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초보,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다

수경이는 한국에서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캐나다에 이민을 왔다. 당시는 영어가 초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민 오기 전 수경이의 영어 실력은 거의 백지 상태였다. 그

러므로 캐나다 도착 후 시작한 초등학교 6학년 생활은 수경에게 좌절감을 주었다. 한국에서 상위

권 성적을 유지하던 아이가 이곳에 오자마자 영어 하나 때문에 바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수경에게는 운도 따라주지 않았다. 갓 이민 온 학생들 대부분은 정규 수업을 따라갈 만한 영어 실

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캐나다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수준별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클래스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경이가 들어간 학교에는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ESL 클래스가 아예 없었다. 수경이는 할 수 없이 정규 클래

스(Regular Class)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수경이는 ‘Hi’, ‘Hello’, ‘How are you?’ 같은 인사말이나 ‘My name is Caroline, I’m from 

Korea.’ 같은 말밖에 할 줄 몰랐다. 체육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영어로 말하지 못해서 

내가 수첩에 문장을 적어 주면 그것을 반 친구에게 보여 주고 물어야 하는 정도였다. 그러니 전교

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못하는 수경이가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안 봐도 뻔했다.

그러던 중 수경이에게 드디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여름 방학 동안 서머스

쿨(Summer School)에 다니게 된 것이다. 처음으로 영어를 못하는 동지(?)들과 함께 공부해서 수

경이는 매우 신이 났다. 서머스쿨에서는 주로 단어와 스펠링, 문법을 익혔다. 글을 읽고 간단한 문

제 풀기, 문장 만드는 연습 등을 했다. 때때로 간단한 자기소개, 취미나 특기 등에 관해 짧은 글을 

써 내는 숙제를 하기도 했다. 

수경이는 아주 열심히 공부했고 서머스쿨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클래스에서 가장 영어 

잘하는 아이로 통하게 되었다. 신이 난 수경이는 더욱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고, 서머스쿨이 끝날 

무렵엔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영어 공부, 영어 공부, 또 영어 공부

서머스쿨 후 두 달 여 여름 방학이 끝나면 수경이는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수경이와 나는 이 두 

달 동안 함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당시 수경이는 듣기는 별 어려움이 없

었고, 그럭저럭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쓰기였다. 쓰기는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과목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 활동 중에서 쓰기는 가장 정확성이 요구된다. 나는 딸아이가 다음 세 가

지에 초점을 맞춰 실력을 향상하도록 도왔다.

첫째, 논리적 사고 능력

언어와 사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영미인들은 언어를 논리적이

고 정확하게 구사하는 편이다. 이는 그들이 우리에 비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관련 있다. 우

우리 아이, 
능통한 이중언어자로 키우기(1)
본 칼럼은 <영어패턴500플러스> 저자인 이광수 선생님이 딸이자 공저자인 이수경 선생님에게 영어를 

가르친 경험담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캐나다에 이민 갔을 때 영어를 전혀 못했던 이수경 선생님이 

한국어와 영어 둘 다 능통한 이중언어자가 되기까지 영어 공부법을 담았습니다. 

1회는 초등학교, 2회는 중학교, 3회는 고등학교 때의 경험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글 이광수(<영어패턴500플러스> 저자, ‘올댓영어(cafe.naver.com/allthatg)’ 카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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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보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영어를 좀 더 빠르게 익힐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의사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영어가 서투른 사람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공통점 중 하나는 영어를 쓸데없이 어렵고 복잡하

고 애매하게 구사한다는 것이다. 영어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 감정을 쉽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on Skills)인 것이다.

셋째, 기본적인 문법 다지기

영어를 훌륭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기본 문법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은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지만, 영문법에서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것들은 익히는 것이 좋다. 영미

권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면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법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스스로 알게 되는 문법 사항들이 많다. 그러나 아주 쉽고 

기본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쉽게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틀리는 것들도 꽤 많다. 이런 것들은 

문법을 처음 공부할 때 확실하게 해 두면 영어 학습에 큰 자산이 된다.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곳 초·중·고교에서도 ESL 클래스는 물론이고 정규 클래스에서도 문법을 공부한다. 

학생들이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도록 문장 요소(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품사, 구, 절, 시제, 관계

사 등 기본적인 문법을 가르친다. 

나와 수경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 근처 공공 도

서관에 들러 10대를 위한 문학 작품과 동화, 잡지, 전

기 등을 빌렸다. 수경이는 대여해 온 책들을 읽고 그

에 대한 독후감 작성이나 요약정리를 계속했다. 나는 

수경이가 쓴 글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확인했다. 문법

적으로 잘못된 점은 어떻게든 머리에 쏙쏙 들어가도

록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다. 내용면에서 논리에 맞지 

않거나 무슨 뜻인지 한눈에 안 들어오는 문장들에 대

해선 빠짐없이 지적했다.

나는 당시 수경이의 글쓰기에 대해 가혹하리만치 엄

격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서, 수경이

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올려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

다. 고맙게도 수경이는 이런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가 의도한 바를 열심히 잘 따라주었다. 그래서 방학 

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경이는 하루가 다르

게 점점 좋은 글을 쓸 수 있었고 방학이 끝날 때쯤엔 사고력과 문법 등 글쓰기에 필수적인 능력이 

눈에 띄게 성장해 있었다.

방학 후 입학한 중학교에는 ESL 클래스가 Level 1과 Level 2로 나뉘어 있었는데, 수경이는 Level 

2에 배정받았고, ESL에서 공부한 지 한 달이 됐을 무렵 ESL 선생님은 수경이를 정규반(Regular 

Class)에 올려 보냈다. 수경이는 ESL 클래스에서 정규반으로 올라간 최초의 학생이었다.

이중언어구사자가 될 수 있었던 선천적, 후천적 이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학생을 비롯한 한국인들 대다수가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예능 프

로그램과 드라마, 뉴스 등을 캐나다에서도 마음껏 시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민 온 1996년

에는 한국 방송을 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수경이는 학교에서도 영어에만 노출되어 있었

고, 집에서도 가족들과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캐나다와 미국 TV 방송을 시청하면서 생활했다. 수

경이가 당시 한국 10대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H.O.T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이곳에 온 지 

2년이 지나서였을 정도니 한국 문화와는 거의 담을 쌓고 지낸 셈이다.

영어를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영미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정서, 관습, 라이프스타일뿐만 아니

라 시사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어 학습에서 영미권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

라 필수이다. 하나의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수경이가 이곳에서 팝송을 따라 부르고 이곳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끊임없이 시청하면서 영미권 

문화에 친숙해질수록 학교 친구들과 공통된 소재에 관해 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영어, 특히 말

하기에 더욱 자신감이 생긴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음감이 우수하면 언어를 듣는 ‘감’이 빨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데 유리하다. 수경이는 어

려서부터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노래를 할 때나 악기들을 연주할 때 소리를 익히는 능력이 우수

한 편이었다. 음감이 뛰어난 편인 수경이는 영어 듣기를 익히는 속도도 빨랐다. 듣기와 발음은 밀

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영어 발음이 자연스러워지려면 원어민의 발음을 잘 흉내 내야 하

는데, 음감이 좋으면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이를 소리 내 발음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다.

나는 대학교 때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Noam Chomsky)에 대해 배웠고, 주위의 수많은 사

례들을 보면서 그의 이론에 전적으로 공감해 왔다. 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언어 습득 

장치(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 덕분에 어떤 언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동적으로 문법을 인식하여 무한대의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선천적 언어 능력을 

갖게 해주는 LAD는 만 12~13세까지 활발하게 작동하며, 이 연령 이후에는 퇴화하거나 소멸해 간

다. LAD 소멸 전까지 언어는 ‘습득’의 대상이지만, 그 이후에는 ‘학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수경이가 캐나다 생활을 시작한 때가 만 11세였으니까, 약 1~2년간 이 고마운 LAD를 통해 영어

의 상당 부분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바탕으로 수

경이는 우리말은 물론 영어도 모국어처럼 ―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고 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을 

생략한 ― 구사하는 완벽한 이중언어구사자(Bilingual)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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