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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문목적영어의 중요성

  학문 목적 영어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이 

하 EAP)는 학부 또는 대학원 수준에서 영어를 사용해 공

부하고 있거나， 그 수준에서 영어로 공부하기를 준비하

는 학습자를 위해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한

다[1]. 과거에는 주로 해외에서의 유학을 위해 EAP 분야

의 공부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많은 대학, 많

은 전공에서 영어로 쓰여진 원서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

으며, 심지어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강의의 수도 점점 늘

고 있다. 하지만 영어로 이루어지는 강의 또는 영어로 쓰

여진 교재의 사용은 학습자들에게 언어적, 인지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2].

  Cummins( 1979)는 원활한 EAP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들이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외국어로 된 학술적 글을 성공

적으로 읽는데 있어서는 어휘 지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

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3].

Ⅱ. 학문목적영어와 어휘

  학습자가 영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2,000~3,000개

의 기본 어휘(basic vocabulary)를 익힌 후에는 좀 더 각 

분야 및 전공의 전문적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EAP 분야에서 필요한 어휘는 크게 학술 어휘

(academic vocabulary)와 전문 어휘(technical 

vocabulary)로 구분할 수 있다[4].

2.1 학술 어휘

  학술 어휘는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술적인 글에서 공

통적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비학술적인 글에서는 그 출

현 빈도가 현저히 낮은 어휘를 의미한다. 학술 어휘 목록

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Coxhead(2000)의 

AWL(Academic Word List)이다[5]. 그녀는 네 개의 주요 

학문 분야(예술, 과학, 법률, 상업)와 28개의 세부 교과목

에서 선정한 텍스트로 구성된 350만 단어 수준의 코퍼스

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빈도 분석을 통해 해당 코퍼스의 

빈출 어휘 목록을 추출한 후, 기본 어휘에 해당하는 

West(l953)의 GSL(General Service List)에 포함된 2,000 

단어를 제외한 단어의 빈도와 분포를 조사했다[6]. 그 결

과 총 570개이 어휘군으로 구성된 학술 어휘 목록인 

AWL이 제안되었다. AWL에 속하는 단어는 소설로 이루

어진 통일한 크기의 코퍼스의 경우 1.5%를 차지하지만, 

학술 코퍼스의 경우에는 대략 10% 정도를 차지한다[5].

2.2 전문 어휘

  학술 어휘가 다양한 학문 분야의 글에서 자주 사용되

는 범학문적 어휘라면 전문 어휘는 특정 분야나 특정 전

공, 또는 특정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Nation(2001)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어휘는 

해당 분야의 필수 어휘(keyword)임과 동시에 내용어

(content word)이어서 내용 이해에 꼭 필요하며, 대부분 

어휘의 의미를 문맥으로부터 유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에, 특정 전공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4].

  전문 어휘 목록을 제작하는 방법에는 크게 전문 용어 

사전을 제작하는 경우와 코퍼스를 통해 빈도와 분포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7]. 이 중 전문 용어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은 특정 어휘에 대한 빈도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등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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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 수업, 영어로 쓰여진 교재의 사용 등이 빈번한 대학 수준 이상에서의 학업을 위해서는 학문목적영어와 관

련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공부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많은 학자들은 해당 분야

의 키워드, 즉 전문어휘 목록 작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어휘 학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 어휘 추출과 관련한 핵심 개념과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각기 상이한 키워드 추출 방법을 채택한 2개의 선행연

구를 통해 실제 키워드 추출이 이루어지는 방법 및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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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코퍼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2.3 선행연구

  EAP 또는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분야의 

전문 어휘 또는 키워드 추출과 관련한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훈(2008)은 대학 교양영어 교

재를 4만 단어 수준의 코퍼스로 구축하여[8], 교육부

(1997)에서 제시한 기본어휘 목록과 Nation(2001)이 제

시한 어휘 목록에 제시된 어휘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

는지 분석하였다[4][9]. 이 연구에서는 전문 코퍼스를 구

축하였고 어휘적 분포에 대해 살펴보긴 했지만, 별도의 

전문 어휘 추출이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의 연구들은 코퍼스 구축과 함께 전문 어휘 목록

을 제안하였다. 신창원(2012)은 해외 기계공학 저널의 초

록을 수집하여 14만 단어 규모의 코퍼스를 구축하여 기

계공학 분야의 빈출 어휘 및 키워드, 클러스터를 분석하

였다[10]. 정미애(2007)는 비즈니스 관련 경제서적, 학술

지 논문, 연간 보고서, 전문지 기사, 일반 보도 기사 등을 

기초로 170만 단어 수준의 비즈니스 영어 코퍼스를 구축

한 후, 빈출 어휘와 키워드를 산출하였고, 이와 함께 일

부 비즈니스 전문 어휘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았다[11]. 

장세은, 변현정(2001)은 해사영어 분야의 하위 주제별로 

수집한 텍스트를 기초로 100만 단어 수준의 해사영어 코

퍼스(Marine English Corpus, MECO)를 구축하여 해사영

어의 어휘목록과 키워드 목록을 제시하고, 품사별 분포

도와 내용어의 어휘적 특정 등을 조사하였다[12].

Ⅲ. 키워드 추출의 실례

3.1 빈도와 범위의 활용 (이제영, 김정렬, 2013)[13]

3.2 키워드성(Keyness)의 활용 (권선희, 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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