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학 노하우 | 어휘 편

선현우의 독학 노하우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 Better than yesterday

-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기억하자

“영어 공부를 얼마나 했나요?”
이런 질문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사실 영어를 몇 년이나 공부했는지, 얼마나 오래
공부했는지 보다, 얼마나 집중력 있게 몰입해서 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의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죠.

“Better Than Yesterday”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만이라도 더 잘하면 된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student라는 단어를 배웠다고 해봅시다. 이 단어를 철자와 뜻만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I am a student.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전에 만들었던 문장을 아주 약간이라도 늘려봅니다.
Because I am a student, I am studying.
어제보다 조금 더 문장을 더 길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훨씬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계속 확장시켜 보세요. 매일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새 다양한 어휘를 가지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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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노하우 | 문법 편

선현우의 독학 노하우
-

문법은 매뉴얼일 뿐이다

-

문법의 규칙과 내용을 내 생활 속의 실제 상황에 대입한다

“어린이의 언어 습득 능력이 나보다 높을 것이다?”
1. 문법과 언어 사용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에 대해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이 먼저냐, 언어 사용이 먼저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죠. 당연히 언어 사용이 먼저이고, 문법이 그 다음입니다.
문법 Grammar 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언어를 규칙성 있기 정리해 놓은 문서,
즉 매뉴얼일 뿐인 거죠.
보통 어린이가 성인에
어른보다 빨리 언어를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지능과 논리적

비해 언어를 빨리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배운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태어나서 생존하기 위해서 언어만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3년이상 배우는 내용을 어른은 며칠, 몇 주면 습득할 수 있습니다.
사고력이 더 높기 때문이죠.

2. 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영어 학습은 학문이라기보다는 규칙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have to 해야 한다
라는 규칙만 반복해서 외우면, 바로 실전에서 쓸 수 있을까요? 막상 말하려고 하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문법이라는 매뉴얼을 배우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이를 문장과 문맥 속에서 활용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I have to 뒤에 내가 오늘 해야만 하는 일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I have to + [오늘 내가 할 일: clean, wash, study, go to school… ]
이렇게 하면 보다 확실하게 머리 속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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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노하우 | 영작문 편

선현우의 독학 노하우
-

예시 문장을 나에게 친숙하게 바꿔보기

-

머리 속으로 항상 Why? 라고 질문하기

“영어로 문장 만들기가 잘 안돼요”
어떤 사람들은 영작문을 잘 하는데, 왜 나는 잘 안될까?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요리처럼,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 말을 표현해줄
재료인 어휘가 있고 레시피에 맞춰 나열을 하면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작문을 잘 하기 위한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1. 예시 문장 바꿔보기
공부할 때 접하는 예시 문장들을 내가 알고 경험한 것들로 바꿔서 내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Hawaii





Busan
Jeju Island
Hawaii
Hawaii

is a very
is a very
is a very
is a very
is a very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expensive
strange

place.
place.
place.
place.
place.

2. 항상 Why? 라고 질문한다.
항상 말을 끝내자마자 머리 속으로 why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 보세요.
I like it. Why?
 I like it because it’s easy to use.
 I like it because it’s cheap.
다양한 내용을 억지로라도 늘려보고 이어보려고 노력하면서 길게 만들어보려고 연습하면 점점
영어 작문이 쉬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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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노하우 | 영어발음 편

선현우의 독학 노하우
-

큰 소리로 읽어보기

-

음절 단위로 끊어서 천천히  점점 빨리 발음하는 연습

-

여러 가지 소리 시나리오로 다양한 발음 훈련

“발음이 정말 좋아야 하나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에 대한 이해라는 점입니다. 발음에 너무 신경 쓰느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과연 발음이 좋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발음이 정확하고 자연스럽다면 영어로 대화하기는 훨씬 편해집니다. 성인이 되어 외국어를
배우면 발음이 영미권 국가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처럼 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연하게 발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제 발음 훈련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These products are shipped internationally.
1. 이런 문장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읽어보려고 노력합니다.
혼자서 작게 말하는 것은 아무 연습이 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말해야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발음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2. 단어를 최대한 음절 별로 끊어서 또박또박 발음해 보세요.
pro-duct
ship-ped
in-ter-na-tio-nal-ly
그런 다음 점점 빨리, 음절을 합쳐서 발음해보세요. 정확한 발음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3.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소리를 연습해 봅니다.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 호주식 발음,
등. 혹은 한 문장 안에서도 강세를 다르게 해보고 연음 포인트를 바꿔보세요. 다양한
시나리오로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발음도 자연스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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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노하우 | 영어듣기 편

선현우의 독학 노하우
-

영어 듣기는 귀로 하는 읽기

-

발음 연습을 통해 영어 듣기 향상

-

받아쓰기 dictation 로 정확한 내용 파악과 이해

“영어 듣기라는 것은 결국 …”
영어 듣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정보를 들었으면 그 정보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보를 내가 이해하고 써 먹을
수가 있어야 더욱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듣기라는 것은 결국 그냥 잘 들리는 것보다, 귀로 하는 읽기, 독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듣기 연습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바로 받아쓰기 dictation 였습니다.
노래, 영화, 드라마, 시트콤 등등 가사와 대사를 들으면서 적고, 안 들리는 부분은 빈 칸으로
남겨놓고 받아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가 들렸어~’ 하고 넘어가시면 안되죠. 들은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8~90%
들린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발음연습을 충분히 하면 영어는 대부분 다 들립니다. 그 다음은 이해를 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귀로 하는 읽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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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노하우 | 유창하게 말하는 스킬

선현우의 독학 노하우
-

아는 단어 풀어서 설명하기

“유창하게 말하기 위한 문장력 향상 노하우?”
저는 사전을 많이 봅니다. 영영사전, 영한사전, 한영사전 골고루 찾아보는 것을 습관화 하고 있죠.
그 사전들 중에 특이한 사전이 하나 있었어요. 뜻을 영어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문장형 영영
사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apple 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뜻풀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ple : An apple is a red fruit.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영영 사전이라면 to remove one’s clothes 라고 적혀있는데, 이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take off : If you take off your clothes, it means you remove your clothes.
결국 일반적인 영영 사전의 뜻풀이가 아니라 이렇게 문장 형태의 표현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겠죠. 어린이가 나에게 What is it? 이라고 질문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묘사하려는 연습을 꾸준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A :

What is a camera?

B :

A camera is a … thing that you use to take pictures.
With a camera, you can take pictures.

알고 있는 단어를 최대한 문장 형태로 쉽게 풀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6

선현우의 독학 노하우
-

문장을 계속 늘려나가는 연습 하기

한 가지 더.
할 줄 아는 문장을 최대한 길게 늘려서 말하려는 연습을 해봅시다. 저는 한 문장을 계속 늘려서
A4 한두 장을 다 채워본 적이 있습니다. 접속사, 관계대명사 등등을 사용해서 억지로 늘려보는
것이죠.

It is a T-shirt.
그것은 티셔츠 입니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죠. 이 문장을 제가 계속 늘려보겠습니다.

It is a T-shirt that I bought in London.
It is a T-shirt that I bought in London when I went there.
It is a T-shirt that I bought in London when I went there with my parents.
It is a T-shirt that I bought in London when I went there with my parents for my sister’s
graduation.
It is a T-shirt that I bought in London when I went there with my parents for my sister’s
graduation because she studied there.
It is a T-shirt that I bought in London when I went there with my parents for my sister’s
graduation because she studied there for 4 years.

이렇게 연습하면 일상 수준의 문장 만들기는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인 것이죠. 한 문장으로 A4 한 장 채우기,
여러분도 꾸준히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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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노하우 | 원어민 친구 사귀는 스킬

선현우의 독학 노하우
-

상대방에 대한 관심

-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원어민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요?”
제가 영어회화 모임 등을 통해 관찰해본 결과 사람들은 대부분 2가지 그룹으로 나뉘더군요.
첫 번째 그룹 : 서로 같이 잘 어울리는 사람. 계속 실력이 늘고 친구도 점점 많아진다.
두 번째 그룹 : 볼 일만 보고 가는 사람. 실력도 그대로고 친구도 없다.
왜 그럴까요? 특히 원어민들과 사귀려고 모임에 나갔는데 영어로 말하면 어쩐지 나의 영어
실력이 평가 받는 느낌, 점수 잘 받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 잘 영어로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사실 다 아는 내용인데 실천이 어려울
뿐입니다. 당신의 영어 실력에 따라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만의 스킬을 소개해 봅니다. 원어민을 만났을 때 인사, 소개, 날씨 이런 뻔한 소재 말고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원어민 친구가 자기 소개를 하면서 “I’m from New York.” 이라고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뉴욕에 가고 싶은데, 왜 가고 싶은지, 뉴욕에 방문할 멋진 곳이 어디
있을까 등등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뉴욕이 차가 막힌다고 하면,
‘맞아요,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차가 많이 막혀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눠볼 수 있겠죠.
원어민과 대화할 때 영어를 평가 받는다는 부담을 과감히 지워버리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면 친구 사귀기도 좋고 자신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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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노하우 | 영어 자신감 갖는 스킬

선현우의 독학 노하우
-

‘나는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하는 능력자’라는 마인드

-

컵에 물이 절반 들어 있을 때, 이 컵은 half empty 일까요, half full 일까요?

“한국인들은 좀 겸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아, 이 사람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점수 백 점, 나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오십 점.’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볼게요.
나는 한국어가 모국어니까 한국어 점수는 백 점입니다. 거기에 영어를 오십 점 수준으로 하죠.
그러면 전체 언어 점수로 보면 백오십 점입니다.
영어권 미국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영어 밖에 못합니다. 영어 점수는 백 점, 그리고 그의
한국어 점수는 빵 점이죠. 총 백 점. 백오십 점인 나보다 언어 점수가 낮네요.
나는 영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고 당연히 영어가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또 하나, 평균적인 한국인과 프랑스인을 비교해 볼게요.
두 사람의 영어 실력이 중간 정도 수준으로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인에게 ‘영어 잘
하세요?’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잘 못해요.’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인에게 ‘영어 잘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물론 잘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감을 키우는 데
역시 중요합니다.
덧붙여,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인 한국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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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노하우 | 모든 노하우 적용 스킬

선현우의 독학 노하우
-

원어민 친구의 표현을 흡수하기

-

소셜 미디어의 활용과 일기 쓰기

-

내가 한 말 녹음하기

“영어 공부의 아웃풋을 위한 독학 실전 노하우!”
영어 공부할 때 실력을 더 빠르게 키우는 방법, 즉 영어 공부에 날개를 달아줄 실천 방법에 대한
노하우 4가지를 공개합니다.
1. 원어민 친구 2명
원어민 친구 A가 하는 말버릇, 습관 등을 잘 외워뒀다가 또 다른 원어민 친구 B와 얘기할 때
그대로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주 다양한 표현을 내 것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2. 소셜 미디어 활용
나의 생각과 의견을 소셜 미디어에 올려보세요. 소셜 미디어 상에서 오가는 대화에도 끼어드세요.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재미가 독학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3. 일기 쓰기
소셜 미디어 활용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일기를 쓸 때 가장 좋은 점은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생각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영어 공부에 슬럼프가 왔을 때 의외의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4. 녹음 하기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말로 하면 의외로 유창하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을 듣다 보면 발음도 다듬을 수 있고,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도 고칠
수 있습니다.
독학 노하우 4가지,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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