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wo rd １
빈번한 출제 유형 변화에 대비하는 전천후 Interactive Multimedia 교재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필자는 Feare 교수에게 위촉하여 1996 년부터 당시에 시행되던 Paper-based
TOEFL 에 토대를 두고 이 작업에 착수했던 것인데, 1997 년부터 Computer-based TOEFL 이 실시되어
Paper-based TOEFL 과 병행하여 시행되자, 필자는 Paper-based TOEFL 시험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원고를 Computer-based TOEFL 형식에 맞 춰 Interactive Multimedia CD-ROM 으 로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런 후에도 TOEFL 시험의 출제 유형은 해마다 바뀌고 있었거니와, ETS 에서는 미래형으로
Computer-based TOEFL 2 를 개발 중이며 여기에는 SPEAKING 이 추가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 왔 다.
그래서 아예 Computer-based 2 에 대비해서 SPEAKING 기능과 기타의 많은 Multimedia 영 어 학습
기법을 추가하여 TOEFL 출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 없이 그에 대비할 수 있 는 준비서를
만들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때마침 필자는 당시에 이미 Interactive Multimedia Language Learning &
Instruction System 으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 고 있던 ELLIS (English Language Learning and Instruction
System) 교재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국내 여러 대학교와 기업체에 보급하는 한편, 필자가 경영하던
영어 학원에서 실 험 교육을 하고 있던 중이었으며, Oxford University Press 에서 출판한 Listen for It
신판을 Interactive Multimedia CD-ROM 으로 만들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험들이 TOEFL 준비서를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으로 제작하는 데 많 은 도움을 주었다. 특 히 ELLIS 는 TOEFL, TOEIC,
SAT, SCANS, CASA, IPT TEKS, MT 등의 영 어 시험뿐 아니라, Oxfo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olastic, Prentice Hall, Longman, Addison Wesley, Macmillan, Houghton Mifflin, Scott,
Foresman, Harcourt Brace, Hampton Brown, Macmillan /McGraw-Hill, Rigby 등 저명 출판사의 대표적 영어
교재와
상호
관련시켜(correlate)
개발된
교재였으므로,
출제
유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식(全天候式 ) 시험 준비서 개발에서 벤치마크(benchmark)로 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다양한 효과적 방법의 활용이 가능한 Interactive Multimedia Learning System
19 세 기 중엽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외국어 학습에 대해서는 실로 다양한 이론과 방법들이 제창되어
왔다.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 심리학, 기억 심리학, 구조주의와 변형생성 문법 이론, 비교언어학,
응용언어학, 대뇌생리학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 많은 언 어 학습에 관한 이론이 등장했으며 이
이론들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도 가 장 오래된 문법-번역식(文法-飜譯式)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에서 시작하여 직접 교수법(Direct Method), 상황적 언어 교수법(Situational Language Teaching),
청화식(聽話式) 교수법 (Audiolingual Method), 전신반응 (全身反應 )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TPR),
묵시적(默示的) 교수법(the Silent Way),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상호작용식(相互作用式) 교수법 (Interactionist Method), Lozanov 의 우뇌 기반(右腦基盤 ) 암시
학습법(Suggestopedia), 그 발전 형태인 Desuggestopedia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 지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교수법이 등장할 때마다 그 방법을 한 동안 채택하기도
하지만 곧 새로운 방법에 실망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익숙한 종래의 방법으로 되돌아 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위에 열거한 교수법을 교 육 현장에서 시험해 보면 각기 한 두 가지의 장점은
있으나,시공 (時空)을 초월해서 또한 누구에게나 만병통치 식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 많은 교수법들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시간의 교 실 수업만으로는 이 교수법들이 제시하는 장점을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Interactive Multimedia Language Learning System 을 이용하면 이 방법들의 많은
장점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법-번역식 학습법도 상호작용식 다중매체 프로그램에서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Stephen Krashen 은 이해 가능 입 력 (comprehensible input)이 언어의 이 해(comprehension) 와 습득
(acquisition)의 충 분 조건은 아닐지라도 필 요 조건 이라고 주장한다. Krashen 의 이론은 특히 북미의 상호
작용식 교수법의 신봉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그 후 많은 현장 교사들의 반론에 봉착했다.
영어 교육에서 문법과 어휘의 훈련을 등한시한 상 호 작용식 교수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문법과 어휘의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3 년 에 정현숙 교수가 한 학술지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Whole
Language Theo ry 의 영향을 받은 영어 교사들은 문법과 어휘의 교육이 영어 교육에 유해하다는 극단적
인 주장을 펴면서 문법과 Phonics 의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정교수가 조사한 영어 교사 양성 과정
의 영어 교사 출신 대학원생 34 명은 전원(100%)이 문법 교육의 금지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최근에는
영어 교육에서의 모국어 사용 금지, 문법 및 Phonics 수업 경시 등 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학술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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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유럽 등에서 나오고 있으며, 영 어 상용 국가들에서도 Phonics 교육 선풍이 강력히 일 고 있 다.
필자도 20 여년에 걸친 실험 교육에서 문법, Phonics, 어휘의 학습과 모국어의 번역 제공 등이 탁월한
효과를 올리고 있음을 체험했다. 그런데 다수의 모든 학생들에게 제한된 시간에 전혀 생소한 언어를
위에서 소개한 여러 교수법의 장점들을 활용하여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초인간적 능력을 지닌 교사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교실 수업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Interactive Multimedia Language program
의 발달로 이것이 가능해졌다.

인지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이해하는 것"의 자동적 수행을 가능케 하는 지식 체계의
구축이 제 2언어 습득의 첩경이라고 주장한다 .
How the Brain Works의 저자 Leslie A. Hart 의 Proster Theory 에 따르면 언어의 습득과 사용은 특정
언어에 특유한 program structure (proster)와 수많은 subordinate prosters (subprosters)를
대뇌피질의 언어야(言語野 )에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그것들을 상황에 맞춰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라 한 다. 따라서 학습하는 언어 특유의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공간적, 시간적 prosters 의 지식
체계를 이해 가능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통해 대뇌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반복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기능 (技能 )의 습득이 끊임없는 반 복 연습으로 이루어지거니와 특히 언어적
prosters 의 구축에는 엄청난 회수의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 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행동의 기계적 반복은 흥미(興味)를 잃게 하고 흥미의 상실은 학습 능률의 저하를
가져 오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수법에 많은 영향을 미 친 Stephen
Krashen 은, 그의 감정적(感情的) 여과장치 (濾過裝置) 가설(假說) (The Affective Filter Hypothesis)에 서,
언어 습득자의 감정이 긴장 (緊張 ), 분노(憤 怒), 초조(焦燥 ) 또는 권태(倦怠 )의 상태(狀態 )에 있을 때는
감정적 여과 장치가 언 어 습득의 필요 조건인 이해 가능 입력 (comprehensible input)을 차단(遮斷)하기
때문에, 그것을 언 어 습득에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Krashen 은 또한 그의 저서 The Power of Reading:
Insights from the Research (Research Methods)에서 그 의 Pleasure Hypothesis concept 를 근거로 free
voluntary reading (FVR) (자유로운 자발적 독서)가 읽기, 쓰기, 철자, 이해력 등 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뇌생리학자 Leslies Hart 가 그의 저서 Human
Brain and Human Learning 에서 설명하는 Proster Theory 의 이론적 근거와 일치한다. Hart 는 인간의
뇌는 파충류적인 뇌와 포유류적인 뇌 및 인간의 뇌의 3 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언어의 습득 같 은 지적
활동은 주로 인간의 뇌인 대뇌피질에서만 이루어지며, 파충류적인 뇌와 포유류적인 뇌는 감정을
관장하는 뇌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이 분노, 긴장, 초 조, 권태 등의 부정적 감정에 빠질 때는, 인간의
뇌가 작동되지 않고 파충류적 -포유류적 뇌가 작동하여 투 쟁 또는 도피의 반응(fight or flight
response )을 나타낸다고 한 다. 언어의 Prosters 를 대뇌에 구축하려면 무수한 반복 연습이 필수적인데
끊임없는 반복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인간의 뇌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동물의 뇌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언어의 습득이 지장을 받게 된 다.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요구를 해결하려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되 학습자가 흥미를 잃지 않도록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능 수준과 동기가 각기 다른 다수인을 상대로 교사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개개의
학습자에게 각자의 학습 능력에 따라 학습 재료(材 料)와 그 사용 시간(時間)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을 이용하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가 있다. 필자가 Paper-based TOEFL 로
개발된 자료를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으로 전환한 것은 TOEFL 이 Computer-based TOEFL 로
바뀐 것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영어 학습의 효율을 크게 높이자는 데 있었다.

장자(莊子)의 달생편 (達生篇 )에 나오는 연달자연(練達自然)
앞에서 말한 바와 같 이, 인지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이해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 게 하는
지식 체계의 구축이 제 2 언 어 습득의 첩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술한 Leslie Hart 의 Proster
Theory 나 후술하는 Ebinghause 의 실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장자의 연달편(練達篇)에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화가 나와 있 다.
공자(孔子)가 초(楚) 나라에 갔더니 한 노인이 숲속에서 매미를 잡고 있었다. 장대 끝에 끈끈이를 붙여 그것을
공중에 휘둘러서 매미를 잡는데 마치 땅 위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처럼 수월하게 수 많은 매미를 잡는 것을
보고 공자(孔子)가 물었다. "매미 잡는 솜씨가 훌륭하시군요. 무슨 비결(秘訣)이라도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매미가 한창 나올 무렵인 5 , 6 월에 장대 끝에 매미만한 흙덩이 두개를 올려 놓고 그것들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연습하면, 몇 마리만 놓치고 다 잡습니다. 3 개를 겹쳐 놓고도 떨어지지 않게 되면 10 마리 중 1 마리만 놓칩니다.
다시 연습을 거듭하여 5 개를 겹쳐 놓고도 떨어지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 것을 줍듯이 간단히 모두 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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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지에 이르면 천지간(天地間)의 모든 것이 눈에 들어 오지 않고 오직 매미의 날개만이 염두(念頭)에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면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장자(莊 子)가 말하는

연달자연(練達自然)이 다 . 이것은 끊임 없 는 반복 연습만이 숙달(熟達)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강조한
이야기이지만, 위에서도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 이, 인간의 심성은 반복을 싫어하는데 언어의 숙달은
반복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이 상반되는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 것인가?

근접 반복 억제 (the constraint on proximate repetition— CPR)의 원리 와 영어 의 구조
서울대학교의 박남식 교수는 그의 근저 Looking into the Structure of English — Studies in Structural
Rhythm and Relativity 에서, 영어의 구조 자체가 인간의 심성을 반영하여 발음, 철자, 구문, 및 의미
등의 여러 국면에 걸쳐서 인간의 심성에 반하는 변칙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특히 그는 반복을 기피하는 인간의 심성이 영어의 구조를 규제하고 있는 현상을
CPR 라 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 CPR 의 원리로 비춰보면 지금까지 무미 건조하게 기계적으로 암기해
왔던 수많은 영어의 발음과 철자 규칙 및 관용적 표현들이 명쾌하게 이해된다. 아래에 독자의 흥미를
끌만한 CPR 의 예를 몇 가지 인 용한다:
(1) 단축형 a: do +n't ? don't; does +n't ? doesn't; did+n't? didn't; could+n't? couldn't
단축형 b can+n't? *cann't? can't. 단축형 b 는 CPR 가 작용해서 근접 반복된 n 하나가 탈락했다.
(2) 단축형 a: There is a lot of snow here. ? There's a lot of snow here.
단축형 b: There are many hotels here. ? ?There're many hotels here. There is ...? There's...는 바른 단축형이나
There are ...? ?There're 는 re're 가 CPR 위반이므로 불가하다. 같은 원리로 Here's, Where's 는 좋지만 Here're,
Where,re 는 CPR 위반이므로 피해야 한다.
(3) 단축형 a: That is mine. ? That's mine.
단축형 b: This is mine. ? *This's mine. *This's mine 은 . CPR
위반이므로
불가하다. 같은 원리로, 단축형 Mine is better.는 좋지만 *His's better.는 CPR 위반으로 불가하다.
(4) 단축형 a: That book is yours. That book is hers. That book is theirs. That book is ours.
단축형 b: *That book is hiss. 단축형 a 에 속하는 문장들은 바르지만 단축형 b 의 문장은 *hiss 가 CPR 위반이라
불가하다.
CPR 의 원리는 철자와 발음에만 적용되지 않고 영어의 모든 표현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원리라고 한다.
따라서 그것은 시간적, 공간적, 규범적, 지시 대상적, 개념적, 인과 관계적 근접 반복 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7) a: Julius Caesar was assassinated in 44 BC. Emperor Nero was born in AD 37.
(7) b: My father passed away in (?AD) 1950. My daughter was born in (?AD) 1970. (7) b 는 시간적
CPR 위반이기때문에 (?AD)첨가가 부적합하다.
(8) a: She settled the refugees in California.
(8) b: She settled (?herself) in California. (8) b 에서는 지시대상의 근접성 때문에 ?herself 를 제거했다

박교수의 평생에 걸친 심오한 연구 성과를 짧은 지면으로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의 연구는 영어
교육에서 봉 착하고 있는 "반복의 필요성과 반복으로 인한 흥미 상실" 이라는 이율 배반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는 탁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반복을 기피하는 성향이 인간의 언 어 구조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인간의 심성에 역행하는 반복 연습이 얼마나 부질 없는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언어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는 부단한 반복 연습을 계속하되 흥미를 잃 지 않도록 반복 방법에 변화를
주어 흥미를 유지시켜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