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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part of lexical knowledge,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develop an English collocation proficiency 
test to measure the size of second language learners' collocation knowledge. The existing collocation tests, 
such as DET (Eyckmans, Boers, & Demecheleer, 2004), CONTRIX (Revier, 2009), and 
COLLEX/COLLMATCH (Gyllstad, 2009), were developed as achievement tests or could only test some 
specific types of collocations (e.g. Verb + Noun collocations). To address this deficiency, a new Collocation 
Size Test (CST) was developed using the recently constructed General Service Collocations (GSC) (Shin, 
Chon, Lee, & Park, 2017) which was first extracted from the large-scal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 and then refined by comparing 8 representative reference corpora, such as 
Freiburg-Brown Corpus, Freiburg-LOB Corpus, and Australian Corpus of English. The test of so-called 
GSC CST is based on the first 10 levels of GSC with 10 items at each level. Five of the items measured 
meaning recognition while the others assessed the learners' ability to recognize the correct form of 
collocations. Each item could be considered as representing knowledge of 50 collocations within the 
collocation band. In the validation process of GSC CST, the test showed a reliability of .91.

Key words General Service Collocations (GSC), Collocation Size Test (CST), collocation proficiency test, 
meaning recognition of collocation, form recognition of collocation
doi: 10. 15702/mall.2017.20.2.59

* 이 논문은 2015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3048887)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0(2) 59-83



60   어 연어 능숙도 검사지 개발

I. 서 론

‘연어(collocation)’라는 용어는 16세기  라틴어 동사 collocat-(placed together)에서 유래했다는 설

과 라틴어 사 col-(together)와 라틴어 동사 locare(to place)의 결합된 형태라는 설로 그 오랜 기원1)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연어의 학습과 련하여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은 연어습득  학습에 

한 요성  필요성은 충분히 강조하 다(김낙복, 2010; 김익환, 2007; Webb & Kagimoto, 2009; 

Webb, Newton, & Chang, 2013).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연구의 주목 이 연어 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인 연어 능력 평가(collocation proficiency test) 보다는 연구에서 사용된 연어 

교수법의 효과성 검증을 목 (collocation achievement test)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문항을 제작하거나 

교과서 문장을 차용하여 문항을 제작하 다. 즉 연어 능숙도 평가가 아닌 연어 성취도 평가의 개념에 

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Martinez(2013)가 유일하게 자체개발한 연어 목록을 바탕으로 등

별 1,000개 연어에서 각 10개 연어를 선정하여 등 별 연어 평가 검사지를 개발하기도 하 지만 의미 

인식이라는 하나의 문항 유형만을 용했다는 과 문항의 구성에 용 인 표 (relative 

non-compositional expression)만을 사용하 다는 에서 인 연어 능숙도를 측정하기는 한계가 

있다. 

한 한국인 학습자들과 같은 비원어민 학습자의 연어 사용은 사회 문화  특성의 향으로 원어

민의 연어 사용과 상이(相異)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어 목록의 개발  연어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등 화 된 검사지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실하다. 를 들어, 원어민 코퍼스를 기 으로 빈도수가 상

으로 낮아 상  등 에 포함된 연어라고 할지라도 그 연어가 한국 사회에서 외래어로 사용되거나 

사회·문화 인 향으로 자주 노출되어 이미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익숙하다면 더 이상 이러한 연어를 

상  등 의 연어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연어 목록의 개발부터 연어 평가 

검사지 개발에 이르기 까지 원어민과는 차별화된 한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신동 , 유아, 이신웅과 박명수(2017)가 빈도수와 문법  완 성

(grammatical well-formedness) 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습자의 사회·문화  친숙도(familiarity)와 유용성

(usefulness)을 반 하여 개발한 General Service Collocations(GSC)을 바탕으로 10개 등 의 연어 능숙

도 검사지를 개발하고 이 연어 검사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II. 이론  배경 

1. 국내 연어 평가 연구

국내의 연어 평가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주로 연어 학습의 효과성 분석을 해 학습내용을 기반

으로 개발된 연어 성취도 평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윤경(2008)은 연어 사 에서 추출한 ‘seek’, 

1) Oxford English Dictionary(http://www.oed.com/)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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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w’, ‘treat’, ‘take’ 4개 동사의 연어 표 을 바탕으로 420개의 빈칸채우기(form recall) 문항을 개발하

여 학생들의 연어 능력을 측정하 다. 다음의 [그림 1]은 이윤경(2008)의 연구에서 개발된 연어 검사

지의 시이다.

1. 답: ________________

a. He hates waste and rarely ___________ anything away.
   그는 쓰 기를 싫어해 아무데나 던지는 이 없다.

b. From now on, they will ___________ everything on election.
   지 부터, 그들은 모든 것을 선거에 걸었다.

[그림 1] 연어 표  능력 측정 검사지 시(이윤경, 2008)

[그림 1]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이윤경의 연구에서 활용된 연어 검사지는 빈칸채우기 방식을 

용한 연어 표  능력 평가이다. 이 문항 유형은 Shin, Chon과 Kim(2011)이 개발한 어휘 검사지의 문항 

유형과 매우 유사하며 이는 비원어민 학습자의 입장에서 빈칸채우기 문항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을 

고려하여 한국어 번역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윤경(2008)의 연어 검사지는 빈칸채우기 능력으로 표  

능력을 측정한다는 한계와 함께 연어 사용의 표성 보다는 임의로 선정된 4개 동사의 연어 사용만을 

측정한다는 에서 연어 능숙도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송정선(2009)은 한국 학생들을 상으로 연어의 명시  교수가 연어 인식과 습득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조사하 다. 이 연구에서는 명시 인 연어교수가 단기 인 효과만을 보 고 어휘지식이 

연어지식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음의 [그림 2]는 송정선(2009)의 연구에서 사

용된 연어 평가 문항의 시이다. 

※ 다음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박스에서 골라 쓰시오

earning, fortune, want, make, deal, adjust, withdrawal, demand, raised

1. Henry was not interested in just (        ) a good salary.
2. He wants to (        ) big money through his new business.
3. He made a (        ) from the bank to buy a car.
4. He got a really good (        ) for his first shop.
5. He had already made a small (        ) for his fortune.
6. He (        ) enough money through the bank last year.

[그림 2] 연어 이해 능력 측정 검사지 시(송정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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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선(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연어 평가는 사 에 학습한 독해 지문에 나타나는 어휘와 연어에 

근거하여 학습 효과의 검증 측면에서 연어 평가를 부수 으로 사용하 기 때문에 연어 검사지 한 

인 연어 능력을 측정하는 능숙도 평가라기보다는 학습 내용을 평가하는 성취도 평가를 목 으로 

개발되었다. 

Kim과 Ma(2011)의 연구에서는 학수학능력시험과 련된 어휘를 선정하여 연어 심의 어휘학

습을 용한 결과, 단 기간의 학습에도 불구하고 어휘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Kim과 Ma의 연어 검사지도 송정선(2009)의 연어 검사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학습 내용을 평가하는 연어 성취도 평가의 형식으로 개발되어 인 연어 지식의 수

을 측정하지는 못하 다. 다음의 [그림 3]은 Kim과 Ma(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연어 평가 문항의 

시이다. 

※ 다음  주어진 단어와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고르시오.
(Choose the one that goes least well with the given word.)

1. bright
   a. idea     b. smell     c. child     d. day     e. room

※ 다음 빈 칸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Choose the one that best fits into the blank.) 

2. He will be promoted to _____ manager.
   a. sales    b. sold     c. sell     d. selling    e. sale

[그림 3] 연어 이해 능력 측정 검사지 시(Kim & Ma, 2011)

Kim과 Ma(2011)의 연어 평가 유형은 Read(1998)의 모델에 기반하여 연어를 구성하는 단어 간의 

조합을 측정하는 형태 인식 문항([그림 3]의 상단 문항)과 Martinez(2013)의 연어 평가 문항 유형과 동

일한 선다형의 의미 인식 문항([그림 3]의 하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어 평가에 두 가지 구인을 

용하 다는 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Kim과 Ma(2011)의 연어 검사지 

한 수능 심의 연어 성취도 평가로 인 연어 능숙도를 측정하지는 못하 다.

2. 국외 연어 평가 연구

국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표성이 있는 규모의 연어 목록을 바탕으로 등 화 된 연어 능

숙도 평가가 개발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Eyckmans(2009)는 BNC와 Collins’ Wordbanks에서 z 

는 t 수(score)가 3 이상2)인 매우 한 연계성을 가진 ‘동사 + 명사’ 구조의 연어를 추출하여 연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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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을 둔 연어 검사지를 개발하 다. 소  DISCO(Discriminating Collocations Test)라 불리는 

이 검사지는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용 인 연어(idiomatic collocation)의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 다.

Tick the two phrases that are the correct idioms in English:
◦ seek advice (✓)
◦ express charges (distracter for ‘express chagrin’)
◦ pay attention (✓)

[그림 4] DISCO의 시(Eyckmans, 2009)

Eyckmans는 DISCO를 통해 수용 인 연어 능력(receptive collocational competence)을 측정하고자 

한 반면 Eyckmans, Boers와 Demecheleer(2004)는 다음의 [그림 5]와 같이 Rational Cloze Test와 유사한 

형태의 DET(Delte-Essentials Test)라는 연어 검사지를 개발하여 연어 표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 다. 

Read the following text. In every numbered line one word is missing. Indicate by means of a slash (/) where a 
word is missing and then write down the missing word in the margin.
ROAD RAGE
The British may have a reputation as a mild-mannered race-always willing to form a queue and quick to apologise 
when someone treads ..................................... 략...............................................................................
However, the likelihood of drivers resorting to aggression is / only              16. NOT
influenced by the country that they happen to live /. For example, Finnish  17. IN
scientists have found that daughters are more / than sons to inherit their     18. LIKELY
fathers’ road rage behaviour............................................... 략..............................................................................
Any link between aggression and full moon has yet / be confirmed by        25. TO
science, though.

[그림 5] DET의 시(Eyckmans, Boers, & Demecheleer, 2004)

DET의 경우는 실제 인 연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해 장문의 지문에서 연어 계를 형성하는 

표 을 찾아 그  한 연어 구성소를 삭제하고 학습자는 삭제된 연어 구성소를 채워 쓰는 방식으로 검

사지를 구성하 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지는 지문의 선택이나 특정 연어 표 을 선정하여 문항을 개발

하기 어렵다는 실용성의 문제가 있다. 

이 밖에도 Revier(2009)는 문장 단 의 cloze test 는 C-test 형식의 연어 표  능력 검사지를 개선

하기 해 다음의 [그림 6]과 같은 CONTRIX(Constituent Matrix)를 개발하 다.

2) 일반 으로 z 는 t 수(score)가 2 이상인 경우 두 단어 간의 유의미한 연계성을 가진다고 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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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one word from each column to make an appropriate phrase to complete the sentence.

The quickest way to win a friend’s trust is to show that you are able to tell a/an joke
take the secret
keep ― truth

[그림 6] CONTRIX의 시(Revier, 2009)

Revier(2009)는 BNC에서 ‘동사 + (한정사) + 명사’ 형태의 연어를 추출하 다. 그리고 연어 추출 시 

동사는 ‘break,’ ‘make’ 등과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16개의 동사에 한정하 고 그 목 어인 명사는 상

 빈도 3000단어 안에 포함되는 단어로 제한하 다. 한 연어 최소 빈도수는 백만 단어 당 .04-.47 범

 안에 포함되도록 통제하 다. 이를 바탕으로 45개의 연어 평가 문항을 개발하 다. 이  15개는 의

미가 투명한 항목( , hold the baby)이고 15개는 부분 으로 투명한 항목( , run tests), 나머지 15개는 

의미가 모호한 항목( , carry the day)으로 구성하 다. 하지만 CONTRIX 한 연어 지식을 얼마나 

표하는지는 알 수 없다.

끝으로 Gyllstad(2009)은 ‘동사 + 명사’로 구성된 연어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해 다음과 같이 

COLLEX(Collocation Lexis)와 COLLMATCH(Collocate Matching)라는 두 가지 형태([그림 7]과 [그림 

8])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 다.

a. drive a business   b. run a business   c. lead a business
a b c

[그림 7] COLLEX의 시(Gyllstad, 2009)

 

catch a cold

Yes 

No  

draw a limitation

Yes 

No  

[그림 8] COLLMATCH의 시(Gyllstad, 2009)

COLLEX는 자연스런 연어 조합을 찾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COLLMATCH는 제시된 연어 조

합이 실제 연어 계 속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 여부를 ‘ /아니오’로 선택하는 문항이다. 그러나 이러

한 다양한 유형의 검사지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연어 유형

에 한정되지 않고 인 연어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연어 검사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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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어 검사지 타당성 분석 연구

Anthony, Schmitt와 Nation(2016)은 어휘 연구의 과제  하나로 어휘 검사지의 타당성 검증을 들

었다. 특히 이들은 많은 새로운 어휘 검사지가 개발되고 한 타당성 검증 없이 활용되는 문제를 지

하며 어휘 평가의 문항 유형, 등  구분, 결과 해석의 검증 방안에 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

을 제기하 다. 많은 연구가 수행된 어휘 평가 분야에서도 검사지의 타당성 검증 방안은 여 히 논란

의 여지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기 때문에 상 으로 연구가 취약한 연어 검사지

의 타당성 검증 한 미개척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부분 반 인 어 능숙도와 연어의 계 연구

(González Fernández & Schmitt, 2015; Gyllstad, 2009; Howarth, 1998) 는 어 기능별(듣기, 읽기, 말

하기, 쓰기) 능숙도와 연어의 계 연구(Boers, Eyckmans, Kappel, Stengers, & Demecheleer, 2006; 

Cowie & Howarth, 1996; Eyckmans, 2009), 그리고 어휘지식과 연어의 계 연구(Gyllstad, 2009; 

Nguyen & Webb, 2016; Schmitt, Dörnyei, Adolphs, & Durow, 2004)에 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어 검사지 자체의 신뢰도 분석은 일반 으로 Cronbach ⍺를 활용한 내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Revier(2009)가 개발한 연어 검사지 CONTRIX는 ⍺=.89 고 

Gyllstad(2009)의 COLLEX와 COLLMATCH 한 .89의 신뢰도 지수를 보 다. 반면 Eyckmans(2009)

의 연구에서 사 -사후 평가로 사용한 DISCO는 사  평가에서 .90로 매우 높았지만 사후 평가에서는 

.64로 낮게 나타났다. Eyckmans는 실험 상자들의 연어 표 을 집 으로 학습함으로써 연어 지식

에 있어 집단 내 동질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Shillaw(2009)는 이밖에도 사 -사후 평가에 

따른 연습효과 는 극단  수(outlier)의 포함여부가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

다. 이처럼 Cronbach ⍺ 한 여러 상황에 따른 변수의 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통해 특정 연어 검사지

의 신뢰도를 단정 으로 단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어 검사지 타당성 검증 방식의 안으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검사지의 원자료가 되는 등 별 연어 목록의 각 등 에서 추출하여 개발한 연어 측정 문항이 그 등  

체 연어를 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를 들어 한 개 등 의 체 연어 항목( , 500개 연

어 항목)을 평가하고 이  실제 연어 검사지에 문항으로 활용된 항목( , 10개 문항)의 체 정답률과 

비교하여 측정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소  일반화가능도 이론(generalizability theory)을 

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4지선다형의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된 의미 인식(meaning recognition) 

심의 연어 검사지(collocation size test)의 시험결과와 실제 읽기에서 필요한 능력인 의미 기억(meaning 

recall) 심의 인터뷰 수와의 일치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인터뷰는 보통 연어 검사지의 질문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목표어(L2)나 모국어(L1)로 자유롭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보다 간

단한 방식으로는 지필고사로 진행하되 선택지가 없이 주어진 문항에 포함된 연어의 의미를 모국어로 

작성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럴 경우 인터뷰를 통한 측정 보다는 다양한 상황이나 깊이 있

는 연어 지식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뒤따를 수 있다(Schmitt, 2010). 두 번째 방식의 용 사례로는 등

별 연어 검사지는 아니지만 등 별 어휘 검사지에 이를 용한 Gyllstad, Vilkaité와 Schmitt(2015)의 

연구와 그 밖의 몇몇 연구(Read, 1998; Schmitt, Schmitt, & Clapham, 2001)를 로 들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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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llstad 외(2015)의 연구는 선택형 문항으로 등 별 어휘 검사지(Nation & Beglar, 2007)의 타당성 연

구이지만 표 화된 모델로서 연어 검사지의 타당성 검증에도 충분히 용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Gyllstad 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Nation과 Beglar(2007)의 3K3)(10개 문항), 6K A형(10개 문항), 

6K B형(10개 문항), 9K(10개 문항)와 인터뷰를 통한 어휘 의미 측정 방식(100개 문항)을 비교했을 때 

정답률은 6K B형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지에서 선택형 문항의 어휘 의미 인식 유형이 인터뷰 방식의 

의미 기억 유형 보다 더 높은 수를 보 다. 이는 선택형으로 구성된 10개 문항(meaning recognition)

의 결과가 을 읽는데 필요한 실제 인 어휘 지식(meaning recall) 보다는 과장되었다는 가정을 실질

으로 증명해 다고 할 수 있다. Laufer와 Goldstein(2004)의 연구에서도 의미 기억이 의미 인식 보다 

더 어려운 과제라는 을 밝힌 바 있다.  다른 시각에서 Stewart와 White(2011)는 선다형 어휘 검사지

를 사용하면 16.7%의 유추효과가 있다고 수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하 고 Stewart(2014)는 선다형 검

사지가 무려 25%의 인 이션 효과를 만든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

Gyllstad 외는  하나의 질문인 몇 개의 문항이 한 개 어휘 등  즉 1,000개 단어를 표할 수 있는 

지에 질문에 해서도 매우 요한 시사 을 제공하 다. Nation과 Beglar의 검사지는 한 개 문항이 

100개의 어휘를 표하는 것으로 10개 문항으로 한 개 등 을 구성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1,000개

의 어휘를 한 개 등 으로 구성할 때 선다형 검사지는 최소 몇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지를 보

여주고 있다(Gyllstad et al., 2015, p. 30). 

[표 1] 선택형 어휘 검사 결과와 인터뷰 방식의 어휘 검사 결과의 상 분석

선다형 방식 결과

인터뷰 방식 결과

3K 6K A형 6K B형 9K
rs Rs

2 rs Rs
2 rs Rs

2 rs Rs
2

10개 문항 .81 .66 .86 .74 .66 .44 .50 .25
15개 문항 .85 .73 .94 .88 .80 .64 .69 .48
20개 문항 .86 .74 .89 .79 .86 .74 .66 .44
25개 문항 .88 .77 .88 .77 .85 .73 .79 .62
30개 문항 .91 .83 .95 .90 .89 .79 .85 .73

※ rs는 Spearman의 rho 상 계수로서  표의 모든 상 계수는 p<.01 수 에서 유의하며 Rs
2
은 rs의 제곱값인 결정계수이

며 변량값을 설명해 주는 수치임 

Spearman의 rho 상 분석은 데이터가 많을 때 용하는 Komogorov-Smirnov 검사의 일종으로 정

규성(normality) 분석에 용된다. 즉 분석 데이터가 정규분포에서 얼마나 퍼져있는 지를 보여 다. 이

를 바탕으로 상 계수는 .50-.86까지 분포하고 결정계수는 .25-.74까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수가 증가할수록 상 계수와 결정계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문항 수와 검사지의 표성을 비례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개 문항으로 선다형 검사지를 구성할 경우 결정계수는 어휘 등 에 따라 

3) 3K는 3rd 1000, 6K는 6th 1000, 9K는 9th 1000 어휘 수 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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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 사이에 나타나며 매우 이상 인 문항 수라고 단할 수 있다. 하지만 타당성 수치만으로 검사지

를 개발할 수는 없다. 만약 한 개 검사지를 30문항으로 구성한다면 10개 등 만 해도 300문항에 달하기 

때문에 검사지의 실용성을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물론 어휘 검사지의 분석결과를 그 로 연어 

검사지에 용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본 연구의 연어 검사지 개발에 활용한 GSC는 한 개 등 이 500

개 연어로 구성된 연어 목록으로 한 개 등 의 측정을 해 10개 문항으로 구성한다하여도 그 효과는 

의 표를 기 으로 20개 문항으로 구성한 검사지와 같은 효과를 상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결정계

수는 등  상승에 따라 수치가 낮아지겠지만 .44-.74까지 기 할 수 있다. Rs
2=.44는 높은 수치는 아니

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어 검사지가 한 개 등 별로 10개 문항, 10개 등 으로 구성되어 총 문항 수

가 100문항으로 축소되었다는 을 고려하면 실용성 면에서는 매우 정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실험 상

본 연구에서는 GSC 국내용 버 에 기반한 연어 검사지(GSC CST)의 타당성 분석을 해 등 별 

10문항, 10등 의 총 100문항으로 구성된 GSC CST를 활용하여 시험 평가를 실시하 다. 한 이 실험

의 참여자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표성을 고려하여 입 수능등  상 권(3-5등 ) 학에 해당하

는 A 학에서 표집한 1학년 학생 66명이었다. 시험 시간은 총 1시간 30분을 제공하 다. 

2. 연어 검사지 개발

본 연구에서는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연어 검사지 개발의 원자료로 GSC(신동  외, 2017)을 활

용하 다. GSC 국내용 버 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언어 데이터로 구축된 5억 단어의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COCA)  일반 연구자에게 COCA가 매 되던 시 인 

2014년도를 기 으로 1990년에서 2009년까지의 4억 5천만 단어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출되었고 연

어 추출을 한 선정 기 으로는 4억 5천만 단어 데이터에서 최소 20회 이상의 빈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독립된 의미 단 를 구성한다는 조건을 용하 다. 한 연어를 추출하기 하여 처음으로 연

어군(collocation family)의 개념을 도입하 다. 연어군(collocation family)은 단어군(word family)과 유

사한 개념으로 표형을 기 으로 하여 굴 과 생 변화형을 모두 포함하는 의 인 연어 단 의 개

념이다. 연어 목록을 제작하다 보면 를 들어 “this moment”와 “at this moment”를 별개의 연어로 취

해야 하는 지에 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 만약 핵심 표 이 “this moment”라고 하면 “at this 

moment”은 핵심 표 에서 확장된 표 으로 보고 하나의 연어군으로 묶어 학습하는 편이 보다 효과

일 수 있다는 것이 연어군 도입의 주요 취지이다. 한 이 게 두 연어를 하나의 연어군으로 묶는다면 

빈도수 계산에서 있어서도 다른 근이 필요하다.  두 연어의 빈도수를 개별 검색하 을 때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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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가 30회, “at this moment”가 20회가 나온다고 가정할 때 "this moment"의 총 빈도 검색에는 

“at this moment”의 한 부분인 "∼this moment"의 빈도수가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한 "this 

moment"의 빈도를 산출하기 해서는 “this moment”의 빈도에서 "at this moment"의 빈도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연어군의 개념은 빈도 산출의 복을 없애면서 표형에 어휘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표 을 연어의 생형으로 간주하고 동사의 경우 동사의 굴  변화형( , go home, goes 

home, going home, went home, gone home)과 명사의 경우 단복수( , year old, years old)를 포함하여 

이를 연어의 굴 형으로 정의한다. 결과 으로 COCA 연어군 목록은 10,406개의 연어군과 32,366개의 

하  변화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COCA를 구성하는 상당 부분의 데이터가 신문이나 뉴스 자료인 

계로 개발된 연어 목록에는 시사 인 연어가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고 빈도수 한 높아 일반 인 연

어 사용을 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에 신동  외(2017)는 COCA에서 추출한 

10,406개의 연어군을 다시 각 백만 단어로 구성된 표 인 8개의 코퍼스(Freiburg-Brown Corpus, 

Freiburg-LOB Corpus, Australian Corpus of English, British National Corpus Written Sampler, 

Wellington Written Corpus,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Spoken Sampler, British 

National Corpus Spoken Sampler, Wellington Spoken Corpus)를 바탕으로 새로운 빈도수(frequency)와 

사용범 (range)를 산출하고 이  사용범 가 2 이상인 연어(두 개의 코퍼스 이상에서 사용되는 연어) 

7,630개(25,273개의 하  변화형)를 재선정하 다. 이를 GSC 국제용 버 이라 하며 본 연구에서 활용

한 GSC 국내용 버 은 한국인 학습자를 해 한국의 사회문화  특성을 반 하고자 친숙도

(familiarity)와 유용성(usefulness) 수치를 추가 용하고 등 별 500개 연어군으로 구분하여 총 16개의 

등 으로 개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상  5,000개 연어군만을 활용하여 연어 검사지를 개발

하 다. 

Hirsh와 Nation(1992)의 연구에서는 10 들을 한 소설을 상으로 텍스트의 이해도를 가늠할 수 

있는 텍스트 포 범 (text coverage)를 측정하고 그 연구 결과에서는 약 5,000단어가 98.5%의 정도의 

텍스트 포 범 를 보여 주었다. Hu와 Nation(2000)이 말하는 가장 이상 인 텍스트 포 범 의 수치

가 98%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5,000단어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Laufer(1992) 한 어로 

강의가 진행되는 학교육에서 요구되는 어휘 수를 마찬가지로 5,000단어 정도라고 주장하 다. 이처

럼 단일 어휘의 경우도 5,000단어는 학습량으로서 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어 

검사지가 5,000개의 연어를 표한다는 것은 충분한 연어 학습량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다. 

각 등  검사지는 500개의 연어군을 표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즉 본 연구의 연어 검

사지인 GSC CST는 10개 등 , 각 등 별 10개 문항, 총 100문항의 연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5문항은 주어진 연어의 의미를 악하는 의미인식 문항이며 나머지 5문항은 연어를 구성하는 연어소

(collocate) 간의 연계성을 측정하는 형태인식 문항이다. 

 

다음의 [표 2]는 연어 검사지 각 등 을 구성하는 문항 유형의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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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인식(meaning recognition) 문항 형태 인식(form recognition) 문항 

1. engage in: She didn't want to engage in the 
conversation any more. 
① 무시하다

② 방해하다

③ 참여하다

④ 약속하다

6. He wanted to change the world on a large         .
① part
② size
③ scale
④ length

[표 2] 연어 검사지 문항 유형 시

문항 개발 시 사용된 연어 유형은 연어의 정의  빈도수가 차지하는 비 이 크기 때문에 연어군을 

구성하는 굴 과 생 변화형  빈도수가 가장 높은 표형(head collocation)만 사용되었다. 

3. 분석 방법

결과분석에는 각 문항이 체 검사지의 측정 구인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한 난

이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해 기술통계와 개별 문항과 체 검사지 간 상 분석 그리고 

Shillaw(2009)가 제안한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에 기반한 라쉬 분석(Rasch Analysis)

을 용하 다. 고 검사이론(Classical Test Theory)은 검사지의 측정 오류를 추정하지 못하는 반면 문

항반응이론, 특히 그  하나의 모델인 라쉬 분석은 학습자의 능력치와 문항 난이도를 고려하여 정답

률을 추정하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 있고 타당한 분석 방법으로 여겨진다(Henard, 1998). Hambleton과 

Swaminathan(1985)에 따르면 라쉬 모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 을 가진다. 첫째, 라쉬 모델에서 측

정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능력치는 검사지의 특정 문항에 구애받지 않고 추정된다. 둘째, 학습자의 능

력치가 잠재 인 특성인 경우 직 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학습자의 수 한 학

습자의 능력치를 직  변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결국 학습자의 수는 측정도구를 통해 해석되어

야 하지만 그 수가 학습자의 실제 능력치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불

확실성이 학습자의 능력치를 변별하는 데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개연성을 가지고 학

습자의 능력치를 추정해야 하는 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라쉬 모델이다. 

Ⅴ. 연구 결과  논의

1. 기술통계  상 계 분석 결과

먼  Cronbach ⍺ 분석을 통한 검사지 신뢰도는 의미 인식 유형의 문항에 해 .74, 형태 인식 유형 

문항은 .92, 그리고 체 검사지의 신뢰도는 .91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3]은 GSC CST의 각 등 별 평균과 표  편차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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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평균 수의 분포는 등 이 상승할수록 순차 으로 수가 하락하는 것을 상했지만 [표 3]에서 

보듯 4등 과 8등 에서 이  등 보다 높은 평균 수를 보 다. 한 표 편차는 5등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등 체 검사지(10) 의미 인식 문항(5) 형태 인식 문항(5) 
M SD M SD M SD

1 8.0 1.3 4.7 0.5 3.3 0.9
2 7.5 1.5 4.2 0.8 3.2 1.0
3 6.5 1.9 4.0 1.0 2.6 1.3
4 7.0 1.6 4.1 0.9 2.9 1.4
5 6.4 2.2 3.6 1.0 2.8 1.8
6 6.0 2.0 3.8 0.9 2.2 1.7
7 5.8 1.9 3.1 1.0 2.7 1.2
8 5.9 1.5 3.3 1.1 2.6 1.0
9 4.3 1.9 2.5 1.1 1.9 1.4
10 3.8 1.7 2.1 1.0 1.7 1.2

합계 61.2 35.4 25.9

※ N=66

[표 3] GSC CST의 등 별 평균  표 편차 

Gyllstad(2012)의 등 별 어휘 검사지를 상으로 한 타당성 검사에서도 상과는 달리 외 인 

구간이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Gyllstad는 이러한 구간의 난이도 조정을 해서는 개별 문항의 

문항 합도를 IRT 분석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 하 다. 의 [표 3]에 제시된 체 검사지

의 평균과 두 개 문항 유형의 평균을 비교하여 그래 로 제시하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GSC CST의 등 별 평균 분포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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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에서 보면 3등 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3등 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형태 인식 유형 문항에서 ‘생계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로 ‘make’와 ‘a living’을 조합하는 문

항이었다. 정답률은 35%로 매우 낮았고 선택지 가운데 가장 높은 오답지 매력도를 보인 단어는 ‘take’

다. 66명의 수험자  30명이 ‘make’ 신 ‘take’를 선택하 다. 의미가 모호한 기능성 동사(delexical 

verb, , take, make, get, have, do 등)가 포함된 연어의 경우 상 으로 학습자들이 보다 어렵게 느낄 

수 있다(Altenberg & Granger, 2001; Nesselhauf, 2003). 4등 의 경우는 3등 과 5등 의 평균 수와 

비교할 때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그 원인  하나로 의미 인식 유형  ‘고백하다, 털어놓

다’의 의미를 가진 ‘spill out’에 한 질문에서 85%가 정답을 맞혔으며 체 검사지와 이 문항의 이연 

상 계수(Point Biserial Correlation)는 -.16, 다른 의미 인식 유형 문항들과의 이연 상 계수는 -.1로 

모두 부  계를 나타냈다. 끝으로 8등 의 경우 의미 인식과 형태 인식 유형 모두에서 상 으로 쉽

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난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의미 인식 유형에서는 ‘뒤돌리다’라는 의미의 ‘roll 

back’에 한 질문에 92%가 정답을 맞혔고 행태 인식 유형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다’의 의미를 가진 

‘conduct’와 ‘research’의 조합을 묻는 문항에서 85%의 정답률을 보 다. ‘conduct + research’의 문항과 

다른 형태 인식 유형 문항들과의 이연 상 계수는 -.02로 부  상 계를 보 다. 여기선 이연 상

계수는 체 검사지 는 문항 유형별 검사지와 개별 문항의 상 으로 변별도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특정 문항에 해 정답을 맞힌 수험자의 총 이 틀린 수험자의 총 보다 높은 경향이 나올

수록 이연 상 이 높게 나타나고 변별력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GSC CST는 Martinez(2013)의 연어 검사지와는 달리 의미 인식에 추가하여 형태 인식을 

연어 측정 구인에 추가하 다. 두 개의 문항 유형 간 Pearson의 상 계수는 .50으로 상 으로 낮은 상

을 보여 측정 구인별 차별화된 측정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다음의 [표 4]는 의미 인식 유형

(A형)과 형태 인식 유형(B형)에 따른 등 별 상 계를 분석한 것이다. [표 4]에서 보듯 의미 인식 유

형보다는 형태 인식 유형에서 각 등  문항과 유형별 체 문항의 상 이 높게 나타났다. 의미 인식 유

형에서는 상 계수가 .45-.78 사이에 분포하 고 형태 인식 유형에서는 .48-.86까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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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A유형 체 A(50) 등 /B유형 체 B(50)
L1/A(5) .4502** L1/B(5) .6326***
L2/A(5) .4564** L2/B(5) .6954***
L3/A(5) .5819*** L3/B(5) .8632***
L4/A(5) .4804*** L4/B(5) .7937***
L5/A(5) .6915*** L5/B(5) .8697***
L6/A(5) .7791*** L6/B(5) .8241***
L7/A(5) .6321*** L7/B(5) .4778***
L8/A(5) .5711*** L8/B(5) .5081***
L9/A(5) .5565*** L9/B(5) .6205***
L10/A(5) .4079* L10/B(5) .5192***

※ *=.0007, **=.0001, ***=.0000, L=Level, A=의미 인식 유형 문항, B=형태 인식 유형 문항, ( )=문항 수

[표 4] GSC CST의 측정 구인(문항 유형 특성)에 따른 등 별 상 계수

의 [표 4]에서 한 가지 특이한 은 7과 8등 의 형태 인식 유형 문항과 체 형태 인식 유형 문항

과의 상 계수가 의미 인식 유형 문항보다 낮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이 두 

등 에서 형태 인식 유형 문항이 상 으로 쉽게 출제된데 그 이유가 있다고 단된다( , endangered 

species, 정답률 68%/conducted research, 정답률 85%).

본 연구에서 개발한 GSC CST는 1:50의 비율로 한 문항이 50개의 연어 항목을 표하는 것으로 검

사지가 구성되어 있다. 물론 실제 인 연어 지식( , 의미 기억: meaning recall)을 측정하지 않고 선다형 

문항의 지필평가를 용했기 때문에 일부 과장된 측정 결과가 상되지만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측

정 구인을 다양화를 통해 구인 타당성을 개선하 고 한 개 연어 등 을 구성하는 연어 항목 수를 기존 

100개에서 50개로 임으로써 연어 지식의 과잉추정(overestimation)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단된다. 다음의 [표 5]는 GSC CST의 등 별 평균과 그에 따른 연어 지식 추정치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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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등 별 평균　 연어지식 추정치(M*50)　
1st 500 8.0 400
2nd 500 7.5 375
3rd 500 6.5 325
4th 500 7.0 350
5th 500 6.4 320
6th 500 6.0 300
7th 500 5.8 290
8th 500 5.9 295
9th 500 4.3 215
10th 500 3.8 190

합계　 3,060 

[표 5] GSC CST의 평가 결과에 따른 연어 지식 추정치 

4등 과 8등 에서 불규칙한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체로 등 별 연어 난이도가 검사지에서도 

양호하게 반 되었고 일반화하기에는 실험 상의 표집 규모(N=66)가 작기는 하지만 한국 학생들

의 평균 연어 지식 추정치는 총 5,000개 연어 항목  3,060개로 나타났다. 

2. 라쉬 분석 결과

다음의 [표 6]은 에서 살펴본 GSC CST에 한 라쉬 분석의 결과이다. [표 6]에 제시된 문항모수

는 일종의 난이도로서 0은 평균 난이도, + 수치는 평균 난이도를 기 으로 난이도 상인 문항, - 수치는 

난이도 하인 문항을 의미한다. 

문항모수 분석 상 가장 쉬운 문항은 정답률 100%라 모수 추정이 불가능했던 1등  A2 문항이었다. 

이 문항은 ‘생각이 떠오르다’라는 의미의 ‘come up with’의 의미를 악하는 문항이다. 그 뒤를 잇는 문

항은 -3.02의 수치를 보인 ‘engage in(A1)’과 ‘show off(A5)’의 의미 인식 문항이었다. 이들 모두 국가교

육과정에 포함되어 교과서에서 자주 노출되는 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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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A1 -3.02 -2.03 -1.21 -1.48 -2.97 -0.51 0.10 -2.04 1.73 1.65 
A2 ?　 -2.02 0.25 -2.25 0.65 -1.48 1.34 0.58 -0.04 0.85 
A3 -1.83 -0.51 -0.34 0.59 -0.98 -0.34 0.24 0.45 0.45 1.91 
A4 -1.10 -0.51 -1.81 -1.80 -2.26 -1.64 -0.27 0.24 1.13 1.34 
A5 -3.02 -1.82 -1.64 -1.21 1.20 0.24 -1.10 -0.19 0.17 -0.60 
B1 -0.51 -1.64 1.28 1.21 0.04 1.13 -0.19 -1.22 1.34 1.91 
B2 -1.82 -0.34 -0.11 0.93 0.92 1.06 0.24 1.49 1.65 1.13 
B3 0.99 0.38 -0.18 0.18 0.25 1.49 0.44 1.42 0.85 2.00 
B4 -0.60 -0.34 0.65 0.45 1.20 0.58 1.65 0.45 1.13 0.99 
B5 0.92 1.35 1.35 -2.01 -0.51 0.51 0.38 0.38 1.13 0.99 

등 별 

체
-1.11 -0.75 -0.18 -0.54 -0.25 0.10 0.28 0.15 0.95 1.21 

※ A=의미 인식 유형 문항, B=형태 인식 유형 문항, ?=정답률 100%로 문항모수 추정 불가 문항

[표 6] 라쉬 분석을 통한 GSC CST의 문항모수 측정

반면 가장 어려운 문항은 10등 의 형태 인식 유형으로 ‘총에 맞아 죽다’는 의미의 ‘shot to 

death(B3)’의 조합을 인식하는 문항이었다. 이 문항의 정답률은 23%로 가장 높은 난이도를 보 고 수

험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조합은 ‘shot in death’로 30%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문자 그 로의 해석

으로는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조합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총기 사망과 같은 주제가 교육

상 부 하여 실리지 않기 때문에 상 으로 노출 기회가 은 표 이라는 에서 난이도에 큰 향

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한 [그림 9]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3등 의 난이도 앞뒤 등 에 비해 상 으로 높고 4등 은 낮

으며 8등 도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등 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항 한 에서 살펴

본 ‘make + a living’ 조합의 형태 인식 문항이다. 체 으로 B형 즉 형태 인식 유형에 - 수치가 많은 것

으로 보아 형태 인식 문항의 난이도가 의미 인식 문항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등 별 평균 문항모수 

분포를 그래 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라쉬 분석에 기반한 GSC CST의 등 별 평균 문항모수 분포 곡선



신동 ․ 유아․이신웅․박명수  75

[그림 10]을 보면 3등 과 8등 에서 문항모수의 값이 상승 는 하락하지만 체 으로 등 이 상

승할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SC CST 난

이도에 부정 인 향을  3개 구간(3, 4, 8등 )의 일부 문항을 교체한다면 한국인 학습자들 에

서 등 화 된 GSC 국내용 버 에 합한 타당도과 신뢰도 면에서 우수한 GSC CST 개발이 가능할 것

으로 단된다.4)

VI. 결론  제언

어 연어 능숙도 측정을 한 본 연구의 연어 검사지인 GSC CST는 Martinez(2013)가 개발한 기존 

유일의 등 별 연어 검사지의 문제 을 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Martinez의 연

어 검사지는 크게 세 가지 문제 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의미인식 유형만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 실

제 단어 간의 연계성이 핵심인 연어의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 Shillaw(2009)에 따르면 연어 검사지의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고려하면 기존 부분의 연어 검사지가 채택하고 있는 연어 표 의 

의미 인식(meaning recognition) 보다는 연어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형태 인식(form 

recognition)이 보다 타당한 구인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문제 은 Martinez가 등 별 10개의 문항을 

개발하면서 어느 정도 용 인 의미(relative non-compositionality)를 가진 연어를 심으로 검사지를 

구성하 다는 이다. 이는 학습 가치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인 연어지식을 측정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한 개의 등 을 표하는 연어 검사지라면 문항 구성 시에도 이러한 표성

이 고려해야 그 검사지를 바탕으로 측정한 결과가 인 연어지식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로, Martinez는 연어의 등  구분 시 일반 인 어휘 등 과 마찬가지로 1,000개 항목으로 단

로 하 다. 이는 일반 인 어휘 검사지를 모델로 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동일한 등 에 포함된 1,000

개의 연어는 동일한 수 이라고 가정하는 것인데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연어는 개별 어휘에 비해 

빈도가 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0개의 연어를 동일한 수 으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 

Lee, Chon과 Shin(2012)의 연구에 따르면 개별 어휘의 경우에도 어휘노출의 제한된 비원어민으로 

상으로 하면 동일한 등  내에 포함된 1,000개의 어휘에서 10개의 어휘로 문항을 구성할 경우 이 10개

의 문항이 1,000개 어휘를 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문항반응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 증명한 

바 있다. Gyllstad 외(2015) 한 실제 출 사들의 수 별 교재(graded reader)의 등  구분이 500개미만

의 어휘 단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학습 수 을 구분 짓는 어휘의 등 의 단 로서 1,000개는 무 

많다는 을 지 하 다. 따라서 한 개의 연어 등 은 어휘와 연어의 빈도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최

소한 반 이하인 500개 이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250개로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 검

사지도의 신뢰도는 향상되는 반면 문항수가 두 배로 늘어 검사지의 실용성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

4) 추후 3, 4, 8등 의 문항을 재출제한 후 59명의 학생을 상으로 문항 난이도를 측정한 후 등 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체 가능한 3개 문항을 선별하여 부록에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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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더 세분화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등 이 1,000단 에서 500단 로 세

분화되면 10개 문항이 표하는 연어수가 100개에서 50개로 어들기 때문에, 즉 한 개 문항의 정답을 

맞히면 100개의 연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50개의 연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

에 신뢰도 면에서도 훨씬 정 일 수 있다. 본 연구의 GSC CST는 Martinez의 연어 검사지를 보완하여 

먼  연어 의미 인식뿐만 아니라 형태 인식 문항을 5:5로 구성하 다. 한 GSC CST의 각 등  문항 구

성 시 용 인 연어 표 에 한정하지 않고 문항을 출제하 다. 그리고 GSC라는 연어 목록 자체가 500

개의 연어군 단 로 세분화되어 있어 체 연어 목록 비 연어 검사지 문항의 비율이 기존 1:100에서 

1:50의 비율로 자연스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GSC에 기반한 연어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그리고 신뢰도를 

분석하 지만 등 별 10개의 문항이 실제 500개 연어를 얼마나 표하는지를 정확히 측정하지는 못했

다. 이를 검증하기 해서는 5,000개의 연어 항목을 모두 연어 검사지로 개발하여 측정한 결과를 바탕

으로 연어 검사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 이러한 연어 평가의 결과와 실제 연

어 구사 능력 계를 분석하기 해서 Gyllstad 외(2015)가 채택한 인터뷰 평가 방식을 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평가 결과의 일반화를 해 규모 표집을 통한 실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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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SC Collocation Size Test: Ten Items at Each of 10 Five-hundred Collocation Bands

Level 1

1. engage in: She didn't want to 
engage in the conversation any 
more. 

① 무시하다
② 방해하다
③ 참여하다
④ 약속하다

2. came up with: She came up with 
a new idea.

① 기억하였다
② 수정하였다
③ 지지하였다
④ 생각해냈다

3.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the rewards are directly related to 
her performance. 

① 하지만
② 결과적으로
③ 뿐만 아니라
④ 다시 말하면

4. broke out: The war broke out last 
fall in West Africa.

① 발생하였다
② 지연되었다
③ 멈추었다
④ 심각해졌다

5. show off: He invited his 
neighborhoods to show off his 
new house. 

① 청소하다
② 자랑하다
③ 매각하다
④ 확인하다

6. He wanted to change the world on a 
large        .

① part
② size
③ scale
④ length

7. Everyone went on a picnic. On 
the other        , some children 
were left behind. 

① part
② side 
③ point
④ hand

8. There has been a big change in 
the education system in          
years.

① newly
② recent
③ latest
④ current

9. He quit his job, and         of a 
sudden left the country.

① all
② any
③ most
④ much

10. We have to bear in           
that they can change their minds 
anytime.

① mind
② thought
③ memory
④ attention

Level 2

1. turned down: He turned down our 
requests for an interview.

① 연기했다
② 거절했다
③ 고려했다
④ 기대했다

2. got stuck: All of them got stuck 
in the house because of heavy 
snowfall. 

① 다쳤다
② 숨었다
③ 갇혔다
④ 쉬었다

3. side effects: What would be the 
side effects of high-tech 
lifestyles?

① 장점
② 부작용
③ 기대효과
④ 기회비용

4. brought up: The book brought up 
many issues about the 
environment.

① 설명하였다
② 제기하였다
③ 확인하였다
④ 분류하였다

5. pick out: He helped me to pick 
out a new pair of dress shoes.

① 선택하다
② 판매하다
③ 처리하다
④ 보여주다

6. Many local kids hang           at 
the mall during the holidays.

① up
② out
③ over
④ in

7. They didn’t feel              about 
what happened last weekend.

① nice
② well
③ good
④ favorable

8. The author of the book will 
receive the award sooner or      
  .

① later
② faster
③ longer
④ shorter

9. He has been looking for his driver 
license        day long.

① all
② most
③ much
④ whole

10.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did not agree to wear 
school uniforms.

① enough
② vast
③ many
④ broad

Level 3

1. held out: He came up to me and 
held out his hand.

① 내밀었다
② 잡았다
③ 흔들었다
④ 감췄다

2. beat up: He picked up a stick to 
beat up people. 

① 흥분시키다
② 방어하다
③ 긴장시키다
④ 물리치다

3. head out: What time do you want 
to head out in the morning?

① 이발하다
② 출발하다
③ 일어나다
④ 잠들다

4. handed down: The watch has 
been handed down from my 
grandfather to my father.

① 구입했다
② 제출했다
③ 물려줬다
④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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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g in: He took a shovel to dig in 
the ground. 

① 덮다
② 고르다
③ 파다
④ 뒤지다

6. Do you need time to         up 
for your speech?

① equip
② prepare
③ warm
④ arrange

7. Most parents are very         of 
their children.

① likely
② loving
③ proud
④ happy

8. I was late for class because of the 
car        .

① accident
② incident
③ clash
④ fight

9. We have         to the conclusion 
that we need to save money. 

① gone
② arrived
③ come
④ made

10. My brother         a living by 
writing books.

① makes
② does
③ takes
④ has

Level 4

1. knocked down: Strong winds 
knocked down the traffic lights.

① 깎았다
② 쓰러뜨렸다
③ 망가뜨렸다
④ 비켜갔다

2. teamed up with: We teamed up 
with our friends to win the prize. 

① 논의했다
② 경쟁했다 
③ 협력했다
④ 교체했다 

3. passed out: His mom passed out 
when she heard the terrible news. 

① 기절했다
② 넘어졌다
③ 숨졌다
④ 떠났다

4. public servants: My father was a 
public servant when he was 
young. 

① 노예

② 비서 
③ 연예인 
④ 공무원

5. spilled out: He spilled out his 
fears to me.   

① 털어놓았다
② 전가했다
③ 확산시켰다
④ 부인했다

6. He _________ over my shoulder to 
read my pocket book.

① stopped
② came
③ saw
④ leaned

7. I wonder why many problems 
_________ from simple mistakes.

① arise
② rise
③ stop
④ bear

8. We have no room on the _______ 
floor and three rooms on the 
second floor. 

① beginning
② earth
③ ground
④ soil

9. Please keep a ___________ eye on 
those horses. 

① narrow
② close
③ near
④ large

10. Why don't we ________ a break for 
ten minutes?

① take
② stop
③ rest
④ fill

Level 5

1. natural disasters: It's not a natural 
disaster but a man-made one.

① 자연자원 
② 자연재해
③ 자연치유
④ 자연발생

2. boils down to: It all boils down to 
two issues.

① 논란이되다
② 되돌아가다
③ 축소해석되다
④ 요약되다

3. gearing up: We are gearing up 
for a much busier season. 

① 따라 잡다 
② 준비를 갖추다
③ 기어를 올리다
④ 내부를 장식하다

4. trying to figure out: Teachers are 
trying to figure out what 
happened yesterday.

①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② 계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③ 그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④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5. smooth out: She has to smooth 
out the sheets and blankets.

① 늘리다
② 세탁하다
③ 잘 펴다
④ 부드럽게 하다

6. We can get easy ___________ to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① flow
② passage
③ access
④ stream

7. He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________ this work.

① to
② for 
③ in 
④ with   

8. They can produce electricity from 
______ water.

① going
② continual
③ rolling
④ running

9. I have very _____________ 
feelings for you. 

① accurate
② sharp
③ strong
④ sure 

10. The new coach arrived in Korea 
and had a _____________ 
conference.

① digital
② press 
③ reporter
④ newspaper

Level 6

1. time consuming: This mission 
was time consuming.

① 시대착오적인
② 시간 가는 줄 모르는 
③ 시간이 오래 걸리는
④ 시간을 절약하는 

2. taken for granted: Air is taken for 
granted most of the time.

① 무료로 제공되다
② 당연하게 여겨지다
③ 사용되다 
④ 허락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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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rewed up: My schedule is 
completely screwed up. 

① 교체가 되다 
② 정리가 되다
③ 조율이 되다
④ 엉망이 되다

4. looking ahead: Looking ahead a 
couple of years, the economy will 
go down. 

① 앞서 나가다
② 장래를 내다보다
③ 전방을 바라보다
④ 뒷일을 돌아보다

5. dead end: He drove into a dead 
end. 

① 정체 상태
② 죽을 고비
③ 막다른 길
④ 전력 질주

6. We're cutting _____ tape to speed 
up our progress. 

① yellow
② red
③ blue 
④ white

7. You need to blend _________. 
① to
② by
③ with
④ in

8. This city has a long history 
_________ back to its creation in 
38 BC.

① occurring 
② dating
③ meeting
④ finding

9. There had been gains and on 
both sides.

① damages
② decreases
③ falls
④ losses 

10. His mind is far removed 
____________ mine. 

① with 
② from
③ by
④ beyond

Level 7

1. pay tribute to: We would like to 
pay tribute to that achievement.

① 경의를 표하다
② 감사의 뜻을 전하다
③ 성금을 전달하다
④ 애도의 뜻을 표하다

2. broke loose: She broke loose from 
the house. 

① 이사했다 

② 파산했다
③ 실성했다
④ 탈출했다

3. up in arms: The victim's family 
is up in arms.

① 격분한
② 방관하는
③ 껴안은
④ 만족한

4. in the public eye: They are 
constantly in the public eye in 
whatever they do.

① 매력적인  
② 눈 밖에 난
③ 공공연히 알려진
④ 대중의 수준에 맞는 

5. turn a blind eye to: Schools may 
turn a blind eye to fairness. 

① 외면하다
② 방해하다 
③ 숨기다  
④ 집착하다 

6. He hopes that people will act to 
save species. 

① endangered 
② disappeared
③ diminishing
④ extinctive

7. He decided to ___________ the 
night in a hotel in the city.

① stay 
② remain
③ continue
④ rest

8. Commercials are effective ways to 
__________ the word about a new 
product.

① reach
② scatter
③ spread
④ expand

9. He took _______________ in the 
Buddhist temple. 

① security 
② safety  
③ hideout 
④ refuge 

10. Recently, the top actress has 
kept a very _________ profile.

① low
② less
③ soft
④ quiet

Level 8

1. roll back: You can roll back to an 
earlier version of a file. 

① 뒤로 말다
② 되돌리다
③ 삭제하다

④ 우회하다

2. crossed the line: You crossed the 
line this time.

① 우연히 만났다
② 너무 과했다
③ 새치기 했다
④ 방향을 벗어났다

3. technology transfer: Is technology 
transfer still an issue on this 
program?

① 기술 이전
② 기술 변화
③ 기술 발전
④ 기술 확산

4. made headlines: Recently, he 
made headlines.

① 수장이 되었다
② 제목을 정했다
③ 기사를 썼다
④ 화제가 되었다

5. pin down: It is impossible to pin 
down the answers.

① 단정하다
② 물어보다
③ 표시하다
④ 강요하다

6. According to the new research by 
them, reading is the best way to 
relax.

① acted
② conducted
③ gone
④ executed

7. Their eyes met for a second.
① split
② broken
③ chopped
④ chipped

8. She has an invitation to visit the 
US this year.

① taken
② agreed
③ accepted
④ adopted

9. You have to wait line until it's 
your turn.

① in
② on
③ by
④ at

10. Next month, they break!
① ground
② earth
③ soil
④ floor

Level 9

1. crop up: Some new technologies 
will crop up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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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3 4 4 1 2
L1B 3 4 2 1 1
L2A 2 3 2 2 1
L2B 2 3 1 1 2
L3A 1 4 2 3 3
L3B 3 3 1 3 1
L4A 2 3 1 4 1
L4B 4 1 3 2 1
L5A 2 4 2 1 3
L5B 3 1 4 3 2

L6A 3 2 4 2 3
L6B 2 4 2 4 2
L7A 1 4 1 3 1
L7B 1 1 3 4 1
L8A 2 2 1 4 1
L1B 2 1 3 1 1
L9A 2 1 1 4 3
L9B 4 2 3 1 1

L10A 3 1 1 2 3
L10B 2 4 2 3 2

① 발전하다
② 나타나다
③ 재배하다
④ 성공하다

2. lay claim: Both sides lay claim to 
this land.

① 소유권을 주장하다
② 소송을 걸다
③ 불법 점유하다
④ 자리를 잡다

3. came to a halt: The leading car 
came to a halt.

① 멈춰섰다
② 도착했다
③ 출발했다
④ 고장났다

4. day care: One nice benefit of 
working here is free day care.

① 건강관리
② 주간근무
③ 시간관리
④ 보육서비스

5. ground rules: I think we need 
some ground rules.

① 부동산법
② 시행규칙
③ 기본원칙
④ 기초질서

6. They burst tears at the news.
① in
② out
③ to
④ into

7. I was on my hands and, looking 
for my key. 

① feet
② knees
③ toes
④ hands

8. With expectation comes great 
disappointment.

① advanced
② large
③ high

④ big

9. A bird was drinking water to off.
① cool
② cold
③ calm
④ clean

10. He was with murder last night.
① charged
② responsible
③ accountable
④ dutiable

Level 10

1. power generation: Solar energy 
could be used for power 
generation.

① 권력층
② 신세대
③ 발전
④ 원동력

2. set forth: The President set forth 
his views in a television 
broadcast.

① 제시했다
② 수립했다
③ 고수했다
④ 설정했다

3. tax breaks: There are tax breaks 
for businesses that are located in 
rural areas.

① 세금우대
② 세금체납
③ 탈세
④ 세금유예

4. tucked away: We got plenty of 
money tucked away. 

① 저축한
② 감춰둔
③ 탕진한
④ 대출한

5. four-year sentence: He was given 
a four-year sentence in the trial. 

① 4살 수준의 편지

② 4년의 소설
③ 4년 징역형
④ 4년간의 선물 

6. It is fun to map a trip. 
① about
② out
③ on
④ down

7. He couldn't shake his anxiety.
① over
② out
③ down
④ off

8. She was found shot death in her 
room.

① in
② to
③ by
④ on

9. Our country is on the edge of 
innovation.

① peaked
② pointed
③ cutting
④ sharp

10. He opened his eyes with 
curiosity.

① long
② wide
③ big
④ large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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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분석에 따른 체 문항 후보

L3B5
10. She took a ________ breath when she heard them shouting. 
① deep
② tall
③ wide
④ high 

L4A5
5. opened fire: Troops opened fire in the morning.
① 발포했다
② 화재를 진압했다
③ 해고를 통보했다 
④ 불을 피우다

L8B1
6. We have to bail ________ the economy first.
① on
② out
③ in
④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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