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word １
기억 심리학과 대뇌생리학의 이론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식 다중매체 이용 학습법
기억심리학의 창시자인 Ebinghause 는 무의미한 음절(音節)의 암 기(暗記)와 망각 (妄却 )에 관 한 실험
결과를 이래와 같이 발표했다.
20 분 이내
47% 망각
2일 후
66% 망각
6일 후
75% 망각
31 일 후 79% 망각

무의미한 음절을 기계적으로 암기시킨 후 시간의 경과에 따 라 기억의 보존률(保存率)을 측정해 본 결 과,
기억 후 20 분 이내에 47% 가 망각되고 2 일 후에는 66% 가 망각되며, 6 일 후에는 75%, 31 일 후에는
79%가 망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망각을 막으려면 기억된 것의 망각이 급속도로 시작되기 전에
즉 20 분 이내에 다 시 되풀이해서 기억시키되, 순향억제 (順向抑制 progressive inhibition)와 역향억제
(逆向抑制 retroactive inhibition)의 영향을 받 지 않도록 일정한 휴식을 취한 후에 즉 시간적 간격을 두고
21 회 이상 반복해야 기억된 정보의 보존률이 높아진다고 했다. 위에서 소개한 대뇌생리학자들과 기억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언어 학습에 있어서는, 학습 의욕을 북돋는 최적의 감정 상태에서 이해
가능 정보를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무수히 반복 입력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다.

상호 작용식 멀티미디어 교육의 이론적 근거
Frederic Vester 교수는 그의 저 서 Denken, Lernen, Vergessen— Was geht in unseren Kopf vor, wie lernt
das Gehirn, un wann läßt es uns im Stich? 에서 감각 기관의 학습 효율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이해 가능한 정보를 다중 감각 경로(多重感覺經路)를 통해서 학습할 때 그 사 고(思考)
와 학습 과정이 가장 효과적이며, 학습에 이용되는 감각경로에 따라 아래 도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
다고 주장했다. 이 도표를 보면, 어떤 정보,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읽어서 (Lesen) 학습하면 1 의 효율을
올릴 경우에 그것을 들어서 (Hoeren) 배우면 2 의 효율을 올리고, 만저 보고(Tasten), 예를 들어 , 연필로
쓰거나 타자로 치면서 배우면 4 의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실물(實物)이나 영상(映像)을 보고(Sehen)
배우면 5 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데 이 모든 감각 경로를 다 동원해서 배우면 승수효과를 발휘해서 12
이상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에도 먼저 이해 가능 입력 즉 단어나
문장을 눈으로 읽어 보고, 귀로 그것을 들어보며, 그 영상(映像)과
말을 시청(視聽) 하며, 손으로 그것을 받아 써 보고 입으로 녹음
(錄音) 해 본 후 재생(再生) 하여 원어민 (原語民)의 발음과 비교
해 보며, 또한 역할 놀이 (Role Play)를 통해 그 말을 연출 해 본
다면 그 학습 효율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요컨데 모든 감각 기관
을 총동원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는데
Hellen Keller 가 2 개월에 600 개의 단어를 기억하고, 하루에
Alphabet 26 문자를 다 기억하는 초인적 능력을 발휘했던 것
도, 눈 귀, 입 이외의 모든 건전한 감각 기관을 총동원하여 학습
한 결과 그녀의 운동 신경이 기억 중추를 정상적으로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뇌 생리학자 시나가와 요시야 (品川嘉也)
교수는 지적한다. 따라서 Vester 교수의 이론은 모든 감각 경로
를 이용해서 교육하는 상호 작용식 다중 매체 이용 프로그램의
확고한 이론적 뒷받침이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상을 많이 이용하거니와 Vester 도 영상이 주는
학습 효과가 가장 높다 고 했다. Freud 도 영상(image)의 중요성과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고 과정이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됨으로써 의식화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경우 자연스러운 현상
이다.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이 언어로 생각하는 것보다 존재론적으로나 계통 발생적으로 더 오래된
것이며 무의식의 과정에 더 가깝다.'

상호 작용식 멀티미디어 교육의 위력과 그 성공 사례들

Foreword ２
Malaysia University 에서는 Karen Yeok-Hwa Nge 교수와 Keng-Soon Soo 교수가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의 효능에 관하여 주목할 만 한 실 험 결과를 발표했다 . 이 실험 보고에서는,
Institutional TOEFL 재료로 영어 교사의 직접 지도를 받은 전통적 학습 집단과 ELLIS program 만을
자습한 CALL 집단을 아 래 표와 같이 비교하고 있 다:

위표에 보듯이, CALL (ELLIS) 집단의 학생들이 전통적 수업 집 단보다 TOEFL 시험 득점률은 50%나 더
높았고 , 학습 시간도 31%나 절감되었으며 (11 주 대 16 주), 교육 비용을 4 년 기 간으로 추산해 보니
80%나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ELLIS program 이 TOEFL 과 상호 관련시켜 만들어진 점이 있지만
TOEFL 문제 자체로 영어 교사의 직접지도를 받은 집단보다 더 좋 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명백히
학습방법의 차이 즉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의 탁월한 효율에 그 원인이 있다 고 하겠다 . 이
실험 결과는 TOEFL 시 험 준비에는 TOEFL 시험 자체의 시험 전략 터득에 못지않게 영어의 전반적인
실력 향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영어교육의 선구자인 ELLIS, Inc. 에서 최근에 발표한 조사 보고서 'Applied
Research in ELLIS'에는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영어교육의 이론적 근거와 성공사례가 나와 있다.
Chicago Area Public Schools 의 여러 학교에서 2003-2004 년에 175 명의 6-10 세 영어 학습자를
선발하여 그들을 ELLIS Experimental Group 과 Non-ELLIS Control Group 으로 나누어 4 개 월 과정의
영어교육을 실시한 결과 아래 도표와 같이 현격한 성취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ELLIS program 으로
학습한 학생들은 불과 4 개월간에 전통적 방법으로 교육을 받은 Non -ELLIS Group 에 비해 5.2 배 의 평균
성취도(Average Literacy Gain)를 나타냈다.

Foreword ３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과 연구의 유효성(Effectiveness of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 Research) 영어
교육 전문가들의 실험 교육과 연구를 소개한 전기 'Applied Research in ELLIS' 에는 그 장점으로서
다음 7 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 시간 절약 : 목표 언어기능의 숙달에 시간이 덜 든다(Kulik, Bangert & Williams, 1983).
● 자율 학습 시간의 극적인 증가: 2 년의 조사 결과 컴퓨터로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자율 학습시간은
재래식 방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평균 20 시간 이상 더 증가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학습속도로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고 즉각적인 feedback 을 받기 때문이다(Van Dusen and Worther, 1995).
● 동기의 증가 : California 의 Center for Research, Evaluation & Training 과 Apple 사의 3 년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과학 기술에 매력을 느껴 컴퓨터 사용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다(Guthrie & Richardson, 1995). 동기의
증강은 오류 교정의 용이성, 사적 분위기, 환경의 능동적 제어 , 각자의 보조(步調)에 멎는 학습 등에서 나온다
(Underwood & Brown, 1999). 미국 국회 산하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기의 유발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컴퓨터 기술은 1 ) "교과서나 재래식 학습 도구보다 더 매혹적인 환경과 방법으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을 더 직접적으로 학습 활동에 끌어들이기 때문에 학습을 자극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5, 65). 2) 상호작용적 능력(interactive capacity)을 갖고
있다. 3) 창의적 활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이 필요한 학습 활동에 참여케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들의 광범한 검토 결과(Cotton, 1992)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컴퓨터 이용 교육은 다음 항목들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개선했다: 1)학습자의 자화상 2) 교육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문제 3) 컴퓨터 전반 4) 학습 과목 5)
교습의 질 6) 학교 전반. 또한 컴퓨터 이용 교육은 개인의 능률 발휘, 출석률, 친사회적 자세 등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향상을 나타냈다(Cotton, 1992). 1990-1994 년에 실시된 176 개의 조사에서도 컴퓨터 이용 학습자들의
학문과 자기자신에 대한 자세가 적극적으로 개선되었음이 밝혀졌다(Sivin-Kachala & Bialo, 1994).
● 멀티미디어의 적용 : 영상(映像 video)의 사용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Balatova, 1994). 또한
언어학습에는 computer feedback 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도 밝혀졌다(Bationo, 1992; Van der Linden, 1993).
어휘의 학습(Liu and Reed, 1995)과 listening comprehension(Brett, 1997)에도 multimedia 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멀티미디어 시청(視聽) 환경에서는 언어 학습의 효과가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이 발견되었다(Brett,
1998). Mann(1995)과 Huan & Eskey(2000)는 정보를 음(音)으로 제시하면 멀티미디어 환경이 탁월한 효과를
낳는다고 보고했다. 학습자의 학습 양식(learning style)에 관계 없이, 컴퓨터상에서 어휘의 번역에 접할 때 학습자는
더 효과적으로 어휘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것이 밝혀졌다(Grace,1998). 음운 인식(音韻認識)과 어휘의 확인에도
컴퓨터의 이용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MacArthur et al., 1995, 1991a, 1991b).
● 타 교육혁신 방안과의 효율 비교 : 최근에 발표된 500 개의 조사 연구의 검토에서도 학습자는 컴퓨터-기반
학습에서 재래식 학습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 밝혀졌다(Kulik, 1994, as cited in Grégoire, Bracewell, and
Laferrière, 1996). 즉독 단어 인식(卽讀單語認識 sight word recognition) 학습의 평가에서도 컴퓨터 이용 학습이
재래의 어느 학습 방식보다도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Kulick & Kulick, 1991).
● 상호작용성(相互作用性)과 비선형 형식 (非線形形式): Barron 과 Goldman (1994)은 통합적인 interactive
multimedia 가 수동적으로 시청되는 선형적(線形的)인 비디오 테이프보다 더 풍부한 정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분석과 조사 연구에 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통합적인 정보의 연계(連繫) 방식을
사용하면 주제를 더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고 그 보존과 전달도 촉진된다는 것도 밝혀졌다.
● 컴퓨터 사용 능 력/ 디지탈 분수령 : 미국 의회의 기술평가처(The U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는 학생들이 미래의 학문적, 직업적 생애에 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사용에 능숙해지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술이 낙후된 환경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기술
중심세계에서 디티탈 분수령의 간격을 좁히는 데 도움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5).
Multimedia & Videodisc Monitor 의 발행인 Rockley L. Miller 는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실익(實益) 으로서 다음 10 가지 를 들고 있다:
1. 학습 시간의 절감(Reduced Learning Time):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능력에 맞는 방법과 진도로 과제를 수행하려고 취약한 분야에 학습시간을 집중 배정한다.
● 시청각 자료와 설명이 결합되어 있어 지식과 정보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전달된다.
● 즉각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으로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복습하게 된다.
● 학습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학습 양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교육비의 절감(Reduced cost)
3. 교육의 일관성(Instructional consistency)
4. 개인적 자유 (Privacy)
5. 학습 내용의 정통(精通 ) (Mastery of learning)
6. 기억 효과의 상승(Increased retention)
7. 안전성의 향상(Increased safety)
8. 학습 의욕의 증대(Increased motivation)
9. 양질의 교육의 접근 증가(Increased access)
10. 상호 작용 학습의 향락(Learners enjoy interactiv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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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Interactive Multimedia 언어교육의 실익을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정부 당국이나 교육 기관이나 학부형들이 그 실익을 너무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데도 말이다 . 영어를 잘 하겠다고 혀를 길게
뽑아내는 수술을 하는가 하면, 1 개월의 해외 영어연수비를 500 만원씩이나 들여
가면서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는 학부형들이 있고, 영어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들이
양산되고 있는 데도, 이렇게 학습 효과가 탁월하고 학습 시간이 단축되며 , 교육비가
절감되는 Interactive Multimedia 언어 학습 및 교수법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길을 두고 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넽 보급률 세계 제 1 위의 인터넽 강국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Interactive Multimedia 영어 교재가 없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Interactive
Multimedia 교재는 한국인에게 그다지 효과가 없는데도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Paper-based TOEFL 의 원고를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장점을
이용하는 동시에 재래식 교육으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언어 교수법상의 탁월한 이론과 접근법을
최대한으로 반영시켜 보려고 했던 것이다.

이름뿐인 Interactive Multimedia Language Program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 다. Interactive Multimedia Language Program 이란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위에서 설명한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Computer
Program 은 GIGO(Garbage-In, Garbage-Out)의 속성을 지녔다. 쓰레기를 입력하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이다. PBT TOEFL 이 CBT 로 바뀌자 재빠르게 CBT TOEFL 시험 준비서란 제목을 달 고 많은
TOEFL 시험 준비서가 쏟아져 나왔다. 거의 모 든 CBT TOEFL 신간을 사서 검토해 보니 형식만 CBT
출제 방식에 맞춰 엮어놓았을 뿐 수험자들의 영어 학습에 크게 도움을 줄만한 학습 자료는 별로
없었다. iBT TOEFL 이 발표되자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 다. 출제 방식이 어떻게 바뀌든, 영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형식의 시험에서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도 없거니와 부실한 학습 자료와 신뢰도나
타당도가 낮 은 연습 문제들을 iBT TOEFL 출제 방식으로 꾸 며 놓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iBT TOEFL 시험
준비가 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영 어 실력을 올려 주는 교재는 거기에 담긴 내 용 이지 그것을 담은
형식이 아니다. iBT TOEFL 의 출제 방식에 익숙해지는 최선의 방법은 ETS 의 Website 를 방문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Sample Questions 를 열심히 풀어 보고 제시된 답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것으로
iBT TOEFL 시험 전략은 충분하다. 그 다음에는 각자에게 가장 많 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 은 영어
교재나 TOEFL 시험 준비서를 골라서 열심히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Skills 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평소에 끊임 없이 어휘력과 문법 실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영 어 교수법 전문가, 영어
교재 저술 전문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의 공동 노력으로 만들어진 교재만이 이러한 언어
기능(言語技能 )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는 선진 외국에서도 찾아내기 힘든
실정이다.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으로 개발된 외 국 교재들도 대부분이 영어 교수법과 영어
교재의 저술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의 참여 없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멋대로 만들어 낸 졸작들이
대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비싼 돈을 들여서 사들여 놓 고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사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외국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거액을 들여 사들여 놓고 사장시키고 있는
기관들도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 은 재래식의 교실 수업이나 비싼 영어 원어민의
과외 지도보다 교재만 제대로 선택하면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이 언어교육에는 훨씬 효과가
크고 비용이 덜 들며 시간이 절약된다는 사실이다. 간혹 거액의 돈을 컴퓨터 관련 시설에 투자해 놓은
기관을 볼 수는 있으나 그 비싼 시설에는 우수한 교 육 software 가 없다. 형식만 갖추어 넣고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필자의 실험 교육 과정에서는 이 사실이 속속 입증되고 있고 이것을 목격한 외국인 영어
교수들은 여기는 천재들만 모인 곳이냐고 놀라지만 필자의 실험 교 육 과정에 천재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 그들의 천재성 발휘는 ELLIS 를 위시하여 필자가 개발해 쓰고 있는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s 의 덕택이지 고가의 컴퓨터 관련 시설 때문이 아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탁월한 교수법을
구현한 교육 software 가 쥐고 있 다.

Foreword ５
영어 학습에서는 좌뇌(左腦)보다 우뇌(右腦)를 많이 써야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전통적인 영어학습법은 대체적으로 좌뇌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것도 실전 연습은 등한히 한 채 교사의
강의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근래에 널리 알려진 탁월한
언어학습법은 좌뇌 못지않게 우뇌를 많이 쓰 는 학습법이다. Interactive Multimedia 를 이용하는 학습법은
물론, Whole Language, Total Physical Response(TPR), Leslie Hart 의 Proster Theory, Suggestopedia,
Desuggestopedia, Krashen 의 Affective Filter Hypothesis 와 Pleasure Hypothesis concept 등도
대뇌생리학의 측면에서 보면 우뇌에 주안점을 둔 접근법이다. Troy 의 유적을 발견한 독일의 고고학자
Heinrich Schliemann 은 단시일에 수많은 외국어를 정복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 의 외국어학습법이
바로 이 책에 도입한 우뇌적 학습법이었다. 불가리아의 G. Lozanov 가 개발한 Suggestopedia 는
Baroque 음악의 아리아와 J. H. Schultz 의 Autogenic Training 을 이용하여 우뇌를 활성화하고 이미지와
연관시키면서 언어의 proster 를 두뇌에 구축하는 우뇌적 학습법이다. 대뇌생리학자 시나가와요시야
(品川嘉也) 교수는 우뇌를 통해서 학습할 때만이 언어 학습은 큰 성과를 올 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생물은 인간뿐이고 인간에 가장 가깝다는 영장류의 원숭이도 언어는 습득하지
못한다. 인간이나 원숭이나 대뇌는 거의 같은 형태의 좌우 양반구로 나누어져 있고, 수족 (手足)과
이목구비(耳目口鼻 )가 연결되어 있는 뇌(腦 )는 각기 그 반대쪽인데, 인간만이 좌우 양뇌가 1 억 개
이상의 신경으로 구성된 뇌량(腦梁)으로 연결되어 있 다. 이에 반하여 원숭이의 뇌는 연결이 지극히
빈약하여 대뇌 양반구가 거의 독립되어 있 다. 어떤 대뇌생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침팬지를
의자에 묶어놓고 손만을 움직일 수 있게 한 후 책상 위에 크기가 다른 물건들을 여러 개 쌓아 놓고 왼
눈을 가린 다음 미끼를 이용하여 그 물건들을 큰 것부터 크기의 순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하도록 유도했다. 그런 다음 오른쪽 눈을 가리고 작은 물건부터 크기의 순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하도록 유도했다. 마지막에는 반창고를 풀 고 두 눈으로 이 작업을 시켰더니 원숭이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이 싸움을 벌였다. 인간의 뇌는 좌우 양반구가 뇌량으로 연결되어 있어 학습과
기억에서 서 로 협업(協業)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의 좌뇌는 언어뇌라고
해서 주로 우반신(右半身)의 신경을 제어하면서 디지털 방식으로 언어와 수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논리적인 기능을 관장하고, 우반구(右半球)의 뇌는 소위 음악뇌 (音樂腦) 또는 정서뇌(情緖腦)라고 해서
좌반신(左半身)의 신경을 제 어(制 御)하면서 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간적 (空間的), 유형적(類型的),
도형적(圖形的), 회화적(繪畵的), 음악적(音樂的 ) 인식과, 운동 신경(運動神經), 반사신경(反射神經),
직관력(直觀力), 상상력(想像力), 감 정(感 情)의 작용 등 을 관장한다. 따라서 언어 학습에서도
우뇌(右 腦)는 특정 언어 특유의 pattern 을 top-down 방식으로 인식하여 아날로그적으로 우뇌에
기억시키고, 좌뇌는 우뇌에 입력된 pattern 을 뇌량을 통해 전달받아 좌뇌에 입력된 세부적인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분석 정리하여 기억한다. 이와 같이 좌우 양뇌가 분업과 협업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보존하고 재생해야 언어의 학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 다.
그런데 좌뇌는 세부적인 사항과 추상적인 기호까지 인식하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과 저장에
한계가 있지만, 우뇌는 윤곽적인 pattern 만을 인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무한대의 인식과 저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뇌는 오관(五官)으로 느낄 수 있 는 이미지나 소 리 등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이 용이하고 기억이 선명하여 탁월한 기명(記銘)과 재생(再生)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좌뇌의 디지탈적인 작업을 우뇌가 도와 주 는 학습법이 좌뇌에 치중된 학습법보다
훨씬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뇌의 기능을 외면하고, 좌뇌만을 동원하여 단어, 철자,
발음, 문법 등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학습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 런 방식의 학습은 지루하기도
하여 Krashen 과 Leslie Hart 가 주장하듯이 학습효과도 크게 떨어질 수 밖 에 없다.
9 년여에 걸친 어려운 작업을 통해 수많은 수정 증보와 실험 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Ronald
E. Feare 교수, 이 교재의 기 획, 편집, 번역, 교정에 참여한 이종국 편집장과 Computer Programming 을
맡아 오랜 동안 헌신적 노력을 기울인 김형환 기획실장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장기간의 개발
과정에서 자금 부족이 생길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 은 이미현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교재가
햇볕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참으로 고맙기 그지 없는 일이다. 또 이 교재의 출판을 위해 흔쾌히
개발비를 융자해 준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과 이 준비서의 발간을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 심혈을 기울여
온 (주)외국어 연수사 김인순 사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교재가 TOEFL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상급 수준의 영 어 학습자들과 기타의 영어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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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며, 우리나라에도 하루 속히 더 효과적인
영어 교수법이 보급되어 영 어 공부 때문에 시간과 정력을 과도하게 소비하면서도 TOEFL 시험에서
세계 99 위의 수치스러운 위치에 머무르는 일이 없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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