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내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현장 실무영어의 오류들 

김 성 곤 

대학에서 신입생들에게 교양영어를 가르쳐 본 영문과 교수들은 누구나 

그들의 실력 부족에 크게 실망하게 된다. 대학의 교양영어는 영어로 쓰여진 

좋은 글들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영어 사용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찌된 셈언지， 고도로 전문척언 문법과 해석을 

연마하고 대학에 들어왔다는 우리의 대학생들 중에 영며인들이 쓴 글의 내 

용을 청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간혹 해석을 시켜보면 엉뚱한 

오역이 나오기 일쑤이고， 책을 얽혀보면 ￡레 형편없는 발음과 억양이 튀어 

나오기 마련이다. 또 전체를 읽고 그 돗올 요약하여 스스로 대의를 파악하 

려고 하기보다， 교수가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해 주기만을 기 

대한다. 만일 강의실에서 모든 문장들을 일일이 번역해 주지 않으면， 학생 

들은 대단히 미홉해 하고 불안해 한다. 

그럼 왜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충고퉁학교의 

영어교육이 대학업시 때문에 파행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 

과，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은 ‘sometimes’가 ‘빈도 부사’언 것은 알아도， 그것 

을 어느 경우에 어떻게 써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often’을 써야될 때에도 많은 학생들이 ‘sometimes’를 사용하고 었다. 사실 

‘빈도 부사’라는 참으로 쓸모없는 명칭을 외울 시간에， 차라리 ‘sometimes’ 

와 ‘often’을 각각 어느 경우에 써야하는가를 터득하는 것이 산 영어를 배우 

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영어를 10년이나 배우고도 외 

국인 앞에서 한 마디도 못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언제까지나 반복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학입시 제도가 완전히 바꾸어지지 않고서는 아 

무리 영어교과서를 회화중심으로 개편해도 중고퉁학교 영어교육이 살아 있 

*이 논문은 1994년도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연구비에 의해 연구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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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어실습장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학입시 문제 

의 유형에 맞추어 준비하는 한，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이나 시험문제는 실 

생활이나 생활영어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문법’에만 매달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채 수능시험에 듣기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그 비중이 너무나 미미하여， 수험생들은 듣기를 위해 할애된 시간에 차 

라리 문법과 독해를 공부하게 된다. 듣기에 그렇게 무관심하다 보니， 현재 

중고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이나 녹음기 역시 대부분 낡고 부서진 

것들이어서， 화면은 흐릿하고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한 부실한 기 

재로 도대체 양질의 듣기 교육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1 

더군다나 현재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 역시 ‘듣기와 말하기’보다는 ‘문법 

과 해석’ 위주의 영어교육을 받은 세대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자신있게 ‘듣 

기와 말하기’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듣기와 말하기’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도 일본처럼 최첨단 시청각 기재와 다수의 영미인 교사들을 확보해서 

각 중고둥학교에 투입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낙후된 기재와 단기 연수 

를 통해 현재의 영어교사들을 활용해 ‘듣기와 말하기’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만일 학생플이 한국인 영 

어교사의 잘못된 발음이나 억양을 모방해 그대로 굳어진다면， 그것은 돌이 

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폐해는 97년부터 실시할 예청인 국민학교 영어조기 교육의 경우 

에 더욱 심각하리라고 예상된다. 국민학생들의 ‘듣기와 말하기’ 교육을 위해 

서는 좋은 시청각 자료와 자격있는 영미인 교사가 필수척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중고퉁학교 교사가 되는 것보다 국민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국민학교 교육 

이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경우， 

국민학교보다는 중고풍학교， 그리고 중고둥학교보다는 대학교 교육이 더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모방심이 캉하고 가장 언어감각이 예민한 

국민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대학의 외국어 교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듣기와 말하기’ 교육은 그 통안 대학에 들어 

옹 다음에야 가능한 일종의 사치품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언어체계가 이 

미 굳어져버린 대학생 시절의 외국어 회화와 청취가 별 효과가 있을 리 없 

1 본 연구자는 서울시내 충고퉁학교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멜레비전 수상기의 화 
질과 녹음기의 상태률 조사하기 위해， 강남에 있는 10여 개의 학교롤 직접 방문하 
거나， 현장 실무자들인 영어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문의해 보는 방법을 돼했다. 그 
결과， 외국어고퉁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틀의 어학실습 기재는 대단히 부실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현장 실우영어의 요류를 3 

다. 그러므로 현재 국내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학입시 위주의 파 

행척 영어교육을 ‘듣기와 말하기’ 위주의 산 영어교육으로 바꾸려면， 오직 

방법은 단 하나---대학입시의 영어시험을 ‘듣기와 말하기’로 바꾸는 것뿐이 

다. 그것이 수행되는 순간， 우리나라 전 중고교생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인들 못 

하겠는가? 우선 체면을 차리지 않을테니 ‘말하기’를 잘하게 될 것이고， 다음 

으로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듣기’도 잘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최상의 

학습통기가 있고， 최고의 교육열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일견 쉬워 보이는 그 방식은 채택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 

자 우리가 당변하고 있는 딜레마이다. 우선 대학입시가 ‘듣기와 말하기’로 

바꾸어지면， 당연히 중고등학교 영어교육도 ‘듣기와 말하기’ 중심으로 바꾸 

어져야만 하는데， 그것은 현재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능력과 한 

계를 초월해 우리한 것을 요구하는 일이 된다. 포 한 가지 장애요인은， 현 

재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을 배출해낸 대학교수들 중에도 ‘말하기와 듣기’ 

교육의 중요성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태도는， 대학이 

주로 고전이나 학문서척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 곳임율 감안하면 충분히 타 

당성이 았다. 그러나 학문의 세계화와 청보의 고속화가 가창 충요한 현안으 

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자가 아닌 사랑들까지도 여전히 ‘문법과 

독해’에만 매달려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결코 바랑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 

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틀이 말하기와 듣기에 크게 뒤떨어지는 이유도， 

사실은 말하기 전에 또는 듣기 전에 문법부터 생각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 

이라는 설이 었다 2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 

는， 자신플이 배우고 있는 영어교과서나 자습서에 블린 곳이 많고， 문제집이 

나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문제에도 모호하거나 잘못된 곳이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다. 사지선다식 문제에서는 가능한 답이 두 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지시문이 불분명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그러한 경우는 도처에서 발견된 

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테스트나 실력향상을 목척으로 

만들어져야할 연습문제나 시험문제들이 다만 성척의 변벌을 위해 학생들을 

함청에 빠뜨릴 목척￡로만 만들어지고 었다는 데에 었다. 그러한 문제들은 

실제 영어와도 많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년 동안 학교를 다니다 

2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확하지 않은 영어흘 함부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이 될 수는 없다. 세련된 영어， 교양있는 영어， 그리고 정확한 영어의 사용은 말하 
는 이의 품격을 높여주고 존경을 받게 해주기 때문에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이 요건이 된다. 진청으로 중요한 것윤 단순한 인사나 의사소통이 아니라， 
어떠한 현안을 놓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동시에 자신의 견해률 분명하게 밝 
힐 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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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학생들이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한국 학생들보다 오히려 시험에서 

더 많이 툴리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에 서울시내 어느 중학교 

에서 출제된 다음 시험문제들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의심을 확인시켜주 

고 있다. 

(1) 다음 중 대화가 어색한 것은? 

1) A: Good-bye, ToIl,l. 2) A: Good morning, Tom. 

B: Good night, Yu-na. B: Good morning, Yu-na. 

3) A: Good afternoon, Tom. 4) A: Good evening, Tom. 

B: Good afternoon, Yu-na. B: Hi, Yu-na. 

(청탑은 4번으로 되어 있다.) 

위 문항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주어진 예시문들이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청탑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 

는， ‘문법적으로 플련 것’이 아닌， ‘어색한 표현’을 찾아내는 것은 외국인으 

로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느 문제집에 수록된 다음 문제와 

탑을 보면 출제자들이 ‘어색한’이라는 말과 ‘를란’이라는 전혀 다른 말을 같 

은 돗으로 사용하고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다음 대화 충 어색한 것은? 

답 1) A: Is he a teacher? 

B: No, she is Jane. 

또 진행형 만들기를 시험해 보는 다음 문제에서는 근접미래를 나타내는 

be going to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예문에서 be going to church는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데도， 그러한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흔통올 가중시키고 었다. 그 결과， 다음처럼 두 가지 탑이 나오게 되지만， 

교사는 물론 출제된 문제의 오류는 인정하지 않고， “She is not playing the 

piano."만을 정탑으로 인청 했다. 

(1) 다음 문장올 보기처럼 고치시오. 

보기 : Jane does not go to church. 

----Jane is not going to church. 

1) She does not play the piano. 

----She is not going to play the piano. ( 가능한 답 ) 

----She is not playing the piano. ( 가능한 답 ) 

역시 최근 서울 모 중학교에서 출제된 다음 문항에도 문제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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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요. 

Bob: Is this a pencil? 

Sam: No, It is not a pencil. It’s a ball pen. 

1) 윗 대화는 무엇을 묻고 대답한 것인지， 그 물건올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1) pen-pencil 

3) ball pen-pencil 

2) pencil-ball pen 

4) pencil-pen 

이 문제의 청답은 3번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갈은 모호한 (운법척으 

로도 를린) 지시문을 읽고나면 2번이라고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문제 유형은 바랑직하지 못한 경우가 된다. 그리고 ball pen도 

ball-point pen.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기가 될 것이다. 물론 미국 

인들은 필기도구를 흥청 모두 pen이라고 부르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굳이 

종류를 구별하지 않아서， ‘ball-point pen’이라는 말도 사실은 별로 쓰이지 

않는다. 

또 다음은 어느 현행 영어교과서의 자습서에 나오는 강세의 표시이다. 

강세는 원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표기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기왕에 꼭 표기를 해야만 된다면 두번째 do에도 강세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문창의 끝만 세게 발음하거나 올리게 되면 이상한 

억양이 펼 수밖에 없다. 

또 같은 책에 보면 같은 문창에 다음과 갈이 강세가 각기 다르게 표기되 

어 있다. 

W뼈t are꽤빨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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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가 하고 아우리 살펴 보고， 그 문장들이 인 

용된 영어교과서까지 조사해 보아도 위 예문들은 그냥 대화의 시작일 뿐이 

다. 대화의 시작이라면 강세는 당연히 doing에 와야만 한다. you에 강세가 

오려면， 상대방이 먼저 같은 질문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그럼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되묻는 상황이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잘못은 아 

마도 자습서의 경우， 저자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 봇하고 대부분올 출판사에 

서 만들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하겠는가?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샤라고 말한다. 좋은 

교사는 를린 교과서를 고쳐가면서 가르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는 

플린 책올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또 좋은 교사는 좋은 문제를 출제해 

서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훌륭한 영어교사의 양성과 배출에 달렸다고 할 

슈 았을 것이다. 

2. 

최근 국내 일각에서는， 그 동안 우리가 너무 완벽한 영어만을 고접하다가 

영어를 잘 못하게 되었다면서， 이제는 툴려도 좋으니 한국식 영어일지라도 

유창하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영어교육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외국 

어인 영어를 우리가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소 를려도 

괜찮A니 용기를 내어 자꾸 영어로 말올 해보라는 것과， 플린 영어를 아무 

렇게냐 말해도 좋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언어는 올바르게 배 

워야 하고 청확하게 구사해야만 한다. 그것은 외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 

외가 아니다. 특히 활자화된 영문이 정확하지 못할 때， 그것은 곧 그 글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중고 

등학교 때부터 문법 위주로만 교육을 받아온 우리 대학생들은 언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감각을 채 갖지 못한 채 대학에 들어오게 되고， 이어 곧 잘못 

된 영어들을 실무 현창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 중 가장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대학생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국내 대학의 영자신문들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영어이다. 먼저 지난 94 

년 6월 발간된 C대학의 영자신문의 롭기사 제목인 ‘To Make the May Issue 

Nationwide and International’을 살펴 보자. 우선 광주항쟁의 공식적인 영 

문표기는 ‘The May Issue’가 아니라， ‘The K wangju Incident' 또는 ‘The 

K wangju Uprising’ 이 다. 이 신문은 또 ‘The K wangju Struggle’ 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 ‘struggle’이라는 말은 그런 경우에 쓰이는 말이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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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것 역시 척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그리고 제목의 ‘Nationwide and 

InternationaI'도 영미 인들 같았￡면 운율을 맞추어 그냥 ‘nationaI and Inter

nationaI’이라고 했을 것 이다. 같은 신문은 또 (사건의 ) r진상」을 ‘the real 

state of affairs'로， 그리고 (책엄자 처벌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를 

‘have not been executed’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어색한 한국식 영어 

이다. ‘executed’라는 단어는 「처형되다」라는 뭇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차라리 ‘carried out’이나 ‘done’같은 펑야한 표현올 쓰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한펀， H대학의 영자신문에는 「광주항쟁」이 ‘The K wangju People’s Dem

onstration'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The K wangju Incident',-+ ‘Up

rising’이라고 고쳐져야만 할 것이다. 또 같은 기사에는 ‘A major generaI 

entered into SeouI’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물론 into는 빠져야만 

된다. 그리고 그 옆 기사에 나오는 In May 1990 South Korea lost many 

people who had rushed from the streets soaked with blood에 서 도 rushed 

from은 rushed to(toward)로 바꾸어져야만 되지 않나 생각된다(1990 역시 

1980이 잘못된 것 이다). 

또 S대 영자신문에는 「광주항쟁」이 ‘May 18 Democratization Move

ment'로 되어있다. 아마도 「광주 민주화 운통」을 영어로 옮긴 것처럼 보이 

는 이 말은 앞에 The만 붙이면 맞는 영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항쟁의 영운 공식명칭이 아니어서 외국독자들에 혼란을 줄 염려가 있 

다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서도 「진상」이 ‘real state'으로 되어 있는데， 

「진상」은 ‘the truth’변 충분할 컷이다. 

94년 5월에 발간된 S여대 영자신문의 Top 기사 제목은 ‘Under the Ban

ner of Independent and Democratic Reunification’이었다. 이 경우， 문제는 

‘Reunification’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두 형용사들에 있다. 아마도 「자주적 

통일」과 「민주적 통일」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 같은 이 제목은 불행히도 영 

어로는 아주 어 색한 표현이 된다. 차라리 ‘Under the Banner of Reunifica

tion’이라고만 표기했더라면 훌륭한 제목이 되었올 것이다. 갈은 신문의 또 

다른 제목인 ‘Who is the Owner of the SchooI?’에도 문제가 있다 r누가 학 

교의 주인인가」라는 제목의 이 글은 구내 우체국과 고전 기타 클럽의 충돌 

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의 「주인」은 「물질적 소유주」률 의미하는 ‘owner’가 

아니라 r정신적 주체」를 의미하는 ‘principal constituent'를 의미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위 제목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탑은 「재단 이사 

창」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같은 기사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귀절이 었 

다--“... we can bear the sounds of students playing other instruments be

cause it’s sound is temporary." 여 기 에 서 단수로 처 리 된 “ it’s sound"가 무 

엇 인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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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대학 영자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영어문장이 나온다-’They were 

arrested without guilt and served time for 15 years.’ 「최도 없이 체포되어 

서 15년 통안 복역했다」라는 돗의 이 영문 역시 아무리 보아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또 C대 영자신문의 ‘Juvenile Crimes'는 ‘Juvenile Delinquency' 

라고 표기하는 것이 관례이다. 또 갈은 신문 1면에 나오는 제목인 ‘Tuition 

Fees Go Up 13 %’는 ‘Tuition and Fees Go Up 13%’로 표기하는 것이 더 낫 

다. 왜냐하면 ‘Tuition’은 수업료이고， ‘Fee’는 기성회비냐 학생회비를 의미 

하는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이다. 만일 수업료만 인상되었다면 ‘Tuition Goes 

Up 13%’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C대학 영자신문에는 ‘The Problems of Korean History Textbook' 

이라는 제목이 나온다. 이 경우， ‘Textbook’은 복수인 ‘Textbooks’로 고쳐져 

야만 한다. 그 제목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The Yeosu

Sunchon revolt should be changed to the Yeosu-Sunchon accident, the inci

dent in Chejudo on April 3rd to the contention April 3rd and a rebellion in 

Taegue to the October incident in Taegu.’ 우선 「반란」은 rebellion이나 m

surrection이고 「폭동」은 riot이다. 그리고 「사태」는 accident가 아니고 m

cident이다. 그러으로 위 문장은 ‘The Yosu-Sunchon Rebellion{lnsurrec

tion) should be changed to the Yosu-Sunchon lncident, the April 3 Cheju 

Riot to the April 3 Cheju Incident(Uprising) , and the Taegu Riot to the 

Taegu lncident'로 고쳐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문창에서는 ‘changed’라 

는 단어의 분철이 ‘cha-nged’로 되어 있는데， 만일 이렇게 분철이 잘못되면 

영어 문장에서는 세련됨과 신뢰성을 상실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T대학 영자신문의 흉기사의 제목은 ‘Powerful starting'으로 되어 었다. 

그것은 물론 ‘A Powerful Start'의 잘못일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귀 절 이 나온다-’ On March 15, the eleventh marching ceremony of 

Donga-ri Union(President Kim XX, Dept. of Korean) was held at the 

Square of Van. ln his address, President Kim proclaimed the department 

would do its best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on.' 우선， ‘marching cere

mony’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을 뿐더러， 그것도 ‘march ceremony’가 잘못 

표기된 것처럼 보인다. 다음￡로， 통아리 연합회 회장은 ‘Union Leader'로 

쓰든지， 아니면 적어도 ‘Union President'y. ‘Union Chairman'으로 표기해야 

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총장과 구멸이 안 되는 곤란한 사태가 발생한다. 그 

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갑자기 나옹 ‘department’가 무엇언지 도대체 알 수 

가 없다. 그리고 그것도 ‘Department’라고 대문자로 표기가 되 어야만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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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이와 갈은 잘못된 영어를 이유로 영문기사를 쓰는 당사자 

들인 대학생들만올 나무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잘못된 중고풍 

학교 영어교육의 희생자들이기 때문이다. 영자신문의 오류는 그것이 비단 

한국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독자로 갖고 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운제를 야기시킨다. 만일 한국의 최고학부인 대학틀을 대표하는 영 

자신문들이 정확하지 못한 영어를 사용한다면， 외국인들에게 결코 좋은 인 

상을 줄 수는 없올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어는 정확하고 바르게 사용해야만 

한다. 그럴 때에야 버로소 우리는 외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한국을 방문하는 그들을 떳떳하게 맞을 수 있을 것이다. 

3. 

최근 정부의 ‘세계화’ 방침에 부웅해서 영어에 대한 관심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조되고 있다. 과연 요즘엔 국민학교 특별활동반 중에도 영어 

반이 있고， 중학교 일학년 영어 첫시간에 벌써 영어로 자기소개를 시키는 

학교도 었다. 또 영어 조기교육 실시로 이제 머지않아 국민학교에서도 청식 

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의 국제화 순위는 아직도 방콕， 마닐라， 뉴 렐리에도 뒤쳐지 

는 세계 46위에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토플(TOEFL) 종합성적 역시 겨우 

세계 118위， 그리고 한국인들의 토플 청취력 점수 또한 세계 순위 꼴찌에서 

두번째에 머무르고 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당혹스러운 현실을 뒷받침이라 

도 하듯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어색하거나 플린 영문표기들이 많이 었 

다. 더욱 한섬한 것은， 그와 같은 실수나 잘못이 대부분 한국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예전에 정부는 외래어표기법을 제정해 ‘어’를 ‘eo’로 표기하도록 

지시한 바 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랑들이 자신들의 이름에 ‘eo’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어니 peony'y. 컴퓨터 회사 ‘지오 Zeo’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컷처럼， 영미인들은 ‘eo’를 ‘어’가 아닌 ‘이어’로 발음한다. 그래서 ‘성’ 

과 ‘청’을 Seong과 ‘Jeong이라고 표기해 놓으면， 그들은 그것을 ‘시영’과 ‘지 

영’으로 얽는다. 버록 지금은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기 

껏 ‘거북선 Geobuksun'이라고 표기해 놓은 담배를 서양인들이 ‘지어박산’이 

라고 얽였던 웃지 못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또 영미인들이 ‘서울 

Seoul'을 ‘시어울’이라고 발음하고， 올렴픽 기간 동안 유럽인들이 ‘세울’이라 

고 읽었던 이유도 바로 잘못된 영문표기 때문이였다(‘서울’은 차라리 ‘Soul’ 

로 표기하는 것이 원음에 보다 더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사람틀은 소위 ‘McCune-Reischauer 표기법’을 쓰기 시작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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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대 ‘서울’을 ‘Sõul’로， 그리고 ‘봉천’을 ‘Pongch’õn’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 

로 그것이다. 이 표기법은 발음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동양의 고유명사들 

을 청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서양인이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통양학을 전 

공하는 서양학자들 외에는 잘 모른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한참 보급되다가 

또 중단되었다. 그 결과， 서울 시내의 표지판들은 교육부 표기법과 ‘Mc
Cune-Reischauer’ 표기 법 이 마구 뒤 섞 여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혼란스러운 표기와 더불어 어색하 

거나 플린 영문 표기 역시 도처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우선 얼마 전에 일 

간지를 통해 지적했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2호선 지하철 기관차 

에 씌어 있는 ‘Circulation’이라는 영문표기가 그 대표적 인 예가 된다. ‘Cir

culation’이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나와 있듯이， 혈액순환이나 신문 잡지의 

유풍/배포를 의미하는 말로써 지하철 순환선과는 별 관계가 없다. 순환선은 

영어로 ‘Circle Line’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지하철은 아직도 한국인들의 영 

어수준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유포 circulate'라도 하려 

는 듯이 버젓이 ‘Circulation’이라는 명찰을 달고 오늘도 자랑스럽게 서울의 

심장부를 맴돌고 있다. 버슷한 잘못은 ‘Excellent Express Bus'라고 표기된 

우퉁 고속버스에서도 발견된다. ‘Excellent’라는 말은 어떤 것을 수식할 때 

쓰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명사와 붙어서 하나의 명청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컨대 ‘This is an excellent hotel’이라는 말은 있어도 

‘Excellent Hotel’이라는 이름의 호텔은 없다고 보아 툴렴이 없을 것이다. 그 

런데도 우리의 우퉁 고속버스는 버젓이 ‘Excellent Bus'라는 이름을 달고 오 

늘도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우둥 고속버스는 ‘Deluxe Express Bus'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며， 차선책으로는 ‘Excellent’ 대신 ‘Special’ 

이나 ‘Limited’나 ‘Luxury’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서울의 도로 표지판 역시 문제가 많다. 예컨대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로 진입하다 보면， ‘남서울’을 ‘South Seoul’이라고 하지 않고 ‘Seoul South' 

로 표기해 놓은 표지판이 나온다. 문제는 ‘Seoul South’가， 서울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라는 의미가 된다는 데에 있다. 또 ‘Seoul Land'와 ‘Dream 

Land'로 표기 되어 있는 서울랜드와 드렴랜드는 각각 ‘Seoulland’와 

‘Dreamland’로 바꾸어야만 한다. 그것은 미국 ‘디즈니랜드 Disneyland’의 표 

기를 생각해보면 분명해진다. ‘Sports Complex’라고 표기된 종합운동장의 

현재 영문표기는 블린 것은 아니다. 그러냐 ‘Olympic Stadium’으로 표기 했 

더라면 올렴픽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을뻔 했다. 종합운동장을 원래는 ‘Synthetic Playground'로 표기하려고 

했었다는 에피소드는 우리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왜냐하면 ‘Play

ground’는 아이들의 놀이터이며， ‘Synthetic’은 ‘합성’이라논 의미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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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과 계통의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숭동에서 관악으로 캠퍼스로 

옮기며 단과대학들을 한군데로 모은 서울대학교의 ‘종합화 계획’을 엉뚱하 

게도 ‘Synthetic Plan’이라고 표기한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약학대학 

을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이라고 표기한 것만큼이나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택시를 타면 법규를 위반한 택시운전사를 신고하는 카드가 있는데， 거기 

에는 ‘violated driver'라는 영어가 씌어 있다. 아마도 ‘법규위반 운전사’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은 그 말은， 사실 숭객에 의해 ‘폭력을 당한 운전사’나 

‘성폭행당한 운전사’를 의미함으로써 오히려 정반대의 돗을 갖게 된다. 그 

가없은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구반포에 가면 ‘Eden’s Garden’이라는 

잣집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The Garden òf Eden’이 잘못 표기된 것이다. 

또 압구정동에 가면 ‘Aesthetic Surgeon’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성형외과 

의원들을 볼 수 있다. 아마도 ‘성형=아름다움’아라고 생각해서 붙였을 이 

영문표기는 ‘Plastic Surgeon’이나 ‘Cosmetic Surgeon’으로 표기하는 것이 

보편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aesthetic’이라는 말은 ‘심미적’ 또는 ‘미학적’ 

이라는 용어로써 성형외과를 연상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거리를 달리 

는 ‘럴보네 밥집’의 배달차에 씌어져 있는 ‘Tulbo’s Rice House'라는 영문표 

기 역시 ‘Tulbo’s Restaurant’으로 바꾸어져야만 할 것이다. 또 분당에 가면， 

‘종합 버스 터미널’이 ‘Summary Bus Terminal’이라고 표기되어 았다. 그리 

고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는 ‘종합병원 general hospital'을 외국안에게 ‘total 

hospital’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 ‘total’을 좋아하는 한국언들의 태도 

는 ‘세계화’를 ‘total globalization’이라고 표기하는 정부의 용어선택에서도 

찾아볼 수 었다. 

그러한 잘못은 놀랍게도 충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축구 soccer 경기가 football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 툴린 것이다. 그리고 

‘sports building'은 ‘gym’A로， ‘play Taekwondo'와 ‘Taekwondo game’은 각 

각 ‘practice Taekwondo'와 ‘Taekwondo match'로， ‘teach Tael‘wando les

sons'와 ‘learn Taekwondo lessons' 역 시 각각 ‘teach Taekwondo’와 ‘learn 

Ta~kwondo'로， 그리고 ‘He is our father'는 ‘He is my father' 로 바꾸어져야 

만 한다. 또 동물의 성 벌을 묻는 ‘Is it a he-dog ora she-dog?’은 ‘Is it a he 

or a she?’로， 그리고 어린아이의 성별을 묻는 ‘Is it a he or a she?C 이 표현 

은 대체로 짐승의 경우에 쓰인다)’는 ‘Is it ~ boy or a gir1?’로 바꾸어야만 

한다. 그외에도 툴린 영어， 어색한 영어는 우리 주위에 아직도 부지기수로 

많이 었다. 서울이 세련된 국제도시가 되고， 한국언플이 진정한 세계인이 

되려면， 그러한 잘못들은 하루속히 고쳐져야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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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운표기가 잘못된 곳올 본격적으로 찾아나서자연 그 작업은 아마도 끝 

이 없을 것이다. 예컨대 ‘School Affairs Office'라고 표기되어 있는 서울 모 

외국어 고둥학교 교무과의 영문표기는 ‘The Office of Academic Affairs'로 

바뀌어져야만 한다. 또 서울의 어느 여자대학 입구 간판에 씌어져 있는 

‘Wòman’s University'도 ‘Women’s University'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wha Womans University'의 경우， 미국의 일부 지방에서 쓰이고 있는 

‘womans’라는 단어툴 사용한 그 대학 설립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괜찮지만， 굳이 다른 대학에서 까지도 ‘womans’냐 ‘woman낳라는 표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서울 근교의 모 대학교 외국어대학의 경우에도 

역 시 현행 영문명 칭 인 ‘The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의 

‘Literature’를 ‘Literatures’로 바꾸는 것 이 타당할 것 이 다. 흔히 우리 는 ‘lit

erature’나 ‘culture’의 경우， 복수표기가 안되는 것으로 알기 쉽 지만， 외국의 

동양어문학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literatures’와 ‘cultures’라는 말을 학 

과의 공식명칭으로 쓰고 있다. 

잘못된 영문표기와 더불어， 볼 때마다 늘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또 한가 

지 문제는 잘못된 영화의 제목이나 한글 자막이다. 얼마 전 국내에서 개봉 

된 외화 중에 「트루 로맨스 True Romance J라는 영화가 있었다. 그런데 방 

배 예술극장에 걸려있던 간판에는 남녀의 모습을 배경으로 윗줄에 「트루 

로J， 그리고 아랫줄에 「맨스」라고 되어있었다. 더욱 우스웠던 것은 r트루 

로」는 붉은 색으로， 그리고 「맨스」는 푸른 색으로 확연하게 구분까지 해놓 

았다는 점이다. 

물론 그러한 경우는 페인트콩이나 극장 지배인이 영어를 잘 몰라서 벌어 

진 해프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영화에 관련된 실수는 전문적인 번역사들 

에게서도 많이 발견된다. 먼저 용어의 오역을 살펴 보면， 우선 수사극에서 

늘 발견되는 오류가 바로 범인의 인상착의를 말할 때 「백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Caucasian’을 「코카사스인」이라고 번역하는 경우이다. 수사극 얘기 

가 나왔￡니 말이지만， 경찰의 계급 명칭에도 역시 오역이 많다. 예컨대 많 

은 경우， 영화자막은 우리의 경위 청도에 해당하는 ‘Lieutenant’을 「소위」 

로， 경사를 의미하는 ‘Sergeant’을 「상사」로， 또는 사복형사인 ‘Detective’를 

「탕정」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류는 경찰과 군대 계급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 인 이유는 「계급」을 ‘조직 구성’으로 파악하는 셔양과 ‘상하 

관계’로 파악하는 통양의 차이에서 기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서양에서는 

한 조직의 우두머리를 ‘Captain’, 그리고 그의 유고시 대리언을 ‘Lieut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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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는데 반해， 풍양에서는 그것을 대위， 중위， 소위의 수직척 상하관 

계로만 파악하고 또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역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컨 

대 해군의 경우， 대령은 전항의 우두머리인 합장이기 때문에 ‘Captain’이 된 

다. 또 사설탕청은 ‘Private Eye' 또는 ‘Private Investigator’이기 때문에， 현 

직 경찰인 ‘Detective’를 「탑정」으로 번역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굳이 

사설탑정올 지칭하고 싶으면 ‘Private Detective'라고 해야할 것이다. 

배우나 감독이나 훤작자의 이륨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Nick Nolte 닉 놀티’를 「닉 놀테」로， ‘Kim Bessinger 킴 베싱거’를 「킴 베 

신저」로， ‘Jessica Lange 제시카 랭’을 「제시카 랜지」로， ‘Michael Leigh 마 

이클 리’를 「마이클 레이」나 「미카옐 레이」로， ‘Richard Dreyfuss 리처드 

드라이퍼스’를 「리처드 드레이퍼스」로， 그리고 ‘Stephen King 스티븐 킹’올 

「스테판 킹」으로 표기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외에도 여자이름 

‘Joan 조운’을 「조앤j(’조앤’으로 발음되는 것은 ‘Joanne’이다)으로， ‘Mur

ray 머리’를 「머레이」로， ‘Leonard 레너드’를 「레오나르드」로， ‘Marcus 마 

커스’를 「마르쿠스」로 발음하는 것 또한 흘린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를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사의 오역이다. 예컨대 

「아이가 줄었어요 Honey, 1 Shrunk the Kids.j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 Toast! 건배합시다!"라는 말이 “빵 좀 구우세요!"라고 되어 있고 r데몰 

리션 맨 Demolition Manj에서는 경찰 실베스터 스탤론이 쫓아오자， 샌 앤 

젤리스 시장을 위협하고 있던 악한 웨슬리 스나업스가 도망치면서 하는 

“종 소리가 당신을 살렸군. Sa ved by the Bell" (원래 권투시합에서 유래된 

용어임)이라는 말이 “돈이나 마련하시오"로 오역되어 았다. 하지만r 청말로 

웃음을 자아내게 한 컷은， 텔레비전 드라마 「백가이버 McGuyverj에서 정 

보기관인 피닉스재단 업구에 쓰여진 ‘Clearance 신원확인’이라는 표지를 친 

절하게도 ‘청소철저’라는 자막으로 설명해준 경우이다. ‘Clearance’는 ‘신원 

확인’이나 ‘재고정리 세일’ 또는 ‘굴다리의 높이’를 의미할 뿐， ‘청소’하고는 

거리가 먼 용어이다. 또 얼마 전 주말의 명화 시간에 방영된 한 영화에서는， 

교통사고로 죽은 남자가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 20년 후， 예일대학교 학생 

이 되어 도서관에서 자신의 딸을 만나는 창면이 나온다. 그때 예일대 도서관 

을 배경으로 화변에는 ‘The Present Day(현재)’라는 영문자막이 나오는데， 

그 밑에는 친절하게도 ‘선물주는 날’이라는 한글자막이 결들여 있었다. 

그외에도 ‘해수욕장’을 의미하는 ‘public beach'를 「공적인 해변」으로， ‘다 

른 사람의 입장에 서 봐야만 한다’라는 돗인 ‘You have to be in other’s 

shoes.’를 「남의 구두를 신어봐야만 한다」로， 그려고 냐와 결혼해 주세요 라 

는 말인 ‘I’m asking your hand.'를 「당신 손을 주세요」로 오역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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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mes Joyce'의 소설 Ulysses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10년 동안 방랑 

하는 희랍신화의 영웅 ‘Ulysses( Odysseus)’의 이야기를 벌어， 하룻동안 아일 

랜드의 수도 더블린 시내를 방황하는 ‘Stephen Dedalus’와 ‘Leopold Bloom' 

의 ‘Odyssey(방랑)’를 추적하는 소설이다. 그래서 조이스를 전공하는 사람 

들은 그날을 Bloom’s Day라고 부르며 파티를 열고 기념한다. 조이스의 소 

설 Ulysses에서처럼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녀보면， 수많은 툴린 영어/잘못된 

영어를 찾아볼 수 었다. 

우선 시내로 나가기 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 연구실 벽에 붙어있는 커 

다란 광고 하나를 본다. 무슨 교내 간행물을 만들 사람을 뽑는 것 같은데， 

제목이 ‘WANTED’로 되어 었다. ‘WANTED’는 범죄자의 현상 수배 전단에 

나 붙이는 말인데 어째서 구인광고에 버젓이 쓰이고 있는지， 그 옆방의 미 

국인 교수가 볼까 봐 겁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HELP WANTED’라 

고 써야만 한다. 

서울대학교 후문에서 출발해 낙성대역으로 가다보면 r호암교수회관」이 

나온다. 호암교수회관은 주로 외국학자들을 초청해 국제 세미나를 하는 곳 

으로써， 이곳의 호텔과 레스토랑에는 언제냐 외국인 교수들이 상주하고 있 

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의 간판에는 ‘Hoam Facul ty House'라고 ‘faculty’ 

라는 단어의 자간이 를리게 쓰여져 있다. 그래도 그것은 「교수회관」올 

‘Professors’ House'라고 표기 했던(교수회관 식당 젓가락 포장지 에 ) 몇 년 

전에 비하면 크게 좋아진 것이다. 교수회관은 영어로 ‘Faculty Club’이 가장 

보편척이며， 간혹 ‘Faculty House'라고 하기도 한다. ‘Professors’ House'a} 

는 말은 ‘교수회관’이라기보다는， 교수들이 모여 사는 ‘집’을 의미한다. 그련 

데다가 그 표기에는 ‘Professor’의 스펠랭조차 ‘Proffesor’로 툴리게 적혀 있 

었다. 

낙성대에서 지하철을 타고 교대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탄 후， 문간에 있는 

지하철 노선 지도를 보면， 영어표기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었다. 그것은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준다. 모든 역올 다 

영어로 표기하든지， 아니면 아예 영문표기를 다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돼해야만 한다. 지도 위에 ‘Subway Linemap’이라는 영문 표기가 있는데， 

이것은 외국처럼 그냥 ‘Subway Map’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동대문 운통장」을 ‘Tongdaemun Stadium’이라고 표기한 것은 꽤 센스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삼성 역을 그냥 ‘Samsung’이라고만 하지말고 ‘KOEX 

(종합 전시관)’라는 표기도 덧붙였더라면 외국인들을 위해 더 좋았을 것이 

라는 아쉬움이 든다. 3호선 열차의 지도를 보면 역 。l름 중에 「학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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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youl’」이 었다(4호선 열차에는 이 역의 이름을 또 다른 스펠령으로 

써놓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영어에는 자음동화가 없다. 그러므로 친 

절하게도 자음동화를 시킨 스펠령을 써놓으면， 영미인들은 그것을 「행여울」 

아니면 「한겨울」이라고 얽게 된다. 그러므로 「학여울」은 ‘Hak-youl'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더 낫다. 또 「일원」역을 ‘Irwon’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Irwon’을 영미인들은 「어원」 또는 「얼원」이라고 읽을 것이 

기 때문이다 r일원」은 ‘Ilwon’이라고 표기해야만 한다. 즉 γ 대신 ‘l’을 써 

야된다는 것이다. 

전철역이 경복궁처럼 궁전일 경우에 외국에서는 고유명사 다음에 대체로 

‘Palace’를 붙여 준다. 만일 우리가 외국인이라면 ‘Palace’라는 명칭이 없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는가? 그것은 「동대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된다. 외 

국인들에게 ‘East Gate'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동대문」의 영문표기에도 역 

시 괄호 속에 ‘East Gate'라는 표기가 꼭 들어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한다. 만 

일 영문표기를 그냥 「동대문」이라고만 하려면， 시청은 왜 ‘Shichong’이라고 

하지않고 ‘City Hall’이라고 표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회현」역에도 괄호 속 

에 ‘South Gate Market’이라고 표기해 주변 좋￡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많은 외국인들이 「남대문 시장」에 관심이 많아도 어디에서 내려야 될는지 

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청 역에서 내려 덕수궁 돌담길 쪽으로 나오려면 「법원」이라고 쓰여진 

훗말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다 보면 r법원」의 영문표기가 ‘Court’로 되애 

았다는 것올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r법원」은 통상 ‘Court 

House'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기에는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또 교대역의 영문표기인 ‘Seoul National Education University' 

는 ‘Seoul University of Education’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일본에도 

Hokaido University of Education은 었다). 

국가보훈처의 영문표기는 ‘The Office of Patriots and Veterans'로 되어 

있다. 툴린데는 분명 없는데에도 어천지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애국자」아닌 사랑이 어디 있요며， 대한의 남아 충 제대군인 아 

닌 사람이 또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이곳은 전국민들을 위한 기관이란 말 

인가? 그리고 ‘Office’라는 말 또한 다소 부자연스럽다. 대학의 부속기관인 

교무처나 학생처와는 달리， 국가보훈처가 하나의 독립된 국가 기관이라면 

‘Office’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아무래도 좀 어색하다. 만일 국가보훈처가 

상이군인들을 위한 곳이라면 ‘Veterans’라는 말 대신， ‘Disabled Veterans' 

라고 표기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다 r고속터미널」에 가면 「한가랑 

문고」라는 대형서점이 았다. 최근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마이클 크라이튼의 

「쥬라기 공원 Jurassic ParkJ 이 눈에 띈다. 이 책은 미국인 원저자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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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한 후 번역한 정품 번역소설이어서， 저자에게도 번역판이 주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표지에서부터 발견된다. 우선 저자의 이름이 ‘마이클 크리튼’ 

으로 잘못되어 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글로 되어 있어서 원저자가 못 읽는 

다고 치자. 문제는 앞표지에는 저자의 이름이 Crichton으로， 그리고 표지 

앞날개에는 Crichten.으로 각각 툴리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양에서 제일 

큰 실수는 상대방의 이름을 툴리게 쓰거나 부르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 

책은 원저자플 모욕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셈이 된다(이 책은 후에 수정 

본을 찍으면서는 저자의 이름을 맞게 고쳤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부터 강제 추방당하는 통남아인들에게 발부 

되는 「출국 명령서」에는 놀랍게도 ‘Exit Order'라는 툴린 영어 타이를이 커 

다렇게 인쇄되어 있다. ‘Exit Order'라면 실내에서 문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 

이니， 그들은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 r출국명령서」는 ‘Deportation Notice'è} 

고 해야만 한다. 

6. 

한국인들이 rrj과 qj, r pj와 rfJ 그리고 rbj와 rVj 발음의 차이를 잘 구 

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심해서 노력하면 안될 

것도 없으련만， 때로는 부주의해서 또 때로는 너무 조심하다가 그만 발음이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director’를 ‘딜렉터’로， 그리고 ‘play’를 

‘프레이’로 발음하게되는 경우가 바로 그 한 예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알 수 없는 것은， 왜 한국인들이 수퍼맨을 슈퍼맨으로， 소파를 쇼파로， 수퍼 

마켓을 슈퍼마켓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팝송을 팝송으로 발음하는가 하는 

이유이다. 최근의 한 이론은， 외국어로 말한다는 자의식-곧 뭔가 한국어와 

는 달리 발음해야만 한다는 자의식-때문이라고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았다. 혹시 외래어 표기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슈퍼’는 분 

명 촌스럽고 어색한 발음이다. 사전에 나와 있는 발음기호에 의해도 ‘super’ 

의 발음은 ‘슈퍼’가 아니고 ‘수퍼’거나 아니면 ‘시우퍼’에 가캅다. 또 한국인 

들은 왜 ‘pizza’를 ‘핏자’라고 하지 않고 ‘피자’라고 발음하는지， 그리고 

‘hamburger’를 ‘햄버거’라고 하지 않고 ‘햄버그’라고 발음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어색한 영어， 블린 영어를 아무리 지척을 해 

주어도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는 관계당국의 무사안일주의적 태도이다. 어 

색한 영어는 끝없이 발견된다. 예컨대 경찰청 건물에는 ‘National Police 

Agency'라는 현판이 붙어있는데， ‘Agency’는 통상 미국의 ‘Central Intelli. 

gence Agency'y. ‘National Security Agency'처럼 은밀한 「정보기관」에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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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는 용어여서， 공식적인 수사기관이자 법집행기관인 경찰청에 붙이면 어 

천지 어색하게 느껴진다. 또 ‘Agency’라는 말은 ‘Travel Agency( 여행사)’나 

‘Real Estate Agency(부통산 회사)’처럼 「충개회사」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 

다. 

파출소를 ‘Police Box'로 표기하는 컷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r초 

소」라는 의미를 나타내려면 ‘Post’나 ‘Sta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나올 것이다. 미국에서는 경찰서를 ‘Precinct’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도 

경찰서는 ‘Precinct’로， 그리고 파출소는 ‘Station’으로 부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된 「통해」를 국내 몇 기관에서 ‘Japan 

Sea’라고 표기한 것이 텔레비전 화면에 나왔다. 영어에 감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것을 ‘Japanese Sea’나 ‘The Sea of Japan’이라고 썼을 것이다. 그 

것은 영어로 된 세계지도를 보면 명확해진다. 다만 클렵이나 레스토랑의 경 

우에 붙이는 Korea House라는 명 칭 에는 아무련 문제가 없다. 

7. 

툴리거나 어색한 영어가 일상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랑들이 「요역」을 

많이하게 된다. 물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에야 오역을 피할 수는 없 

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오역을 한 경험이 여러 번 

었으니， 굳이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오역을 없애는 것 

은 대단히 시급한 일이다. 오역 사례에 청통한 셔강대 김용권 교수에 의하 

면， 어느 책 머리의 저자 서문에서 “ XX .Grant( 연구버)의 덕택으로 이 책 

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저자가 쓴 말을， “이 책을 완성할 수 있게 허락 

해준 XX 재단에게 감사한다”라고 역자가 오역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Grant’를 ‘연구버’가 아닌 ‘허락’으로 오해한 이 경우는 오역의 고전적인 예 

에 속할 것이다. 

요즘 언론에서 오역하고 있는 것 충의 하나는， ‘시장’으로 번역하고 있는 

‘mayor’라는 단어이다. 한국에서 ‘시장’은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대도시의 시 

장올 지칭하는 것으로써 그 지위가 대단히 높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mayor’는 뉴욕같은 대도시의 시장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겨우 인구 몇백 

명의 조그만 시골의 통장이나 이장， 또는 면장이나 군수일 수도 었다. 또 

미국에서는 대도시를 제외하면， ‘mayor’가 명예직이기도 하고 여렷이서 돌 

아가면서 하는 윤번제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으로 일괄 번역하는 데 

에는 문제가 었다는 것이다. 

곧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될 영문과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번역을 시켜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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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상천외한 오역이 속출한다. 예컨대 MIT를 ‘MIT 기술연구소’로， 

‘syndicate( 신디 케 이트)’를 ‘상디 케 이트’로 잘옷 옮기는 것은 애교에 속한다. 

그러나 ‘centennial(백년의)’을 ‘백년간의 문제를 한데 모은’￡로， ‘plastic 

bag( 비닐 백)’을 ‘플라스틱 가방’으로， ‘literary work(문학작품)’를 ‘문학적 

노동’으로， ‘security guard( 경비원)’를 ‘안보의 수호자’로， 그리고 ‘interdis

ciplinary(학제간의)’를 ‘상호훈련적’이라고 요역하는 데에는 그저 아연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현행 중고등학교 및 대학 영어교육의 제반 문제 

점들올 고찰한 후， 그와 같은 운제점들이 필연적으로 실제 현장의 실무영어 

에서 발견되는 오류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을 다각도로 고찰해 보았다. 대학 

에서 교양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대학 신업생들이 잘못된 중고퉁학교 영어 

교육드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대학생들이 

중고퉁학교 때 받은 그러한 그릇된 영어훈련은 궁극척으로 대학의 교양영 

어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더 나아가 한국인들의 전반척인 

영어 구사 능력을 크게 저하시키게 된다. 그러묘로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대학의 교양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사회 현장의 실용 

영어와 연결시격 파악함으로써， 크게는 한국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척으로 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중 

고풍학교 영어교육은 물론， 대학 일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영어교육 역 

시 수년 전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지척되어 왔는 바，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 

점들이 궁극척으로 초래하는 실무영어 현창에서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짚 

어보고， 더 나아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roblems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 and 
Common Mistakes in Practical English 

Seong;-Kon Kim 

There has been a general consensus that Korean learners of English are 

not likely to acquire a communicative command of English even after ten 

years of formal education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hree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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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o blame for this unscrutable phenomenon that is uniquely Korean. 

First, the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ing method which put dispropor

tionate emphasis on grammar and translation is principally to blame. N。

one in Korea would deny that the current secondary school English instruc

tion is problematic in many respects. English teachers, for instance, have 

only a minimal, if not inadequate, command of communicative English. And 

inevitably their poor command of English is bound to be passed on to their 

students‘ 

Second, the secondary school English testing system is to blame. These 

tests, ultimately aimed at helping the students prepare for college entrance 

exam, pay little attention to the testee’s ability to communicate at natural 

speed in either spoken or written English. Rather, they concentrate on the 

testee’s ability to translate word for word a limited amount of written En

glish. 

Third, the secondary school English textbooks are to blame. These domes

tically produced English textbooks are plagued by numerous erroneous En

glish, either somewhat inappropriate or totally unacceptable. The problem is 

that these error-ridden samples of English inevitably infiltrate into the sub

terranean unconsciousness of Korean students who practice them, believing 

that their textbook are infal1ible and impeccable. 

And the result is the egregious errors f ound in practical English every

where in Korea today. In order to become a globally competitive country, 
therefore, Korea must reconsider her current English education system long 

crippled by inappropriate teaching materials and tes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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