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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Metrix 시스템을 이용한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듣기대본 복잡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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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Jisu and Moongee Jeon. 2020. An analysis of the text complexity of listening 
scripts of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using Coh-Metrix.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0, 363-383.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ext 
complexity of listening scripts of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pplying Coh-Metrix, a 
language corpus analysis tool designed to analyze various types of corpora including 
textbooks, texts, essays, and articles with various linguistic and psycholinguistic indices 
on cohesion, readability, and language. In the study, a total of 1,322 listening script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text complexity among three grades. The measures 
used for this study consisted of count measures (the number of words, the number of 
sentences, the average sentence length, the average word length),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for contents words, word frequency for all words), word features 
(imageability score, concreteness score, age of acquisition score), lexical diversity 
(type-token ration for content words), personal pronouns (the first person pronouns, 
the second person pronouns, the third person pronouns, all pronouns), conjunctions 
(causal conjunctions, additive conjunctions, temporal conjunctions, all conjunctions), 
readability (Flesch Reading Ease score, Flesch-Kincaid Grade Level), syntactic 
complexity (the number of modifiers, words in front of main verbs), reference cohesion 
(argument repetition score between sentences, argument repetition score for all 
sentences), and semantic cohesion (LSA cosine between sentences, LSA cosine for all 
sentences).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complexity of listening scripts was well 
organized for the basic counts, the imageability, the age of acquisition, the first person 
pronouns, the second person pronouns, the additive connectives, and the readability 
scores.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have several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English textbooks for English teachers and language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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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과 같은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환경(EFL settings)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사용되

는 영어교과서가 언어 학습의 주요 매체이므로 영어교과서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류지수, 
전문기 2020). 이러한 중요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영어교과서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지만 교과서에 실제 사용되는 지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
다. 그러나, 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이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촉진시키는 데 가
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Chen 2016)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
은 영어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의 적절성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지문의 복잡도(complexity)가 학습자의 능숙도 발달(가령 학년이 증가함)에 맞추어 체계적
으로 증가하여야 언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였다(류
지수, 전문기 2020, Berendes 외 2018). 이러한 가설은 Vygotsky(1978)의 근접발달영역
(Zone of Proximal Development)과 Krashen(1985)의 입력 가설(Input Hypothesis)에 기
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대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현재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영어교과서의 지문 복잡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지문 복잡도를 추산하기 위해 사
용되는 이독도 지수와 텍스트 분석 도구가 주로 단어나 문장 수준과 같은 피상적인
(surface) 측정치에 국한되어 있었다(임영진, 조윤경, 정영경 2015, Morales 2019). 그러나 
이러한 피상적인 측정치로 전체적인 지문의 복잡도를 추산한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많
은 도전이 있었다(류지수, 전문기 2020, Plakans and Bilkis 2016, Spencer and Wagner 
2016).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은 Coh-Metrix와 같은 더욱 정교한 도구들을 
개발하여 텍스트의 더 많은 측면을 고려하여 더욱 타당하게 복잡도를 추산하려는 노력을 기
울여왔다(Graesser, Jeon, Cai and McNamara 2008, Graesser, Jeon, Yan and Cai 2007). 
Coh-Metrix 시스템은 전산언어학적 기법들에 기반한 다양한 언어적 및 심리언어적 측정치
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산언어학적 기법들은 컴퓨터공학과 수학적 이론을 토대로 구축된 것
들로써 자료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현재 Coh-Metrix 시스템은 대
내외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및 교재 분석 연구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Coh-Metrix 
시스템의 신뢰성은 이러한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 검증되었다(김지은, 전문기 2013, 류지
수, 전문기 2020, Graesser, Jeon, Cai and McNamara 2008, Graesser, Jeon, Yan and Cai 
2007). 후속 연구자들은 이러한 Coh-Metrix 도구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다양한 측면을 더
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년 간 지문의 복잡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김지은, 전문기 
2013, 배지영 2019, Plakans and Bilkis 2016). 가령, Plakans와 Bilkis(2016)는 초급, 중
급, 고급 수준의 영어 교과서에 대해서 지문의 복잡도가 체계적으로 증가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Coh-Metrix를 활용하여 17개의 표층 및 심층 측정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장 
길이와 같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표층 구조 측정치에 대해서는 복잡도가 잘 통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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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제시되었으나 응집성(coherence)과 같은 더욱 심층 수준의 측정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서 지문의 복잡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읽기 지문에 대해서만 복잡도를 분
석하였다. 하지만, 읽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듣기 능숙도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는 듣기대본의 복잡도 또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제
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존에 수행된 몇 안 되는 듣기대본의 복잡도를 연구한 
Coh-Metrix 기반 선행연구에서는 복잡도 추산에 사용된 측정치의 수가 대략 10개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표층 수준의 측정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층적 수준의 측
정치와 더불어 심층적 수준의 측정치를 함께 고려할 때 텍스트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이 
더 잘 분석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텍스트 연구 시 더 많은 측정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것처럼 최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새롭게 집필된 영
어교과서에 학년 간 언어적 복잡도가 체계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제
시된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시작된 현재 연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고등학교 
1, 2, 3학년 영어교과서에 수록된 듣기대본 자료의 언어적 복잡도를 분석하기 위해 
Coh-Metrix 시스템이 제공하는 총 26가지의 언어적 및 심리언어적 측정치를 선택하여 분
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언어적 발달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즉, 학년이 발달함에 
따라) 다층적인 언어적 복잡도가 체계적으로 상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의 연구목적을 좀더 세분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듣기대본의 복잡성을 분석하기 위해 언어분석 
프로그램인 Coh-Metrix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Krashen(1985)의 입력 가설에 
기반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듣기지문의 복잡도가 체계적으로 증가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Coh-Metrix 시스템이 제공하는 총 26개의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이러한 Coh-Metrix 연구결과가 교재개발 및 평가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
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EFL 상황에서의 영어 교과서 연구

영어 교수 및 학습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영어교과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류지수, 전문기 2020, 임인재, 전문기 2009). 특히, 한국과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교육 환경에서는 영
어교과서가 핵심적인 학습 매체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영어교과서를 통해 영어 교육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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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나아
가, 어떤 환경에서는 교과서가 교사 자체의 역할보다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는 등 교과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Nicol and 
Crespo 2006, Pyburn and Pzicni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 학습 및 발달에서 교과서가 
미치는 중요성을 지각한 많은 연구자들은 영어교과서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먼저 영어교과서를 영어의 네 가지 중요한 기능 차원에서 각각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듣기 및 말하기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소영, 이현우 2019, 임인재, 전문기 
2013), 읽기 지문들을 분석한 연구(이정민, 현태덕 2013, 류지수, 전문기 2020, 전문기 
2011, 2014, 2015), 그리고 쓰기 자료들을 분석한 연구(손미용, 이재근 2005) 등이 수행되
었다. 또, 교과서에 등장한 단어(권인숙 2002) 혹은 문법 항목(유세진, 김효영 2015)에 대
한 분석도 수행되었다. 다문화 시대에 따른 문화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문화적 
요소가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도 보고되었다(허은선, 김혜정 
2015). 또한, 교과서를 더욱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점검표(checklist)를 개발해 제공해주는 연구도 진행되었다(Tomlinson 2012, Tsagari and 
Sifakis 2014). 

이처럼 교과서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지만, 교과서에 수록
된 지문 자체의 적절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구한 수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학
습자의 언어 능숙도 발달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이라는 
점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면서(김지은, 전문기 2013, 류지수, 전문기 2020, 임인
재, 전문기 2009, Berendes 외 2018, Chen 2016), 교과서 지문의 적절성에 대하여 분석하
는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최대의 학습 효과가 도
출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텍스트 선정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
되었다(Berendes 외 2018). 다시 말하면, 지문의 복잡도(complexity)는 학습자들의 언어적 
발달 수준에 부합되게 체계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류지수, 전문기 2020, Chen 
2016).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Vygotsky(1980)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및 Krashen(1985)의 입력 가설(Input Hypothesis)에 근거한 것이다. 두 이
론에 따르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현재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과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제가 학습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교과서 지문 설계 시 
이러한 체계성이 적절하게 통제되어 반영되지 않으면 학습자가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학습 
동기가 급감하여 학습 중 지루함이 발생 될 가능성이 증가된다(Young and Riegeluth 
1988). 아울러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의 부하(Berendes 외 2018) 및 학습에 대한 
참여 욕구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의 복잡도가 체게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서
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Feng, D’Mello and Graess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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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과서의 텍스트 복잡도 연구

교과서를 통하여 언어 능숙도를 발달시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교과서에 반영된 지문의 
복잡도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증가하여 제시되는 환경이다(류지수, 전문기 
2020). 하지만, 교과서 개발 및 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어떠한 객관적 기준이나 준거 없이 
대부분 개발자의 직관 및 판단에 의해 개발 및 평가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전문기 2014, 
Dubin 1995). 이 때문에 교과서 지문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도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일종이 대안으로 이독도 지표(readability indices)가 교과서 개발 및 평가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이독도 지표는 지문이 얼마나 해독하기 어려운지를 측정한 수치이
다. 연구자들은 지문의 복잡도를 측정하려는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로 많은 이독도 지표가 
제안되었다(Flesch-Kincaid Grade Level, Lexile Index 등). 이러한 지표는 다양한 텍스트 
자료를 선정, 개발 및 평가하는데  현재까지도 효과적으로 다양한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전산언어학(Jurafsky and Martin 2008) 및 코퍼스언어학(Meyer 2002) 분야
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방법론에 기반해 개발된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들(Wordmith 
Tools, NLP Tools, Range32H, VocabProfile, AntConc 등)을 통해 상술한 이독도 지표의 
활용이 더욱 용이해졌다. 이러한 도구들은 교과서 연구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
다. 예를 들면, 선행 연구자들은 교과서의 학년 간 지문 복잡도를 분석하였다(김정렬, 천윤
희 2008, 고광윤, 박정준 2007). 구체적으로, 김정렬과 천윤희(2008)는 NLPTools를 활용
하여 초등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와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를 분석하여 학년 간 복잡도가 
체계적으로 통제되어 제시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6
학년 교과서보다 현저하게 더 많은 단어와 새로운 단어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저빈도 
단어(low-frequency word)의 출현 빈도와 평균적인 단어의 길이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서 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주요 결과를 통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적 복
잡도도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이론적 토대에 기초해 교과서 개발이 집필되
었음이 시사된다. 김정렬과 천윤희가 보여준 것처럼, 교과서 연구에 적용된 위와 같은 텍스
트 분석 도구들은 기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내재하던 분석 가능한 양의 한계와 
신뢰성의 문제를 개선해줄 수 있었다(전문기 2011). 그러나, 기존 이독도 공식과 그것을 바
탕으로 개발된 여러 자동화된 분석 도구들은 지문의 복잡도를 계산할 때 주로 단어나 문장 
수준에서의 측정치만을 다룬다. 연구자들은 그러한 피상적인 수준의 측정치로는 다층적인 
지문의 복잡도를 적절하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하고 있다(류지수, 전문기 2020, Plakans 
and Bilkis 2016).

기존 텍스트 분석 도구가 가진 한계로 인하여 연구자들은 텍스트 복잡도를 더욱 객관적이
고 타당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더욱 정밀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예를 들면, Coh-Metrix 프
로그램은 WordNet(Miller, Beckwith, Feldbaum, Gross and Miller 1990), MRC 데이터베
이스(Coltheart, 1981), 잠재의미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 Landauer 2007) 및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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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 품사 분석기 도구(parsing and tagging analysis tools; Brill 1995) 등에 기반하여 
현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100가지 이상의 표층 및 심층 측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치들은 지문의 복잡도를 다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텍스트의 다양한 특징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인해 Coh-Metrix 시스
템과 같은 언어분석 도구들은 주로 직관 및 표층 수준의 측정치에 의존해 수행되었던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론적 대안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김지은, 전문기 
2013, 류지수, 전문기 2020, 이승환 2013, 전문기 2011, 2014, 2015, Chen 2016, Gupta 
2013, Plakans and Bilki 2016). 예를 들면, 이승환(2013)은 고등학교 영어1과 영어2 교과
서의 읽기 지문을 추출하여 Coh-Metrix 시스템의 다양한 측정치를 활용하여 학년 간 복잡
도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어의 수, 의미적 정합성(semantic cohesion), 
Flesh-Kincaid Grade Level 수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측정치에 대해 학년 간 복잡도 수준이 
체계적으로 잘 성립되지 않았음이 제시되었다. 이승환은 이를 통해 추후 교과서 개발 시, 
단어의 수와 같은 표층적인 측정치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측정치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복
잡도 수준이 증가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위에 소개한 연구들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해 교과서가 중요한 역
할을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과서를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어교과서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속에서 2015년에 개
정되어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용되는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듣기대본 복잡도를 
Coh-Metrix 시스템의 다양한 측정치에 기초해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교과서 코퍼스

현재 연구를 위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어 사용 중인 고등학교 1, 2, 3학
년 영어교과서 9종을 선택하여 듣기대본(listening scripts)을 발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구축된 영어교과서 코퍼스는 총 27개의 영어교과서로부터 수집된 듣기대본 자료로 구
성되었다. 코퍼스 구축에 활용된 영어교과서는 표 1에 나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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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기본텍스트 측정치 분석 결과
영어교과서 목록 출판사

   High School English (1학년)
   High School English I (2학년)
   High School English II (3학년)

㈜금성출판사
㈜다락원

동아출판㈜
㈜비상교육
㈜엔이능률
㈜와이비엠
㈜와이비엠
㈜지학사

㈜천재교육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High School English를 1학년, High School English I을 2학년, 
High School English II를 3학년에서 학습한다고 가정하였다.

3.2 코퍼스 구축과 교과서 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듣기대본의 복잡도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 PC용 Coh-Metrix 프로
그램을 활용하였다(류지수, 전문기 2020, 전문기 2015, 전문기, 최윤희 2019). 
Coh-Metrix 프로그램은 txt 확장자의 파일만 처리가능하기 때문에 txt 파일 형태로 코퍼스
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교과서의 각 단원별로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고등학
교 1학년 코퍼스는 총 535개, 2학년은 393개, 3학년은 394개의 파일로 구성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학년 간 복잡도를 분석하기 위해 Coh-Metrix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총 26개의 측
정치를 선택해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측정치는 Coh-Metrix 기반 영어교과서 선행연구
(류지수, 전문기 2020, 전문기 2011)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되어 선택되었다. 구체적으로 복잡도 분석에 활용된 측정치는 기본측정치
(평균 어휘 및 문장 수, 평균 문장 및 어휘 길이), 어휘빈도수(내용어 및 전체 단어에 대한 
단어빈도 점수), 어휘 속성 측정치(심상성 점수, 구체성 점수, 습득 나이 점수), 어휘 다양
성 측정치(타입-토큰 비율값), 인칭대명사(1, 2, 3인칭 및 모든 대명사 수), 접속사(인과, 
부가, 시간 및 전체 접속사), 읽기 가독성 점수(Flesch Reading Ease 점수, Flesch-Kincaid 
Grade Level 점수), 통사구조(명사구 밀도, 본동사 앞 어휘 수), 참조정합성(인접 문장 사
이 및 전체 문장 사이 논항 중복), 의미적 정합성(인접 문장 사이 LSA 지표, 전체 문장 사
이 LSA 지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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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및 논의 
  영어교과서 듣기대본의 복잡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통계분석에 SPSS(Statisit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6.0 통계 패키지(package)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학년 수준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26개의 Coh-Metrix 측정치 각각을 종속변
수(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여 각 측정치에 대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은 5%(p = .05)로 설정하였다.

4.1 기본측정치 분석 결과

기본 측정치 분석에서는 평균 어휘 및 문장 수, 평균 문장 및 어휘 길이에 대해 학년 간 
복잡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측정치는 텍스트 이해도 및 난이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이다(류지수, 전문기 2020, 전문기 2011, Graesser et al. 2007). 표 2에 
제시된 기본텍스트 측정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듣기대본은 기본텍스
트 측정치에 대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복잡도가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
체적으로, 학습자들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평균 어휘 및 문장의 수가 증가하였고, 어휘나 
문장의 길이 또한 더욱 길게 제시되었다(all ps < .05). Tukey 사후 검정(post hoc 
analysis)을 시행한 결과, 평균 어휘 수와 평균 문장 길이에 대해서는 모든 학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5). 반면, 평균 문장 수에 대해서는 1학년과 2학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p > .05), 1학년과 3학년의 차이만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5). 평균 어휘 길이 또한 1학년과 2학년의 차이는 유의하였지만(p < .05), 2학년과 3학
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 > .05). 

 표 2. 기본텍스트 측정치 분석 결과
기본측정치 1학년(n = 535) 2학년(n = 393) 3학년(n = 394) F p

평균 어휘 수 86.64(43) 96.74(43.8) 116.5(52.84) 47.39 .000
평균 문장 수 10.96(5.23) 11.54(5.21) 12.65(5.66) 11.36 .000
평균 문장 길이 8.13(2.61) 8.71(2.78) 9.49(2.84) 28.09 .000
평균 어휘 길이 1.33(.11) 1.36(.12) 1.38(.12) 16.02 .000

4.2 어휘빈도수 분석 결과

빈도가 낮은 어휘가 전체적으로 많이 수록된 텍스트는 상대적으로 고빈도 어휘가 많이 사
용된 텍스트보다 이해도나 처리 속도에 있어 더 부담을 주게 된다(Graesser et al. 2007, 
Graesser, McNamara, Louwerse and Cai 2004). 어휘빈도가 텍스트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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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어휘빈도 변인은 학년 간 복잡도 통제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 도구로 사용한 Coh-Metrix에는 네덜란드 어휘정보센터(Dutch Centre 
for Lexical Information)에서 구축한 CELEX 어휘 데이터베이스(Database)가 내장되어 있
다. 이를 통해 어휘빈도를 산출한다(Baayen, Piepenbrock and Gulikers 1995). 현재 연구
에서는 어휘빈도 측정치의 원값(raw scores)이 아닌 대수변환(logarithmic transformation)
된 값을 적용하였다(류지수, 전문기 202). 기존 어휘 빈도를 측정하는 연구에서도 원값보다
는 대수변환된 값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대수변환된 값의 분포가 정규분
포(normal distribution)에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이다(류지슈, 전문기 2020, Graesser et al. 
2004).

표 3에 제시된 어휘빈도수 측정치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용어 및 전체 단어에 대
한 어휘 빈도수는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p > .05). 이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1학년 교과서에 3학년 교과서에 나올 만한 저빈도 단어가 나타나 학습에 부담을 초래하거
나, 반대로 3학년 교과서에 1학년 교과서에 제시될 만한 고빈도 단어의 비중이 높아 단계적 
어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표 3. 어휘빈도수 측정치 분석 결과
어휘빈도 수 1학년(n = 535) 2학년(n = 393) 3학년(n = 394) F p

대수변환 
어휘빈도수(내용어) 2.44(.17) 2.44(.17) 2.43(.166) 1.08 .339
대수변환
어휘빈도수(전체 단어) 3.12(.12) 3.11(.12) 3.10(.12) 1.56 .211

4.3 어휘속성 분석 결과

어휘 속성 측정치에는 심상성(imageability), 구체성(concreteness), 그리고 습득나이(age 
of acquisition)이 포함되어 있다. 심상성은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주는 수치이며 높을수록 난이도가 감소할 것이라 기대된다. 구체성의 점수는 낮을수
록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일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에 구체성의 점수가 낮으면 난이
도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습득 나이는 해당 단어를 습득하리라 기대되는 나이에 관한 값이
며 수치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어휘 발달 단계상 더욱 이후에 습득될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
에 이 값이 크면 난이도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Coh-Metrix 시스템은 MRC 
Psycholinguistic 어휘 데이터베이스(Coltheart 1981)를 통해 100에서 700사이의 범위 내
에서 이러한 어휘 속성값을 산출한다. 학년 간 어휘속성 측정치 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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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어휘속성 측정치 분석 결과
어휘속성 1학년(n = 535) 2학년(n = 393) 3학년(n = 394) F p
심상성 406.9(34.06) 403.5(30.71) 401.2(30.84) 3.69 .025
구체성 373.3(35.99) 371.34(33.55) 368.8(33.61) 1.89 .152
습득나이 297.2(65.83) 307.6(60.86) 318.2(55.29) 13.36 .000

위 표에 따르면, 심상성과 습득나이에 대해서는 학년 간 복잡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지만
(p < .05), 구체성은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 > .05). Tukey 사후 검정을 통해 
각 학년 간 차이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결과, 습득나이에 대해서는 모든 학년 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지만(p < .05), 심상성 측정치에 대해서는 1학년과 3학년의 차이만 유의하게 나
타났다(p < .05). 다시 말하면, 학습자의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단어의 심상이 쉽게 그려지
지 않는 단어와 학습 발달 단계에서 더욱 나중에 습득하게 되는 단어들이 더 많이 제시가 되
었지만,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단어의 분포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의 
어휘(lexicon)를 체계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학습자의 능숙도가 발달되는 시점과 부합되
게 단계적으로 추상적인 단어를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을 시사한다.

4.4 어휘다양성 분석 결과

어휘다양성(lexical diversity)은 특정 지문에 얼마나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었는지를 나타
내는 측정치이다. Coh-Metrix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어휘다양성 측정치는 타입-토큰 비
율(type-token ratio)을 통해 계산된다. 이때 타입은 텍스트에 처음 나타난 어휘의 수이며, 
토큰은 그 어휘가 반복되어 제시된 수를 지칭한다(류지수, 전문기 2020). 가령, 주어진 텍
스트에 “다양성”이라는 어휘가 4번 나타난다면 이 어휘의 타입 값은 1이고 토큰 값은 4이
다. 이 경우 타입-토큰 비율 값은 0.25(1/4 = 0.25)이다. 타입-토큰 비율 값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토큰 값이 낮기 때문에 어휘가 반복되어 사용되기보다는 더욱 다양한 어휘가 사
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타입-토큰 비율이 높으면 더욱 다양한 새로운
(unique) 어휘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난이도가 상승한다(류지수, 전문기 2020, 
전문기 2015). 고등학교 1, 2, 3학년 영어 교과서의 듣기대본에 대한 어휘 다양성 분석 결
과가 아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학습자의 능숙도가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한 어휘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이론과 달리,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타입-토
큰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Tukey 사후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
과 3학년, 그리고 2학년과 3학년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p < .05), 1학년과 2
학년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 > .05). 추후 교과서 개발 시, 어휘 길이, 어휘 빈도, 어
휘 속성 측정치와 더불어 어휘다양성 측정치에 대해서도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복잡도가 증가되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함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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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어휘다양성 측정치 분석 결과
어휘다양성 1학년(n = 535) 2학년(n = 393) 3학년(n = 394) F p

타입-토큰 
비율(내용어) .86(.08) .85(.07) .84(.08) 6.49 .002

4.5 인칭대명사 분석 결과

대명사가 복잡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대명사가 증가하면 독자
는 대명사의 지칭 대상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 난이도가 증가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
다(Graesser et al. 2007). 이는 특히 3인칭 대명사의 경우에 지칭 대상의 잠재적 범위가 1
인칭 및 2인칭 대명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명사가 증가함에 따
라 텍스트 난이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반면, 대명사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새로 
등장하는 어휘가 적어지기 때문에 처리 부담(processing load)이 줄어든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류지수, 전문기 2020). 이는 특히 1인칭과 2인칭 대명사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지칭 
대상을 찾는 것이 3인칭 대명사에 비하여 수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텍스트 처리 
및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라 기대된다. 정리하면, 1인칭 및 2인칭 대명사가 증가하면 텍스트 
난이도가 감소하나, 3인칭 대명사가 증가하면 난이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대명사 
측정치에 대해서 학년 간에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표 6. 대명사 측정치 분석 결과
인칭대명사 1학년(n = 535) 2학년(n = 393) 3학년(n = 394) F p

모든 대명사 수 146.9(49.27) 139(50.16) 135.1(48.72) 6.94 .001
1인칭 대명사수 33.21(19.26) 31.03(19.56) 29.61(18.37) 4.2 .015
2인칭 대명사수 21.99(15.26) 19.15(13.53) 18.57(13.74) 7.75 .000
3인칭 대명사수 7.38(12.48) 8.13(11.96) 8.64(11.31) 1.3 .274

표 6을 보면 전체 대명사 수를 포함하여 1인칭 및 2인칭 대명사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반면, 3인칭 대명사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
라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성이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 > .05). Tukey 
사후 검정 결과, 전체 대명사 및 2인칭 대명사 측정치의 경우 1학년 교과서가 2, 3학년 교과
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은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었지만(p < .05), 2학년과 3학
년 교과서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 < .05). 반면, 1인칭 대명사 측정치는 2학년과 3학
년 교과서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5). 이러한 결과는, 전
체적으로 3인칭 대명사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텍스트 난이도가 더욱 복
잡하게 통제되는 경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추후 교과서 개발 시에는 전체적인 경향성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학년 간 복잡도가 더욱 체계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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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접속사 분석 결과

대명사 측정치와 마찬가지로 접속사 측정치에 대해서도 접속사 수의 증감과 텍스트 복잡
도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설명이 있다. 먼저, 접속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이 더욱 명시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텍스트 이해가 촉진된다는 설명
(Millis and Just 1994, Murray 1997)이 있다. 이에 반해, 접속사의 증가는 더욱 긴 문장이 
사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복잡한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한 문장에서 일반적으
로 접속사가 더 자주 사용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텍스트의 복잡도가 더 증
가할 수 있다는 접근(류지수, 전문기 2020)이 있다.

표 7에 따르면, 모든 접속사 수 및 부가 접속사 수에 대하여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복잡
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p < .05). 반면, 인과 접속사 및 시간 접속사에 
대해서는 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모든 접속사 
수와 부가 접속사 수에 대하여 Tukey 검정을 통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접속사 및 부가 접속사 측정치에 대해 1학년과 3학년 교과서의 차이만이 유의하게 나타났
다(p < .05).

표 7. 접속사 측정치 분석 결과
접속사 1학년(n = 535) 2학년(n = 393) 3학년(n = 394) F p

모든 접속사 수 63.41(32.91) 66.98(31.53) 71.59(27.53) 7.92 .000
인과 접속사 수 25.56(19.94) 26.22(18) 27.49(18.5) 1.19 .304
부가 접속사 수 6.50(9.41) 6.83(9.27) 8.06(8.62) 3.48 .031
시간 접속사 수 20.70(19.75) 19.1(18.85) 20.84(19.19) 1.03 .357

4.7 표준 읽기가독성 지표 분석 결과

표준 읽기 가독성 지표 측정치에 대해서 Coh-Metrix 프로그램은 Flesch Reading 
Ease(FRE) 점수와 Flesch-Kincaid Grade Level(FKGL) 점수를 측정하여 제시한다
(Graesser et al. 2007). FRE 점수의 범위는 0~10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텍스트의 난이도
는 감소한다. 반면, FKGL의 범위는 1~12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텍스트의 난이도가 증가한
다(전문기 2011). 아래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 읽기 가독성 지표에 대한 학년 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년 간 지문의 복잡도가 읽기가독성 지표 모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잘 통
제되어 있었다(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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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표준 읽기가독성 지표 측정치 분석 결과
읽기가독성 1학년(n = 535) 2학년(n = 393) 3학년(n = 394) F p

FRE 점수 85.42(10.47) 82.91(11.18) 80.51(12.07) 22.13 .000
FKGL 점수 3.34(1.94) 3.85(2.05) 4.38(2.2) 28.93 .000

각 학년 간 구체적인 통계적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 검정을 통해 심층 
분석을 하였다. Tukey 사후 검정 결과, FRE 점수와 FKGL 점수 모두 모든 학년 간의 차이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5). 이 두 측정치가 어휘 및 문장 길이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본텍스트 측정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4.8 통사구조 복잡도 분석 결과

Coh-Metrix 프로그램은 통사구조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해 명사구 밀도(noun density 
score)와 본동사 앞 어휘 수(number of words before main verbs) 측정치를 활용하고 있
다(Graesser et al. 2004). 명사구 밀도는 표제어(headnoun)의 수식어를 명사구의 전체 어
휘들로 나눈 값이며 값이 클수록 통사적 복잡도가 증가한다(Graesser at al. 2007). 본동사 
앞 어휘수는 본동사를 기준으로 그 앞에 제시된 어휘의 수를 지칭하며 값이 클수록 텍스트
의 복잡도가 상승한다(류지수, 전문기 2020, 전문기 2015, Graesser et al. 2004). 학년 간 
문장 통사 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에 따르면,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듣기대본 자료는 명사구 밀도 및 본동사 앞 어휘수에 대해 학년이 증가함에 따
라 복잡도가 증가하였다(ps < .05). 즉,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명사구가 더욱 복잡해지고 
문장 구조 또한 길고 복잡하게 제시되었다. 

표 9. 문장 통사 구조 측정치 분석 결과
통사구조 1학년(n = 535) 2학년(n = 393) 3학년(n = 394) F p

명사구 밀도 .54(.2) .56(.2) .6(.2) 9.37 .000
본동사 앞 
어휘수 1.57(.91) 1.7(.93) 1.9(1.03) 13.32 .000

학년 간 차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Tukey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명사구 밀도와 본동사 앞 어휘수에 대한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듣기대본의 복잡도는 1학
년과 2학년 교과서에 비하여 3학년 교과서에서 더욱 복잡하게 나타났다(p < .05). 하지만, 
두 측정치 모두에 대해 1학년과 2학년 교과서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 > .05). 이
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듣기대본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통사적으로 더욱 복잡
하게 제시됨으로써 학습자들의 통사구조 이해를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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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그러나,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1학년과 2학년 간의 통사적 복잡도에 대
해서도 더욱 체계적으로 난이도가 조작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4.9 참조정합성 분석

참조정합성이 높은 텍스트는 낮은 텍스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텍스트 복잡도가 낮다(류
지수, 전문기 2020). 참조정합성(referential cohesion)은 텍스트의 어느 두 문장 간에 명사
나 대명사와 같은 논항(argument)이 공유될 때 형성된다(Graesser et al. 2004). 
Coh-Metrix는 인접 문장 및 모든 문장 간 논항 중복 측정치를 통해 참조정합성을 제시하
고 있다. 아래 표 10에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듣기대본에 대한 학년 간 참조정합성 측정치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10. 참조정합성 측정치 분석 결과
참조정합성 1학년(n = 535) 2학년(n = 393) 3학년(n = 394) F p

논항 중복 
(인접 문장 간) .31(.23) .34(.23) .37(.22) 10.48 .000
논항 중복 
(모든 문장 간) .30(.18) .33(.19) .33(.19) 3.28 .038

표 10에 제시되어 있듯이, 인접 문장 및 모든 문장 간 논항 중복 수치는 학년이 올라갈수
록 점점 증가한다(p < .05). Tukey 사후 검정을 통해 심층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접 문장 
간 논항 중복 측정치에 대해서는 1학년 교과서보다 2학년 교과서에서 더욱 수치가 높게 나
타나 복잡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p < .05). 그러나, 1학년과 3학년, 그리고 2학년
과 3학년 간 복잡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모든 문장 간 논항 중
복 측정치에 대해서는 1학년 교과서보다 3학년 교과서에서 오히려 복잡도가 더 낮게 나타
났으며(p < .05),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2학년과 3학년 간의 복잡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 > .05).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저학년 교과서에 정합성이 낮은 텍스트
를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더욱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10 의미적 유사성 분석 결과

의미적 정합성(semantic cohesion)이란 두 문장 간 의미적 유사성(semantic similarity)
을 가리킨다(전문기 2011). Coh-Metrix 프로그램에서는 방대한 크기로 구축된 코퍼스를 
바탕으로 LSA(Latent Semantic Analysis) 수학적 모형을 적용하여 어휘 및 문장 간의 의
미적 정합성(semantic cohesion)을 산출한다(Graesser et al. 2004). 의미적 유사성 값이 
높으면 텍스트 복잡도가 감소한다.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듣기대본에 대한 학년 간 의미적 
유사성 비교 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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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의미적 유사성 측정치 분석 결과
의미정합성 1학년(n = 535) 2학년(n = 393) 3학년(n = 394) F p

LSA 코사인
(인접 문장 간) .13(.08) .13(.08) .14(.09) .32 .724
LSA 코사인
(전체 문장 간) .1(.09) .1(.08) .11(.08) .8 .449

표 11에서 나타나 있듯이, 인접 문장 및 전체 문장 간 LSA 코사인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 > .05). 즉, 고등학교 1, 2, 3학년 영어 교과서 듣기대본
의 텍스트 복잡도는 의미적 유사성에 대해서 유사한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학년 간 
단계적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1학년보다 2학년 교과서에서 의미적 유사성이 조금 더 
낮게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2학년보다는 3학년 교과서에서 의미적 유사
성이 더 낮게 통제되어, 결과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학습
자의 능력이 발달되도록 교과서가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5.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영어교과서에 수록된 듣기대본의 복잡도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승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Coh-Metrix 시스템이 제
공하는 26개의 측정치를 통해 학년 간 언어적 복잡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측
정치는 기본텍스트, 어휘빈도수, 어휘속성, 어휘다양성, 대명사, 접속사, 표준 읽기가독성 지
표, 문장 통사 구조, 참조정합성, 의미적유사성 측정치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텍스트 측정치에 포함된 모든 측정치(평균 어휘 
수, 평균 문장 수, 평균 문장 길이, 평균 어휘 길이)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복잡해지는 양상이 제시되었다. 표준 읽기가독성 지표에 대해서
도 복잡도가 체계적으로 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듣기대본에 사용된 단어들의 심상성
이 학년이 오르면서 점점 더 낮아지고 습득 나이는 점점 높아지는 것을 통해 이들 측정치가 
체계적으로 잘 통제되어 교과서 집필 시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통사적 복잡도에 대
해서도 명사구 밀도와 본동사 앞 어휘 수가 증가하여 체계적인 통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명사가 증가하게 되면 대명사가 지칭하는 바를 찾는 데 인
지적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복잡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특히 3인칭 대명사의 경우에 그러
하다(류지수, 전문기 2020). 반면, 1인칭과 2인칭 대명사의 경우에는 지칭하는 바가 한정적
이므로 오히려 명사가 제시된 경우보다 이해도가 촉진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해본
다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1, 2인칭 대명사가 점점 적어지는 것은 복잡도가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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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접속사는 문장 간 논리적 연결을 더
욱 명시적으로 제시해주므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전문기 2011). 그러나, 부가 접속사
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더욱 길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한 문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학년이 오르면서 부가 접속사의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은 이
러한 경향성에 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복잡도는 표층 수준의 측정치와 함께 
더욱 심층 수준의 측정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통제가 잘 되었음이 제시되었다. 반면에 
다른 측정치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게 복잡도가 점점 더 상승해야 한다는 이
론이 교과서 집필 시 잘 반영되지 않았음이 시사되었다. 예를 들면, 어휘빈도 및 다양성 측
정치, 그리고 어휘속성인 구체성의 수치가 학년 간의 교과서 복잡도에서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점점 더 쉬워지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영어 능숙도를 효과적으로 발달시
키기 위해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은 빈도의 어휘, 더욱 추상적이고 다양한 어휘가 제시
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후 교과서 개발 시, 이러한 어휘적 측면이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듣기대본의 복잡도가 조절될 필요성이 있겠다. 비슷한 맥락으로, 점점 복잡한 텍
스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인칭 대명사가 지칭하는 바를 정확히 찾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3인칭 대명사는 1, 2인칭 대명사와는 다르게 지칭하는 범위가 더욱 다양하기 때문
에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향후 교과서 개
발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접속사 측정치 분석결과, 인과 접속사 및 시간 접속사의 수도 
학년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접속사 측정치도 텍스트의 난이도 및 이해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치도 차후 교과서 개발 시 고려되기를 기대
한다. 마지막으로, 육안으로 쉽게 파악하기 힘든 측정치인 참조적 정합성과 의미적 유사성 
측정치에 대해서도 학년 간의 복잡도 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
조적 정합성과 의미적 정합성은 텍스트의 이해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
언어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치 역시 차후 교과서 개발 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연구의 결과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집필된 중학교 1, 2, 3학년 영어 교
과서의 듣기대본을 분석한 김지은과 전문기(2013),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 영어 교과
서의 듣기대본을 분석한 송해성(20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비교적 쉽게 통제 가능한 측정치인 단어 수, 문장 수 및 표준가
독성지표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복잡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되었지만, 어휘다양성 
지표 및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의미적 유사성 측정치에 대해서는 복잡도가 체계적으로 조
절되지 않았음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전 교육과정과 다르게 일부 측정치(가령 명사구 밀
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난이도가 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측정치에 대해서는 잘 통제가 되지 않았음이 제시되었다. 향
후 교과서 개발 시에 더욱 다양한 언어적 및 심리언어적 측정치가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
에 부응하는 형태로 잘 통제되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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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Metrix와 같은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도구가 활용된다면 교과서의 지문 개발 및 평가 
과정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연구에서는 Vygotsky(1978)의 근접발달영역 및 Krashen(1985)의 입력 가설에 기반해 학
년 간 교과서의 복잡도를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각 학년에서 요구되는, 
혹은 실제 학습자의 평균적인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절대적 준거가 부재한 상
황에서 학년 간의 상대적인 복잡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상대적인 분석은 Coh-Metrix 연
구 및 Coh-Metrix 시스템을 활용한 본 연구가 지닌 근본적인 제한점이기도 하다. 
Coh-Metrix 시스템은 절대적 준거 없이 텍스트 및 교재에 대한 언어적 및 심리언어적 측
정치를 제공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해당 학년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능력에 대한 절대적 준
거 및 측정치가 개발 및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재 연구에서는 학년 간 듣기대본의 
복잡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듣기대본과 같은 구어만을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이다. 후속 연구에서 문어 및 구어 지문의 복잡도를 더욱 총
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가 제시된다면 문어와 구어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져 읽기와 듣기 교육에서 학습자의 언어 능숙도가 체계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더
욱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구가 보여주듯이 향후 
교과서 지문의 복잡도 분석 연구에서 Coh-Metrix와 같은 언어 분석 시스템이 지문이 갖고 
있는 다층적인 언어적 및 심리언어적 속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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