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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of lexical bundles, prefabricated (phraseological) chunks, is not only marked as an essential 

instrument to develop fluent language but also a marker of the shared membership within the same 

discourse community. The overriding purpose of this study is devoted to identify the functional types and 

structural patterns of lexical bundles used in the Secondary English Teacher Recruitment Exams (SETRE) 

administered from the years of 2002 through 2021. For the identification of idiosyncratic lexical bundles 

within the 130,687-word specific SETRE corpus, the concordance tool, Antconc 3.5.8, was applied under 

the frequency and dispersion criteria. With a 4-frequency occurrence as the cut-off limit and the 

conservative dispersion criteria, a total number of 108 four-word lexical bundles were retrieved. The 

structural analysis of lexical bundles demonstrated that compared to other academic texts, VP-based lexical 

bundles were pervasive in SETRE. The results also yielded empirical evidence of discipline-specificity 

features of SETRE. Grounded in the corpus-driven findings, this research drew pivotal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pedagogical practices and it is hoped to add a valued contribution to advancing 

lexical bundle research. (Jeonju University · Wonkw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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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해방 후 1953년 11월에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828호)이 제정 및 공

포된 이래로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였고, 1973년부터는 교원

순위고사를 도입해 교사 결원이 생길 경우 사립 사범대 및 교직과정 출신자에 한

하여 충원해왔다(김순남, 이병환, 2018). 그 이후 1990년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의 교사우선채용이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1991년 이후부터는 모든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인 현행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법정 약

칭, 임용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이후 임용시험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여러 차례

에 걸친 변화를 겪었는데, 현행 임용시험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서답형(기입

형, 서술형)으로 출제된다는 것이다. 2014학년도 임용시험 이후로 새로 도입된 

기입형은 전공 분야에 관한 지식 및 이해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완성형과 단답

형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완성형은 문장의 일부에 여백을 두고 완성하도록 요구

하는 형식이며 단답형은 질문에 관련된 간단한 단어, 구, 절 등 제한된 형태의 응

답을 작성하는 형태이다. 서술형은 주어진 발문에 대해 몇 줄 정도의 문장으로 

기술하는 유형으로 출제된다. 영어과 임용시험의 경우 영어 지문 및 문제를 정확

하게 읽고(reading) 이에 대한 답변을 적절하게 작성(writing)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 수험생들이 서답

형 시험 유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 체감 난이도와 학습 부담은 가중되게 된다. 

어휘 지식은 영어를 읽고 쓰는데 핵심 역량이며 특히 임용시험을 준비함에 있

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에 노출되는 기회가 절대

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는 어휘 지식이 결국 쓰기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데, 단

순히 각 어휘를 우리말의 뜻과 등치시키는 개별적인 어휘암기 학습을 하기보다

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어휘의 결합 체계 및 공기 관계를 토대로 습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2021학년도 중등영어 임용시험(2020년 11월 21일에 시

행) 전공 A의 12번 문항에서 예로 제시된 shed의 유의어 ‘get rid of’의 경우 

get이 아닌 get과 유의 관계에 있는 다른 동사들(예, acquire, obtain, become)

을 조합하면 틀린 표현이 된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의 예로 

‘시험을 보다’를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see an exam’이 아닌 ‘take an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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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해야 하고, ‘약을 먹다’라는 표현도 ‘eat a medicine’ 이 아닌 ‘take a 

medicine’이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오류는 언어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개

별 단어들의 결합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정 단어의 의미와 형태를 알고 있더라도 해당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

른다면 그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yland(2008)

는 다단어(multi-word) 습득은 유창한 언어 발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

였으며, 양원나와 이동주(2020)도 고빈도 어휘 학습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

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즉, 특정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형태론

적으로 여러 가지 결합 방법이 있겠지만, 화용론적으로는 제한된 어구 조합만이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용되므로 유창성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개별 단어를 

분리하여 따로따로 학습하기보다 다중어 배열(multi-word sequence) 혹은 어휘

다발(lexical bundle) 습득을 장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어휘다발은 학

습자들의 언어 능숙도에 상관없이 습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언어 구사력 및 

유창성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며 언어의 결합 방식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어색한 언어 사용을 방지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어휘다발은 언어 생산에 있어 요구되는 인지 부담을 경감시켜 

언어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어민과 비원어민을 구분짓는 잣

대로서 목표어 도달 정도를 판단해주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여러 분야에서 어휘다발 분석연구(예, 소설, Allan 

2016; 약학, Grabowski, 2015; 법학, Breeze, 2013; 컴퓨터 공학, Lee & Lee, 

2018; 음성 음운학, 이제영, 2019)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중등영어 임용

시험에 등장하는 어휘다발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임

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형식이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택형 시험이 아

닌 문제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토대로 분석, 종합,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영어로 

답해야 하는 서답형 형태이기 때문에 어휘다발은 수험자들의 표현능력 향상 및 

전공 개념을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

는 중등영어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어휘다발의 구조(structure), 빈도

(frequency), 기능(function)적 특징을 탐색해보고 선행연구와의 유사점과 차이

점을 밝히고자 한다. 상기의 연구 분석을 통해 획득한 어휘다발 목록은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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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접 추출하였기에 실질적인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중등영어 임용시험에 자주 빈출되는 4단어 어휘다발은 무엇인가? 

2) 중등영어 임용시험의 고빈도 4단어 어휘다발의 구조적 특징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2.1 어휘다발 

Wilkins(1972)는 문법지식 없이는 아주 제한적으로 의미 전달이 가능하지만, 

어휘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전달될 수 없다라며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처럼 어휘는 의사전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많은 어휘지식

이 반드시 실제 언어의 유창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텍스트는 개별 단

어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여러 단어들이 조합된 다단어 연속체(multiword 

sequences)로 구성되어 있다(Hsu, 2014). Erman과 Warren(2000)에 의하면 구

어(spoken English discourse)의 58.6%, 문어(written discourse)의 52.3%가 

연속적인 단어조합 즉, 정형어구(formulaic sequence)로 이뤄져있다고 한다. 

특정 텍스트의 언어사용역(register)에서 3개 이상의 단어가 연속적으로 공기

(co-occur)하는 조합을 어휘다발(lexical bundles)이라고 한다(Biber, 

Johansson, Leech, Conard & Finegan, 1999). Biber(2006)은 어휘다발을 높

은 빈도로 등장하는 어휘연속체라고 하였으며 어휘다발(lexical bundles)과 유사

한 의미로 어법(phraseology) (Meunier & Granger, 2008), formulaic 

sequences (Schmitt, 2004) 등이 있으며 학자마다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

만 모두 어휘 연속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과거에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에 숨어있는 언어정보(예, 어휘다발, 특정 어휘의 

등장 빈도, 단어간 공기현상, 어휘다발의 특징적인 구조나 기능 등)를 발견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컴퓨터의 발전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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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에 힘입어 등장한 코퍼스 및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 덕분에 실제 사용되는 언

어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특히, 언어 관련 분야뿐만 아

니라 과학, 의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해당 분야의 특수한 언어적 자

질을 탐구하고자 특수목적 코퍼스(specialized corpus)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에는 직관에 의존해왔던 다량의 언어 현상들을 보다 실증적이고 객

관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특정 코퍼스 내에서 높은 빈도

로 발생하는 어휘다발도 이러한 코퍼스 언어학 발전 덕분에 실질적인 연구가 가

능해진 것이다. 

어휘다발을 산출하는 기준은 연구 목적, 코퍼스의 크기 등 요인에 따라 다르

지만 최소 출현횟수(cut-off)를 정함에 있어서는 대부분 빈도(frequency)와 범

위(range)를 기준으로 삼는다. 코퍼스 백만 단어를 중심으로 Simpson-Vlach와 

Ellis(2010)의 연구에서는 최소 출현 빈도 10회(cutoff point)를, Chen와 

Baker(2010)는 25회를, Hyland(2008)는 20회, Lee와 Lee(2018)는 20회를 기

준으로 설정하였다. 어휘다발 산출시 빈도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분포 

범위, 즉 얼마나 다양한 텍스트 파일에 어휘다발이 출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

데 가령 총 100개의 텍스트 파일 중 특정 한 두개의 파일에서 어휘다발이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면 분석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Simpson-Vlach와 Ellis(2010)는 4개 중 최소 3개의 자료에서 관찰되는 어휘다

발을 포함시켰고, Hsu(2014)는 전체 데이터의 절반 이상에서 관찰되는 범위

(range)를 어휘다발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Hyland(2008)은 전체 텍스트 파일의 

최소 10% 에 해당되는 파일에서 출현하는 것을 최소 출현빈도로 설정하였다. 어

휘다발의 크기는 3-단어에서 6-단어 조합까지 단위가 다양한데 5-단어와 6-단

어로 구성된 어휘다발은 출현 빈도가 높지 않고 3-단어는 4-단위 구조에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본고는 4-단어 어휘다발을 선정하였다. 

2.2 어휘다발 관련 선행연구

코퍼스의 자주 등장하는 어휘다발은 해당 분야의 어휘의 실제 사용 양상을 반

영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코퍼스 언어학의 발전과 어휘다발 습득의 중요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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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소설(Allan, 2016), 약학 (Grabowski, 2015), 법학(Breeze, 2013), 컴퓨

터 공학(Lee & Lee, 2018), 음성 음운학(이제영, 2019) 등 다양한 제반 분야, 

장르에서 어휘다발과 관련된 코퍼스 기반 분석연구가 행해졌다. 특히, 다양한 분

야간 비교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한 연구들에서 각각 다른 어휘다발의 이러한 

사용양상이 부각된다. 

Hyland(2008)는 학문분야별 어휘다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기공학

(electrical engineering), 미생물학(microbiology), 응용언어학(applied 

linguistics), 경영학(business studies) 코퍼스를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코퍼스 

분석 결과, 전기공학에서 어휘다발의 사용 종류와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생물학 

분야에서는 사용빈도 및 종류가 가장 적었다. 또한 생물학과 전기공학에서는 연

구 중심의 (referential or research-oriented) 어휘다발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경영학과 응용언어학에서는 텍스트 중심(text-oriented)의 어휘다발이 주로 사

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Byrd와 Coxhead(2010)도 학술어휘목록

(Academic Word List, AWL)을 구축하는데 사용한 4개 분야(arts, commerce, 

law, and science)의 코퍼스를 토대로 어휘다발을 분석한 결과 법학(law) 텍스

트에서 어휘다발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예술(arts)과 과학(science)은 어휘

다발의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iber et al.(1999)은 대화문으로 구성된 코퍼스의 30%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어휘다발로 구성되어 있고, 학술작문으로 구성된 코퍼스의 21%가 어휘다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화문 코퍼스에는 동사구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학술 코퍼스

에는 전치사구와 명사구가 주를 이루는 등 사용역 및 분야에 따라 어휘다발의 분

포 정도 및 패턴이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원나와 이동

주(2020)은 중학교 읽기 지문은 동사구 결합 비율이 높아 담화적인 성격을 지니

며, 고등학교 읽기 지문은 전치사구 결합 유형이 높아 학술적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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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어휘다발의 구조적 분류

(Cortes, 2004, p. 405; 김연경 & 이은주, 2019, p. 109에서 재인용)

범주 예시 

명사구 명사구로만 이루어진 표현 명사구 + ‘of’ 외 표현

명사구 + ‘of’를 포함하는 표현 one of the most

명사구 + ‘of’ 이외의 다른 표현 the fact that

동사구 was one of the

전치사구 전치사구 + ‘of’를 포함하는 표현 as a result of

전치사구 + ‘of’ 이외의 다른 표현 in order to

절 it has been 

기타 as long as

Cortes(2004)는 생물학과 역사 분야의 코퍼스를 활용하여 어휘다발의 특징 

및 기능을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역사 분야 코퍼스는 주로 명사구와 

전치사구를 포함하는 특징이 나타났으며, 연도와 시기를 나타내는 지칭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생물학 분야는 다양한 정형어구가 나타났는데 특히 양태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Cortes(2006)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Cortes(2004)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휘다발의 교육적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대

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어휘다발 훈련 기간과 적합하지 않은 수업방식으로 인해 

실질적인 학습 효과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김정현(2018)은 보다 확실한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고자 Cortes(2006)에서 진행한 연구보다 2배 많은 횟수와 길이를 

통해 어휘다발 훈련을 실시하였다. 10주간의 수업 결과 학생들은 한국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어휘다발을 영작에 사용하였고, 어휘다발의 사용 양상이 

원어민과 같아지는 등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도 중

등영어 임용시험을 특징짓는 어휘다발을 살펴보고 적합한 교육적 활용방안을 모

색한다면 수험자들의 쓰기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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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3.1 코퍼스 구축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한 중등 영어과 임용고사 코퍼스는 디지털 문서 

형태로 기출문제를 입수할 수 있는 2002학년도에서 2021학년도 기출문제를 바

탕으로 구축하였다. 기출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의 기출문제 메뉴

에서 ‘중등교사임용시험’ 페이지를 통해 입수하였다. 2002학년도 이후 영어과 

임용고사는 몇 번의 변화가 있었다. 이에 2002~2008학년도의 전국, 서울(인천) 

주관 시험, 2009~2013학년도의 1차, 2차 시험, 2014학년도 이후의 A형, B형 

시험 모두를 코퍼스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중등 영어과 임용

고사 코퍼스는 총 679문항의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130,687단어 수준

이고, 타입은 8,647개, TTR(Type-Token Ratio)은 6.62였다.

3.2 분석 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등 영어과 임용고사 지문의 빈출 어휘다발 분석을 위한 분석 

도구로는 AntConc 3.5.8을 활용하였다. 먼저 어휘다발의 분석은 4단어로 구성

된 다발(4-word bundle)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빈출 어휘다발의 선정 기준은 

기존 선행연구들(이제영, 2019; Allan, 2016; Jalali & Moini, 2014; Lee & 

Lee, 2018)의 경우 100만 단어당 20회 등장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임용고사 코퍼스는 13만 단어 수준으로 비교적 소규모 코퍼스이기 때

문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6회가 기준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이 기준은 너무 

낮은 빈도라고 판단되어 선정 기준을 4회 이상 등장으로 다소 엄격하게 설정하

였다. 또한 1개 지문에서만 여러 번 등장한 어휘다발을 제외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문항에 등장한 경우를 빈출 어휘다발로 선정하였다.

기존 어휘다발 분석 관련 연구들은 작게는 3단어, 크게는 6단어 다발 분석까

지 분석의 단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5단어 또는 6단어 다발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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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어휘다발 빈도 범위 CSC PPRAC

1 on the other hand 26 24 1 1

2 teacher asks students to 12 6 - -

3 the teacher asks students 12 6 - -

4 at the end of 11 10 22 16

5 at the same time 11 11 20 31

6 T asks students to 11 6 - -

의 빈도가 높지 않다는 Hyland(2008)의 의견과 3단어 다발은 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특정 어휘다발의 기능과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또 

4단어 다발은 대부분의 3단어 다발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는 Cortes(2004)의 

주장을 받아들여 4단어 다발의 분석에 집중하였다. 다음으로 Biber et al.(1999)

의 기준을 활용해 어휘다발의 구조를 동사구, 명사구, 전치사구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빈출 어휘다발

앞서 연구 방법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13만 단어 수준인 중등 영어과 임용

고사 코퍼스에서 3개 이상의 문항에서 총 4회 이상의 등장 횟수를 기록한 어휘

다발을 중등 영어과 임용고사의 주요 어휘다발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108개

의 어휘다발이 위 기준을 만족하였다. 아래 <표 2>에는 선정된 어휘다발 중 7회 

이상의 빈도를 기록한 상위 25개의 어휘다발과 기존 컴퓨터 공학 코퍼스(CSC,  

Computer Science Corpus)를 분석한 Lee와 Lee(2018)와 음성학/음운론 학술 

논문 코퍼스(PPRAC, Phonetics/Phonology Research Article Corpus)를 분석

한 이제영(2019)의 어휘다발 분석 결과를 포함하였다. 한편 전체 결과는 논문 후

반부의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2. 중등 영어과 임용고사 코퍼스에서의 주요 어휘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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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ill be able to 10 7 - -

8 the end of the 9 9 22 3

9 the rest of the 9 6 23 195

10 the front of the 8 8 - -

11 the ungrammaticality of the 8 7 - -

12 to go to the 8 8 - -

13 what did you do 8 7 - -

14 and asks students to 7 4 - -

15 as a glottal stop 7 3 - -

16 in terms of the 7 7 33 18

17 in the united states 7 5 - -

18 indicates that the sentence 7 7 - -

19
indicates the 

ungrammaticality of
7 7 - -

20 is an example of 7 7 - -

21 students will be able 7 5 - -

22 that the sentence is 7 7 - -

23 the object of the 7 3 - -

24
the sentence is 

ungrammatical
7 7 - -

25
ungrammaticality of the 

sentence
7 7 - -

먼저 어휘다발의 양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선행 연구들의 

경우 어떤 장르의 글을 분석했느냐에 따라 선정된 어휘다발의 수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소설 중심의 수준별 읽기 자료(graded readers)의 어휘다발을 분석한 

Allan(2016)의 연구의 경우 62개, 컴퓨터 공학 분야 논문을 분석한 Lee와 

Lee(2018)의 경우 137개, 의학 분야 논문을 분석한 Jalali와 Moini(2014)의 경

우 151개, 음성학/음운론 분야의 학술 논문을 분석한 이제영(2019)의 경우 198

개의 어휘다발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할 때 영어과 임용고사 

코퍼스의 주요 어휘다발의 수는 다소 적은 편이며, 대체적으로 비학술적 텍스트

와 학술적 텍스트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학술적 텍스트에서 정형

적인 표현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높음을 고려할 때, 중등 영어과 임용고사 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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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영미문학 분야와 일반영어 등에서 비학술적 텍스트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

으며, 교실 상황에서의 대화문 등 격식성(formality)이 낮은 음성언어가 포함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기존 컴퓨터 공학(CSC)와 음성학/음운론(PPRAC)에 등장했던 어휘

다발에는 ‘on the other hand’, ‘at the end of’, ‘at the same time’, ‘the rest 

of the’, ‘in terms of the’의 총 6개였으며, 특히 ‘on the other hand’는 본 연구

를 포함한 3개의 연구에서 모두 가장 많은 등장 빈도를 기록했다. 이 어휘다발들

은 여러 분야의 학술적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다발이었다.

기존 선행연구(이제영, 2019; Lee & Lee, 2018)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즉 중

등 영어과 임용고사 코퍼스에서만 등장한 어휘다발에는 다음과 같은 부류가 있

었다. 첫째, 영어교육과 관련한 어휘다발이었다. 여기에는 ‘teacher asks 

students to’, ‘and asks students to’와 같이 교실 교수-학습 상황을 나타내거

나 ‘will be able to’, ‘students will be able’과 같이 수업 목표를 기술할 때 쓰

이는 표현들이 있었다. 둘째, 영어학 관련 어휘다발도 다수 발견되었다. ‘the 

ungrammaticality of the’, ‘indicates that the sentence’, ‘the object of the’와 

같이 문법 또는 통사론 관련 어휘다발과 ‘as a glottal stop’과 같은 음성학 관련 

어휘다발 등이 있었다. 셋째, ‘to go to the’, ‘what did you do’와 같이 일반적인 

생활 영어와 관련된 어휘다발도 등장했다. 이는 임용문항의 내용이 구체적인 교

실 상황을 도입하여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및 분석 능력을 요구하거나 주요 

이론들을 교수-학습 원리와 관련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4.2 빈출 어휘다발의 구조적 특성

앞서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휘다발을 동사구, 명사구, 전치사구로 구

분한 Biber et al.(1999)의 기준을 적용하여 중등 영어과 임용고사 코퍼스의 빈

출 어휘다발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시도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상위 60개의 어휘다발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상위 60개의 어휘다

발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선행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다음 <그림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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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휘다발의 구조

중등 영어과 임용고사 코퍼스의 상위 60개 어휘다발 중 명사구와 전치사구의 

비율은 52%이며, 동사구는 48%를 차지했다. 그림 1에 제시한 선행연구의 경우 

동사구가 15~3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본 연구의 대상인 임용고사 코퍼

스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앞서 4.1에서 제시한 표 1에서 

컴퓨터 공학과 음성학/음운론 코퍼스와 본 임용고사 코퍼스에 공통적으로 등장

했던 어휘다발 모두가 명사구/전치사구였으며, 임용고사 코퍼스에만 등장한 어

휘다발의 상당수가 ‘teacher asks students to’, ‘will be able to’, ‘indicates 

that the sentence’ 등과 같이 동사구였다. 즉 중등 영어과 임용고사에 자주 등

장하는 어휘다발에는 타 학술 코퍼스에 비해 동사구의 비중이 높았다. 양원나와 

이동주(2020)의 연구에 따르면 동사구는 구어 담화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하였는

데 이를 통해 임용시험의 지문이 구어 담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임용고사 코퍼스에 자주 등장한 명사구와 전치사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담화 표지어(discourse marker)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on the other 

hand’,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at the 

end of’, ‘the front of the’, ‘at the beginning of the’, ‘as shown in the’ 등과 

같이 위치를 나타내는 어휘다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콘코던스

(concordance)를 통해 살펴본 결과, 위치와 관련된 어휘다발들은 지문 내에서 

특정 정보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경우와 음성학/음운론 문항에서 특정한 음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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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또는 조음 위치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이처럼 담화 표지어와 위치 관련 

어휘다발이 자주 등장하는 경향은 이제영(2019)의 분석 결과와 일치했다. 임용

시험에 담화 표지어의 등장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시험문항을 구성하는 글과 문

장 간의 논리적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중등영어 임용시험 분석을 위해 고안된 코퍼스는 일정한 기준 혹

은 원칙에 의거하여 모아놓은 전산화된 텍스트 집합체이다. 특정 분야에 사용되

고 있는 실제 코퍼스를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본 연구에서 사용한 Antconc와 같

은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방대한 양의 텍스트에 숨어있는 여러 정보

를 단시간 내에 찾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코퍼스 분석은 실증적이며 객관적이

고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어 제반분야에서 코퍼스 기반 연

구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코퍼스 언어학의 발전은 개별 어휘학습을 넘어 연속

된 단어로 구성된 어휘다발의 중요성을 세간에 인식시켰으며 학계에서는 교육적 

활용에 대하여 실용학문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임

용시험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휘다발의 다양한 기능적, 구조적 양상과 분포 정도

를 고찰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02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시행된 중등

영어 임용시험에서 추출한 679문항을 총 130,687단어 수준의 특수목적 코퍼스

로 구축하여 어휘다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기준으로는 최소 3 문항, 4회 이

상 등장하는 4단어 어휘다발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총 108개의 어휘다발이 임용시험을 대표하는 어휘다발로 선정되었

으며 상위 빈도로 출현한 어휘다발의 특징을 살펴보면 영어교육학 관련(e.g. 

teacher asks students to, students will be able), 영어학 관련(e.g. the 

ungrammaticality of the, as a glottal stop) 등 중등영어 임용시험이라는 분야

의 장르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조적 특징을 살

펴보기 위하여 동사구(VPs), 전치사구(PPs), 명사구(NPs)로 구분하여 등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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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임용시험에 사용된 동사구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임용시험에 사용된 지문이 학술 텍스트에 주로 

사용되는 문체보다 교실 상황에서 이뤄지는 일상어가 비교적 많이 등장하는 것

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특정 장르나 언어사용역

에 따라 어휘다발의 사용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반증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중등영어 임용시험 어휘다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학문적,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학문적 활용으로는 본고의 연구결과를 

차후 다른 학문분야 코퍼스 분석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후속 연구를 파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등영어 임용시험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기출문제의 수집 및 전산화 과정을 통해 구축한 특수목적 코퍼스로부터 주요 어

휘다발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어휘다발의 특징은 다른 학문분야 코

퍼스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 해당 분야의 언어적 특수성을 밝히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의 분석 결과를 이용한 후속 연구로서 임용시험 출제원

칙을 비교하는 작업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임용시험 

출제원칙으로 중등교사 양성기관에서 충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면 풀 수 있

는 문제가 출제되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지식을 평가한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사가 실제 교실수업(교육현장)에서의 사용하는 영어발화를 비교 

분석하거나, 교원양성기관(예, 사범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주로 

사용되는 전공서적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는 구어체와 문어체와 같은 사용역 및 장르별 언어의 구조적, 기능적 특징을 

설명해주는 근거자료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구축

한 2002-2021학년도 중등영어 임용시험는 코퍼스의 구축 규모 자체가 적어 모

든 분야(영어학, 영어교육학, 영문학, 일반영어)를 한데 모아 어휘다발을 추출하

였지만, 향후 데이터가 추가로 누적되면 영역별 비교 연구도 진행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본고의 연구결과는 교육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작문 수업에서 어휘다발 학습효과를 조사한 김정현(2018)의 연구에 의하면 

10주간 어휘다발 습득을 목표로 한 수업 결과 학생들의 어휘다발 사용 양상이 

원어민과 같아지거나 한국인들은 잘 사용되지 않는 특정 어휘다발이 그들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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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에서 발견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어휘다발 사용을 훈련시

키기 위해서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영역별 혹은 주제별로 구분지어 짝 맞추기나 

연결하기, 어휘다발 확대해보기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훈련해보면 시험 스트레

스 및 부담이 경감된 상태에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도출한 어휘다발 목록을 교수-학습 자료로 사용하면 영어과 임용시험

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글쓰기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담화 기능 역할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임용기출시험이라는 장르를 

대표하는 특수목적 코퍼스로부터 어휘다발의 누적 출현율 및 중복 정도를 기준

으로 고빈도 어휘다발 목록을 제시하였으므로 수험생들로 하여금 기출문제를 풀

면서 가장 마주치기 쉬운 어휘다발에 대한 인식을 고양(consciousness-raising)

시키고 숙달(familiarizing)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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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어휘다발 빈도 범위

1 on the other hand 26 24

2 teacher asks students to 12 6

3 the teacher asks students 12 6

4 at the end of 11 10

5 at the same time 11 11

6 t asks students to 11 6

7 will be able to 10 7

8 the end of the 9 9

9 the rest of the 9 6

10 the front of the 8 8

11 the ungrammaticality of the 8 7

12 to go to the 8 8

13 what did you do 8 7

14 and asks students to 7 4

15 as a glottal stop 7 3

16 in terms of the 7 7

17 in the united states 7 5

18 indicates that the sentence 7 7

19 indicates the ungrammaticality of 7 7

20 is an example of 7 7

21 students will be able 7 5

22 that the sentence is 7 7

23 the object of the 7 3

24 the sentence is ungrammatical 7 7

25 ungrammaticality of the sentence 7 7

26 a high school English 6 6

27 a wide range of 6 6

Texts of Secondary School English Textbook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6.4 (2020): 283-305.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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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단어 빈출 어휘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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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s a result of 6 5

29 as shown in the 6 6

30 asks students to write 6 5

31 at the beginning of 6 6

32 do you want to 6 5

33 for the first time 6 5

34 high school English teacher 6 6

35 in front of the 6 6

36 in the course of 6 6

37 in the process of 6 6

38 in the target language 6 5

39 is based on the 6 6

40 is likely to be 6 6

41 is one of the 6 6

42 is part of the 6 6

43 it is important to 6 6

44 native speakers of English 6 5

45 students to read th 6 5

46 the meaning of the 6 6

47 to be able to 6 5

48 what do you think 6 6

49 what he or she 6 6

50 a middle school English 5 5

51 below is part of 5 5

52 filll in the blanks 5 4

53 in groups of three 5 4

54 in the real world 5 4

55 it is clear that 5 5

56
note indicates the 

ungrammaticality
5 5

57 students are asked to 5 5

58 students are encouraged to 5 5

59 the speaker of the 5 3

60 the words given in 5 4

61 year middle school students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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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a high school teacher 4 4

63 a long vowel or 4 4

64 a native speaker of 4 3

65 a stressed vowel and 4 4

66 and ask them to 4 4

67 and fill in the 4 4

68 as in the example 4 4

69 as shown in and 4 4

70 below is an excerpt 4 4

71 by the fact that 4 4

72 can be interpreted as 4 3

73 can be used to 4 4

74 can you pass me 4 3

75 can you tell me 4 3

76 following is part of 4 4

77 I am going to 4 3

78 I thought it was 4 3

79 I was a child 4 4

80 if there is a 4 4

81 in a way that 4 4

82 in the above dialogue 4 4

83 in the middle of 4 4

84 in the words given 4 4

85 is an excerpt of 4 4

86 is seen in the 4 4

87 it is impossible to 4 4

88 native speaker of English 4 3

89 of the number of 4 4

90 once in a while 4 4

91 one of the most 4 4

92 should be able to 4 4

93 students to write a 4 4

94 T asks Ss to 4 3

95 that it does not 4 4

96 the beginning of the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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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the center of the 4 4

98 the content of the 4 4

99 the fact that the 4 4

100 the following is a 4 4

101 the following is part 4 4

102 the meanings of the 4 3

103 the teacher asks the 4 3

104 the words in the 4 4

105 when I was a 4 4

106 with the help of 4 4

107 you pass me the 4 3

108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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