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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main research themes and topics of corpus-based
studies in TEFL and applied linguistics in an attempt to provide future directions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in this research domain. For the purposes of the study, a total
of 94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major domestic journals (e.g., English Teaching,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and Foreign Languages Education) and
international journals (e.g., TESOL Quarterly, Applied Linguistics, and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were reviewed and analyzed in terms of research topics,
methodology,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 employed in the studies. The analysis of
the corpus-based studies manifests that much research has focused on the examination
of lexical items. The analysis also reveals that corpus-based research mainly utilized
quantitative methods to describe frequency and distribution information. It further
provides the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 adopted in the corpus-based
research in the field. The paper discusses the future directions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corpus-based research on TEFL and applied linguistics.

I. 서론
코퍼스(corpus)를 활용한 자료 분석은 최근 언어학과 응용언어학의 제 분야
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방법론을 제시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Conrad, 2005;
Gardner, 2007; Granger, 2002).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자연스러운 상황에
서 언어의 사용을 분석하는 순수언어학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실제적인 교수
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외국어교육 연구로까지 그 연구 분야가 확대되
고 있다. 특히 컴퓨터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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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언어학 및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코퍼스의 활용과 적용 가능성은 그 연구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이러한 코퍼스 연구의 흐름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국외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코퍼스 연구의 내용과 주제 및 연구 방법을 분류하여 영어교육
과 응용언어학 관련 코퍼스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 그리
고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에서 활용된 코퍼스
의 특징을 분석하여 영어교육과 외국어교육 관련 코퍼스 연구에서 필요한 자
료의 특성을 추출하여 다양한 코퍼스 조성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코퍼스는 구두 언어 혹은 문자 언어로 조성되어 있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언어 샘플 자료로 컴퓨터로 읽기 가능한 문서를 의미한다(Conrad, 2005;
Flowerdew, 2002; McCarthy & Carter, 2004). 최근 컴퓨터와 정보과학의 혁신적인
발달로 컴퓨터로 읽기가 가능한 문서 자료의 구축과 출력이 용이해 졌으며, 이
는 코퍼스를 활용한 언어학과 영어교육을 비롯한 외국어교육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코퍼스의 종류는 사용하는 목적과 코퍼스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 일반 코퍼스(general corpus)와 특수 코퍼스(special
corpus)로 구분할 수 있다(Hunston, 2002). 일반 코퍼스는 British National Corpus
(BNC), American National Corpus(ANC), Bank of English와 같이 대부분 1억 단어
이상의 방대한 규모의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대
와 장르를 포괄하고 있는 코퍼스를 의미한다. 특수 코퍼스는 특수한 목적으로
수집된 코퍼스를 의미하는데, 그 예로는 과학, 문학, 비즈니스와 같은 영역에서
수집된 코퍼스를 들 수 있다(Tribble, 1997). 특수 코퍼스는 특정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 패턴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데이터의 크기가 보통 2만에
서20만 단어 범위에 그치지만 주제나 장르의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코퍼스에
비해 보다 전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Aston, 1997). 특수 코퍼스에는 학습자들
의 언어를 모아놓은 학습자 코퍼스, 다른 두 언어의 패턴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병렬 코퍼스, 시대적 언어의 추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역사 코퍼스 등이 포함
된다.
코퍼스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최근 미국과
홍콩 등 다른 지역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다. 코퍼스 조성의 예로는
3백만 단어의 영문 에세이로 구성된 국제 영어학습자 코퍼스(International
Corpus of Learner English)(Granger, 1998, 1999, 2002), 10만 단어의 인터뷰 자료로
구성된 루벵 구두 영어 중간언어 코퍼스(Louvain International Database of Spoken
English Interlanguage)와 롱맨 학습자언어 코퍼스(Longman Learners’ Corpus),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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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어 능력을 지닌 학습자의 문어 자료로 구성된 캠브리지 학습자 코퍼스
(Cambridge Learner Corpus), 홍콩과학기술대학 학습자 코퍼스(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Learner Corpus)(Flowerdew, 2002; Milton, 1998)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방대한 코퍼스의 조성은 코퍼스를 활용한 응용언어학
과 외국어교육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코퍼스를 활용한 외국어교육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분야는 대조 중간언어 분석
연구1이며, 두 번째 분야는 컴퓨터 보조 오류분석 연구2이다(Granger, 2002).
최근 국내와 국외의 영어교육과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코퍼스의 구축과 활용
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코퍼스 연구의 연구동향을 전반
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영어교육의 연구 전반에 걸쳐서 연구
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김진완, 2006), 영어교육 연구방법론에 관한 분석 연구
(김진완, 2000, 2003, 2004), 영어의 4가지 기능면에서의 연구 동향 분석 연구(김
은주, 2007a, 2007b; 조정순, 선효승, 2007)와 같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코퍼스 분야에서도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을 분석하여 이론적 그리고 교육적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교육 및 응용
언어학 분야의 논문 중 코퍼스 관련 연구들의 내용과 방법을 조사하고 코퍼스
의 특징을 분석하여 코퍼스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코퍼스 연구의 방향
을 제시하는 것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한다.

III. 연구 방법
영어교육과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코퍼스 연구의 동향 분석을 위하여 본 연
구의 실행 단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국
내와 국제 코퍼스 관련 연구 수집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코퍼스 관련 연구
의 분석 기준 구축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코퍼스 연구 내용 분석과 결과
1

2

대조 중간언어 분석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법은 모국어 화자와 외국어 학습자의 코
퍼스를 대상으로 특정 언어 항목의 빈도수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DeCock, 1998;
Donley & Repppen, 2001). 대조 중간언어 분석 분야에서는 형용사(Lorenz, 1999), 부사
(Kennedy, 2003), 담화지시어(Khalil, 1989), 접속어(Altenberg & Tapper, 1998; Field & Oi,
1992; Granger & Tyson, 1996; Milton & Tsang, 1993; Tanko, 2004), 직접의문문(Virtanen, 1998),
보문절(Biber & Reppen, 1998), 시제표현(Granger, 1999; Housen, 2002)과 같은 다양한 언어
항목이 연구되었다.
컴퓨터 보조 오류분석 연구에서는 컨코던스 프로그램의 분류와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한다(Biber & Reppen, 2002; Granger, 2002). 특히 조성된 코퍼스를
워드스미스, 어휘 프로파일, 모노콩크 프로(Barlow, 2001, 2003)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면, 특정 언어항목의 빈도, 분포, 연어(collocation)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 언어 분석의 장점은 빈도
와 분포를 통한 정량적 연구뿐만 아니라, 문맥상에서 연어 관계 분석을 비롯한 언어
사용을 보여 주어 정성적 연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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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단계이다.

1.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국내와 국제 영어교육과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코퍼스 관련 연구로 어떠한 주제가 다루어져 왔는지 조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와 국제 영어교육 및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코퍼스 연구에
서 다루어진 주제와 연구방법론은 무엇인가?
2) 국내와 국제 영어교육 및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분석된 코퍼스의 특징은
무엇인가?
3) 국내와 국제 영어교육 및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코퍼스 연구들
이 제공하는 이론적 그리고 교육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국내와 국제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영어교육과 응
용언어학 관련 연구들 중 코퍼스를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
다. 국내에서 수행된 코퍼스 연구 조사를 위하여 대표 학술지인 영어교육, 응
용언어학, 외국어교육, 멀티미디어언어교육, 담화와 인지 등에 발표된 논문들을
위주로 조사하였고, 국제 연구에는 TESOL Quarterly, Applied Lingu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등에 출판된 논문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 국내 및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영어교육과 응용언어학 코퍼스
관련 논문은 총 94편으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코퍼스 연구가 41편이었으며,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코퍼스 연구는 총 53편이었다. 3 표 1은 본 논문의 분석
에 사용된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코퍼스 관련 연구의 목록이다.

3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을 국내와 국제 연구 비교 목적 그리고 학술지의 발표 지면 한정
등의 이유로 지난 10년간 중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제한하여 코퍼스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주요 연구들(Cobb, 1997; Stevens, 1991)이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대
상을 저서와 국내외 대학원에서 발표된 미출간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까지 포함한다
면 실제로 수행된 코퍼스 관련 연구는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훨씬 더 방대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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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10년간 국내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코퍼스 관련 연구
국제 연구
국내 연구
연도
저자
저자
2002a Biber, D., Conrad, S., & Cortes, V.
권인숙
2004a Bolten, K, Nelson, G., & Hung, J.
권인숙
2007a Chen, C. W.-Y.
김성식
2005a Cheng, W., & Warren, M.
김인석, 오경미, P. Nation
2004a Cheng, W., & Warren, M.
김용진
2004a Cobb, T.
김향신, 안병규
2007a Collins, P.
이의갑
2003a Crossley, S. A., & Louwerse, M. M.
이선
2007a Daudaravicius, V., &
장경숙
Marcinkeviciene, R.
2007a DeCock, S.
정규태, 이용훈, 장경숙
2005a Erman, B.
조의연
2006a Flowerdew, L.
조의연
Chung, Mihwa, & Shin, Dongkwang
2007a Flowerdew, L.
Chung, Nam-Sook
2006a Frazier, S.
Kim, Chul-kyu
2007a Fung, L., & Carter, R.
Kim, Haeyeon, Yu, Kyong-Ae, &
2006a Gardner, D., & Davies, M.
Roland, S.
Kim, Hijean
2004a Grant, L. E.
Kim, Myung-Hee
2002a Gries, S. Th., & Stefanowitsch, A.
Kim, Seong-sig
2002a Hardie, A.
Kim, Seong-sig
2003a Hyland, K. & Tse, P.
Kim, Young-kyu
2001a Jones, S., & Murphy, M. L.
Kim, Inyoung
2006a Kaltenböck, G.
Ko, Myong Hee
2005a Kennedy, G.
Lee, Eun-Joo
2004a Kermanidis, K. L., Fakotakis, N., &
Kokkinakis, G.
Lee, Eun-Joo
2005a Kjellmer, G.
Lee, Eun-Joo
2005b Kreyer, R.
Lee, Eun-Joo
2006a Lee, D., & Swales, J.
Lee, Eun-Joo
2006b Leech, G.
Lee, Eun-Joo
2007a Leitner, G.
Lee, Jin-Kyong
2003a Liu, D.
Lee, Kap-Hee
2004a Mahlberg, M.
Lee, Seung-Min
2004a Mahlberg, M.
Lee, Soyoung
2006a Morley, J.
Lee, Sun
2001a Nesi, H., & Basturkmen, H.
Oh, Sun-Young
2007a Nesselhauf, N., & Römer, U.
Shin, Dongkwang
2007a Nokkonen, S.
Shin, Dongkwang
2007b O’Halloran, K.
Song, Min Young
2007a Oh, S.-Y.
Yoon, Hyunsook
2005a Oksefjell, S.
Yoon, Hyunsook
2005b Partington, A.
Yoon, Hyunsook
2006a Römer, U.
Rühlemann, C.
Schauer, G. A., & Adolphs, S.

연도

2004
2002
2006
2001
2005
2003
2004
2007
2004
1998
2007
2003
2006
2003
2007
2007
2005
2004
2007
2007
2005
2005
2003
2004
2003
2003
2006
2000
2000
2003
2003
2006
2006
2006
2007
2006
2007
2000
1999
2004
2001
20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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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i, C.-C.
Simpson, R., & Mendis, D.
Stefanowitsch, A.
Stefanowitsch, A., & Gries, S. Th.
Tao, H.
Tsui, A. B. M.
Upton, T. A., & Connor, U.
Wong, D., & Peters, P.
Wulff, S.
Xiao, R., & McEnery, T.
Yoo, I. W. H.

2005
2003
2005
2003
2003
2005
2001
2007
2003
2006
2007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코퍼스 연구 논문 자료 구축을 위하여 1998년 이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집하였으나, 국내 코퍼스 관련 연구의 경우는 2001
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했으며, 국내 연구와 국제 연구 모두 주로 2000년대 이후
에 활발하게 진행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 분석 방법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에서 수집된 코퍼스 연구는 먼저 크게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코퍼스의 특징으로 분류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코퍼스 연구 분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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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는 어휘 관련 연구, 문법, 담화, 교육 관련 연구로 구분하였고, 연구
방법론은 정량적 방법, 정성적 방법, 혼합 방법론으로 구분하였다. 코퍼스의 특
징은 코퍼스의 양상(mode)과 코퍼스 구축 참여자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코퍼
스의 양상에 따라서 문어 코퍼스와 구어 코퍼스로 구분하였고, 코퍼스의 구축
참여자에 따라서 원어민 코퍼스와 학습자 코퍼스로 구분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 결과 및 논의에서는 코퍼스 관련 연구의 주제, 연구방법론과 코퍼스
의 특징을 분석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와 국제 코퍼스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고 이론적 그리고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연구주제와 연구방법론
수집한 논문을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으로 구분하여 연
구주제 면에서 분류하였다. 표 2는 국내 학술지에 출판된 코퍼스 연구를 주제
별로 분류한 것이다.4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국내 코퍼스 연구 주제는 크게 어휘, 문법, 담화, 교
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 코퍼스 연구 주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어휘 연구로 총 연구의 63%(26편)를 차지한다. 어휘 연구는 다시 코퍼스
에 나타난 어휘 특징 연구, 개별 어휘 분석 연구, 그리고 연어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휘 특징 연구에서는 코퍼스 전체에 나타난 다양한 품사의 빈도수
와 분포를 조사하고 이론적 그리고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였
다. 개별 어휘 분석 연구에서는 (조)동사(Sun-Young Oh, 2007; Min Young Song,
2007), 접속 부사(Hyunsook Yoon, 2006) 연구와 같이 개별 어휘를 선택하여 그
분포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어휘와 어휘간의 결합인 연어를 분석한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관찰되었다.

4

코퍼스를 활용하여 실제 교실 수업에 적용한 경우는 교육으로 분류하고, 어휘 분석이
나 교과서 분석 등을 통해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한 것은 해당 문법 혹은 어휘 항목에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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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위주제
어휘

문법
담화
교육

기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코퍼스 연구의 주제별 분류
하위주제
연구
어휘특징 권인숙(2002); 권인숙(2004); 김인석, 오경미, Nation,
P. (2005); 이의갑(2007); 장경숙(2007); Mihwa
Chung & Dongkwang Shin (2007); Nam-Sook Chung
(2006); Haeyeon Kim, Kyong-Ae Yu & Ronald
(2006); Seong-sig Kim (2002); Seong-sig Kim (2003)
개별어휘 (조)동사: 조의연(2005); Myong Hee Ko (2005);
Eun-Joo Lee (2005a); Myung-Hee Kim (2002);
Sun-Young Oh (2007); Min Young Song (2007)
관사: Hijean Kim (2004)
부사: Kap-Hee Lee (2004); Eun-Joo Lee (2004);
Eun-Joo Lee (2007); Hyunsook Yoon (2006)
Soyoung Lee (2006); Eun-Joo Lee (2006a);
연어
Dongkwang Shin (2007a); Dongkwang Shin (2007b);
Hyunsook Yoon (2005b)
Eun-Joo Lee (2006b); Inyoung Kim (2006); Jin-Kyong
Lee (2003)
김용진 (2004); Chul-kyu Kim (2007); Sun Lee (2001)
김성식(2007); 김향신, 안병규(2004); 이선(2003);
정규태, 이용훈, 장경숙(2007); 조의연(2006);
Young-kyu Kim (2001); Seung-Min Lee (2004);
Hyunsook Yoon (2005a)
Eun-Joo Lee (2005b)

논문
편수
10

24

11

27

5

12

3

7

3
8

7
24

1

2

%

어휘 이외의 연구 분야로 문법 항목 분석과 담화 분석을 들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코퍼스를 기반으로 의문문과 명령문(Inyoung Kim, 2006; Jin-kyung
Lee, 2003)과 같은 문법 항목을 분석하거나 장르 분석(Sun Lee, 2001)이나 담화
기능 분석(Chul-kyu Kim, 2007)에 코퍼스를 활용한 연구들이 관찰되었다.
그 외 코퍼스를 활용한 국내 연구에서 눈에 띄는 동향은 실제 현장 교육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한 연구들이 8편(24%)으로 비교적 많이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김향신, 안병규(2004)에서는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문법 학
습의 효과를 고찰하였는데 이 연구를 통하여 코퍼스 기반 문법 학습이 학생들
의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 문법 규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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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위주제
어휘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코퍼스 연구의 주제별 분류
하위주제
연구
어휘특징
개별어휘

연어

문법
담화
교육
기타

Flowerdew (2003); Hyland & Tse (2007); Hardie
(2007); Leitner (2000)
(조)동사: Frazier (2003); Gardner & Davies (2007);
Kermanidis, Fakotakis & Kokkinakis (2004); Kjellmer
(2003); Nokkenen (2006); Partington (2004)
(대)명사: Flowerdew (2006); Jones & Murphy
(2005); Mahlberg (2003); Ruhlemann (2006);
Cobb (2003)
관사: Yoo (2007)
부사: Bolton, Nelson & Hung (2002); Chen
(2006); Cheng & Warren (2001); Oh (2000)
Biber, Conrad & Cortes (2004); Daudaravicius &
Marcinkeviciene (2004); DeCock (1998); Kennedy
(2003); Lee & Swales (2006); Liu (2003); Mahlberg
(2006); Morley (2006); Nesi & Basturkmen (2006);
Renouf & Banerjee (2007); Shei (2005); Stefanowitsch
(2005); Xiao & McEnery (2006); Erman (2007);
Grant (2005); Simpson & Mendis (2003)
Collins (2004); Gries & Stefanowitsch (2004);
Kaltenbock (2005); Nesselhauf & Romer (2007);
Stefanowitsch (2003); Tao (2003); Wulff (2003)
Cheng & Warren (2005); Fung & Cater (2007);
Wong & Peters (2007); O’Halloran (2007); Upton
& Connor (2001); Schauer & Adolphs (2006)
Crossley, Louwerse, McCarthy & McNamara
(2007); Römer (2001); Tsui (2005)
Oksefjell (1999)

논문편
수
4

%

16

30

16

30

7

13

6

11

3

6

1

2

8

표 3은 국제 학술지에 출판된 코퍼스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한 것인데, 국제
코퍼스 연구도 국내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코퍼스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제 코퍼스 연구에서도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것은 어휘 분야
로 논문 편수는 36편에 달하며 전체 연구 중 68%를 차지하였다. 국제 코퍼스
어휘 연구에서도 어휘의 특징을 분석한 논문들과 명사, 동사와 같은 개별 어휘
의 특징을 분석한 논문들이 관찰되었다. 또한 어휘간의 결합인 연어를 분석한
논문들도 다수(16편) 관찰되었다.
코퍼스에 나타난 어휘 특징 연구의 예로 Hardie(2007)를 들 수 있는데 이 연
구에서는 영어 일반 코퍼스를 사용하여 구어와 문어에 나타난 품사
(part-of-speech)별 특징을 분류하였다. 개별 어휘의 특징을 분석한 논문으로 관
사(Yoo, 2007), 부사(Oh, 2000), 조동사(Frazier, 2003)와 같은 어휘 항목을 분석한
논문을 관찰할 수 있으며, 어휘 간의 결합인 연어를 분석한 논문들(Kennedy,
2003; Morley, 2006; Shei, 2005)도 2003년도 이후에 많이 관찰 되었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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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y(2003)의 연구에서는 영어의 강조 부사가 특정 단어와 강한 연어 관계
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문법적 그리고 의미적 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 외 주제로는 담화분석적 측면에서 담화표지어의
사용(Fung & Carter, 2007), 장르별 의미적 선호도의 차이 분석(O’Halloran, 2007),
예의전략(Upton & Connor, 2001), 감사표현(Schauer & Adolphs, 2006)을 분석한 논
문과 같은 주제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림 2는 국내 코퍼스 연구와 국제 코퍼스 연구를 주제별로 비교 분석해 본
것이다.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듯이 국내 연구와 국제 연구 모두 어휘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림 2
국내와 국제 코퍼스 관련 연구의 주제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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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실제 현장 영어교육에 코퍼스와 컨코던스
프로그램 활용을 시도한 교육 관련 연구가 20%로 국제 코퍼스 연구에 비해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국제 연구의 특징은 명령문 및 의문문
의 구조와 어순 등 문법에 관한 연구가 국내 연구보다 비교적 폭넓게 진행되
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국내와 국제 코퍼스 연구의 주제 동향 분석 결과 비교적 많은 연구가 어휘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코퍼스의 구축과 활용 프로그램
의 발달이 사전 편찬 등의 어휘 연구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코퍼스를
바탕으로 한 어휘 연구가 영어교육에 큰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일 것이다
(Gardner, 2007). 그러나 이러한 연구 주제의 편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과
주제의 탐구가 필요하다. 가령, 워드스미스나 모노콩크 프로와 같은 컨코던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특정 언어항목이 사용된 문맥(예를 들면, 기준 언어 항목
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사용된 단어 8개 이상)의 관찰이 가능하다. 따라서,
Baker(2006)가 주장하고 있듯이, 코퍼스 연구의 범위를 어휘나 문장 단위의 분
석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폭넓은 문맥인 담화의 수준에서 코퍼스의 활용과 연
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어교육과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수행된 코퍼스 기반 연구의 분석

293

그림 3은 국내와 국제 코퍼스 연구를 연구방법론적인 면에서 분류한 것이다.
코퍼스 논문을 연구방법론 별로 정량적 방법, 정성적 방법, 혼합 연구법(정량
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 병행)으로 분류한 결과 국내와 국제 연구 모두 정량적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수행 되어 왔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국내 연구의 경
우 정량적 연구가 35편으로 85.40%를 차지하였고 국제 연구의 경우에는 정량
적 연구가 50편으로 94.33%를 차지하였다.
그림 3
국내와 국제 코퍼스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론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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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연구를 다시 기술통계와 추론통계를 사용한 연구로 분류해 본 결과,
국내와 국제 연구 모두 빈도수와 분포를 계산한 기술통계가 주를 이루었다. 즉,
국내와 국제 코퍼스 관련 연구에서 모두 정량적 연구 방법 사용의 비율은 높
지만 주로 빈도 분석과 분포에 관한 기술 연구에로의 편중을 보이고 있다. 기
존 연구에서 주로 실행된 빈도 분석 결과만으로 코퍼스 자료에 나타난 언어의
특징에 대해 상세한 기술을 할 수 있으나, 코퍼스 분석 항목의 특성에 따라서
는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의 정확한 사용과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빈도수 측정 이외의 분석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2003년 이후에 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연구는 상호정보(Kennedy, 2003; Eun-Joo Lee, 2006a), Log-likelyhood
(Kermanidis, Fakotakis & Kokkinakis, 2004), t-검증(O’Halloran, 2007), 카이검증
(Mihwa Chung & Dongkwang Shin, 2007), 분산분석(김인석, 오경미, Nation, 2005;
김향신, 안병규, 2004; Flowerdew, 2006)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어교육의 전반적인 연구방법론과 동향을 분석한 논문들(김진완, 2004, 2006)
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코퍼스 관련 연구에서도 영어교육의 전반적인 연구 성
향과 발 맞추어 정량적 연구 방법의 편중에서 벗어나 정성적 연구 방법과의
균형을 이루는 연구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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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퍼스의 특징
본 절에서는 코퍼스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코퍼스의 양상과 코퍼스의 구축
참여자로 분류해 보고 구축된 코퍼스의 현황과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코
퍼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크게 양상에 따라서 문어 코퍼스와 구어 코퍼스를
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와 국제 연구 모두에서 다양한 종류의
문어와 구어 코퍼스가 활용되었다. 문어 코퍼스 활용의 예로는 British National
Corpus 자료 활용(Dongkwan Shin, 2007a), Bank of English 자료 활용(이선, 2003),
Brown Corpus 자료 활용(Collins, 2004), International Corpus of Learner English 자료
활용(Soyoung Lee, 2006) 등을 들 수 있고, 구어 코퍼스 활용의 예로는 Michigan
Corpus of Academic Spoken English 자료 활용(Lee & Swales, 2006), London-Lund
Corpus 자료 활용(Erman, 2007), Hong Kong Corpus of Spoken English 자료 활용
(Cheng & Warren, 2005) 등 국내와 국제 연구에 걸쳐서 다양한 자료가 활발하게
사용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국내와 국제 코퍼스 관련 연구에 사용된 코퍼스의 양상별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국내와 국제 코퍼스 관련 연구에 사용된 코퍼스의 양상별 분류
100
90
80
70
%

60
국내

50

국제

40
30
20
10
0
문어

구어

혼합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듯이 코퍼스 기반 연구에서 사용된 코퍼스의 종류를
문어 코퍼스와 구어 코퍼스로 분류해 본 결과 국내 연구와 국제 연구에서 모
두 문어 코퍼스 수집과 활용 연구의 편중 현상이 관찰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코퍼스인 75%가 문어 코퍼스를 사용하였고, 구어 코퍼스는 13.51%,
혼합 코퍼스는 10.81%의 구성을 보였다. 국제 연구에서도 문어 코퍼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그 편중 현상은 국내 연구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국제 논문에서는 문어 코퍼스가 49.01%, 구어 코퍼스는 29.41%, 그
리고 혼합 코퍼스는 21.56%의 사용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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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 코퍼스의 수집 과정에서 녹음과 전사라는 노동집약적인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구어 코퍼스 수집의 용이성이 문어 코퍼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하
되는 것이 그 한 이유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영어의사
소통 능력이 개인과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김은주, 2007b), 이
러한 요구에 발 맞추어 영어교육과 응용언어학에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능력
의 신장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시점에서 구어 코퍼스의 수집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코퍼스 특징 분류의 두 번째 기준인 코퍼스의 구축 참여자에 따라 연구에
사용된 코퍼스의 종류를 원어민 코퍼스와 학습자 코퍼스로 구분한 결과, 국내
연구의 경우 학습자 코퍼스 사용 연구의 경우는 13%, 국제 연구의 경우 14%
로, 국내와 국제 연구 모두 대부분 원어민 코퍼스를 사용하였다.5
그림 5
국내와 국제 코퍼스 관련 연구에 사용된 코퍼스의 구축 참여자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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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모국어 사용자의 언어 자료를 기초로 한 원어민 코퍼스의 경우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달로 문서화된 거의 모든 자료가 코퍼스로 조성될 수 있어 코
퍼스 조성이 용이하고 연구의 접근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를 모
국어로 하는 원어민 코퍼스는 방대하게 구축된 반면 영어 학습자 코퍼스의 조
성은 그 다양성과 양에 있어 미비한 실정이다. 영어교육과 응용언어학 분야에
서 학습자 코퍼스 조성을 위한 시도(Granger, 2002, 2004; Silva & Leki, 2004)가 많
이 행해졌고, 또한 학습자 코퍼스를 활용한 제2언어 분석 연구도 최근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으나, Biber, Conrad와 Reppen(1998) 그리고 Kennedy(1998)가 지적
하였듯이, 학습자 언어 분석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며 다양한 능숙도를
지닌 학습자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연구 항목의 다양화가 매우 필요한 실정
5

학습자 코퍼스 연구의 경우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코
퍼스를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성인 학습자 대상 전자 코퍼스 구축의 용이성과
해당 학습자의 외국어 능숙도 구분의 수월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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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학습자 코퍼스를 이용한 연구는 제2언어의 특성을 자세히 기술하고 설명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영어 습득의 일반성과 모국어 별로 학습자의 개별성을
밝힐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 코퍼스의 구축과 분석은 궁극적으로 영어교육의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Biber & Reppen, 1998; Biber &
Reppen, 2002; Biber, Conrad & Reppen, 1998; Granger, Hung & Petch-Tyson, 2002;
Hunston & Francis, 1998; Kennedy, 1998).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에 출판된 영어교육과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수행된 코퍼스 연구를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그리고 코퍼스의 특성
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퍼스 연구의 주제별 분석 결과 국내 연구와 국제 연구 모두 어휘 연
구에의 편중 현상이 관찰되었다. 국내 연구와 국제 연구의 차이점은 국내 연구
에서는 코퍼스를 실제 현장 교육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한 교육관련 연구가 비
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국제 연구에서는 연어에 관한 연구가 비
교적 많이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Gardner(2007)가 지적하였듯이 응용 코퍼스 어
휘 연구가 영어교육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그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응용 코퍼스 연구가 연구 주제의 편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과 주
제로 그 연구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방법론 면에서 분석한 결과 국내 연구와 국제 연구 모두 빈도수
와 분포 정보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 사
용된 기술 통계 분석만으로 코퍼스 자료에 나타난 언어의 특징에 대한 기술이
가능하나, 코퍼스 항목 분석에 따라서는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의 정확한 사용
과 확장이 필요하며, 또한 영어교육의 전반적인 연구 성향과 발 맞추어 정성적
연구 방법과 정량적 연구 방법과의 균형을 이루는 연구 환경 조성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연구에 사용된 코퍼스의 특징 분석 결과 문어 코퍼스와 원어민 코퍼스
의 활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라는 국가적인 과제와
국제적인 요구에 발 맞추어 적절한 구어 코퍼스의 조성과 활용에 대한 연구의
확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 코퍼스의 구축과 분석 연
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가령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학습자 코퍼스 조성과
분석 연구는 국내 그리고 국제 영어교육 관련 연구를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교실 영어교육의 실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단 구축된
코퍼스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확장할 수 있어 후속 연구 촉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영어교육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이미 조성되어 있는 통
제집단 코퍼스라고 할 수 있는 영어 원어민 화자의 코퍼스와 영어 학습자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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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를 비교하여 응용언어학의 제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코퍼스 자료와 코퍼스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
한 연구는 혁신적으로 교육에 적용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영어교육에 많은 공
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Aston, 2001, 2002; Johns, 2002; Leech, 1997; Tono, 2002,
2003). 특히 코퍼스를 활용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영어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어교육 연구자가 교재를 개발하거나 영어 교사가 기존 교
재를 응용하는데 코퍼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학생
들의 코퍼스를 사용한 자기주도적인 언어학습 즉 발견적 언어학습(discovery
learning)(Bernardini, 2002)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교육 분야에서 코
퍼스를 활용할 수 있는 예로 영어 원어민 화자의 코퍼스를 이용한 교재 개발
이나 사전편찬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영어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자료의 실
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문법학습의 면에서 보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의 코퍼스가 언어 능력 별로 구축된다면, 수준별로
강조되어 제시되어야 할 문법항목이 체계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수
집된 코퍼스는 실제 학습자의 언어수행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영어 학습자
의 발달 단계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수단이 되며,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
려한 교재 혹은 교육과정이야 말로 이상적인 영어교육 연구와 영어교육 실행
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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