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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습득은 명시적인 교수, 학습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학습자가 다양한 의사소
통 상황에 참여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모
국어 화자가 습득하는 대다수의 어휘는 이러한 의사소통 상황에의 노출을 통하여 자
연스럽게 습득된다(Nation, 2001)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심
을 불러일으켰으면 다양한 관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de Bot, Paribakht, & Wesche,
1997; Gass, 1999; Hirsh & Nation, 1992; Huckin & Coady, 1999; Hulstijn,
Hollander, & Greidanus, 1996; Laufer, 1997; Paribakht & Wesche, 1997)가 수
행되었다.
명시적 어휘 교수, 학습 방법이 다룰 수 없는 문제와 우리의 EFL 상황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수적 어휘 습득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부수적 어휘 습득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은 우선적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언어
사용 환경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부족한 수업 시수 문제와 입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언어 사용의 맥락을 통하여 단어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기 때
문에 아동이 개별 단어뿐만 아니라 구절이나 문장 단위에서의 어휘 사용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자 개인의 흥미와 수준에 따라 개별화되고, 학습자 중심적인
어휘 학습이 가능하다. 넷째, 어휘 습득뿐만 아니라 읽기나 듣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

부수적 어휘 습득의 연구와 관련되는 우선적 논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여
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Paribakht와 Wesche(1999)는 듣기나 읽기를 할 때
학습자가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려고 분명하게 의도하지 않았으나 의미 이해에 초점을
둔 언어적 인지활동의 산물로 어휘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Nation(2001)
도 유사한 표현으로 부수적 어휘 습득을 정의내렸다. 그에 따르면, 부수적 어휘 학습
은 학습자의 관심의 초점이 텍스트의 메시지에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인 어휘 정의나
번역 학습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학습이다. Wode(1999)가 내린 교실
상황에서의 부수적 어휘 학습은 어휘 자체가 교수나 활동의 중심적 초점이거나 목표
가 아니라 교사나 교실 내의 누구에 의해 사용된 언어의 부산물로서 일어나는 것이

다. 이러한 정의들에 따르면, 부수적 어휘 습득은 학습자의 관심이 텍스트의 의미 이
해에 초점을 둔 인지활동의 산물이며(Gass, 1999; Huckin & Coady, 1999), 자연스
런 제2언어 습득과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음(Wode, 1999)을 알 수 있다.
한 단어의 성공적인 습득은 입력에서 개념의 단계에 이르는 동안 필요한 정보를 축
적하여 개별 단계마다 적합한 짝연합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성공적인 어휘 습득이
일어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학습자가 언어 사용의 맥락에 노출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단어 학습과 노출 빈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계
속되어왔다.
노출 빈도에 대한 연구에서 Hulstijn et al.(1996)은 3회의 노출에서는 정확한 의미
추론이 쉽지 않음을 밝혔다. Rott(1999)는 2회, 4회, 6회 노출의 효과를 실험을 통하
여 조사한 결과, 2-4회의 노출은 어휘 습득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6회의 노
출이 있었을 때 유의미한 차이의 어휘 습득이 있었다고 하였다. Nation(1990)은 어휘
습득을 위해 최소한 5-16회의 노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Huckin과
Coady(1999), Nagy et al.(1985)은 완전한 습득을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 최소한 10
회의 노출은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Meara(1997)는 새로운 단어가 학습될 가능
성은 10회의 노출보다는 훨씬 많은 회수가 필요하며, 제2언어의 경우에는 대략 100
회의 노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위 학자들의 노출 빈도를 요약하면, 최소한
으로는 5-6회의 노출이 있어야 하고, 10-16회 정도 노출되면 보다 완전한 수준에서
의 어휘 습득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텍스트를 읽는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읽기도 하고, 필요
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읽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달성과는 별개이지만 가
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 텍스트를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어
휘를, 더 잘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국어 습득 경험에서 많은 텍스트를 읽은 아
동이 더 많은 어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
Coady(1997)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제2언어 학습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모국
어이든 제2언어이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휘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Kim(2003)의 연구도 잘 보여주고 있다.
1) 돌려 읽으며 다독하기
2) 주석이 있는 텍스트 읽기
3) 사전 보며 텍스트 읽기

것은

최상의 방안은 교사가 영어 수업을 전적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것일 것이다. 영어
로 진행하는 수업을 통하여 아동의 영어 어휘 습득을 향상시키려는 생각은 일찍이 직
접 교수법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Krashen(1985)의 입력 이론, 자연적 교수법
(Krashen & Terrell, 1983), 그리고 전신반응교수법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고
조되어 교사들은 가능한 한 교실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
등학교 교사들이 교실에서 더 많은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동들의 부수적 어휘 습득
을 신장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내용영어 ¡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 내용영어란 텍

스트의 메시지 혹은 수업의 중심 내용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때 사용하는 영어 표현이
란 뜻으로서, ¡교실 영어 ¡, ¡게임과 만들기 영어 ¡등과 다른 유형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도입한 용어이다(원명옥, 2007).

텍스트 내용 구성의 틀에 의존하여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를 영어 표현으로 나타낼
때 흔히 사용하는 문장이나 구절을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다.

의미요소

세부사항
확인

주체 (who) 단, 복수
이름, 명칭
속성
행위
객체
장소
시간
방법
이유

(what)
(whom)
(where)
(when)
(how)
(why)

내용 영어
There is/are ....; We/You can see/find ....;
This is an article about ....; etc.
They are three ....; They are .... and ....; etc.
His name is ....; We/You know it is ....; etc.
He/she/it is ....; etc.
verbs/phrasal verbs
(verbs/phrasal verbs +) nouns; etc.
at, in, on, from, to, etc. + place; etc.
at, in, on, from, to, etc. + time; etc.
adverbs; how/the way (that) S + V ....; etc.
because of + noun; because/for/as/why S + V ....;
etc.
의미요소와 내용영어

위의 표에서 ¡주체 확인 ¡은 주체의 존재를 인식하여 메시지의 중심요소에 관심을 끌
기 위한 도입적 표현이며, 일반적으로 There is ...., This is about .... 등과 같이 소

수의 고정된 표현으로 나타내어진다. ¡행위 ¡는 문장에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동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의미요소
주체 확인

내용영어
There are/We can see children in the picture.
They are (or must be) elementary school children.

수, 성별
이름
속성

They are two boys.
We don¡t know their names.
They are cute. One boy is taller than the other.
They are talking (or talk).
행위
One boy says ¡Singapore¡.
행위, 객체 확인
They are carrying (or carry) their school backs on their
행위(주변적), 객체 확인
back.
행위(주변적), 객체 확인
One boy is wearing (or wears) glasses.
주체(주변적) 확인
We can see some buildings.
명칭
(I think) they are school buildings.
속성
They are beautiful.
The two boys are on the way to school.
장소
They are in front of the school buildings.
시간
It is (probably) morning. Or it could be afternoon.
이유

We/I don¡t know why one boy says ¡Singapore¡.
(We will see and find out.)

방법

They are talking happily.
내용영어의 실례

내용 영어의 이점은 교사와 아동의 두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먼저 교사들은
이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얻게 될 것이다.
① 내용 영어는 교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어 능력만으로도 영어 수업을 영어
로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② 영어 능력은 우수하지만 주어진 텍스트 내용을 수업에서 어떻게 전달하여야 할
지 잘 모르는 영어교사들에게 텍스트 활용의 기본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아동에게 미
치는 영향은 영어로 진행되는 다른 유형의 영어 수업과 근본적으로 유사하지만 이 기
법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있다.
① 다량의 영어 입력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초보 단계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텍스트
내용에 중요한 많은 어휘를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습득하게 해 줄 것이다.
② 아동이 의미 요소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개별 단어 이상의 보다 큰 언어 단위의
구성 원리를 학습함으로써 영어 구절과 문장 및 텍스트 단위에서 영어를 이해하고 생

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③ 텍스트의 중심적 내용과 주변적 내용을 포착, 구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구조화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④ 영어 듣기 능력뿐만 아니라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
다.
⑤ 아동으로 하여금 수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인지적, 정서적으로 이어지
는 수업을 준비하게 하고, 수업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내용에 대한 예측 능
력을 기르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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