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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영어 때문에 

크고 작은 좌절을 한 번쯤 경험해 보았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똑똑하게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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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영어 공부만큼은 똑똑하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 과연 영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

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영어 때문에 크고 작은 좌

절을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영어 때문에 입학시

험, 유학시험, 입사시험에서 실패하기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영

어 때문에 좋은 비즈니스의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영어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슨 

손해를 본지조차 모르는 경우이다. 소소하게는 해외여행 중 영어 

때문에 실수하기도 했고, 영어 때문에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당황하

기도 했으며, 영어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민망했던 적도 

있을 것이다.

영어 때문에 벌어지는 좌절이 오로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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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책임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필자가 아는 분의 아들이 

실제 겪었던 이야기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모 고등학교

에 다녔던 A군의 꿈은 소위 ‘SKY’ 대학교의 경영대학을 졸업한 후 

메킨지McKinsey & Company나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과 같은 경영컨설팅 회사에 취업해서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가 되

는 것이었다.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2등을 다투었던 A군은 결국 영어영역 만점은 물

론 전체 수능 점수도 좋아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당당히 합격했

다. 대학 합격 소식을 접한 후 몇 달 동안 A군 본인은 물론 온 가족

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입학 직후 A군은 엄청난 좌절을 경험했다. 자기가 영

어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했었던 A군은 영어로 진행되는 ‘경영학입

문’ 수업에 자신만만하게 참여했다. 사실 수능 영어영역 만점의 수

준으로는 문장Sentence 차원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문장을 넘어 문단Paragraph과 단락Passage 차

              부모님들!

언제까지 영어 앞에서

             도망만 칠 겁니까?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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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친구들의 토론을 지켜보고, 

A군은 큰 충격에 빠졌다. A군은 친구들의 열띤 토론에 단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었고, 심지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이 친구들이 바로 제6장에서 다룰 ‘영어로 대학가기’의 사례이다. 

A군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똑똑하게’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

지 몰라서 좌절을 경험했던 것이다.  

A군이 경험한 개인적 차원의 좌절은 일정 부분 ‘똑똑하지 못

한’ 국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첫째, 정부가 설정한 영어 교육의 

목표가 틀렸다. 예컨대,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영역

을 절대평가로 전환했다. 국가에서 정한 목표를 100% 충족할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영어영역 만점을 받아도 (문단과 단락은 고

사하고) 문장 차원에서조차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면 애당초 영어 

교육의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둘째, 영어 교육의 방법이 여

전히 미흡하다. 아직도 듣기Listening와 읽기Reading에만 치우져, 더욱 

중요한 말하기Speaking와 글쓰기Writing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턱없

개인의 좌절?

But!

“와! 수능 영어영역 만점!”

국가의 책임

잘못된 교육 목표

미흡한 교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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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

엇보다 ‘똑똑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학부에서 영어영문학,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에서 국제경제

법, 미국 유학에서 경영학석사MBA를 공부하며 누구보다 영어를 많

이 접하고 활용했던 필자조차도 평생 영어로 인해 크고 작은 좌절

을 경험했다. 너무나도 아쉬웠던 것은 필자가 겪었던 좌절의 정체

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그 어떤 참고 

서적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다만, 필자의 경우 운이 좋게도 

훌륭한 스승들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한 

지식의 파편들을 조합하여 그러한 좌절을 단계적으로 극복할 수 있

었다. 심지어 ‘영어로 대학가기’라는 기치를 내걸고 (주)케이피글로

벌에듀와 (주)케이피퍼블리셔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적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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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두기도 했다. 

이 책을 쓴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딸아이 때문이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가 장차 성장하면서 겪게 될 영어로 인한 

크고 작은 좌절을 좀더 쉽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

의 제목도 『Dr. LEE의 똑똑영어: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실천하

는 영어 공부』라고 정했다. 이 책을 쓴 두 번째 이유는 과거 사업을 

하면서 가졌던 ‘마음의 빚’ 때문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과분한 사업적 성과를 얻은 것과 소수의 

해외 유학파나 강남의 부유한 학생들에게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닌지 

하는 미안함이 마음 한 켠에 늘 남아 있었다. 이 책이 ‘내 아이의 영

어 공부만큼은 똑똑하게!’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길 소망한다. 

이 책의 주제인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실천하는 영어 공부’ 

즉, ‘똑똑영어’란 ‘일차적으로 단어Word와 구Phrase를 넘어 문장 차

원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단과 단락 차원에서 듣기와 읽기는 

물론 말하기와 글쓰기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추기 위한 공부’이다. 먼저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똑똑한 영어 공

부가 왜 절박하게 필요한지 그리고 똑똑한 영어 공부가 과연 무엇

인지를,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똑똑한 영어 공부의 기초적 실천과 

본질적 실천 방법을,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똑똑한 영어 공부의 결

과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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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똑똑영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문법Grammar과 논리Logic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실한 실천이 필요하다. 

『Dr. LEE의 똑똑영어』는 영어 교재가 아니다. 이 책은 똑똑

한 영어 공부를 위한 안내서 혹은 지침서이다. 공부의 또 다른 표현

인 ‘학습’은 ‘배우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 ‘學’과 ‘익히다·연습하

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 ‘習’의 합성어이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서는 그저 ‘열심히’ 연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열심히’에 앞

서 반드시 ‘똑똑하게’ 혹은 ‘올바르게’ 배우는 단계가 필요하다. 즉, 

(질적으로 똑똑하게) 배우는 것과 (양적으로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제1장

절박한 필요

제2장

개념적 이해

제3장

기초적 실천

제4장

본질적 실천

제5장

객관적 검증

제6장

다양한 활용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Written

Passive Active

Grammar Logic

Phrase

Sentence

Paragraph

언어학습

Passage

Word

Sp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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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 (공부의 대상을 

눈으로) 확인하기Identify, (2) (머리로) 이해하기Understand, (3) (이해한 

대로 실제) 시도하기Try, (4) (자신이 시도해 본 결과물의 오류를 찾아) 

개선하기Improve의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책의 목적은 ‘똑똑영어’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을 모두 읽고 이해한 후 여러분 혹은 여러분

의 자녀들이 (이해한 대로 실제) 시도하기와 (자신이 시도해 본 결과

물의 오류를 찾아) 개선하기라는 연습을 ‘열심히’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나무 한 그루를 

베기 위해 6시간을 나에게 주십시요. 그러면 나는 처음 4시간을 도

끼날 가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

렇다!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시간이 바로 ‘도끼날을 가는’ 과정이

다. 이 책을 잘 활용하여 똑똑한 영어 공부라는 나무를 자르기에 앞

똑똑하게
Smartly

학습?
習

學

열심히
Diligently

Quality

Quantity

1. Identify

2. Understand
  Learn

3. Try

4. Improv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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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끼날을 충분히 갈 수 있길 바란다. 

이 책은 ‘자유의 확산’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자가 설립한 연

구공간 자유의 첫 번째 연구결과물이다. 과연 ‘영어’와 ‘자유’가 무

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서양 사회에서는 이상

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7가지 기본과목 즉, ‘인간을 (모든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7가지 기술’을 가르쳤다. 그 중 가

장 기초가 되는 3가지 과목Trivium이 문법Grammar, 논리Logic, 수사학

Rhetoric이다. 똑똑영어의 이론적 토대가 바로 이 3가지 과목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책을 통해 얻게 될 훌륭한 영어능

력을 기반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21세기의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꼭 기억

하자! ‘내 아이의 영어 공부만큼은 똑똑하게!’

2021년 3월 연구공간 자유에서
(www.TheInstituteForLiberty.com)

이 상 혁 

“Give me six hours to chop down a tree 

  and I will spend the first four 

  sharpening the axe.”

Abraham Linc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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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쓸 때마다 필자가 겪는 딜레마 중 하나는 한국어와 영어

의 표기 문제이다. 독자의 입장에서 가독성을 높이려면 가급적 한

국어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필자의 입장에서 의미전

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표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예컨대, ‘민주주의’와 ‘논리’라는 한국어를 생각해 보

자. 이것은 각각 ‘民主主義’와 ‘論理’라는 한자어를 한국어로 표기한 

것이다. 이 한자어도 사실은 ‘Democracy’와 ‘Logic’이라는 영어

를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한 것이다.1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영어

1. 필자가 오래전 겪은 이야기이다. 중학교 1학년 영어시험에서 ‘Uniform’이라는 단어의 뜻을 묻는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었다. 필자는 ‘유니폼’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유니폼’은 외래어이므로 오답이며, ‘제복’이 

정답이라고 하셨다. 만약 그렇다면 ‘제복’도 한자어 ‘制服’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한 외래어이므로 동일하게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필자는 반발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선생님께 ‘사랑의 매’를 엄청 

맞았다. 한자어가 익숙했던 예전 세대와 달리 요즘 학생들에게는 어차피 ‘制服’도 ‘Uniform’도 동일한 외국어이다. 

영어 ‘Uniform’을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한 한자어 ‘制服’이라는 표현을 21세기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Uniform’의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라는 뜻의 ‘uni’와 ‘형식, 

형태’라는 뜻의 ‘form’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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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demos + kratos’2 와 ‘logos’3라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영어의 개념만이라도 밝혀야 정확한 의미전

달이 가능해진다. 

이 책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를 표기하겠다. 첫째, 본문에서는 한국어 표기를 원칙으로 한

다. 최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다만, 의미전달의 정확성이 

무너지는 경우 한국어 뒤에 영어를 병기한다. 둘째, 본문 이외의 도

표, 예시, 지문, 각주 등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병행 표기를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중요한 개념을 전달하는 주요 용어Key Terms의 경

우 반드시 영어로 표기한다.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

2. Democracy는 ‘다수의 사람’이라는 뜻의 ‘demos’와 ‘지배체제, 정치체제’라는 뜻의 ‘kratos’의 합성어이다. 

즉, ‘a political system ruled by many people’ (다수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체제) 혹은 ‘majority rule’ (다수의 지배 

= 다수결)이 그 본질적 의미이다. 한자어 ‘民主主義’는 ‘백성이 주인인 이념’을 의미한다. 원래 영어 Democracy는 

하나의 ‘제도’인데 ‘이념’으로 잘못 번역되었고, 이러한 오역에 기반한 한국어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

3. Logic은 ‘이성, 합리성’이라는 뜻의 ‘logos’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acceptable or agreeable in terms of 

logos’ (이성 혹은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거나 동의할 수 있는 것)를 의미한다. 

한국어와 영어 
어떻게 표기 해야 하나 

Readability Accuracy

민주주의

논리

Democracy

Logic

民主主義

論理

demos + kratos

lo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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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미전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주요 용어의 경

우 한국어 표기와 영어 표기를 정리하여 책 끝 부분에 별도로 첨부

한다. 의미전달의 정확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니 독자들의 너그러

운 양해를 바란다.

책을 쓸 때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기본 중의 기

본이다.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글은 그저 표절Plagiarism에 불과하

지 독창적인 저작물이 아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필자의 주장

이며 그러한 주장이 어떠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있는지를 독자들에

게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출처의 표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각주 혹은 미주 중 어떤 방식을 따를지는 항상 고민이다. 자료

의 출처를 밝힘에 있어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각주와 미주 모두 

동일하다. 다만, 일반 독자들의 가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주가 

좀더 유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심지어 ‘일반 독자들에게는 출처 표

기가 필요없다.’라는 다소 무례한 생각으로 출처의 표기 자체를 생

략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료의 출처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

Footnote

AccuracyAccuracy Accuracy

Additional Comments

Readability Readability

End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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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에 따라 자료의 출

처를 표기하겠다. 첫째, 출처의 표기는 각주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

다. 조금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독자는 오로지 본문만 읽으면 된

다. 한편, 좀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는 본문과 함께 각주도 

꼼꼼하게 읽는 것이 좋다. 둘째, 각주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MLA 

Handbook (2016)4과 The Bluebook (2015)5의 방식을 따르되, 

한국어 자료의 표기 및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형한다. 

셋째, 각주를 ‘추가적 코멘트’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책을 쓰다보면 

본문에 넣기에는 논리적 흐름에 방해가 되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

기 위해 꼭 넣고 싶은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있다. 이러한 추가적 코

멘트를 각주에서 다루겠다. 

4.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MLA Handbook, 8th Edition (New York, NY: The MLA, 

2016). 

5. Columbia Law Review and et al.,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20th Edition (Los 

Angeles, CA: Claitor’s Law Books and Publishing Divis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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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란 무엇인가?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영어를 “중

세 초기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결국 전세계적 공용어가 된 

서게르만계열의 언어”라고 정의한다.6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

으로 영어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으

6. “English Language”, Wikipedia, accessed March 2021. 

 전세계 인구의 
 20%인 

15억명의 

영어 사용자

World Population 
7.8 Billion

English
Speakers 
1.5 BillionNative English Speakers

0.38 Billion

1.1. 21세기 세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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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파되었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전세계적으

로 확산된 언어이다. 일부 학자들의 경우 영어를 영국 혹은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의 ‘문화’라고 설명하고, 영어의 전세계적 확산

이라는 현상을 ‘문화제국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7 그럼에도 불

구하고, 영어가 오늘날 지구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사

용하는 21세기 세계어 즉, 현대 사회의 ‘링구아 프랑카’8라는 사실

을 부정할 수는 없다. 

2021년 현재 전세계 인구는 약 78억 명에 달한다. 이 중 약 

20%인 15억 명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영어 사

용자 중 약 25%인 3억8천만 명은 모국어로 그리고 약 75%인 11억

2천만 명은 외국어로 각각 영어를 사용한다.9 2021년 현재 전세계 

195개 국가 중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국가는 55개이다. 한편, 국

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사례

도 27개나 있다.10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국가는 142개국

이고, 선택과목으로 가르치는 국가는 41개국이다. 즉, 전세계 195

개국 중 183개국에서 영어를 교과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11 한국

7. See Edward W.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Vintage, 1994). 

8.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를 일컫는다. 

Cambridge Dictionary. 

9. Dylan Lyons, “How Many People Speak English, and Where Is It Spoken?”, Babel Magazine (July 26, 

2017).

10. “List of territorial entities where English is an official language”, Wikipedia, accessed March 2021. 

11. The University of Winnipeg, “Countries in which English Language is a Mandatory or an Optional 

Subject”, https://www.uwinnipeg.ca/global-english-education, accessed Marc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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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오랜 논란 끝에 1997년 당시 초등 3-6학년부터 영어가 정

식 교과과목으로 선정되었다.12 

21세기 세계어라는 영어의 위상은 각종 국제기구의 공용어 

정책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예컨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평화

와 안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UN은 1946년 영어, 프랑스

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채택했다. 특히, 영어

와 프랑스어는 실무어로도 채택되었다.13 이후 아랍어가 공용어에 

추가되었고,14 현재는 6개 공용어 모두 실무어로 사용 중이다.15 다

만,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연합에서 영어가 현실적으

로 가장 중요한 언어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외에도 식량농업기구

FA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UNESCO, 세계은

행W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21세기 세계어라는 영어의 위상은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에

서 더욱 두드러진다. 2020년 1/4분기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

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페이스북, 텐

12. 1995년 제6차 교육과정 2차 일부개정 (1997년 실시). 

13. UNGA Resolution 2(I) (February 1, 1946). 공용어(Official Language)란 UN의 공식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언어이다. 한편, 실무어(Working Language)란 UN 직원들 간의 내부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이다.

14. UNGA Resolution 3190(XXVIII) (December 18, 1973). 

15. United Nations, “Official Languages”, https://www.un.org/en/sections/about-un/official-languages/

index.html, accessed Marc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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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 버크셔헤서웨이, 비자, 존슨앤존슨이다.16 이들은 국내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특정 국가의 ‘국민기업’이 더 이상 아니다.17 한때 

이들을 여러 국가에 걸쳐 비즈니스를 하는 ‘다국적기업’ 혹은 국가

와 국적을 초월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초국적기업’이라고 불렀다. 

최근에는 국가 혹은 국적의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지구공동

체를 배경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의미에서 ‘글로벌기업’이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18 이러한 글로벌기업들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영어이다. 

한편, 21세기 세계어인 영어의 중요성이 가장 큰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지구공동체와의 끊임없는 

16. “FT Global 500”, The Financial Times, https://markets.ft.com/Research/Markets/DataArchiveFetchR

eport?Category=&Type=GMKT, accessed March 2021. 

17. 물론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경우 사실상 중국 공산당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업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와 텐센트 또한 공식적으로는 소위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다. 

18. ‘국민기업’, ‘다국적기업’, ‘초국적기업’, ‘글로벌기업’은 각각 ‘National Companies’,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Global Companies’를 번역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율 (%)

(출처: 통계청)

99.8 

112.8

106.1

98.6

86.7

80.9
84.0

86.8

2010
2011 2013 2015 2017

2012 2014 2016 20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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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을 통해서만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

에 더해,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어는 한국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글

로벌 의사소통 수단이다. 한국은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예컨대, 2010-2018년 한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

의 비율은 약 80-110%에 해당한다.19 조금 과장하면, 만약 수출·수

입이라는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영어이다.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도 영어는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2014-2019년 삼성전자의 ‘한국/해외 매출 비율’을 보면, 약 11%

19. 통계청, “무역의존도”,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806, accessed March 2021. 

삼성전자 한국/해외 매출 비율

Samsung GSG

GLOBAL

STRATEGY

GROUP

(sgsg.samsung.com)

2014

해외
88.88%

한국
11.12%

2015

해외
89.21%

한국
10.79%

2016

해외
89.50%

한국
10.50%

2017

해외
89.77%

한국
10.23%

2018

해외
89.27%

한국
10.73%

2019

해외
85.00%

한국
15.00%

(출처: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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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89%이다.20 조금 과장하면, 만약 삼성전자의 해외 수출이 막히

면 삼성전자의 규모가 90% 가량 축소되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영어 못해도 대기업 취직에 문제없어!”, “TOEIC 공부 열심

히 했지만 회사에서 영어 쓸 일이 없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임무를 맡

기지 않는 것 뿐이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삼성글로벌전략그룹SGSG에서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그룹 전체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린다. 전세계 다양한 국적의 

최고 두뇌들이 모인 SGSG의 공용어는 영어이다.21 

20. 2019년의 경우 코로나 사태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해외 수출 비율이 85%로 줄었다. 최갑천, 

“삼성전자 작년 매출 85% 해외서 … 코로나, 한국 수출기업에 직격탄”, 파이낸셜뉴스 (2020년6월11일). 

21. See Samsung Global Strategy Group, https://sgsg.samsung.com, accessed Marc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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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

나이다. 이에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동물’ 혹은 ‘유일한 말하는 

동물’이라는 인간의 특징을 반영하여 ‘호모 로퀜스’ 즉, ‘언어적 인

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22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말 또는 글

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이다.23 물론 동물

도 의사소통을 한다. 예컨대, 개는 큰소리로 짓고, 벌은 떼지어 춤

을 추고, 원숭이는 서로의 털을 만지며, 개미는 페르몬을 분비함으

로써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한다.24 특히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에

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의사소통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 See Dennis Fry, Homo Loquens: Man as a Talking Animal, 1st Edi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23. The term ‘Language’ refers to “the method of human communication, either spoken or written”. 

Cambridge Dictionary.

24. See “Animal Communication”, Khan Academy, https://www.khanacademy.org/science/biology/

behavioral-biology/animal-behavior/a/animal-communication, accessed March 2021.

1.2. 개인의 능력 = 콘텐츠 × 의사소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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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단순한 의사소통과 인간의 언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을 부정할 수는 없다. 

히브리대학교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는 

2014년에 발표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인

해 일약 세계적 석학의 반열에 올랐다. 이 책에 언어와 관련한 다

음과 같은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언어가 

‘가십핑’ 즉, 뒷담화25의 수단으로 진화했다.”26라고 주장한다. 사

실 이러한 주장은 소위 ‘던바의 법칙’27으로 유명한 옥스퍼드대학

교의 로빈 던바 교수가 1996년에 발표한 『구르밍, 뒷담화, 그리고 

언어의 진화』라는 책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문화인류학자이자 

진화심리학자인 로빈 던바는 사회적 그루밍으로부터 인간의 언어

가 진화했으며, 그러한 언어 진화의 한 단계가 인간의 뒷담화라고 

설명했다.28

‘뒷담화가 인간의 언어를 진화시켰다.’라는 로빈 던바의 주장

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발 하라리는 언어의 진화 때문에 비로소 

인간의 사회적 협력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즉, 현생 인류인 호

25. 영어 ‘Gossiping’은 ‘소문내기’, ‘험담하기’, ‘남의 애기 좋아하기’ 등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으나, 이 책에서는 

편의상 ‘뒷담화’라고 표현하겠다. 

26. Yuval Noah Harari,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New York, NY: Harper Collins, 2015), pp. 

438-442.

27. ‘던바의 법칙’(Dunbar’s Number)이란 진정한 사회적 관계라 할 수 있는 인맥의 최대치는 150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See Maria Konnikova, “The Limits of Friendship”, The New Yorker (October 7, 2014).

28. See Robin Dunbar, Grooming, Gossip and the Evolution of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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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피엔스가 사회적 협력을 실천하는 사회적 동물이 될 수 있었

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언어라는 것이다. 언어를 통해 전달되고 

공유된 생각, 감정, 정보 등을 기반으로 더 큰 사회적 협력을 실

현한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지

구의 지배자’ 혹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요

컨대, ‘뒷담화 → 언어 진화 → 사회적 협력 → 지구 지배’라는 일련

의 현상이 오늘날 인류의 역사 즉,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에 벌어졌

다는 것이다.29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

된다. ‘과연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더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

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 내고, 그

로 인해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

면,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자신들에

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조직함으로써 자신

29. See Yuval Noah Harari, “Why Humans Run the World”, TED (Nov. 9, 2017), https://

www.youtube.com/watch?v=LLucUmQVBAE, accessed March 2021.

콘텐츠 의사소통능력 개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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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한 사례가 많다. 그렇다면, ‘개인의 

능력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능력은 전문지식, 경험 등 그 사람이 축적한 

‘콘텐츠’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곱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2가지 사례를 상상해 보자. 첫째, 전문

지식, 경험 등 지금껏 축적한 ‘콘텐츠’는 엄청 많은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을 흔히 ‘얼간이’라고 부른다. 무척 똑똑하지만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교류하지 못하는 좀 특이한 은둔

형 외톨이 같은 천재가 이런 경우이다. 둘째, 전문지식, 경험 등 ‘콘

텐츠’는 보잘 것 없지만 너무나도 뛰어난 ‘의사소통능력’을 가진 경

우가 있다. 이런 사람 중에 조금 나쁜 마음을 먹은 경우가 ‘사기꾼’

이다. 아무런 실체가 없지만 그 사람과 대화만 나누고 나면 왠지 모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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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그 사람 말을 믿고 심지어 비합리적이며 무모한 행동까지 서

슴없이 하는 추종자가 생긴다. 

그렇다면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이상적인 답변은 ‘콘텐츠’와 ‘의사소통능력’을 동시

에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전

달하기 위해 ‘What?’을 중심으로 지금껏 진행했던 교육은 나름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콘텐

츠’의 전달에만 치우쳐 ‘Why?’, ‘How?’, ‘What If?’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소홀하게 한 것은 아닌지 절실한 반성

이 필요하다.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상의 한계이다.”라고 말했

던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30 결국 콘텐츠는 언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이렇듯 의사소통능력은 개인의 능

력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과의 

의사소통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예컨대, 뉴질랜드 소설가 캐서린 

30. See Ludwig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London, England: Kegan Paul, 1921).

“The limits of my language are the limits of my world.”

Ludwig Wittge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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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드지는 “두 번째 언어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라고 

말한 바 있다.31 체코에는 “새로운 언어를 말할 때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오직 하나의 언어만을 안다면, 단지 한번만 사는 것이

다.”라는 속담이 있다. 프랑스에는 “두 개의 언어를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의 가치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껏 열

31. Catherine Chidgey, “A Second Language Opens up a Whole New World”, Stuff (Nov. 23, 2016). 

Catherine Chidgey

French Proverb

“A second language 

 opens up 

         a whole new world.”
“A man who knows

     two languages 

         is worth two men.” 
Czech Proverb

“You live a new life 

   for every new language you speak. 

  If you know only one language, 

                        you live only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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