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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8.3, 307-322. Synonyms are a problematic 

aspect of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his corpus-based study aimed 

to explore the collations of four English synonymous adjectives: “able, capable, 

competent, qualified.” For collocation analysis, concordance lines of four adjectives 

were retrieved from 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 It is 

quite a burdensome task for English learners to learn every synonym’s nuance. 

Using world-class corpus data could help English language learners learn synonyms 

by exploring and understanding synonyms’ collocation and syntactic patterns with 

accuracy in language use. The corpus-based data of the adjectives mentioned 

above were compared and investigated in order to se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ynonymous adjectives shared some core 

meanings and could be used interchangeably in some particular contexts. 

However, the collocation and syntactic patterns of the adjectives had various 

differ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corpus can be used as an effective 

strategy to distinguish and understand the synonyms in EFL. The study 

recommends using corpus-based analysis in language teaching to clarify synonym 

use and enhance language learners’ vocabulary. (Chungnam State University ‧

Chungwo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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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어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풍부한 어휘를 아는 것은 L1과 L2 학습자들에게 가장

- 본 논문은 2022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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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 Wilkins(1974)는 문법 없이는 거의 의미를 전달할 수  없고, 어휘 없이는 아무 

의미도 전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어휘 지식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지적한  언급이다. 한편 영어 어휘 중에 동

의어로 알려진 유사 의미를 가진 많은 단어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동의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특히  L2학습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동의어라 해도 서로 의미가 다르고 함축적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

에, 항시 상호 교환할 수는 없게 된다. 비록 동의어들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동의어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완

전히 상호 교환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Harley, 2006). 결과적으로, 이 점이 L2 학습자들이 단어를 선택하는 

데 큰 부담과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Biber 외(1998)는 두 동의어의 차이를 더 세밀하게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코퍼스(말뭉치)를 사용하였으며, 코퍼스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가 사전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전은 한정된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어서 

요약된 의미만 수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Collins Cobuild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Collins, 2008)와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Longman, 2016)에서 상기한 네 형용사의 어휘적 의미를 찾아서 비교를 해보고자  하며, 사전적 의미를  벗어난 식

별하기 어려운 연어적 의미를 코퍼스에서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네 가지 형용사의 사전에서 식별할 수 

없는 의미의 차이는 L2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상이한 문맥에서 사용된 형용사들의 차이점들을 코퍼스 지원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어 동의 형용사 네 가지 단어에 초점을 둔다 : “able, capable, competent, qualified”를 주로 세 가지 측면에

서 즉, 1) 문어/구어 style, 2) 통사적 패턴, 3) 연어 패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와  조사분석을 위

해서 사용된 주요 대상 자료는 COCA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의 연어 자료와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Longman,2016)와 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Collins, 2008)에 수

록된 자료이다.

2. 선행 연구

L2 교육 및 학습에서 연어의 중요한 역할은 인식되어 왔지만, 동의어의 연어가 갖는 L2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L2 학습자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을 구분해야 하는데, 그들은 유사 동의어(near synonym)와 그들과 

빈번하게 사용되는 연어들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 동의어는 서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를 야기한

다. 그런데 유사 동의어의 잘못된 사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수가 제한되어 있다(Lombard, 1997). Lombard의 연구는 

단지 동의어의 부정확한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L2 학습자들에게 동의어의 연어를 가르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

고 있지 않다. Partington(1998)은 L2 학습자에게 concordancing 즉 코퍼스에서 특정 단어나 어구를 검색하여 주변 연어

들과 연계 사용되는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언어 데이터를 제시하면 서로 다른 연어를 갖는 유사 동의어들을 구

별할 수 있다고 했다. 

Yeh 외(2007)는 어휘 선택에 있어 L2 학습자를 돕기 위해 concordancing을 사용했다. concordancing을 통해, 그들은 

동의어의 연어를 L2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유사 동의어의 연어 문제를 줄일 수 있었다. 그들은 연어들을 통해 L2 학습자들

이 거의 비슷한 동의어들을 비교하고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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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th(1957: 181)는 collocation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고 “You shall know a word by the company it keeps.”라고 주

장했다. Firth가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과 조합되어야만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연어들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

각 되었다. 비슷하게 연어에 대한 중복된 정의가 많이 있다. Palmer(1990)는 연어를 고립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전체적

으로 학습해야 하는 하나 이상의 단어들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즉 연어를 원어민과 유사한 언어의 생산을 위한 두 단어 

이상의 조합으로 정의했다. 연어의 개념은 어휘적 연어과 문법적 연어를 포함한다. 문법적 연어는 개방형 클래스 단어

(명사, 형용사, 동사)와 부정사 또는 절과 같은 문법적 구조로 구성된 조합이다(Benson et al.,1997). 이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법적 연어를 제시한다.

• Noun + preposition: admiration for

• Noun + infinitival to: feel a need to do something

• Noun + that-clause: they reached an argument that they will do it.

• Preposition + noun: by chance

• Adjective + preposition: fond of music

• Adjective + infinitival to: it is important to go there

• Adjective + that-clause: they were sorry that she had an accident

Crystal(1992)이 말했듯이, 연어는 L2 학습의 중요한 측면이지만, 연어야말로 L2 언어를 습득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Halliday와 Hasan(1976)도 어휘 학습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연어라고 했다. Nation(2001)은 연어가 언어 사용

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며 원어민과 비원어민을 구별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Sinclair(1991)는 연어가 사전에서 완전히 

제시되지 않고 concordancer에서 제시되는 주요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정보처리 관련한 과학기술은 L2 학습자의 연어 지식과 동시에 글쓰기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활용

될 수 있다. 그러나 글쓰기의 중요성, 글쓰기에서 연어의 역할, concordancer에 대해 논의한 문헌을 검색해 본 결과 L2 글

쓰기에서 concordancer의 사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과학기술이 어떻게 L2 학습자가 글쓰기 과정에 도움이 되는

지 보여주는 연구는 거의 없다. Yoon(2008)은 6명의 L2 학습자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여 L2 학습자의 글에 대한 

concordancer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는 concordancer가 L2 학습자의 연어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한 

concordancer가 그들이 글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3. 연구 방법론

3.1 연구 목적과 범위

세계 최대 규모의 신뢰성 있는 코퍼스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범위를 영어 동의 형용사 네 단어로 제한한다. 

즉 “able, capable, competent, qualified”에 초점을 두어,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문어체와 구어체에서의 대조 분석을, 둘째로 통사적 패턴을, 마지막으로 연어 패턴을 대조 분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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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연구는 COCA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에서 concordancer 검색 연어 사례들을 편집함으

로써 수행한다. 연구의 기대효과로 첫째, 본 연구의 결과로 L2 학습자가 단어를 선택할 때, 동의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시킬 수 있다. 둘째, L2 학습자의 영어 실력을 영어 원어민과 유사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방법론은 

학습자가 스스로 동의어의 차이를 조사하고 깨우쳐 갈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

3.2 연구 절차와 데이터 분석

상기한 네 개의 동의 형용사 분석을 위해서 사전과 COCA 코퍼스 자료의 검색, 추출, 대조 분석, 관계의 규명을 수

행함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로 COCA에서 spoken genre와 academic genre를 각각 구어체와 문어체의 대표 genre로 선정하여 네 개의 동의

어의 빈도를 비교 분석한다. 이어서 네 개의 형용사의 가장 높은 빈도 연어와 함께 어구를 이루어 사용될 때에도 비교 분

석의 경우가 유사한지를 밝혀 본다. 나아가 네 가지 동의어의 명사형에서도 구어, 문어체의 패턴이 유사한지도 밝혀 본

다. 둘째로 통사적 패턴에서 네 개의 동의어를 대조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연어 패턴을 대조 분석해 본다. 이 측면에서는 

1) “N+동의어”, 2) “N+are 동의어”, 3) “N+동의어 명사형”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4. 본 론

4.1 사전의 어휘적 의미

우선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Longman, 2016)에서 어휘적 의미를 기술한 내용을 알아본다.

able [+to-v] : having the skill, power, knowledge, or other qualities that are needed in order to do something; clever or 

skillful; competent

capable [+of]: able; having the skill, power, knowledge, or other qualities that are needed in order to do something, 

ready for.

competent: having the ability or skill to do something; having the legal power deal with something [+to-v] This court 

is not competent to hear your case.

qualified: having suitable knowledge or qualifications [+to-v] He’s not qualified to teach young children.

이어서 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Collins, 2008)에 기술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able [+to-v] : have the physical skill or the necessary knowledge to do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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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one who is able is very clever or is very good at doing something=capable

competent = capable, ant. incompetent. Has the ability, knowledge, and skill to do something in an efficient and 

effective way.

capable [+of] : A person or thing is able to do it and perhaps likely to do it. A capable person has the skill and qualities 

necessary to do a particular thing well or is able to do most things well.

qualified [+to-v] =trained: suited. Someone who is qualified has successfully completed a course of training or 

passed the exams that they need to pass in order to work in a particular profession. 2. has the qualities or skills that are 

suitable for a particular activity or job.

네 가지 동의어의 사전적 의미가 “qualified”를 제외하고 보면, 세 개의 동의어에서 공통적으로 “necessary skill, 

ability, knowledge, power or other qualities to do something”이라는 의미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연어, 통사적 패턴 나

아가 구어/문어체의 차이 식별에 관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의 정보를 탐

색해보고자 한다.

4.2 구어, 문어체 비교

COCA에서 구어체는 Spoken Genre로 문어체는 Academic Genre로 대별 되어 있다. 다른 genre도 있으나, 가장 분명

하게 구어와 문어체를 나타내는 아래의 두 genre에서 동의어 형용사들의 검색된 빈도와 PM (Per Million words) 비율

(ratio)를 대조 분석해 보았다.

표 1. Spoken vs academic style

(SPOKEN):  126,135,576  WORDS

WORD TOKENS  1 PM  1 PM  2 RATIO

able 48161 381.8 249.5 1.5

(ACADEMIC):  119,790,456  WORDS

WORD TOKENS  2 PM  2 PM  1 RATIO

able  29892 249.5 381.8 0.7

(SPOKEN):  126,135,576  WORDS

WORD TOKENS  1 PM  1 PM  2 RATIO

competent 769 6.1 20.5 0.3

(ACADEMIC):  119,790,456  WORDS

 WORD TOKENS  2 PM  2 PM  1 RATIO

competent 2459 20.5 6.1 3.4

(SPOKEN):  126,135,576  WORDS

WORD TOKENS  1 PM  1 PM  2 RATIO

capable 2887 22.9 50.9 0.4

(ACADEMIC):  119,790,456  WORDS

WORD TOKENS  2 PM  2 PM  1 RATIO

capable 6101 50.9 22.9 2.2

(SPOKEN):  126,135,576  WORDS

 WORD TOKENS  1 PM  1 PM  2 RATIO

qualified 1973 15.6 31.0 0.5

(ACADEMIC):  119,790,456  WORDS

WORD TOKENS  2 PM  2 PM  1 RATIO

qualified 3715 31.0 15.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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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A에서 전체적인 빈도가 “able”의 경우엔 spoken style이 48161:29892, 즉 1.61:1로 academic style보다 우세하게 

나타난 바, 비율(ratio)에서도 1.5:0.7로 두 배 이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PM은 1.53:1로 역시 구어체가 우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에 COCA에서의 전체적인 빈도가 “competent”의 경우엔  문어체가 2459:769로, 즉 3.19:1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PM의 경우에는 20.5:6.1로 역시 압도적으로 문어체가 검색되고 있으며, ratio에서도 3.4:0.3으로 단연 

문어체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competent”와 “capable”의 사례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COCA에서의 전체적인 빈도가 “capable”의 경우에는 

문어체가 역시 두 배 이상 많은 숫자로 검색되고 있다. 즉 6101:2887의 비율로 2.11:1의 차이를 보여준다. PM 역시 

2.22:1로 문어체가 두 배 이상 많음을 보여주며, ratio에서도 2.2:0.4로 분명히 문어체가 우세임을 보여준다.

“competent”와 “capable”의 사례와 “qualified”의 사례도 흡사하게  문어체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COCA에

서의 전체적인 빈도가  문어체 우세로 나타났는데, 3715:1973으로 즉 1.88:1로 확실히 우세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PM에서는 31.0:15.6으로 역시 두 배 정도 문어체가 우세하며, ratio에서도 2.0:0.5로 문어체가 네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요약해 보면 “able”를 제외한 세 형용사 동의어들이 모두  문어체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세 동의어들의 빈도 높은 어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아래 표로 검색해 보았다.

표 2. “able to, capable of, qualified for, competent in”의 비교

(SPOKEN):  126,135,576  WORDS

WORD TOKENS  1 PM  1 RATIO

able to 46948 372.2  1.6 

(ACADEMIC):  119,790,456  WORDS

WORD TOKENS  2 PM  2 RATIO

able to 28718 239.7 0.6

(SPOKEN):  126,135,576  WORDS

WORD TOKENS  1 PM  1 RATIO

capable of 2179 17.3 0.4

(ACADEMIC):  119,790,456  WORDS

WORD TOKENS  2 PM  2 RATIO

capable of 5142 42.9 2.5

(SPOKEN):  126,135,576  WORDS

WORD TOKENS  1 PM  1 RATIO

qualified for 188 1.5 0.8

(ACADEMIC):  119,790,456  WORDS

WORD TOKENS  2 PM  2 RATIO

qualified for 231 1.9 1.3

(SPOKEN):  126,135,576  WORDS

WORD TOKENS  1 PM  1 RATIO

competent in 36 - -

(ACADEMIC):  119,790,456  WORDS

WORD TOKENS  2 PM  2 RATIO

competent in 262  - -

위 표는 네 개의 동의 형용사의 경우와 일치하는 빈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able to”만 구어체에서 구성 비율이 

1.6:0.6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공통적으로 나머지 형용사 어구들 모두 문어체의 사용 빈도가 구어체보다 높게 검색

된다.

상기한 네 동의어들의 명사형에서도 공통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를 COCA에서 검색하여 대조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

는 아래의 표로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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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bility, competence, capability, qualification”의 비교

(SPOKEN):  126,135,576  WORDS

  WORD TOKENS  1 PM  1 PM  2 RATIO

ability 8641 2.7 49.1 0.1

(ACADEMIC):  119,790,456  WORDS

  WORD TOKENS  2 PM  2 PM  1 RATIO

ability 29960 49.1 2.7 18.1

(SPOKEN):  126,135,576  WORDS

  WORD TOKENS  1 PM  1 PM  2 RATIO

competence 343 2.7 49.1 0.1

(ACADEMIC):  119,790,456  WORDS

  WORD TOKENS  2 PM  2 PM  1 RATIO

competence 5886 49.1 2.7 18.1

(SPOKEN):  126,135,576  WORDS

  WORD TOKENS  1 PM  1 PM  2 RATIO

capability 2045 16.2 23.1 0.7

(ACADEMIC):  119,790,456  WORDS

  WORD TOKENS  2 PM  2 PM  1 RATIO

capability 2771 23.1 16.2 1.4

(SPOKEN):  126,135,576  WORDS

  WORD TOKENS  1 PM  1 PM  2 RATIO

qualification 152 1.2 6.1 0.2

(ACADEMIC):  119,790,456  WORDS

  WORD TOKENS  2 PM  2 PM  1 RATIO

qualification 730 6.2 1.2 5.1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모든 명사형 동의어들이 문어체로 사용된 빈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적인 예

가 “ability”로서 문어체에서의 전체적 빈도가 3.47:1 즉, 347% 이상으로 구어체보다 많다. Ratio에서도 18.1:0.1의 압

도적 차이로 문어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competence, qualification”의 경우를 보면 형용사형과 유사하게 문어체

가 훨씬 높은 빈도로 사용됨을 알 수 있는 바, 전체적인 빈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5886:343 그리고 730:152의 비율

로 압도적인  문어체 사용 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capability”는 전체적인 빈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2771:2045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문어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형용사형의 경우 2.11:1

로 두 배 이상 문어체로 많이 사용되는 사례와 많이 상이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차이로서 상기한 네 개

의 동의어들만을 제한해서 검색해 본 경우에 명사형 동의어들이 문어체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형용사형 동의어

보다 전반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통사적 패턴의 비교

“competent+preposition(Prep)” 구조에서 특히 문어와  구어체의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다. 

압도적으로 문어체 사용이 많은 빈도로 검색된다.

표 4. “competent+preposition(Prep)”의 구어/문어체 비교(숫자는 빈도)

competent+prep

구어체(Spoken)

competent+prep

문어체(Academic)

in 15 in 191

at 9 at 20

as 2 with 9

from 2 by 7

to 2 t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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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t+prep

구어체(Spoken)

competent+prep

문어체(Academic)

through 1 on 5

on 1 for 5

of 1 within 3

like 1 about 2

for 1 as 2

by 1 because 2

versus 1

through 1

relative 1

of 1

from 1

except 1

concerning 1

after 1

across 1

Total 36 Total 262

표 5. “qualified, capable, competent, able+preposition”의 비교

qualified+Prep capable+Prep competent+Prep are able+Prep

for 63 of 3353 in 29 in 4

by 9 in 8 at 9 with 3

to 6 to 2 with 3 by 3

in 5 with 1 on 2 at 3

through 2 under 1 from 3

with 1 through 1 of 3

except 1 over 1 on 2

as 1 from 1 toward  1

for 1

<표 5>에서 보면 “are capable+prep” 구문에서는 압도적으로 “of”가 높은 빈도로 검색된 반면에 “in, to” 등은 매우 낮

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1) a. They are capable of “ programming ” themselves. 

b. People are capable of so much more.

c. Most folks are capable of using common sense in gun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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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n other words, you are capable of writing a software tool.

e. Republicans are capable in attempts to camouflage their candidate’s shortcomings.

f. Sir, I am certain you are capable in most circumstances.

g. They are capable in a lot more ways than they were just a few months before.

“are competent+prep” 구문에서는 “in”이 주로 연어로 검색된 반면에, “at, with, on” 등은 낮은 빈도로 검색되고 

있다.

(2) a. If students are competent in sport and games, .... 

b. One way is to ensure students are competent in playing the game.

c. The investigators are competent in the area being studied.

d. Physicians are competent in their clinical skills and attitudes.

e. You are competent at this sort of thing.

f. Instructors who are competent at critiquing creationist beliefs.

g. They are competent at activities that are important to them.

h. The majority of women are competent at breastfeeding.

“are able+prep” 구조에서는 압도적인 “to infinitive”를 제외하고 4회 이하의 낮은 빈도이지만 전치사 “in, with, by, at, 

from, of on, toward” 등이 비교적 유사한 빈도로 검색되었다.

(3) a. They can do as good a job as they are able in each situation.

b. Practice as often as you are able in a variety of ways.

c. I am aware about many animals who are able of what you call “ sex instinct ” 24 hours a day.

d. And prepare against them whatever you are able of power and of steeds of war. 

e. The Arabs are able of solving their own problems.

f. We are able with minimal effort to integrate Apple. 

g. We are able with this kind of technology to do things in very efficient ways.

h. Who was remarkably able at defence?

I. He’s also a really extraordinary politician, just very able at politics and public life.

아래 표에서 보면 “are able to ~, are capable of ~”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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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re able to ~, are capable of ~”의 빈도 대조

are able to+V are capable ~ing

do 461 doing 214

get 334 being 110

make 306 making 71

see 183 producing 63

use 176 taking 32

take 153 handling 31

be 132 creating 27

provide 132 providing 27

find 131 learning 26

have 122 understanding 26

work 118 causing 24

keep 98 having 24

go 92 carrying 23

move 83 putting 22

come 77 achieving 21

create 76 playing 20

access 75 getting 19

understand 75 winning 18

maintain 74 working 18

offer 71

produce 71

“are capable of ~”의 검색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4) a. We are capable of doing whatever we want. 

b. They are capable of doing this first because of the balance of power.

c. Sometimes people are capable of doing a job when they are hired.

d. No aliens are capable of doing so.

아래 예문과 표에서 보듯이 “qualified+preposition”에서는 압도적으로 검색되는 “for”가 유의미한 연어 사례이다.

(5) a. You are qualified for one thing only.

b. Our main product is people that are qualified for careers in the brewing industry.

c. So you think you are qualified for this.

d. To find out which plans are qualified for your state, you can. 

e. Not all interpreters are qualified for all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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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언어 패턴의 비교

4.4.1 동의 형용사+Noun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주의할 내용으로 “able+N”의 고빈도 명사 중에 의외로 ‘woman“은 검색되지 않은 반면에 

“man, men”은 42, 29회의 빈도로 나타났다. 15:10의 비율로 인간을 지칭한 명사가 더 많이 검색되고 있는데, * 표시가 되

어 있는 명사들은 인체의 일부 또는 전부, 행위 등을 표현하는 추상명사들이다: “hands, minds, body, bodies, help, 

assistance, support” 등.

(6) a. Among the highly able students in the traditional Acade Programs, .... 

b. While more able students are encouraged to sign up for these classes, ....

c. A ready availability of information is more important to less able students.

d. We prepare our most able students to compete in a world economy.

표 7. “capable, competent, able, qualified+N”의 대조

capable + N competent+N able+N qualified+N

*hands 225 people 147 students 49 teachers 345

people 131 *jurisdiction 100 man 42 people 305

person 54 *authority 65 people 36 applicants 175

students 52 person 58 seaman 36 *health 175

man 45 *practice 55 men 29 person 164

women 31 teachers 46 person 23 individuals 131

leader 25 *authorities 45 *use 21 candidate 125

woman 25 adults 39 *body 20 teacher 120

*backup 24 staff 37 *assistance 19 *immunity 119

men 23 adult 35 *leadership 17 personnel 107

individuals 20 counsel 32 children 16 women 100

guy 18 professionals 31 *administrator 15 workers 98

*devices 17 man 29 *bodies 14 individual 97

leaders 17 woman 28 *hands 13 students 89

servant 13 * care 25 workers 12 electors 88

*hand 12 * job 25 queen 10 voters 82

student 12 * leadership 25 *help 9 professionals 66

team 12 elder 24 assistant 8 staff 62

workers 12 leaders 24 *company 8 *retirement 47

guardians 11 lawyer 23 members 8 employees 42

peers 11 teacher 23 student 8 applicant 40

executive 10 individuals 22 *support 8 *plan 38

individual 10 *management 22 learners 7 buyers 36

lawyer 10 scientists 22 minds 7 interpreter 35

members 10 attorney 21 men 35

players 10 women 21 carrier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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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le + N competent+N able+N qualified+N

readers 10 * manner 20 *dividends 33

teachers 10 * services 20 *plans 33

children 9 leader 19 faculty 30

driver 9 president 19 minority 30

leadership 9 * hands 18 persons 30

player 9 attorney 29

president 9 *tuition 27

*replacement 9 *appraisal 26

“competent+N”의 명사 연어들은 고빈도로 검색된 추상명사로 인간의 행위나 기관의 표현들이 검색되며, 역시 인체

의 일부를 표현하기도 한다: “jurisdiction, authority, practice, care, job, leadership, management, manner, services, 

hands, etc.”. “man, woman”이 29회, 28회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검색되고 있는바, “able”의 경우와 대조적인 차이

를 보이고 있다. 빈도 면에서 인간을 지칭한 명사가 상기한 31건의 연어 중에서 19:12로 일반 추상명사보다 많게 검색되

고 있다.

(7) a. Competent readers had high levels of word reading and inferential text

b. Competent readers naturally employ skills and utilize strategic behaviors.

반면 사물을 지칭하는 명사 연어의 예도 다음과 같이 검색된다. 

(8) a. Competent work, though not Sotheby material. The old boy was a craftsman.

b. Competent use of temperament data can be enormously helpful.

c. We must examine what is at the heart of competent performance.

“capable+N”의 경우에 최고 빈도의 명사로 “hands”가 검색된 것이 주목할 내용이며 인간의 지칭 명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총 34건 중에서 29:5의 높은 비율로 검색되고 있다. 주로 인간의 직업, 직무 관련한 표현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capable+N”의 경우에 “man, women”은 각각 23회와 31회의 빈도로 “women”이 약간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는 인간의 행위, 일부 신체 그리고 장비 등이 검색되고 있다. 

인간을 지칭하는 예문과 사물을 지칭하는 예를 들어 본다:

(9) a. We wanted all of you to know that we’ve got good people. Capable people. 

b. Capable people with opportunity create wealth.

c. Capable people make their own solutions. 

d. Capable sub on offense and defense. # Sasha Victorine, 22, Carmichael, Calif.

e. I like your body. It’s lean... strong. Capable hands, well-defined feet. 

f. Capable infrastructure and internal district resources are two top concerns that immediately come to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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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d+N”의 경우에서도 공통적으로 고빈도 순위의 명사 연어는 모두 인간을 지칭하는 명사들로 검색된다. 주목

할 점은 “qualified+N”의 경우에 “man, women”은 각각 35회와 100회의 빈도로 “women”이 훨씬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총 35건 중에서 25:10의 비율로 인간을 지칭하는 명사가 압도적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역시 인간의 직업, 

직무, 신분을 지칭하는 명사들이다. 공통적으로 고빈도 명사들은 “people, person, individual, students, man, women”등

이 검색되고 있다. 기타는 인간의 건강, 행위를 표현하는 “health, immunity, retirement, plan, dividends, tuition, 

appraisal” 명사들이 검색되었다.

4.4.2 N+동의 형용사

공통적으로 고빈도 명사들은 “people, men, women, children, humans”가 검색되었다. 주목할 점은 “are+able ~”의 경

우에 ”students, teachers“가 다른 형용사와 다르게 최고 빈도의 명사로 검색되고 있는 것이다. “are+able ~” 연어 사례와 

가장 비슷한 “qualified“의 경우에는 ”students, teachers“가 3, 4번째 높은 빈도로 검색된다. 그리고 “people”이 최고 빈

도로 검색된다. “competent”의 최고 빈도 연어는 “students”로 검색되고 있는데, “capable”의 연어 리스트에서는 

“students”가 4번째로 검색된다. “people, students” 이 두 명사가 공히 최고 빈도 사례에 해당됨을 볼 수 있다. 

표 8. “N+are able, capable, competent, qualified”

N+are able N+are capable N+are competent N+are qualified

students 27 humans 10 students 7 people 8

people are 5 women 4 children 4 candidates 7

teachers 5 people 4 people 4 teachers 6

users 3 students 4 women 4 students 4

readers 3 men 3 workers 3 women 4

humans 2 children 2 drivers 2 successors 3

children 2 judges 2 doctors 2 presidents 3

kids 2 woman 2 leaders 2 children 3

men 2 teenagers 1 principals 2 applicants 2

participants 2 steppers 1 physicians 2 interpreters 2

parents 2 kids 2

professors 2 men 2

schools 2 members 2

women 2 physicians 2

petitioners 2

verifiers 1

therapists 1

practitioners 1

pla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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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N1 + N2 (명사+동의어 명사)

“qualification”의 경우에 100% 시합, 경쟁, 시험  또는 직무, 직업 관련한 자격을 표현하는 명사들만  N1으로 검색

되고 있다. 다른 세 개의 명사의 경우에는 인간의 다양한 능력, 기술, 지식을 나타내는 N1들이 검색되었다.

한편 “N1+ability”의 경우를 살펴보면, 100% 인간 자체, 또는 인간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들로 검색되고 

있다. 반면에  “ability”가 N1으로 사용되고, 뒤에 오는 N2의 경우를 검색해보면 의외로 인간이나 사물의 구분이 될 

수 없는 명사들만 검색된다. 

특기할만한 내용으로 “N1+capability”의 N1은 100% 사물과 관련된 명사들로만 검색되고 있다.

표 9. N1 + N2 (명사+동의어 명사)

N1 + qualification N1 + Competence N1 + ability N1 + capability

cup 22 communication 109 language 181 weapons 236

property 18 sports 62 reading 169 missile 55

job 16 core 43 leadership 152 defense 48

teacher 13 teacher 36 coping 108 intelligence 45

forces 12 language 31 student 77 production 45

faculty 9 reading 27 writing 77 detection 38

teaching 8 reservoir 25 solving 69 combat 37

firearms 7 job 24 thinking 61 response 35

instructor 7 sport 21 reasoning 56 search 33

league 7 counseling 18 fighting 46 strike 32

voting 6 information 17 teaching 41 manufacturing 29

student 16 math 37 video 28

teaching 13 shooting 37 enrichment 27

skill 11 learning 35 launch 26

math 9 comprehension 34 performance 24

scoring 32

5. 결 론

본 연구는 네 가지 영어 동의 형용사 “able, capable, competent, qualified”를 통사적 패턴, 연어 패턴, 그리고 구어/

문어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였다. 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Collins, 

2008)와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 Culture(Longman, 2016)는 선택된 동의어의 정보를 위한 기본 소스로  활용

되었고, COCA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는 연어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주요 코퍼스 데이터베이스

로 사용되었다. 

네 가지 영어 동의 형용사(“able, capable, competent, qualified”)의 사전적, 어휘적 의미가 “qualified”를 제외하고 

보면, “necessary ability, skill, knowledge to do something”의 공통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더 세밀한 의미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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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사전에서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는 위의 네 가지 동의어 형용사의 구어체, 문어체 사용 빈도 차

이와 통사적, 연어적 패턴에서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상기한 네 가지 영어 동의 형용사 분석을 위해서 사전과 COCA 코퍼스 자료의 검색, 추출, 대조 분석, 관계의 규명

을 수행하였는데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로 COCA에서 spoken genre와 academic genre를  각각  구어체와 문어체의 대표 genre로 선정하여 네 가지 영

어 동의 형용사(“able, capable, competent, qualified”)의 빈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어서 네 형용사의 가장 높은 빈

도 연어와 함께 어구를 이루어 사용될 때에도 비교 분석의 경우가 유사한지 밝혀 보았고, 네 동의어의 명사형에서

도 구어, 문어체의 패턴이 유사한지도 대조해보았다. 둘째로 통사적 패턴에서 네 동의어를 대조 분석하였고, 마지

막으로 연어 패턴을 대조 분석해 보았다. 연어 패턴에서는 1) “N+동의어” , 2) “N+are 동의어”, 3) “N+동의어 명사

형”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구어, 문어체 genre에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able”을 제외한 세 가지 동의 형용사들(“capable, competent, 

qualified”)이 모두 문어체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빈도 연어 어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

견되었다.  반면 명사형 동의어들은 네 단어 모두 문어체에서 현저하게 더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통사적 패턴

에서 보면, “able+to, competent+in, capable+of, qualified+for”가 최고 빈도의 유의미한 연어 사례로 검색된다. 연어

적 패턴에서 볼 때, 공통적으로 고빈도 순위의 명사 연어는 모두 인간을 지칭하는 명사들로 검색된다. 주목할 점은 

고빈도 명사들로서 “people, person, individual, students, man, women”등이 검색되고 있으며 기타는 인간의 신체, 건

강, 행위를 표현하는 “health, immunity, retirement, plan, dividends, tuition, appraisal” 명사들이 검색되었다. 특기할만한 내

용으로  “N1+capability”의 N1은  100% 사물과 관련된 명사들로만 검색되고 있다.

상기한 네 가지 영어 동의 형용사(“able, capable, competent, qualified”)의 최고 빈도 연어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분석한 결과, 이 동의어 형용사들이 동일한 핵심 의미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모든 상황 맥락에

서 상호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동의어들은 세 가지 탐색한 측면 모두에서 구어/문어체와 연어 패

턴 또는 통사적 패턴에서도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상기한 네 가지 동의 형용사들은 완전

(perfect) 동의어가 아니라 유사 동의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세계적 코퍼스로 규명하였다. 향후 보다 광범한 추가

적 연구가 진행되어  L2 학습자의 동의어 사용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향상 시키면서 스스로 어휘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

여 원어민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는 영어 학습 자료가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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