 체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 비법들을 찾아내 그것을 전수하기 위 해 노력해온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바로 배워 이것을
꾸준한 숙달 연습을 통해 각자 특유의 학습 비법으로 완성해 나가야 달인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교재는 언어 교 육 전문가들의 가르침과 언어에 달통하는 비법을 체득했던 달인(達人)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독자들이 실전 연습을 통 해 TOEFL 시험 에서 성공 할 뿐 아니라 영어의 달인 (達人 )이
되는 know -how 를 능동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엮어 놓은 것이다. 이 점도 다른 TOEFL 시험
준비서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영어를 잘 하는 사람도 TOEFL 시험에 성공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
무슨 시험에서든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응시하는 시험의 특성과 출제 유형을 숙지(熟知)하고 그 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TOEFL 시험도 예외가 아니므로, 현재 시행 중인 Paper-based
TOEFL 과 Computer-based TOEFL 이나 명년 5 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될 예정인 Internet basedTOEFL 의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비하지 않으면 비록 영어에 자신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가 없을 것이다.
12 년 전에, 미국의 저명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던 한 청년이 아무 준비 없이 TOEFL 시험을 치렀다가
낭패를 당하고 필자를 찾아왔다. 그가 유학하려던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630 점 이상의 TOEFL
성적을 요구했는데 TOEFL 의 Listening Section 에서 크게 실패하여 장학금은 고사하고 입학 자체가 재고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서울의 명문 대학교 영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까지 다 마치고 그
대학의 영어강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박사 학위만은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받으려고 했다. 필자가 그에게 TOEFL
준비서로 시험 공부를 해 본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TOEFL 준비서 따위는 거들떠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필자는 이 TOEFL 준비서의 저자가 Oxford University Press 를 통해서 출판했던 Key to Success on the
TOEFL 과 Key to Success on the TOEFL Practice Tests 를 추천해 주면서 이 책으로 준비를 한 후에 다시 응시해
보라고 했다. 그는 수개월이 지난 후에 필자를 찾아 와 그 책 덕택으로 재도전한 TOEFL 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했다. 이것은 무슨 시험을 치르던 자신의 실력만 믿고 준비 없이 응시하면 큰 낭패를 본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 예에 불과한 것이며, 기초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시험 준비서만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TOEFL 시험 성공의 열쇠는 영어의 기본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데 있다 .
8 년 전, 한 젊은이가 TOEFL 시험에 관한 조언을 들으려고 필자를 찾아왔다. 그는 미국의 모 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원서를 냈는데, 600 점 이상의 TOEFL 성적을 요구 받고 3 번이나 TOEFL 시험에 응시했으나 세 번 다 600 점
미만의 성적을 받아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응시할 때마다 사전에 2 개월 과정의 TOEFL 강의를 수강했는데도
시험성적은 1 점도 더 올라 가지 않았다. 그는 6 개월에 걸친 TOEFL 시험 준비로 TOEFL 의 출제 유형에는
정통해졌겠지만 어휘력, 독해력, 청취력, 문법 등, 영어의 기본 실력 향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어떤 외국어에 정통하려면 그 외국어를 정확(正確)하고 유창(流暢)하게 구사(驅使)할 수
있는 주요 언어 기능을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지 주입식 강의의 수강만으로 외국어 실력이
향상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학습자 자신이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영어의 전반적 기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Interactive Multimedia CD-ROM 교재를 추천해 주었다. 그는 다시 도전한 TOEFL 시험에서 625 점을 받고 미국
유학의 길을 떠났지만, 첫 강의 시간에는 강의 내용을 완전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 그래서 그는 유학
중에도 그 교재로 계속 청취력 향상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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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625 점 수준으로도 미국 대학 강의는 완전히 알아듣지 못한다.
미국의 일반 대학교에서는 PBT TOEFL 550 점이면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니 PBT TOEFL 625 점을 얻은
사람이 미국 대학의 강의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PBT TOEFL 550 점 (CBT TOEFL 213 점; iBT TOEFL 79-80 점) 수준이면 대 학 부설
영어학원에서 상당 기 간 영어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10 여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배두본 교수가 우리나라 대학교 영어 교수들의 외국 유학 중 영어 강의
이해도(理解度)를 조사하여 영어학회 학술지에 기고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되었던
영어 교수들 중 사당수가 첫강의에서는 강의 내용을 60% 이상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는 응답을 했고, 어떤 교수는
30% 정도 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으며, 어떤 교수는 유학을 마칠 때까지도 강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었고,
조사 당시까지도 영어의 청해(聽解)에는 자신이 없다고 응답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 났을까 ? 이것은 SPEAKING 과 LISTENING SKILLS 의 양성을 외면하고 문법과
독해에만 치중해 왔던 영어 교육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였을 것이다.

Internet-based TOEFL 등장의 배경과 그 대책
TOEFL 은 미국 대학교의 수 학 능력 측정으로는 가장 많은 신뢰를 받고 있으나, Paper-based TOEFL 은
영어 실력을 정확히 반영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TOEFL 을 만든 ETS 에서는 TOEFL 시험의
타당도(Justifiability)와 신뢰도(Reliability)를 높이기 위하여 끊 임 없이 출제 유형을 수정하고 개선해 왔으
며, 1997 년부터 Computer -based TOEFL 을 도입하여 Paper-based TOEFL 과 Computer-based TOEFL 을
병행하고 있거니와, 금 년 9 월에 미국에서 처 음 시행한 Internet -based TOEFL 에서는 SPEAKING 을 추가
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LISTENING 및 READING 과 연계 (連繫 )하여 SPEAKING SKILLS 를 평가하고,
LISTENING 도 READING 과 연계하여 학 문 연구 환경에서의 LISTENING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TOEFL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려 하고 있 다. 또한 Internet-based TOEFL 에서는 Structure and
Written Expression 을 없애고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을 중시하여 READING 과 똑같이 각각
30 점씩을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려면 Grammar -Translation 에 치중해 오 던 한국
의 영어 교육도 SPEAKING 과 LISTENING SKILLS 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Interactive
Multimedia English Language Learning & Instruction 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Internet-based TOEFL 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Test Sample Questions 는 ETS 의 website 인 http://www.ets.org/toefl/nexgen 에 나와
있다. 이 책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글 바 로 다음에 따로 항목을 설정하여 현 재 시행 중인
Paper-based TOEFL 과 Computer-based TOEFL,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Internet-based TOEFL 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