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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강독과 원기교육의 중요성 

고l 
'--

외국어를 공부하고 또 가르치다가 보면， 외국어 습득에 있어셔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쳐온 지난 

15년동안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말하기’， ‘쓰기’， 그리고 심지어는 ‘듣기’까 

지도 모두 기본적으로는 ‘읽기’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좋은 문장으로 쓰여 

진 좋은 글들을 많이 읽다보면， 그 표현들이 머리 속에 남아있어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요기 때문이다. 사실 자신이 

책에서 읽어 이미 얄고 있는 표현은 대화 중에 한번만 들어도 금방 귀에 들 

어온다. 그래서 대학 영문과에서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훌 

륭한 작가들이 쓴 좋은 책들을 많이 읽도록 훈련을 시킨다. 그것이 곧 영어 

공부의 왕도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사람들은 비록 영어 말하기나 듣기는 잘 못해도 읽기와 쓰기 

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왜냐하면 회화는 읽기와 쓰기와는 전혀 별 

개로 좀재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말하기’와 ‘듣기’에 

는 서툴리도 ‘읽기’와 ‘쓰기’에는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 

다. 그러나 최근 언어학자들 사이에 그러한 생각은 별 근거없는 착각일 뿐 

이라는 이론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즉 ‘말하기’와 ‘듣기’와 ‘읽기’와 ‘쓰 

기’는 모두 셔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서， 그 중 어느 한두가지만 잘 할 수 

는 없다는 학설이 바로 그것이다. 즉 그 언어의 기본인 그 네 가지를 다 잘 

하거나， 아니면 다 못하거나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그러 

한 컷의 예증은 수없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말하기’와 ‘듣기’에 약한 사람은 

‘읽기’와 ‘쓰기’에도 약하다고 보아 크게 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곧 

n나는 회화는 잘 못해도 영작과 독해는 잘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어공부에 있어서 ‘읽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이 연구는 1995년도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학술조성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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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그리고 교양이나 전공 분야의 원서읽기는 또 읽는 사람의 소양 

과 전문지식을 넓혀주기도 한다. 그래서 만일 영어로 된 원서 하나 제대로 

읽지 않고 대학을 졸업한다면， 그것은 곧 영어실력과 전문지식 습득 모두에 

있어셔 커다란 손실을 입은 채， 대학 문을 나서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대학생들이 원서를 잘 읽지 않고 있￡ 

며， 또 어떻게 읽어야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는 얼마전 부터 「세계 

명저 강독」이라는 과목을 신설했다. 그런데 문제는 ‘읽기’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서 발생했다. 학생들은 원서강독이라는 말을 강사가 한 줄 한 줄 읽 

어가며 해석해 주는 컷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수업을 기대했는 데 반해， 최 

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젊은 강사는 학생들이 집에서 미리 읽 

어온 내용을 가지고 강의실에서 토론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잘못은 물 

론 학생들에게 있었고， 학생들의 잘못은 우리의 파행적 인 고교 영어교육과 

잘못된 대학입시 제도에 있었다. 대학입시에 대비하는 문법위주의 교육을 

받아옹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단어 하나 하나， 문장 하냐 하나를 

철저히 분석해서 그 의미를 문법적으로 풀이한 다음， 우리 말로 확실하게 

‘해석’해보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도저히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완벽주의자의 결벽증을 보유하고 았다. 그것은 네 가지 주어진 항목 중에 

틀림없이 답이 존재하고， 그것을 찾아내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사지선다형’ 시험유형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언어는 분석과 정답을 요하는 정밀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해질 수 

도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과 자구해석에만 매달려 앞무로 나아가지 

못하면 학생들은 어쩌면 단 한 권의 원서도 독파하지 못한 채 대학 졸업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정독을 해야될 경우도 있고， 또 정독을 해야될 

책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속독을 하는 것 이 원서를 읽는 데 도 

움이 된다.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겨우 몇 페이지를 가지고 하루종 

일 씨름하는 것 보다는， 다소 미진하더라도 빨리 읽어내어 전체의 흐름과 

대의를 파악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원서 한 권을 다 읽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과 자신감으로 인해， 계속해서 다른 원서를 읽어나갈 통기유발이 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서를 강독-특히 문학작품을 강독-할 때엔 우선 

일일이 사전을 찾아가며 자구해석을 하는 습관부터 버려야만 한다. 계속 읽 

I 예컨대 세월이 가변셔 언어의 형태가 바뀐 경우로는 “ all right - alright"과 
“ any more - anymor상’같은 컷을 들 수 있고， 의미가 바펀 경우로는 “무서운” 

에서 “굉장히 좋은”이 된 “terrific"이나 “애처로운”이라는 좋은 뭇에서 “가련한 
(놈)"이라는 좋지 않은 뜻이 된 “pathetic"을 여l로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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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가노라면 틀림없이 여러번 반복해셔 나오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다. 그 

때에 비로소 사전을 찾아 그것의 의미를 새겨두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또 

계속해서 원서를 읽어나가노라면 전체의 의미와 흐름을 빨리 파악할 수 었 

게 되는데， 그것은 지엽척인 컷에만 매달려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태도가 된다. 

그래서 필자는 서울대학교 교양영어 시간에 언제나 학생들에게 속독 훈 

련을 시킨다. 속독 훈련에 가장 좋은 부교재는 πw Korea Times나 The 

Korea Hemld같은 영어신문이다. 신문을 정독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학 

생들도 영어신문 만큼은 대체로 속독을 한다. 그리고 신문기사는 다른 글들 

에 비해 간결하고 병료하다는 이점이 었다. TIME이나 Newsweek같은 주간 

지는 신문보다는 억휘나 구문이 어려워 속독훈련에는 적합하지 않다. 물론 

신문기사를 한번 읽고 끝내지 말고， 읽은 내용을 한글이나 영어로 요약하는 

습관을 갖도록 유도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 영어교과서에 나오는 과목을 

처음에는 한 페이지씩 분담해 속독하고 요약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한 과를 

속독한 다음 요약하도록 하면 ‘읽기교육’에 대단히 효과적이다. 

교양영어 시간에 필자는 또 행간에 부지런히 ‘memo’나 ‘subnote’를 하면 

서 읽는 훈련을 시킨다. 책장의 여백에는 때로는 단어의 뜻을， 또 때로는 

어구의 의미를 써넣을 수도 있고 읽으면서 생각나는 각종 ‘cross reference' 

를 써넣어도 좋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나가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그 

와 같은 책읽기를 통해 남겨놓은 ‘subnote’들은 나중에 그 책을 다시 펼쳐 

볼 때 아주 소중하고 편리한 자료가 된다. 성격이 깔끔한 학생은 책에다 아 

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깨끗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현명하지 

못한 책읽기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력이란 그 지속 

기간이 짧아셔 나중에는 그 책을 다시 읽어야될 만큼 그 내용을 다 잊어버 

리게 되지만， ‘subnote’가 있는 경우에는 예전의 기억들이 쉽게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도의 종이에 모르는 단어의 리스트를 만든 다음， 사전 

을 찾아 그 의미들을 일일이 다 써놓는 것은 대체로 부질없는 칫얼 가능성 

이 크다. 그 종이를 들고 단어들의 의미를 별도로 외우는 것 보다는 문장 

속， 전후 맥락 속에서 그것들의 돗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이 

다. 그리고 그 리스트는 언젠가는 틀림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 것 

이다. 그러므로 단어의 뜻을 적어놓￡려변 차라리 책 속의 페이지에다가 직 

접 써놓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영어시간에 원서강독을 시킬 때에는 우선 쉽고 재미있으며 부피가 앓은 

책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어렵고 재미없고 두터워서 흥미를 잃게 

되면 다시는 원서를 읽을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앓고 쉬운 추 

리소설을 골라 읽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냐이다. 예컨대 미국작가 에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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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포우(Edgar Allen Poe)의 단편 추리소설들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 

면서도 유익한 문학작품들이다. 물론 포우의 영어 구문과 어휘의 수준은 결 

코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리소설의 재미 때문에 학생들은 포우 

의 단편소설을 좋아한다. 특히 포우의 유일한 장편인 『아셔 고든 펌의 모험 

(The Narrative of Arthur Gordon Pyrn of Natucket) Ji은 그의 단편들과는 

달리 아주 쉬운 영어로 쓰여 있어서 누구나 재미았게 읽으며 영어실력을 증 

진시킬 수 있다. 

명탐정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코난 도일(Conan Doyle)의 단편 추리소설 

들도 원서강독에는 아주 좋은 대상이다. 추리소설의 원조인 포우의 영향을 

받은 영국작가 도일의 소설들은 수준 높은 문장으로 쓰여 있어 결코 쉬운 편 

은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재미있어서 독해훈련을 위한 교재로는 이상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영국작가 애거사 크리스티 (Agatha Christie) 의 소설들 또한 

원서강독을 위한 좋은 텍스트이다. 예컨대 『오리엔트 특급열차 살인사건 

(Murder 0η the Grient Express) Ji같은 것은 옐차 한 칸의 승객들이 모두 범 

인이라는 뜻밖의 결말이 나올 때까지 시종 흥미진진하게 읽어나갈 수 있는 

좋은 강독 텍스트가 된다. 내내 형사인줄만 알았던 사람이 범인임이 밝혀지 

는 크리스티의 『쥐벚 (Mousetrap) Ji 역시 재미있게 속독할 수 있는 소설이다. 

추리소설이 아니면서도 재미있는 작품으로는， 미국작가 요 헨리 (0. Henry) 

의 재치있고 유머스러운 여러 단편들， 그리고 영국작가 서머셋 모옴 

(Sommerset Maugham)의 재미 있는 중단편인 『비 (Rain) Ji와 F레드(Red) Ji 

와 『오찬(Luncheon) Ji 등이 있다. 악처를 피해 산에 갔다가 이상한 사람들 

의 술을 얻어 마시고 자고 일어나보니 20 1건이 지나갔다는， 미국작가 워싱턴 

어벙의 단편 「립 밴 명클』이냐， 보름달 밤만 되면 나타나는 목없는 병사 귀 

신에 대한 이야기 인 그의 또다른 단편 『슬리 피 할로우의 전설(The Legend 

of Sleepy Hollow) Ji 역시 좋은 원서강독 텍스트가 된다 

원서강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냐는 바로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과 애청이다. 예컨대 영어를 좋아하면， 우선 통기유발은 충분한 셈이다. 

영어를 좋아하면 원서 읽는 것이 적어도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 

2 필자의 경험으로는， 프랑스어를 위한 원서캉독으로는 얄풍스 도데의 『월요 
이야기」와 『방앗간 이야기』가 좋았다. 특히 그 속에 나오는 단편 『별」은 외우 

연 아주 좋은 작품이다(사실 원서캉독 중 좋은 귀절이나 작품을 외우는 것은 

대단히 좋은 학습방법이다)， 그리고 사르트르의 단편 『벽.1， 까뷔의 『이방인.1， 
챙 팩쥐베리의 『어린 왕자』와 『인간의 대지.1， 앙드레 지드의 F전원교향곡』이냐 

『좁은 문.1，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1， 모빠상의 『목걸이』 풍도 재미있게 읽 
을 수 있는 작품들이다. 독일어의 경우에는 비교적 쉬운 『황태자의 첫사랑』을 

필두로 해서， 헤르만 헤세의 F크눌프4와 『청춘은 아름다워라.1， 또 슈테판 츄바 

이크의 『모르는 여인의 편지』나 『황혼」으로 옮져가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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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 일단 재미만 붙이면， 원서를 읽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그러한 즐거움은 곧 학생들의 눈과 업과 귀를 ‘또 하나의 문 

화’를 향해 열어놓는다. 일단 그러한 즐거움과 보람의 맛을 본 사람은 계속 

해서 또 다른 원서를 찾아 읽게 된다. 한 권을 다 읽고 두번째 책을 읽을 

때면 벌써 읽는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렇게 몇 권을 읽야내고 나면， 그 사람은 드다어 자유자재로 원셔를 얽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그려한 경지에 도달하는 데에는 적어도 삼개월 정도의 집중 기간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삼개월 동안은 원서강독에 매일 정엽적으로 달려 

들어야만 한다. 그 기간 통안의 인고를 참아내지 못하면， 원서강독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는-어렵다. 그러나 그 기간을 참고 견디는 사람은 이후 멸 

힘들이지 않고도 원서를 잘 읽어낼 수 있게 된다. 일단 인고의 기간만 지나 

면， 깨달음의 순간은 자기도 모르게 찾아온다. 

2. 소설강독과 읽기교육의 구체적 사례들 

그러면 위에 언급한 작품들이 어떻게 읽기콩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인 논의를 해보기로 한다. 우선 추리소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호 

기심 때문에 계속 읽어나가도록 만드는 매력과 힘을 갖고 있어서， 자첫 좌 

절하고 중도에서 포기할 수도 있는 초심자들에게는 독해력 증진에 최상의 

선택이 된다. 문제는 이들의 영어가 결코 쉽지 않다눈 데에 있다. 특히 포 

우의 문체는 상당히 심미적으로 세련되어서 추리소설은 곧 대중소설이라는 

편견을 가진 사랑들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이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Longman’출판사에서는 포우와 도일을 포함한 영미문화권의 좋은 작 

가들의 좋은 작품들을 적당한 수준의 단어와 문장으로 조절한 ‘abridged 

edition'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또 서점에 가보면 시사영어사를 비롯한 

국내출판사에서 만들어낸 ‘abridged edition'들도 많이 있다. 물론 그러한 것 

들은 초보자들을 위한 것이고， 영어실력이 수준에 올라선 사람들은 원본 텍 

스트를 그대로 읽어야만 한다 . 

. 19세기 미국작가 포우(Edgar Allen Poe)는 탐정소설， 추리소설， 괴기소 

설의 시조이다. 그가 창조해낸 세계 최초의 탕정인 ‘Dupin’과 그의 조수 

‘나’는 후에 영국작가 코난 도일에 의해 창조된 탐청 셜록 홈즈와 그의 조 

수 핫슨의 원형이 된다. 포우의 『추리소설 선집』 중에서 읽어볼 만한 것￡ 

로는 IF도둑맞은 펀지 (The Purloined Letter)dj. IF모르그가의 살인사건(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dj. r마리 로제의 살인사건(The Case of Marie 

Roget),J, r황금충(The Gold Bug)dj 퉁이 았으며 IF괴기소설 선집』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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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고양이 (The Black Cat) .Jl, i'어셔가의 몰락(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J , i'윌리 엄 윌슨(Wiliam Wilson)J, i'리지아(Legeia)J 그리고 F아 

몬틸라도의 술통(The Cask of Amontillado) .Jl 등이 특히 재미었다. 

그 중에서도 F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은 최초의 밀실 살인사건을 다룬 추 

리소설로서 유명한데， 안으로 문이 잠겨진 상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범언은 증발해버린 이 수수께끼같은 ‘밀실살인’을 뒤팽 탐정이 풀어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기상천외해서 독자들은 시종 흥미진진하게 이 단편을 읽어 

냐갈 수 있다. 또 F황금충』은 암호를 해독해서 보물을 찾는 일종의 추리 모 

험소설인데， 암호를 풀어나가는 포우의 수학적 천재성이 십분 발휘되는 소 

설이어서 역시 재미있게 읽어나갈 수 었다. 한편i'어셔가의 몰락.Jl， i'윌리엄 

윌슨J， i'리지아』 그리고 『아몬릴라도의 술통』은 모두 자아의 ‘double’(‘분열 

된 자아’， ‘쌍퉁이’) 또는 ‘doppelganger’를 다루고 있어서， 인간의 무의식 

속 심충심리에 숨어있는 ‘divided self(분열된 자아)’를 잘 드러내어 보여주 

고 있다. 그리고 「검청 고양이」는 아내를 죽여 지하실 벽에 감추고 벽을 쌓 

아 위장하지만， 실수로 고양이까지 산채로 매장해 결국에는 경찰에게 들켜 

파멸하는 한 얄코올 중독자 남자의 이야기 이다. 

위 단편들은 19세기 작가의 스타일이 다 그렇듯이 다소간 세밀한 묘사가 

많고 장황하지만， 세 련된 문체로 쓰여 졌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읽는 데 

에는 별 지장이 없을 만한 좋은 작품들이다. 그러나 소위 ‘환상소설’이라고 

불리는 『붉은 죽음의 가면(The Masque of the Red Death)J같은 작품은 

사건이 없고 너무나 심리묘사척이고 환상적이어서 굳이 추천할만한 경우는 

못된다. 

코난 도일(Sir Arthur Conan Doyle)은 원래 의사였으나 별로 재미를 보 

지 못하고 추리소설 작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특이한 배경의 작가이다. 

포우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그는 셜록 홈즈와 핫슨이라는 명콤비를 만 

들어낸 다음， 그들로 하여금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해결하게 함으로써 세계 

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홈즈의 탑정 사무실은 런던의 베이커 거리 

(Baker Street) 에 있는데， 홈즈를 실제 인물로 믿는 아이들이 요즘도 여전히 

베이커 거리로 수많은 편지틀을 보낼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홈즈 

의 특청은 기호를 읽어 사태를 파악하는 것-즉 연역과 유추를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예컨대 그는 사건을 의뢰하러 찾아온 사람들의 

지팡이나 신발이나 모자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출신성분을 쉽게 추측해 

낸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유추과정을 따라가는 것은， 셜록 홈즈가 등장하 

는 추리소설을 읽는 재미를 배가시켜준다. 국내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Conan Doyle의 πtree Advenfures of Sherlock Holmes에는 독사를 이용한 

살인사건을 다룬 유명한 단편 『얼룩무늬 허리띠 (The Speckled Band) .J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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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 r다섯 개의 오렌지 씨 (The Five Orange Pips) .J]와 『다이아몬드 왕 

관(The Crown of Diamond) .J]이 수록되어 었다. 도일은 1893년에 쓴 작품 

속에서 홈즈를 영원히 행방불명된 것으로 처리하고 글을 쓰지 않았으냐， 독 

자들의 열화같은 성화에 못이 겨 1903년에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 이후 

수년통안 홈즈소설을 더 썼다. 도일의 영문 스타일은 포우 보다는 읽기 쉬 

운 편이다. 

원서로 읽을 때 재미았고 유익한 또 하냐의 책이 바로 미국작가 오 헨리 

(0. Henry) 의 단편집이다. 교과서에 실려 이미 잘 알려져있는 『마지막 잎 
새 (The Last Leaf).J]와 r20년 후(After Twenty Years) .J]를 비롯해서 r매 

기의 선물(The Gift of Maggieh r메뉴 위의 봄(Springtime ã la Carte) .J], 

『녹색의 문(The Green Door) .J], r순경과 찬미가(The Cop and the An

them) .J], L붉은 추장의 폼값(The Ransom of Red Chief).J], r추수감사절의 

두 신사(Two Thanksgiving Day Gentlemenh 그리고 『메디슨 광장의 아 

라비안 나이트(A Madison Square Arabian Night) .J]같은 오 헨리의 단펀들 

은 영어로 읽기에 가장 이상적 인 문학작품들 중 하나이다. 

인생의 패러독스와 아이러니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요 헨리의 단펀들은 

세련된 문장과 진한 감동으로 독자들을 사로잡는 특이한 힘과 매력을 갖고 

있다. 예컨대 r20년 후』는 어린시절에 헤어졌다가 각각 도둑과 경찰이 되어 

20년 후에 다시 만난 두 친구의 씁쓸하면서도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이며， 

『녹색의 문』은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한 어린 소녀와 어느 친절한 신사와 

의 우연한 만남을 그런 감동척 띤 이야기 이다. 반띤 r순경과 찬머가』는 범 

죄룰 저질러 감옥에 가고 싶어할 때는 잡아가지 않다가 막상 새 사람이 되 

려고 결심하는 순간 체포되는 주인공 소피가 본 인생의 패러독스를， 그리고 

『붉은 추장의 옴값』은 개구장이를 잘못 납치했다가 혼이 나서 몸값을 받아 

내기는 커녕 요히려 부모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아이를 되돌려주는 순진한 

납치범들이 벚어내는 유머와 아이러니를 다루고 었다. 오 헨리의 단편집의 

문체나 어휘는 대학생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춘 사람야변 누구냐 어렵지 않 

게 읽을 수 있다. 

문학작품 중에서 누구나 무난히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어니스트 헤밍웨 

이(Ernest Hemingway)의 소설들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단편집 

『우리들의 시대에(In Our Time) .J]나， 중편인 『킬리만자로의 눈(The Snows 

of Kilimanjaro) .J]과 『프랜시스 매코머의 짧고 행복한 생애 (The Short and 

Happy Life of Francis Macomber) .J], r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the 

Sea) .J], 그리고 장편안 F무기여 잘있거라(A Farewell to Arms) .J]와 F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 .J]같은 것들은 굳이 문학전공 

이 아니어도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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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무기여 잘있거라』는 헤밍웨이의 반전사상을 잘 표출해주고 

있는 전쟁소설로써， 두번이나 영화화되었던 명작으로 펑가받고 있다. 일차 

대전 시 야태리 군에 입대해 참전했던 미국인 프레드릭 헨리 중위는 전선에 

서 부상을 당해 밀란에 있는 육군병원에 업원하는데， 거기에서 캐서린 바클 

리라는 영국인 종군 간호사와 사랑에 빠진다. 그는 그녀와 둘이서 ‘무기에 

게 작별’을 고하고 스위스로 도피해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찾아보려고 하지 

만， 캐서련은 출산 중에 아이와 함께 죽고 만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헨리 

는 다시 혼자가 된다. 이 소설은， 이 세상에는 새 세대에게 남겨줄 평화와 

희망도 없고， 그래서 탄생 (birth)은 곧 죽음(death)을 의미한다는 ‘길잃은 

세대 (the Lost Generation)’의 허무주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설이다. 

헤밍웨이의 문체는 잘 알려진 대로， 짧고 간결하며 박진감이 있다. 그의 

문체는 극도로 절제되고 세련된 ‘하드 보일드(hard-boiled) ’ 스타얼이다. 그 

래서 만연체가 아니고 간결체인 그의 소설들은 읽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러면서도 헤밍웨이의 문장들은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어서， 외워두면 아 

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하퍼 리 (Harper Lee)는 일생 『앵무새 죽이기 (To Kill a Mockiηgbird) dJ라 

는 단 한편의 장편소설만을 썼으며， 그 소설로 풀리쳐상(the Pulitzer 

Prize)을 수상한 특이한 작가이다. 1926년 미국 앨라바마주에서 태어난 그 

녀는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현재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1960년에 발 

표된 『앵무새 죽이기』는 1963년에 그레고리 펙 (Gregory Peck) 주연의 영 

화로 만들어져 그해 아카데미 상을 타기도 했다. 

『앵무새 죽이기』는 남부의 한 어린 소녀의 눈을 통해 바라 본 성인세계의 

추악한 편견에 대한 고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화자연 스카우트라 

는 여섯살 난 소녀는 자기 마을에서 벌어진 탐 로빈슨(Tom Robinson) 이라 

는 흑인의 재판사건과， 이웃집에 살고있는 미친 아저씨 부(Boo) 에 대한 어 

른들의 편견을 통해， ‘타자에 대한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근거없고 어리석 

은 것인가를 이 소설에서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었다. 작품의 마지막에 스카 

우트는 결국 탐 로빈슨은 죄가 없으며， 부 아저씨 역시 냐쁜 사람이 아니라 

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은 어른들의 터무니없는 편견 때문에 비롯되 

었던 것이고， 그들은 그러한 왜곡된 편견의 가없은 희생자였던 것이다. 

이 소설의 문체는 평이하면서도 재치있고， 깔끔하면서도 유머스러운， 보 

기드문 명문으로 되어있다. 워낙 소설 자체가 감동적이고 재치있기도 하지 

만， 놀라울만한 것은 그러한 특성을 하퍼 리의 뛰어난 운체가 충분히 다 소 

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원서로 강독하기에 아주 이상 

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어휘수준 역시 중간 청도로 굳이 사전에 매달 

리지 않고도 죽 읽어나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번 잡요면 놓지 않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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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술서적 원서강독의 경우 

인문사회분야 서적 중， 원서강독을 하는 데 가장 이상적 인 책 중의 하나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문학비평가인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의 명저 「오리엔탈리즘(Orieηtal양m)J 이다. 20세기 후반의 지적 풍 

토를 뒤흔들어 놓았으며， 현대인들의 인식을 뒤바꾸어 놓은 이 책에서 사이 

드는 통양을 보는 서구의 왜곡된 편견과， 동양을 황폐화시켰던 서구의 제국 

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사이드는 동양에 대한 서구인들의 그와 같은 편 

견이 어떻게 하나의 지식체계와 진리로 굳어져갔으며， 또 그것이 통양에 대 

한 서양인들의 시각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추적하고 았다. 

그와 같은 작업을 위해 사이드는 이 책에서 서구의 문학 텍스트들과 각종 

문헌들을 실례로 들어 세밀하게 분석해 보여주고 있다. 사이드의 예리한 분 

석과 필봉에 걸려들지 않은 작가는 거의 없다. 심지어는 아라비아의 영웅이 

라고 불렸던 T. E. 로렌스(Lawrence) .si)- 소외계층의 편이었다고 알려진 칼 

마르크스(Karl Marx)까지도 그의 준엄한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예컨대 사이드는， 로렌스가 제국주의자의 영웅심과 사명감을 갖고 아라비아 

를 이끌었다는 사실과， 마르크스 역시 경제적 부흥을 이유로 영국의 인도 

식민지 통치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과연 1853년에 마르크스는 

“인도가 바록 영국의 지꽤를 받고 몽양적연 것들을 상실한다고 해도， 그것 

이 만일 동양의 경제적 부흥을 위한 역사척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그렬 가 

치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리 엔탈리즘』의 문체는 대체로 평 이하고 재미 있으면서도 강력한 역동 

적 힘을 갖고 있다. 사이드의 문체나 영문수준은 대개 본인의 박식함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편이지만， 유독 『오리엔탈리즘』만큼은 예외로서 누구냐 

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평이하게 기술되어 있다. 1978년 출판된 이 

래， 세계 각국어로 번역된 이 화제의 베스프셀러는 우리 학생들이 통양인으 

로서 자신의 자리매김을 위해서도 꼭 읽어야될 필독서이다. 국내에 이미 번 

역판도 나와있지만， 이 책은 원서로 읽어도 의미가 빨리 와 닿는다. 

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 의 명저 『꿈의 해석 (The Interpreta 

tion of Dreams) J은 7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저술이어서 선뜻 권하기 어 

려운 변도 있지만， 그러나 정독이 아닌 속독으로 한번쯤 읽어 볼만한 책이 

라고 생각된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심리분석학 입문(A General Intro

ductioη to Psychoanalysis) J나 『정신분석학의 기원 (The Origiη of Psy

choanalysis) J같은 여 러 권의 저술을 남켰다. 그러나 그 중에 서도 『꿈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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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프로이드의 대표적인 저작으로서 현대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고전적 인 저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얼마전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가 선 

정한 필독 고전 목록에도 들어간 바 었다. 

『꿈의 해석」은 결코 쉬운 책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은 프로이트가 자신 

이 치료한 환자들의 사례집과도 같아서 재미있게 얽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프로이드는 이 책에서 꿈의 모든 종류를 예로 들어 논의하고 있기 때문 

에， 늘 꿈을 꾸고 살며 그 의미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로서는 자연히 흥미를 

갖게될 수 밖에 없다. 물론 프로이드는 점쟁이들과는 달리， 꿈이란 미래를 

예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무의식이 꿈을 꾸는 동안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른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꿈이 미래의 무엿을 예언해주 

고 있는가 하는 ‘꿈의 해몽’보다는， 과거의 어떠한 잠재적 무의식이 꿈의 형 

태로 나타났는가 하는 ‘꿈의 해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았다. 

예컨대 이 책에서 프로이드는 ‘시험치는 꿈’에 대해 재미있는 설병을 한 

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전날 시험치는 꿈 

을 꾸게 되는데， 대개는 시험에 실패하는 꿈일 경우가 많다. 프로이드에 의 

하면， 그것은 다만· 내일 있을 일에 대한 초조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꿈얼 뿐이다. 또 그는 죽은 아들의 시신을 지키다가 피곤해지자 옆방에 가 

서 잠시 잠을 잔 어느 아버지의 꿈을 분석한다. 그 아버지는 선잠이 든채 

꿈을 꾸는데， 갑자기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더니， 죽은 아들이 나타나서 원 

망하는 어조로 “아버지， 손이 뜨거워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놀라서 잡이 

깨어보니， 아들의 머리 쪽에 세워놓았던 춧대가 떨어져 커튼에 불이 붙었는 

데， 그 불이 마침 아들의 손을 태우고 있였다고 한다. 이러한 꿈은 얼핏 신 

기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프로이드에 의하면， 그러한 꿈조차도 사실은 꿈 

꾼 사람의 과거의 무의식이 표면에 나타난 것 뿐이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옆방에 불이 붙자 그 환한 벚 때문에 그 사람은 주위가 밝아지는 꿈을 꾸 

였으며， 죽은 아들이 원망스러운 표정무로 나타난 이유 역시 그 사람이 죄 

의식을 느끼며 잠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손이 뜨거 

워요’라는 말은 과거에 언젠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일 것이라고 지적 

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F꿈의 해석』의 사례들과， 각종 꿈의 유형들에 대한 설명들은 비교적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으며， 읽기에도 재미있다. 그리고 이런 책을 원서로 읽는 

연습을 해두는 컷은 다음에 다른 학술서척을 읽기 위한 한 좋은 예행연습이 

된다. 이 책은 그 분량이 방대하므로 굳이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관 

심있는 분야만 골라 읽어도 된다. 문체는 기본적으로 학술서적에 쓰이는 스 

타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임상적인 데가 있어서 평이한 편이다. 그리고 

무엿보다도 꿈에 대한 설명들이 채미있게 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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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문화인류학자 마살 맥루언 (Marshall McLuhan)의 저서 『미디 

어의 이해 ( Understaπdiηg Media) dJ 역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한 시대를 

움직 인 유명한 저술이다. 활자문명의 죽음과 전자매체 시대의 도래를 선언 

해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준 이 책은， 종이책의 종말과 CD-ROM같은 

전자책의 등장을 1963년에 이미 예견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션을 끈다. 

맥루언은 이 책에서 라디오와 렐레비전， 타자기와 축유기‘ 사친과 C영화， 천 

화와 전보，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논의를 통해 ‘쿨 미디어 the Cool Media' 

가 정보를 지배하게 될 ‘전자시대’의 필연적 도래를 설득력있게 논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맨 첫 페이지에는 ‘Good-bye to Gutenberg' 

라는 글이 쓰여져 있다. 그리고 맥루언은 또 이 책에서 ‘매개체가 곧 메시 

지 이다(“Medium is the message.")’라는 유명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곧 

이 책이 이미 60년대 초에 전자시대와 컴퓨터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와 문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랑들이 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 

책은 우선 분량이 300페이지밖에 되지 않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는 장점 

을 갖고 있다. 더욱이 이 책은 실생활에서 우리들이 늘 사용하는 물건들

예컨대 전화， 전축，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등-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성 

찰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친숙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의 정 

보와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어서 유익한 깨달음과 김은 성찰을 제공해주 

고 있다. 문체 역시 별로 어렵지 않은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외에도 앨빈 토플러의 F제 3의 물결』이나 다니엘 벨의 『이데올로기의 

종언』 또는 토머스 문의 F과학혁명의 구조』같은 책들도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들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는 이와 같은 책들을 원서강독 

과목에서 교재로 사용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원서읽기는 결코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일단 영어와 책읽기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면 그리고 외국 

어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원서를 읽을 수 있다. 거기에 약간의 요령 

과 방법론을 알게 되면 원서읽기는 쉬워진다. 

4. 문법위주 공부가 원서 읽기교육에 미치는 문제점 

4. 1. 영어교과서의 문제 

최근 어느 미국인은 대부분의 한국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서 쓰이고 

있는 영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19세기식 영 

어”라고 평했다. 그렇다면 다소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의 중고등학교 학생 

들은 이미 죽어버련 낡은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영어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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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그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동안 영어 교과서가 

문법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문법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물론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문법을 모르면 우선 문법에 맞는 정확하고 교양있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문법은 말의 기본 법칙얼 뿐， 결코 언어 그 자체는 아니 

다. 언어는 부단히 변하는 것이고， 문법은 어디까지나 그 변천하는 언어의 

기본 골격일 뿐이다. 그것은 한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된다. 예컨대 

문법적으로는 「이제」가 맞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제」라고 말한다면， 문법 

역시 후자로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영어의 alrightC =all right) 역시 

이제는 맞는 영어로 당당하게 사전에 올라있다. 그러나 그통안 한국의 영어 

교과서와 영어교육은 마치 언어 그 자체가 곧 문법이나 되는 것처럼， 문법 

지상주의를 표방해왔다. 그 결과 교과서는 문법책이 되었고， 영어교사는 문 

법학자가 되었으며， 학생들은 문법학도가 되었다. 

영어교과서가 일상 대화에서 별로 쓰이지 않는 영어로 되어 있는 두번째 

이유는， 교과서 집필시 펄히 포함하라고 명기된 「기본 문법 예시문」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심사시 필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영어 교과서 저자들은 어 

떻게든 그 문형들을 본문 중에 넣기 위해 무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영어를 쓰게 된다. 예컨 

대 어느 영어교과서에는 “ London is the city in which 1 was bor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문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지만 ‘문어체’이기 때 

문에 실제 대화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한 경우에 native 

speaker들은 “ 1 was born in London."이라고 할 것이다. 저자는 아마도 그 

걸 잘 알면서도， 문법 예시문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수없이 그런 표 

현을 썼을 것이다.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는， “혈액이 방출된다”와 “피가 

난다”의 차이와도 같다. 의사의 진료카드에 전자를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대화 중에 전자를 사용한다면 대단히 어색한 표현이 될 것이다. 

영어 교과서의 영어가 native speaker들이 실제 쓰는 영어와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있는 세번째 이유는， 영어교과셔의 펄자들이 대부분 non-native 

speaker들이기 때문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그 중에는 영미 인 공 

저자가 들어있는 수도 있으나， 그 참여도가 미미할 수도 있고 형식적일 수 

도 있다. 또 현행 영어교과서의 저자들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 

람이 아닐 수도 있고 native speaker에게만 가능한 언어감각이 부족할 수 

도 있으며， 현재 영미에서 쓰이고 있는 실용영어에 익숙하지 못할 수도 있 

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교과서의 집펄을 외국인들에게 의뢰할 수도 없고， 

외국에서 나온 상엽적인 책들을 교과서로 사용할 수도 없어， 이 문제는 곤 

혹스러운 딜레마로 남는다. 다만 일본 영어교과서의 경우， 일본인들이 집펄 

하고 있지만 어색한 영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노력여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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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우리도 얼마든지 좋은 영어 교과서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영어교과서가 살아있는 영어를 담고 있지 못하는 네번째 이유는 우리의 

뿌리깊은 보수성 때문이다. 언어는 부단히 변해간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진보적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의식은 늘 보수적이어서 획기적 인 변화를 두 

려워하고 또 꺼려한다. 예컨대 일본의 교과서에는 오래 전부터 중학교가 

junior high school(구어로는 junior high)로 표기되어 었다. 그러나 우리 나 

라 영어교과서에는 중학교가 아직도 middle school로 되어 있다. 물론 미국 

에서는 그 두 가지 용어가 다 쓰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학교들이 최근 

들어 junior high school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렇다면 우리 영어교과서에도 그 두 가지 것을 다 소개해야만 할 것이다. 그 

러나 영어교과서의 필자들은， 만일 junior high로 표기하면 너무 진보적으로 

보여 심사에 떨어질는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최근 용어들의 사용을 꺼 

려하고 있다. 그 결과 해방직후나 지금이나 우리는 변함없이 middle school 

만을 고수하고 었다. 그러나 그렇게만 배운 학생은 미국에 가서 다소 혼란 

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영미에서는 whom이 없어지고 대신 who가 사용된 지 이미 오래되었 

는데， 우리의 영어교과서나 참고서에는 아직도 whom이 사용되고 었다. 그 

점 역시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학교 어 

학연구소의 한 영국인 강사는 한국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보더니， “왜 

아직도 whom을 쓰고 있는가?"라고 물은 적 이 있다. 그러냐 우리는 아직도 

whom대신 wh。를 쓰면 뭔가 틀린 것 같고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그 근저 

에는 물론， 새로운 변화보다는 편안한 옛컷에 매달리고 싶은 한국인 특유의 

보수성이 자리잡고 었는 것처렴 보인다. 

예컨대 해방 직후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의 영어교과서는 “1 am a 

boy. Are you a girl?"이라는 상투적 인 말로 시작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 

서 그런 식 의 대화를 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맨 먼저 

“ Hl ! ”나 “How you doing?" 또는 “ How are you?"나 “How do you do?" 

로 시작해， “ I’m Tom. Nice to meet you." 등으로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어른들의 경우에는 “ What line of business are you in?"이 

나 “ What do you do (for living)?" 같은 질문이，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 

는 “ What grade are you in?"이나 “ Where do you live?"같은 질문이 시 

작될 것이다. 즉 사람과 사랑이 처음 만나변 의문문이 먼저 쓰이는 것이 상 

례이고’ ‘그러자면 의문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 What’s that?"이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면서 말을 배운다. 그런데 우리의 영 

어교과서는 예나 지금이나 천편일률적으로 평서문과 be통사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의문문과 의문사는 상당히 뒤에 가셔야 나오고 있어서， 영어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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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지 오래된 학생들도 “ What’s that?"이라는 가장 기본적 인 말조차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영미의 국민학생들이 읽는 책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과 표현법 

들이 한국의 영어교과서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가서야 나오거나， 아예 나 

오지 않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의 교과서 영어 

(또는 문법 영어)와 영미 현지의 실용영어 사이에 irreducible gap이 았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영미어린이들이 구사하는 어휘 

도 우리에게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게 된다- 그러므로 현지 생활영어 및 

현장영어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영어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도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셔는 심 

지어 약어까지도 가르쳐야 되는데， 영미에서 늘 쓰이고 있는 약어들이 한국 

의 영어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는 점도 문제가 된다. 예컨대 sales rep (sales 

representative) 이나 specs (specifications) 이나 sub (substitute) 이나 rehab 

(rehabilitation) , 또는 fridge (refrigerator)같은 것들은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신문이나 잡지에서조차도 그대로 쓰이고 있는 약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나 문법 또는 학교 수엽은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는 

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약어들을 모르면 native speaker들과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행허 금년도부터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과 교과서를 「듣기와 말하기」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지만 r문법 중심 교육」을 받은 영어교사들과， 노후된 현행 시청각 시설을 

갖고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영어교과서의 마지막 문제점은 집필시 유의사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덕 

목」이다. 교과서니까 물론 덕목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나 필자 자신들의 재량에 맡겨야지， 그것들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3 예컨대 다음과 같은 표현은 미국 학교에서 일상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한국학생틀은 잘 모르고 있다. 

show and tell : 학생들이 자기 pet을 학교로 가져와셔 급우들에게 보여주는 것 
sleep over: 주말에 친구집에서 자는 것 
slumber party : 파티를 끝내고 여러 명이 같이 자는 것 
barf: 토하다(=throw up, vomit) , ‘bmp: 트렴하다’와 구별됨 
scram: 꺼져 ! 

또， 미국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도 널리 쓰이고 있다. 

nerd: 사회생활이나 운통은 전혀 못하고 콩부나 컴퓨터에만 골몰하는 얼간야 
dweeb: 멍청이 dude: 녀석， 친구( =guy) 
weirdo: 이상한 자， 괴상한 사람 moron: 바보， 벙청이 
creep: 치근대는 자， 치한 wimp: 꼬마， 애송이 
bozo: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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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교과서에 한국식 덕목을 대입하려는 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 

다. 재미있게 배워야될 영어교과서에 「국가관j ， r충효사상j ， r봉사정신j ， 

「민주적 공동처11 j , r도덕과 윤리」같은 것틀을 억지로 집어넣으면 자칫 영어 

교과서가 어색한 영어로 쓰여진 도덕책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 

다. 그러한 영어책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외국 

어는 우션 재 미 있게 배워야한다. 그려므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pop songs나 

films나 comics, 그리고 newspaper articles나 funny stories도 들어가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영어교과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냐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중학교 영어교과서에는 die가 들어가는 예문 

을 쓰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았다 r죽음」에 대한 언급은 비교육적 이고 

덕목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죽음」을 안 

가르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교육이고 덕목일까，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의 어 

두움을 감추고 삶을 아름답게만 묘사하는 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얼어난다. 학생들은 언젠가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받은 

교육 자체를 불신하게 될지도 모른다. 학생들은 삶의 밝음과 더불어 어두움 

도 배워야만 한다. 

4.2. 과도한 문법 의존의 폐해 

Native speaker들은 문법을 잘 몰라도 유창하게 말하고 글을 쓴다. 그런 

데 우리는 문법은 잘 알아도 도대체 알아 들을 수가 없고 말을 할 수도 없 

다. 그러한 현상은 따치 한국어 문협에 정통한 외국인이 한국말을 전혀 못 

하는 것과 비슷하다. 중고등학교 영어참고서를 펼쳐보면， 난삽하고 불필요 

한 문법용어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 청취력과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된다. 다음은 국내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어느 권위있는 영어참고서의 한 페이지에서 발훼한 것이다. 

물주구문(I) 

1. He can walk/ because he is young. ( 연주어구문. 복문) 

=His youth enables him to work. (물주구문. 단문) 

(우리 말에서는 주로 A主語構文이 쓰이지만， 영어에서는 A主語 構

文과 物主構文이 함께 쓰이고 있음 .... because~가 이유부사 절이므 

로 복문엄. ) 

물주구문(11) 

1. As her father died suddenly, she had to give up school. (a) 

=Her father’s sudden death forced her to give up school. (b) 

( (1 a)는 As ~suddenly~가 이유부사절이므로 복문으로서 인주어구 



152 검 성 『-.=-

문엄. Her father ’s sudden death를 주어로 하여 (1a)를 다시 고쳐 

쓰면 Clb)와 같이 되는데 force+목적어 +to do는 ‘목적어가~하도 

록 강요하다’의 돗엄.) 

이와 같은 용어와 설명은 이후 몇 페이지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그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물론 어려 

운 문법용어의 사용 때문이다. 예컨대 「인주어구문」이나 「물주구문」같은 

용어는 위 문형 설명에서 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 책은 미안했는지 설명에는 한자를 넣고 있는데， 이 또한 

한글세대에게는 혼란에 흔란을 더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차라리 「사람을 

주어로 하는 문장」과 「사물을 주어로 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뻔했다. 그리고 「 인주어구문」과 「물주어구문」이라고 하든지， 또는 「 인주구 

문」과 「물주구문」이라고 해서 용어통일을 시켜줘야지， 두 개를 뒤섞어 놓은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실은 이 모든 복잡한 용어들을 다 없애고 

여러개의 예문만 나열해 놓아도 학생들은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예문에 의거해서 문장을 변환하는 연습을 시키면 될 

것이다. 

그외에도， because~를 「이유부사절」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이유부사 

절」이라는 용어가 왜 펄요한지 알 수가 없다 r왜냐하면」이라고 말하고 싶 

으면 그냥 because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것이 이유부사절인지 

사유부사절인지 따져보거나 규정해놓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 알 수 

가 없다. 학생들로 하여금 ‘because~’라고 말해야 될 때， 그것이 이유부사 

절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생각하게끔 훈련을 시켜놓았으니， 그 업에서 영어 

가 나올 수 없다. As~suddenly~도 꼭 「이유부사절」이라고 밝힐 펄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유부사절」이라는 용어를 

외우는 것 보다는， 그냥 그것을 써야할 상황이 되면 Because~ y. As~sud

denly~가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유부사절」이냐 「빈도부사」라는 용어만을 외우느라， 정작 그런 

용어냐 표현을 써야할 때에는 전혀 Because~ y. As~suddenly~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들은 그 상황에서 「이유부사절」을 써 

야되는지 아닌지 확신야 서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마는 

지도 모른다.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해방 후 지금까지 문법 

에만 매달려온， 바로 우리의 파행적인 영어 교육이다. 교육현장에서 일제의 

잔재를 벗어 던지려면， 사실 문법 위주 교육부터 폐지해야만 할 것이다 

4 “physical culture"는 예전에 “ body building"이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은 
그런 뜻으로 조차도 아예 쓰이지 않는 말이 되었다. 문법위주 교육의 한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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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speaker들의 영어를 들어보면， 한국말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리드미 컬 (stress와 intonation 때문에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speedy 

한 언어를 우리는 문법으로 묶어놓고 있으니， 영미 인들과 대화가 안될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문법을 성서로 여기고 일점얼획이라도 거기 

에서 벗어나면 마치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법 질서를 존중하는 한국인들 

의 태도는， 평소에는 엄격히 규정을 준수하다가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 Every rule is made to be broken."이라고 말하며 rules and regulations 

를 가볍게 bending하는 미국인들과 좋은 대조가 된다. 예컨대 한국의 문법 

책과 사전에는 “ f or oneself"는 “흔자 힘으로"01고， “ by oneself"는 “흔자 

서， 홀로”의 뜻이라고 되어있고， 그 문제가 시험에도 나온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의미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 인지는 대단히 모호하다. 즉 “흔자 힘으로” 

와 “흔자서”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다. 실제로 영미에서 전 

자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후자는 “흔자서”의 의미로 쓰인다. 그플이 

“ 1 did it by myself."라고 말할 때에는 “혼자의 힘으로”의 돗과 “혼자서” 

의 뜻이 둘 다 들어 있다. 그러한 모호한 구별을 강요해 학생들로 하여금 

“ for myself"를 써야할지， 아니면 “ by myself"를 써야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말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만 할 것이다. 

문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일상 늘 쓰이는 관례 적 인 표현들과 

특정한 상황에 쓰이는 관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컨대 미국의 젊은이들 

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 How are you?"보다는 “ How you doing?"이 훨 

씬 더 많야 쓰인다. “ Hovv you doing?"은 물른 우리의 영석 교과서헤는 나 

와 있지 않다. 그러므로 “ How are you?"만 배우고 유학을 간 한국학생들 

은 처음 들어보는 "How you doing?" 이란 말에 당황하게 된다(원래는 

“ How are you doing?"이겠지만， 구어체에서는 그냥 “ How you doing?" 이 

라고 한다) . 또 “ May 1 help you?"만 배우고 간 사람 역시 수없이 듣게 되 

는 “ How may 1 help you?"말에 당혹스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곧 우 

리의 영어 교과서들과 영어교사들이 현재 영미에서 쓰이고 었는 현장영어 

와 생활영어와는 거리가 있는 교과서적인 영어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 

가 된다 

는 바로 위 인용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 He can walk because 
he is young."이라는 말이나， “ His youth enables him to walk."이라는 말은 문법 
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만 의미상으로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표현이다 r그는 

젊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J나 「그의 젊음이 그를 걷도록 해주었다.J라는 말은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그리고 쓰일 수 없는) 표현이다. 예문은 문법에만 맞추 
어 고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살아있는 표현을 골라야만 할 것이다. 

5 그와 같은 컷들은 다른 경우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영미에서는 날마다 쓰이 
고 있는데도 우리는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표현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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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어색한 표현이나 다소 무례 

한 언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위의 예문중， “ Is Tom there?"는 다소 

비콩식적인 표현이므로， 보다 formal하게 예의를 차려야할 때는 “ Is Tom 

there, please?"나 “ Could(May) 1 speak to Tom, please?"를 사용하는 것 이 

좋다(물론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 표현을 사용한다). 또 

“Hey!"라고 사람을 부르는 것도 예의에 벗어난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 끝 

에 “ Oh, yeah?"라고 하는 것 역시 그러한데， 그 이유는 그 말이 “그래? 말 

다했니?"의 비꼬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중에는 “ Oh, yeah?"가 “아， 그 

래요?"의 의미인 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 Y ou had better~"로 시작되는 말 역시 허물없는 사이에나 쓰는 표현이 

므로 윗 사람에게 써서는 안되는데， 한국인들은 그러한 뉴앙스를 모르고 남 

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특급호텔의 Front Desk Receptionist틀이 

영미인 투숙껴들에게 “ You’d better~"로 시작하는 말을 많이 해서 놀랐다 

는 외국인들을 여랫 만난 척이 있다. 또 어느 일간지의 영어칼럼에서 칼럼 

니스트가 아무런 주의사항 없이 마치 일상용어처럼 “ Butt out!"을 소개하 

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또한 무례한 표현으로 싸울 때에냐 쓰는 말이 

다. 또 “ will you?"가 tag question으로 쓰일 때에는， 주로 하급자에게 뭘 

시킬 때 쓰는 표현으로， 윗사랑에게 쓰면 안된다는 것도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다. 다행히도 한국인 중에는 tag question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 

다음과 같은 것틀은 그 좋은 예가 된다(밑줄친 곳에 강세가 있음) . 

Not that 1 know of. 
That’s more like it. 
Y ou can say that again. 
Now you’re talking. 
Look who’s talking. 
When do we eat? 
Aren’t we there yet? 
Write back. 
1 appreciate it. 
1s Tom there? 
This is he(she). 
Speaking. 
Are you still there? 
What time do you expect him in? 
1 locked myself out of my car. 

I’m locked out of my apartment. 
1 was locked up. 
I’11 take you in. 

내가 아는한 없다. 

그럼 그렇지. 

정말 그래. 

이제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군. 

사돈이 남 말하네. 

식사 언제 할거요?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탑장 해. 

고마워. 

거기 탐 있어요? (전화 대화) 

내가 탐이야. (전화 대화) 

내가 탐이야. (전화 대화) 

내 말 듣고 있어? (전화 대화) 

그분 언제 돌아올까요?(전화시) 

자동차 열쇠를 꽃아놓은 채， 차 문을 
장그다. 

실수로 아파트 문을 잠그어 서 못 들어가다 

난 감금되었다. 

널 연행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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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에， “ wiI1 you?"로 인한 실수는 별로 없는 편이다. 또 “ Long 

time, no see." 역시 허물없는 사이에 쓰는 말인데(윗사람에게 써서는 곤란 

하다)， 이 표현 역시 한국인들은 자주 쓰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다. 그런 

표현을 써야할 경우에는， “ 1 haven’t seen you for a long time." 이나， “It’s 

been such a long time Csince 1 saw you last)."이라고 하면 윗사람에게 

써도 우방한 공손한 표현이 된다- 문법은 이러한 것틀은 가를쳐주지 못한 

다. 문법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영어 

학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인들이 신뢰하는 영한사전이나 한영사전에도 틀린 것들이 발견된다. 

예 컨대 얼마전까지만 해도 영한사전에 terrific은 “끔찍한”으로 나와 있었 

다. 예전에 terrific에는 물론 “끔찍한”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의미가 정반대가 되어 terrific의 의미가 “멋진”으로 바뀌어졌 

다. 다행이 최근에는 국내 사전에도 terrific의 의미가 “멋진 “훌륭한”으로 

바뀌어져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가련한 (놈)"이라는 좋지 않은 말이 되어 

버린 “pathetic"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전에 “애처로운”이라는 좋은 돗으로 

나와 었다. 또 한영사전에는 “체육문화”를 physical culture라고 번역해놓고 

있는데， 모든 것에 “문화”를 붙이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영어에는 “체육 

문화”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4.3. 문법 위주 시험 및 영어교육 개혁 

문법 위주의 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법지식의 범위 

를 벗어나 있거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 

6 한국사전에는 또 Adjunct Professor가 「조교수」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틀린 
번역이다. Adjunct Professor는 full-time 전임교수가 아닌 part-time 교수로서， 
대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기관의 교수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이다. 그러묘로 칙급에 따라 Adjunct Assistant Pro 
fessor , Assistant Adjunct Professor, Adjunct Professor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러 
한 구분은 Visiting Professor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 강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Visiting Scholor라는 타이툴이 붙는다 . 
. 한국의 영한사전이 틀린 경우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이다. 예컨대 “ adjoining" 
이라는 단어의 원래 정의는 “ always implies meeting and touching at some point 
or line"이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한국 사전에는 “근접한， 인접해 있는”으로 되 
어 있어서， 학생들이 “adjoining room"을 “근접해 있는 방”이라고 번역하는 것 
을 보았다. 그러나 “ adjoining room"은 “연결되어 있는 방， 붙어 있는 방， 부속 
실”로 번역해야만 한다. 

문제는 중고등학교 해석시험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쓴 사람은 툴리게 되 

어 있고， 사전을 찾아 틀린 답을 쓴 사람은 맞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변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영어교육 신뢰도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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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었다예를 들면， 학교에서 “ Thank you very much."만 배운 한국 학생 

7 영어와 한국어에는 비슷한 점도 많지만， 개념이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거 
나， 일대일로 번역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 한 가지 좋은 예는 군대의 계급 
이다. 군대의 계급을 대/중/소로 나누어 상하관계로 구별하는 우리나라와는 달 
리， 미군의 계급은 각자가 맡은 가능별로 그 명칭이 달라진다. 예컨대 the R.O. 
K. Army의 경우， 소위， 중위， 대위의 수직관계로 계급이 달라지고， insignia도 
diamond의 숫자로 차별화된다. 그러나 미 육군의 경우에는 맡은 기능에 따라， 
한 단위부대의 지휘관 즉 중대장인 대위는 Captain(줄여서 cap) 이고 그의 부관 
인 중위나 소위는 Lieutenant(줄여서 Nant 또는 Lt.)가 되는 수평관계가 된다. 
소위는 Second Lieutenant이고 중위는 First Lieutenant지만， 맡은 기능이 같기 
때문에 이들은 똑같이 Lieutenant라고 불린다. 계곱장 역시 한국군의 경우에는 
숫자로 변멸되는 데 반해， 미군 소위는 golden bar 하나， 중위는 silver bar 하 
나， 그리고 대위는 silver bar 두개로 구별된다. 그것은 소령， 중령， 대령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가 된다. 예컨대 미 육군의 중령은 대령을 보좌한다는 의미에서 
Lieutenant Colonel 인데， 호칭은 중령이냐 대령이나 똑같이 Colonel이며， Insig 
ma 역시， 소령이 golden flower 하나， 중령은 silver flower 하나， 그리고 대령이 
eagle이다. 말하자면 미 육군의 경우에는 계급장으로 우열이나 서열이 구별된다 

기 보다는 맡은 직책과 기능이 구별된다는 것이다. 육군 중장이 대장을 보콰한 
다는 의미에서 Lieutenant General이고， 소장이 Major General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는 얼핏 Major General이 Lieutenant General보다 더 높은 걸 
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행 미 육군의 계급제도는 다음과 같다. 

Pr까ate(PFC II) : 이 등병 ( 예 전의 Private Second Class) 
Private First Class(PFC) : 일등병 

Corporal: 상병 또는 병장 
Sergeant: 하사관 의 총 칭 
Staff Sergeant : 하사(예전의 이동 중사) 
Sergeant First Class : 중사(예전의 일등 중사〉 
Master Sergeant : 상사 
Sergeant Major : 특무상사/주 임상사 
(미군에서는 Corporal부터는 NCO(Non-Commissioned Officer) , 즉 하사관으 
로 대우하고 있음.) 

Second Lieutenant(Lt.) : 소위 
First Lieutenant(Lt.) : 중위 
Captain: 대위 

Major: 소령 
Lieutenant Colonel : 중령 
Colonel: 대령 

Brigade General : 준장 
Major General : 소장 
Lieutenant General : 중장 
General: 대장 
Marshall :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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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대부분 “Thanks very much."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영어권에서 날마다 수없이 쓰이고 있는 올바른 영어이다. 같은 맥락 

에서 “very many"란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 Thank you so much."1-)

“Thanks."나 “Thanks a lot."같은 것들도 모두 다 옳다. 또， “Gee, thanks 

a lot."은 전혀 고맙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일 때의 비꼬는 표현이다. 예컨 

해 바오는 날， 자동차가 지냐가면서 흙탕물을 끼얹였을 때， “Gee, thanks a 

lot."이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이 된다. “Thanks very much." 같이 일상적 

으로 사용되는 말은 우리나라 영어교과서에도 수록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또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미 해군의 대령이 미 육군의 대위처럼 Captain이 

라고 불린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해군에서는 대령이 되면 한 함정을 지휘하는 
함장이 되는데， 한 ·부대의 최고 지휘관은 영어로 Captain이기 때문이다. 즉 

Captain의 의미는 「대위」가 아니라지휘관/두목」이다. 미 해군의 계급제도 역 

시 우리 말로 일대일 번역이 불가능하다. 

Ensign: 소위 
Lieutenant Junior Grade : 중 위 
First Lieutenant : 대 위 

Lieutenant Commander : 소령(부함장) 
Commander: 중령(부함장) 
Captain: 대령(함장) 

Admiral/Commodore : 제 독 

미 공군의 경우에도， 대위는 Capta없이라고 블련다. 경찰의 경우애도 한 부서 

의 우두머리는 Captain이 되고， 바로 그 밑의 수사반장은 Lieutenant가 된다. 

미 경찰의 계급은 다음과 같다. 

PatrolmanjConstable( 영 ) : 순경 

Sergeant: 경 사 
Lieutenant : 경 위 
Captain: 국장이냐 서장 
Commissioner : 총경이나 경무관(경찰청장) 

Police Chief : 경찰서장(계급이 아니라 직책 임) 
Detective: 사복형사(계급이 아니라 직책 엄) 
Inspector: 수사관(계급이 아니라 직책 임) 

Private Detective/Pr까ate Eye/Private Investigator : 사 립 탑 정 

미국 경찰의 계급 역시 맡은 직분율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하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경찰의 계급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와 같은 것은 영어를 우리 말 식으 

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좋은 예가 된다. 그러므 

로 문법에만 매달리거나， 자신의 제한된 사고의 영역으로 외국어롤 끌어들이려는 

태도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된다. 그것보다는， 문법의 한계를 초월하고 

영어의 구조를 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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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우리 학생들은 그것이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 

다. 그와 비슷한 경우는 수없이 많다. 학생들은 또 ‘“‘Mos앞t impor‘.t떠antl)ιyιrμ간， 

맞다고 생각하고， “ Most important，"는 문볍적으로 툴렸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후자도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전자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또 우리는 “ Look at!"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 

문에， “Look!"이든지 “ Look at that!"이라고 해야지만 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의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실제로 “저것 좀 봐” 또는 “이것 

좀 봐”의 못으로 “ Look at!"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심지어 텔레비 

전 드라마의 성인 대사 중에도 “ Look it!"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예컨 

대 안기 프로그램 「사안펠드J) ， 이는 물론 비문법적이기는 하지만 구어에서 

는 “ Look!", “ Look at!" 또는 “ Look at it!"의 줄임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 Fax me."나 “ Don’t pal me."같은 표현도 우리는 

“ Send me a FAX."나 “ Don’t call me pal."이라고 써야지만 문법에 맞는다 

고 생각하기 쉽다. 또 영미인들이 늘 사용하는 “ Get over here."나 “ Come 

on over.", 또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J의 뜻인 “Could you come over?" 

나 「너희 집에서 자도 되니 ?J의 의미인 “ Can 1 stay over?" 같은 표현， 그 

리고 「그 사람을 연결해 .J라고 할 때의 “ Put him on."이나 「그 사람을 들 

여보내 .J라고 말할 때의 “ Send him in.", 또한 「이제 그만 끝장내자.J의 

“ Let’s get it over with."와 「내 팔을 놔라.J 의 “Let go of my arm!"같은 

말들도 국내 영어 교과서에는 잘 수록되지 않아， 한국인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는 표현들 중 하나이다. 그리고 “개를 산책시키다” 또는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라는 뭇인 “ Walking the dog" 또는 “ 1 walked the dog."이라는 

표현 역시 영어교과서에 수록되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러한 표현이 생소한 나머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교육부에서 

그와 같은 사례들을 수집해 영어교과서에 포함시키도록 관련학자들에게 연 

구비 프로젝트를 의뢰한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영어시험문제부터 개 

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즉 문법 테스트형의 문제률 없애고， 말하기와 듣기 

위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문제나， 한 문단을 읽은 후 대의를 파악하고 요 

약할 수 있는 com prehension 문제를 출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행 출제 

방식이 계속되는 한， 학생들은 여전히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다라는 

식의 문법적 사고방식￡로 영어블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시험문제들 

을 보면，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정 

을 파서 툴리게 할까에만 출제의도가 집중되어 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 

문제들은 사실 이미 test수단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상실한 것들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조차 틀리게 만드는 함청출제는 이제 없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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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출제자들대로 나름의 고충은 있을 것이다. 실력이 비슷비슷한 학생들 

의 성적을 변별시켜 당락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대학입시부터 개선되어야만 한다는 원 

론적 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사실 한국인들을 영 어 회화에 능통하거나 원서를 잘 읽는 사람들로 만드 

는 것은 별로 어렬지 않다- 문벌워주의 현행 수놓시현을 아예 회화시현이나 

독해시험A로 대체하기만 하면， 삽시간에 전 국민이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 

고 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에 유례없이 열성안 한국의 수험생 어머 

니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녀들을 영어회화나 독해 전문가로 만들어 놓 

을 것이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영어회화쯤은 아예 자신도 해보겠다고 나서 

서(자녀들의 말 상대가 되어주기 위해셔라도)， 결국은 주부들까지도 영어회 

화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영어를 못하면 숭진에서 탈락 

되는 아버지까지 가세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 국민이 유창한 영어회 

화를 구사하는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어교육의 숙원 

인 「말하기」와 「듣기」가 저절로 성취되는 셈이니， 대학입시 출제 유형을 바 

꾸는 컷만이 가장 확실하고 바랑직한 방법이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도 계속 부질없는 문법에만 매달리다가 입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원서 한권 읽어보지 못한 채 영어와의 싸움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얼마전 어느 모임에서 영어로 글을 아주 잘 쓴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우선 쉬운 영어로 글을 쓴 다음， 사전을 찾아가며 쉬운 단 

어틀을 다시 어려운 단역로 바꾼다는 것이였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사람은 

아주 그럴듯한 수준높은 영문의 필자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 

실 미국인들은 그와는 청 반대로 글을 쓴다. 그들은 글을 쓴 후， 혹시 쓸데 

없이 어렵게 써진 곳이 있나 조사해서 그 부분을 더 쉽고 더 명료하게 고쳐 

나간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영어로 쓴 글을 읽는 미국인들이 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한가지 있다. 그플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쓴 영어는 불분명 

하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데， 그 이유는 우선 영어에 대한 감각이 없고 

현학적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 쓸데없이 어려운 단어들만을 나열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영어로 쓴 글은 우선 쉽고 논리적이며 명료해야만 한다. 그 

런데 한국인들이 쓴 영어는 그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도 해당이 안 되 

는， 억지로 만든 영어라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 역시， 우리가 문법위주의 교 

육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폐해 중 하나일 것이다. 

문법위주 교육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폐해는， 학생들이 독해사얘도 한 

문장， 한 문장씩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안심을 하지 못 

한다는데 있다. 글이란 정독해야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cursory reading을 

해야할 경우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 문장을 하냐씩 분석해서 어떤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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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사절」이고 또 어떤 것이 「보어」인지 확인해야지만 그 다음 분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도대체 f ast reading이 가능할 리가 없다. 그러나 read

ing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읽고 대의를 파악한 후 요약할 수 있는 compre

hension과 summary의 능력 이다. 그런데 문법중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그 두 가지 능력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 

문법은 일종의 necessary evil 또는 something we can’t do without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법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루 속히 벗어 

냐야만 한다. 그래서 문법을 우리의 master가 아닌 subordinate로 만드는 

것-그것만이 우리가 문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문법의 숙명적인 legacy로부터 결로 벗어나지 못한 

채 grammar의 쇠사슬에 얽매어 평생을 보내야만 할 것이다. 

「문법 J~로부터의 해방-그것은 2000년대를 맞이하는 한국 젊은이들이 

당연한 가장 절실한 명제 중 하나이다. 그들을 문법의 과도한 속박￡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영어교육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만 학생들은 「언어의 감옥(the prison-house of language) J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원서강독이나 읽기교육이 정상적인 궤도 

에 올라가려면， 바로 그려한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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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is primarily an instrument whose purpose is to communicate 

between people. It is an endless dialogue with men and women, expressing 

a state of thinking, feeling and seeing things and people. Language unfolds 

itself through social situations and historical circumstances. Situation and 

language, which are closely linked with each other, are both perceived in 

their entirety, within mental structures so complex as to escape analysis. 

This is why we teach language as a means of expression and communica

tion which engages all the resources and realities of human beings. And 

this is why we perceive language not as a fixed entity but as an essentially 

flexible" medium of social interaction. Language is, after all, an ever-chang

ing means of expression of ourselves that cannot be analyzed, since analy

sis destroys the subtle mechanism of language by its very process. 

Korean students, however, tend to attempt to anaìyze English sentences, 
passages, and paragraphs grammatically and pin down a fixed meaning of 

vocabulary, often ignoring the context from which they originated. Rather 

than trying to comprehend the general idea and meaning of a paragraph, 
they are inclined to tackle grammatical details and structural problems in 

stead. And the result is often the frustration of slow reading and under

standing. 

The English proficiency of Korean students - whether in speaking, lis

tening, reading or writing - has been seriously plagued by this grammar 

Ðverdose at school. In order to alter the course of grammar-oriented En 

glish education ín Korea,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hould focus 

more on oral proficiency and comprehension skills than on grammar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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