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회화교육에 있어서의 언어능력 

김 재 만 

미국의 소설가 포크너에게 당신의 대표착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대 

표작은 없지 만 실패 한 작품이 있다. 그 실패 한 착풍이 The fury of the 

sound인가 The sound of the fury인가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성공했던 

작품은 별로 기억을 못하고 있지마는， 실패했던 작품은 항상 생각이 나기 

해문에 마치 불구의 자식처럼 그 생각은 항상 자기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다. 그래서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영어회화 

를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회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 

고 생각을 해서 이 소장닝께서 저더러 이 발표를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어교육의 핵이 되는 것이 우엇일까 이것부터 우선 살펴보겠읍니다. 영 

어를 잘 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가지의 기솔인 듣기， 말 

하기， 읽기， 쓰기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화란 그 중에서 듣기와 말하 

기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는데，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회화가 대화를 의마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알아을어야 응 

답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다. 

또 역으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들어서 알아듣는 능력이 우선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영어를 들어서 알아듣고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말의 창출 

능력이 뛰어난 것은 어린이들일 것입니다. 출생해서 12세 될 때까지는 어린 

아이들이 말을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도록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 

나 그 이상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을 잘 배울 수 있는가， 이 비 

결이 무엇일까가 외국어를 찰 가르치려는 사람들과 배울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아이들이 회화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회화 능력의 바닥에 깔려 있는 언어지식 또는 능력이 내면화되어 있다 

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능력 이 바닥에 깔려 있는 사람만이 영어를 

잘 할 수 있고， 동시에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은 영어회화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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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까지의 영어회화교육 또는 전반적인 영어교육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연， 1883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영어가 이 나라에 소개되었고 선 

교사들의 주변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생기고 몇몇 학교가 세워지면서 

약간의 보급이 된 것입니다. 이러다가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이어지면서 일 

본인 지배하의 학교에서 영어교육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읍니다. 1945년 해 

방이 되연서 미국인이 진주했고 1950년 6.25사변으로 미군과의 접촉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었읍니다. 이에 맞추어 중 • 고둥학교나 대학에서도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많은 영 어교육이 이루어졌읍니다. 그러나 자격을 가진 

선생의 ， 수가 극히 부족해서 배우면서 가르치는 어려움 속에서 발전 진도는 

거북이 걸음처럼 늦었읍니다. 일본시대의 유산으로 영미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을 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사전에서 찾아 그 뭇만을 연결 

해서 해석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이해를 전연 옷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경 

우가 많이 있 었 읍니 다. 그러 나 1960년대 에 들어 와서 Fulbright Scholarship 

과 East-West Center Scholarship에 의 해서 많은 선생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 

하고 와서는 새 교육 방법을 소개 했었읍니다. 그 전까지의 방법이 대단히 

미 약하기 는 하지 만， Grammar-Translation Method4 한다면， 그 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Audio-LinguaI Method란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C.C. Fries의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에 서 OraI 

Approach란 말로 소개되었던 이 방법 은 글을 배우기에 앞서 말을 배 운다는 

것입 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화를 배워 습득하게 되띤 글도 쉽고 완전하게 배 

운다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의 과정을 상기해 볼때 이 순서 

는 대단히 설득력이 있음니다. 입으로 말을하면서 영어를배운다는의미에서 

Fries는 Oral Approach라고 했는데 입을 열어 말을 하려연 들은 것이 있어 

야 되겠고 들어서 그것을 알아들어 야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듣는다는 aural. 그 다음에 업 으로 한다는 oral의 Aural-Oral Approach 4 했 

다가， 같은 의 미 로 Audio-Lingual Method란 말을 쓰게 된 것 업 니 다. 이 방 

법은 회화를 통해서 영어를 배운다는 연에서는 같지마는 외국어플 배울 때 

는 자국어는 절대 안 쓴다는 Direct Method와는 구별이 됩니다. 언어는 어 

형으로 되어 있어서 기 본이 되는 어형을 습관이 될 때까지 소리로 반복해서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대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치되는 말을 바꾸 

어 넣는 연습을 함으로써 표현의 방법을 늘려간다는 것입니다. 둔법， 해석 

방법으로 공부해 옴으로써 말을 전연 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반복， 습관， 대치라는 새로운 제안은 복음처럼 들렸고 여태까지 노력해 온 

결과가 미진했던 것을 전적으로 방법의 잘못으로 돌렸던 것입 니다. 

언어실습실이 생기고 정확한 소리 를 들으연서 반복， 연숨해서 말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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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도 늘어나서 영어회화교육에 크게 공현했던 것은 사실업니다. 그 

러나 어린아이가 수 년만에 숨득한 갱도의 완천한 발음 내지 표현올 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연서 큰 한계에 부딪친 것입니다. 즉 Audio-Lingual 

Method의 방법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법은 표연구조만을 취급하게 되고 기계적인 연습S로 습관이 되게하 

는 것인데 언어의 창조적 구사능력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옴A로써， 부딪쳐 

진 흰경에 적절한 표현을 찾아내는 능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Pattern Practice를 많이 했지만 막상 자기가 하고 싶은 딸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막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 

기에 우리의 공감을 일으컸던 용어가 전달적 언어능력입 니다. 그러니까 

Pattern Practice를 아무리 잘 하더 라도 하고 싶 은 말을 뭇하게 되 는 거 니 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영어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능력을 commuincative competence라 일컴게 된 것엽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배우는 사람에게 이 전달적 언어능력을 내변화시켜 줄 

수 있느냐가 영어교육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새로 제시하려고 하는 방안입니다. 특별한 

방안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심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볼 

때 , 구초주의 에 서 말해 왔던 Fries의 method에 어 떤 문제 점 이 있는가， 그것 

을 어느 정도 보강하면 좀더 새로운 벙-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 

해 보고자 합니다. 

구조주의 문법에 바탕을 두었던 Fries나 그 후에 Audio-Lingual Method 

를 개 발시컸던 학자들도 어린아이들을 관찰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얻￡려고 

했읍니다. 어른보다 짧은 기간에 완전하게 언어를 숨득하는 것은 확실한데 

그 발전하는 이유를 어형을 많이 반복해 서 습득함으로써 그 정도가 습관화 

되 어 언 어 행 동이 된 다는 것 이 Audio-Lingual Method에 대 한 structuralist들의 

근본적 인 assumption이 었읍니 다. 그러 나 이 방법 으로 어 른의 언어 교육에 걱 

용했을 해 한계를 느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찰의 결과가 섣득력 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봤더니 지 금까지 구조주의에서 생각랬듯 

이 정진적A로 발전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말을 전연 듯했던 

아이가 얼마 있다가 강자기 잘하고 또 그 상태로 쭈욱 지내다가 어느 때 

가 되면 강자기 잘하게 되는 것을 관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린 이

이는 언어를 점진적으로 습득해가는 것이 아니파 정체와 급진의 반복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킷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연， 정체기간에는 언 

어 재료를 머리 속에 받아들여 그 재료로 언어규칙을 만틀고， 만들어 진 듀 

칙 에 의해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급진전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 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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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료로 가설을 세우고 더 많은 재료를 받아들여 그 가설이 맞는가를 시 

헝해 과는 것이 언어능력을 축적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사실상 표면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충구초를 

이해하고 심충구조로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을 실증해서 표 

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후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할까 생각합 

니다. 

어른도 어린 아이들이 하는 과정을 따라 하연 언어교육 문제가 쉽게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12세가 넙어가면서 재료로 가설을 

만들고 그것을 시험해 보는 능력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세가 넘어가면 정진적으로 그 능력이 줄어들어서 20， 30세가 넘 

어 갈 것 같으연 특별한 treatment냐 방법 으로 하지 않으연 배 우지 옷하는 

것이 언어를 배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 

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언어 교육에 중요합니다. 표연구조의 나열로 의미도 

모르면서 반복하게 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읍니다. 언어의 보다 심충적인 

변에 학습자가 접근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말 

하는 회화，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말온 소리입 

니다. 또 소리이떤서 동시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와 의미의 연결이 없으면 언어라고 할수 없다고일단 가정을하고 배우 

연 문제가 많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완전하게 포함하는 단위 

는 문장일 것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단어만을 영한사전에 

서 찾아 뜻만을 자꾸 많이 외는데 그렇게 외어서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언 

어가 되지 옷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를 완 

전하게 포함하는 단위는 문장일 것이고， 문장으로 배우고 단어로 분석하며， 

그 다음에 문장이 무슨 돗인지 를 생각하면서 하다가 거기에 단어를 분석하 

여 음소로 차츰차츰 작은 단위로 생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시합니다. 예 를 들연 다음 세 운장을 배운다고 합시다. 

1 am a businessman. You are a doctor. He is a teacher. 

이 경우 우선 이것을 조금 골라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중에서 

하나의 접 근을 본다연 , 1 am a businessman, You are a businessman, He is 

a businessman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단어를 하나로 축소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것은 1 am, Y ou are, He is 이런 패턴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채 가르치고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 

년 교재에 볼 것 같으면， 1 am, You are, He is 그래 가지고 칸 막아놓고 

a teacher, a doctor 이 렇게 해 놓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저는 

surface structure를 가르치 고 있는 것이 라고 생 각을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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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연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연， 이 세 문장에 접 

근할 때 하나로 출여서， 1 am a doctor, You are a doctor, He is a doctor. 

처럼 그것을 우선 줄이고 난 다옴에， 그 중에셔 제일 처음에 접근할 것을 

하나로 잡아본다면， He is a teacher 이것을 가령 예를 잡았다고 할 때 He 

is a teacher 그러묘로 stream of speech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생각하면서 들 

을 수 있도록 충분하고자신 있는 연숨을 시키고거기에 어떤 단위가 있는것 

같다고 느껴 졌을 때 그 단위를 장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teacher, 

a teacher, is a teacher, He is a teacher 이 런 순서 로 해 서 그것 을 완전 하 

게 축달하여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자신이 잡혔을 때， 그 다음에 다시 

He is a doctor도 좋고 He is a busine'ssman도 좋고 이 런 것 을 하다가 그 다 

음 단계 에 서 Y ou are, He is, 1 am이 되 는 것은 surface structure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은 냐중에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구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심충구조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그 구조가 

internalize되도록 learner에게 넣어줄 수 있는， 그것을 소리로서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회화교육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휘문제에 있어서는 운형이나 어형을 좀더 

심총적으로 이해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단어도 습득해 가겠지만 단어가 어형 

구조 속에서 십충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어의 뭇을 항상 

문장 속에 있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의미 하나하냐를， 단어를 찾아 

가지고 문장에 연결해서 해석을 함으로써 이해하려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말 

을 쓸 때 쓸 수 없는 말이 될 것 입 니 다. 또 영 어 를 쓰는 사회 , 영 어 문화 속 
에 있는 환경， 역사， 태도， 기구의 액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래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단어 학습의 가장 냐쁜 방법은 어떤 학생이 영한사 

전을 처음부터 외우고 있다던가 영어 학습을 할 때 모르는 단어를 전부 써 

놓고 기계적으로 영한사전을 보면서 단어의 뭇을 쭈욱 써놓고 나중에 그것 

만을 맹목적으로 외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까 얘기한 대로 쉬운 문장에서부터 습득해 가지고 그 문장에서의 그 단어를 

느낌으로 아는 방법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음문제에 

대해서는 유만근 교수넘께서 발표하실 것이므로 일단 생략을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표현 의지의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좋 

은 어형을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반복해서 습관화시킨다는 것이 언어습득에 

있어서 창의성을 소멸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습관화란 말 속에는 항상 

의비를 빼버리고 무의식척으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기 혜문에， 숨관화시 

킨다는 말이 습득될 혜까지 여러 번 연습한다는 의미로서는 팬찮은데， 어 

떤 의미에서 회화교육을 돕고 있￡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회화능력을 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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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형의 뜻과 상황을 머리 

속으로 그려브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눈감고 어떤 패턴을 연숨한다고 해 

서 그냥 그것만 연습하지 그 상황과 그 뭇을 머리속에 그리면서 연습하지 

않드연 의미없는 말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가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말을 하게 되는 거지，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도 

회화능력을 상실시키는 의마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호기심과 의문을 가지 

고 그 의문점을 찾아가는 것이 모든 학습에서 생산적이듯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골똘하연서 배워 깐다면 훨씬 능동 

적인 학습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연， 말은 소리고， 또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소리 입 니 

다. 그것 이 말의 요건을 갖추는 것 입 니 다. 지 금까지 Audio-Lingual Method 

에서 의미를 많이 경시했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언어를 

승관화시킴으로써 습득된다는 말에서 의미의 요소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패 

턴만을 반복하여 그 패턴을 반복해서 낼 것 같으연 바로 말이 된다는 데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상실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회화의 어 

떤 한계점을 느끼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에다가 앞으로의 영어 

교육에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미와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또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노력하는 것이 

해결의 방볍을 찾는 데 어떤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BSTRACT 

Linguistic Competence in English Conversation 

Jae-Min Kim 

The cornrnand of English rneans that the speaker has mastered the four 

skills of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_ The basis of the four 

skills is linguistic competence which is acquired before puberty by native 

speakers of English_ 

English has been taught since American missionaries came to Korea in 

1883. Modern rnethod cal1ed the Audio ‘ Lingual Approach, however, was 

introduced after Fulbright and East-West scholarships were available in 

the 1960’s. The rnethod attracted many teachers and scholars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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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But people found that learning English was not that simple. 

Language mastery is accomplished by internalizing deep structure on 

the basis of linguistic competence while the Audio.Lingual method concerns 

with surface structure, emphasizing rote practice, habitualization, etc. The 

process of rote practice and habitualization abolishes creative aspect of 

language use in the learner’ s mind. An example of developing deep 

structure is shown here. The concept of meaning is important even at the 

beginning stage of learning a language. The more perfect meaning would 

be in a sentence which should be understood as a whole. The words in 

the sentence can be internalized with meaning and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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