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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영어, 다양한 발음굛억양 경험해봐야
2009년 6월 22일 월요일

■ GS건설

박 미 예, 박 준 씨

룕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멕
시코, 이집트, 인도 등 다인종굛다국
적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이면 국
제 언어인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
다. 분명히 똑같은 영어지만 다양
한 발음과 억양 탓에 처음에는 알
아듣기 힘든 국적의 엔지니어들도
있다. 말하기의 경우 업무에 관련
된 콘셉트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어려움을 느꼈다룖고 미예씨는
말했다.
국내에서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
고 글로벌 기업에 입사할 경우, 대
부분 일상 회화에는 무리가 없지
만 전문분야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상대방을 설득
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평소 논리적인 영어말하기

훈련이 부족했던 탓인데, 미예씨의
경우 각종 스피킹, 토론영어교재를
읽으면서 중요한 표현, 문장들을
외우고 실제 업무에서 사용해보면
서 업무영어 구사능력을 쌓아나갔
다고 한다.
준씨는 룕플랜트 엔지니어를 채
용하기 위해 영국계 에이전시와
전화통화 업무가 많았다. 대학 시
절, 캐나다에 1년 동안 어학연수
를 다녀온 덕분에 미국, 캐나다식
영어발음은 익숙했지만 영국식
발음은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영
국식 영어의 경우 비즈니스 레터
를 봐도 룏Many thanks and re굜
gards룑등 독특한 표현이 많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룖고
말했다.

멕시코굛이집트 등 다국적 엔지니어와 업무
일할땐 구어체 대신 쉽고 안전한 문어체로
일기굛에세이 등 통해 풍부한 대화소재 찾아
영국계 엔지니어들을 뽑기 위해
면접을 진행했던 경험을 묻자, 국
내 면접자들과 태도에서 차이가
났다고 한다. 국내 면접자들은 긴
장된 모습을 많이 보이는 반면, 외
국인들은 편하고 솔직한 태도로
임했고 궁금한 점은 꼭 질문을 하
고 요구조건은 확실히 하는 경향
이 강했다고 한다.

다국적 팀에서 통하는 글로벌
영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쉽고 안전한 영어라고 한다. 말하
기는 구어체로 알려져 있지만 실
제 업무에서는 룏According to~,
Regarding~룑처럼 문어체 표현이
확실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
문에 다국적 팀원들이 자주 사용
한다고 한다. 미국식 슬랭이나 구

어체 표현을 사용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팀원들도 있다.
룕영어말하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다. 실제 외국인과 많이 말
해볼 기회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효과적이다.
전화영어나 화상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막상
외국인을 만나도 할 말이 없는 경
우, 매일 영어일기를 쓰거나 주제
를 정해놓고 에세이를 작성하면
대화 소재가 풍부해진다룖고 준씨
는 설명했다.
글로벌 업무에서 영어사용이
일반화되는 국내 기업환경에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
들과 부딪혀봐야 한다. 인터넷 채
팅, 전화영어, 화상영어, 주한 외
국인, 글로벌 잉글리시 사이트 등
학습자 주변에 있는 영어사용환
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
한 발음과 억양에 노출되는 것도
필수적이다.
영어말하기의 달인이 되고 싶다
면 관련 강좌를 백번 듣는 것보다
직접 입을 열고 실제로 한마디해
보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동호기자 leedongho@f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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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step of a 1000-mile journey (2)
On the first day of the actual
practice of the musical, my
confidence broke down com굜
pletely. Since I was not familiar
with English as a second lan굜
guage, I had much difficulty
speaking English appropriate굜
ly and faced many grammatical
troubles. I could not even ex굜
press the simplest thoughts in
words. I was so frustrated that
my face turned to crimson and
burned like fire. I could not talk
with other people and nobody
seemed to pay much attention
to me. I felt very isolated and
could not survive in this differ굜
ent community. Moreover,
when I saw the long script that I
needed to memorize in two
weeks, my faced turned white
and my eyes widened. I was
very nervous that I would
wreck the whole rehearsal. I
was not the only one who was
worried aboutmy performance
;others in the camp also
seemed concerned.
Another problemthatI strug굜
gled with was mannerisms.
Sinc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iffer so greatly
in customs, such as using
chopsticks, speaking different
languages, and eating differ굜
ent foods, I could not adapt
easily to this unusual place.
Hence, I had trouble eating

food, using a fork and knife
appropriately, and even be굜
having in front of others. My
friends could understand my
situation because they knew
that I had come to America just
a few months ago. My bad man굜
ners might have turned into
tragedy if my friends had not
taught me important manners
that I should have in order to
survive in new country.
Although two weeks passed
and I started to get familiar with
English, I still feltlonely and felt
that I was never going to make
any friends. However, one of
the boys talked to me. Eddy
later came to be my best friend.
Eddy was a Chinese American
who was very similar to me.
After we established a friend굜
ship, Eddy introduced me to
other friends. I felt very moti굜
vated and realized that having
friends is better than having a
piece of gold. Eddy also taught
me how to play various kinds of
sports, such as American foot굜
ball, crew, and basketball. I
only knew how to swim but with
the help of my best friend, I
learned other sports well
enough to join sports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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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늘
게재된 영
어 에세이
를 한글로
번역하여
보내주시
면 잘된
글 열편을 뽑
아 각각 룏토
마토
Spe
aking굛Writ굜
ing flow(총 2권)룑를 보내
드립니다. 6월25일(목)까지
이메일(leedongho@fnn.
co.kr, 이름굛나이굛직업굛전
화번호굛영어학습방법굛에세
이에 대한 소감굛주소굛en굜
glish면에 바라는 점 명기
요망)로 보내시면 됩니다.
당선자는 6월29일(월)자에
발표합니다.

239회 에세이 당선자
△김홍기(22굛대학생) △
권승훈(34굛직장인) △신
상훈(33굛회사원) △손광
훈(35굛프로그래머) △이
진희(34굛소방공무원) △
유정민(24굛대학생) △엄
태섭(40굛회사원) △장은
성(23굛대학생) △이원기
(56굛범창종합기술) △정
기남(65굛고양시립대화도
서관)

기초부터 탄탄하게룏스피킹 정복룑
스피킹 정복을 위해 풍부한 자료, 체계적인 구성을 갖춘 교재를
/이동호기자
엄선했다.
▶Speaking 천하평정1(이지연영어
연구소 지음, (주)에
듀 조 선 ) T O EI C ,
TOEFL, TEPS, GTELP, OPIc 등 주요
스피킹 시험의 공통
점을 통합한 기본서
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스피킹 시험
에 대비해야 할지 막연한 학습자들
이 말하기의 기초를 다지는 첫걸음
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
은 스피킹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15
개의 일상적인 토픽을 다루고 있으
며 각 토픽에 나오는 필수표현 및 스
피킹 시험의 공통 유형과 연관된 연
습문제가 제시된다. 이 문제들은 난
이도에 맞는 취사학습이 가능하며
각 토픽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실전문제 유형으로 마무리하도록 구
성됐다.
▶초등학생을 위한 English Restart
(I.A. Richards &
Christine Gibson
지 음 , N E W RU N
SCHOOL) 한글 없
이 그림으로만 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적
이고 쉬운 단어와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 단순한 그림을 통해 영어
의 의미 그대로를 받아들이도록 했
다. 영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
기 위해 그림은 가장 단순하게 그려
졌고, 이 그림을 통해 우리말로 표현
하기 힘든 뉘앙스까지 이해할 수 있
다. 그 과정에서 영어 개념이 한 번에
정리되고 우리말을 처음 배울 때처럼
영어를 하나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기
억할 수 있게 된다. 영어단어, 문법,
작문, 말하기를 따로 학습할 필요가
없는 게 특징.
▶영어토론 무작정 따라하기(소리클
럽 지음, 길벗이지
톡) 영어토론부터 영
어면접, 스피킹 시험
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핫 토픽 50개, 샘플
의견 200가지, 실전
질문 250개, 영어토론 핵심패턴 428개
를 제공한다. 토론을 활발히 진행하
는 데 필요한 너무 무겁거나 고전적
인 것이 아닌, 흥미로우면서도 실제
우리가 자주 접하는 현실 주제들을
수록했다. 실전 토론 과정이 담긴 MP
3 CD를 제공해 학습자는 라디오 토론
방송을 듣듯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서 구사력을 늘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