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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응시자의 TOEFL 성적이 세계 99 위인 까닭은 무엇인가 ?
2004 년 10 월 1 일의 조선일보와 KBS1 방송은 2002 년에 시행된 TOEFL 시험의 한국인 응시자 평균
성적이 세계 109 위로 CBT 207 점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응시자들 중 에 어린
학생들이 끼 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5 년 11 월 14 일자 매일 경제에 따르면 그 순위가 99 위로
올랐다. 그러나 이런점들을 고려하더라도 그 성적은 노력에 비해 너무 낮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영 어 교사들 중에는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밑도는 교사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명년부터
iBT TOEFL 이 시행되면 그 순위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인의 영어 교육에서 Speaking,
listening, Writingd 의 교육과 훈련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언어 심리학자 김병원 교수는 1987 년에 서울의 모 명문대학교 대학원생 33 명을 대상으로 Institutional
TOEFL 시험을 치르게 한 후 그들의 성적을 분석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그의 저서 "왜 영어를 잘
못하는가 (Why Can’t Koreans Have a Better Command of English?)"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Listening Comprehension:
Short statements:
Short Conversations:
Talks and Lectures:
Reading Comprehension
Vocabulary:
Reading Comprehension:

Structure and Written Expression:
Sentence completion: 66.3%
Grammatical errors:
69.2%

44.4 %
32.7%
47.7%
67.8%
62.1%

위 분석을 보면, 문법과 독해의 실력에 비 해 청해(聽解), 특히 짧은 대화의 이해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명년 5 월부터 실시될 iBT TOEFL 에서는, SPEAKING 이 추가되고 LISTENING 이 강화되는 한 편,
WRITING 까지 LISTENING, SPEAKING, READING 과 동일하게 30 점을 배정하고 있으며, 그나마
한국인이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아오던 Structure and Written Expression 이 없어질 것이니, 한국인의
TOEFL 시험 준비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평 가 방법이 바뀌고 있는 TOEFL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전략적 해법에만 급급하지 말고, 영어의 기본 실력을
꾸준히 양성하는 것이 TOEFL 시험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특히 의미 있는 단어군의 범위를 넓히고
LISTENING 과 SPEAKING 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TOEFL 시험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다.

TOEFL 과정 수강과 그 전략 습득만으로는 TOEFL 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TOEFL 을 만든 ETS 의 조사에 따르면, Computer-based TOEFL 에서 총성적을 30 점 더 올리는 데는 아래 표와
같이 각 단계마다 최소한 300 시간의 집중 학습이 필요하다.
Internet-based
TOEFL scores
30-40
41-52
53-64
65-78
79-95
96-110
111-120

Computer-based
TOEFL scores
93-120
123-150
153-180
183-210
213-240
243-270
273-300

Paper-based
TOEFL scores
397-433
437-473
477-510
513-547
550-587
590-637
640-677

30 점을 더 받기
위한 학습시간

300
300
300
300
300
300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상위 단계로 올라가는
누계 학습 시간

300 시간
600 시간
900 시간
1200 시간
1500 시간
1800 시간

↓
↓
↓
↓
↓
↓

위 표를 보면 CBT TOEFL 93-120(PBT TOEFL 397-433) 수준의 응시자 가 미국의 대학 입학 평균 수준인 CBT
TOEFL 213-240(PBTTOEFL 550 -587)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1200 시간의 학습이 필요하며, 최상위 등급인
Computer-based TOEFL 273-300 (PBT TOEFL 640-677)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1800 시간의 학습이 필요하다.

이것은 많은 시간의 효과적 집중 학 습 없이 TOEFL 준비 과 정 수강만으로는 쉽게 TOEFL 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TOEFL 문제 해법 숙달과 영어 실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재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국제 저작권 협정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TOEFL 시험에 이미 출제된 문제를 이용하여
만든 TOEFL 시험 준비서가 많았으나, 이 협정 가입 후에는 TOEFL 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기출 TOEFL 문제를 많이 변형하거나 서투르게 짜맞추어 급조한 TOEFL 준비서가 시중에
범람하게 되었다. 이런 실정을 보면서, 필자는, TOEFL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면,
무엇보다 먼저 TOEFL 시험과 같은 종류의 시험 문제 출제와 교육 및 저술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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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가가 집필한 시험 준비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해 왔다. 그뿐 아니라 TOEFL 시험 해법
숙달에 못지않게 영어의 기본 실력 향상이 TOEFL 시험 성공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준비서의 발행을 기획하고 그 집필을 1996 년에 Ronald E.
Feare 교수에게 의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