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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6.1, 007-024. The current study aims at 

exploring the effects of text modification of reading passages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on their readability and cohesion. For the study, 9 passages 

from 6 English textbooks were compared with their originals using the 

Coh-Metrix program in terms of 9 indices for readability and 6 indices for 

cohesion. The results were that 6 out of 9 modified passages were easier than the 

original, while 3 were more difficult; and that referential cohesion of most of the 

passages increased through text modific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ext 

modification may serve to make reading passages easier than the originals, and 

that the referential cohesion among the 15 indices could be a crucial factor of 

influencing text readability. Therefore, when text readability increases, cohes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text modifi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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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수업에 방향을 제시하고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대

부분 교과서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수업 현장에서 영어교육의 지침서 역할을 하

며, 교육과정과 교사 그리고 학생을 상호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주된 도구로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교과서를 집필하

고 선정하며 사용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은 수업 현장에서 성공적인 영어교육을 

이끌어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이성희, 2001).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
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
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
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

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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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핵심 부분은 읽기 텍스트이므로, 어떤 텍스트를 읽기 본문으로 교과서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 중 한 

가지는 진정성 있는 자료(authentic material)와 수정된 자료(modified material)의 사용과 관련된다. 즉, EFL 상황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인 영어를 지도하기 위해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되는 영어가 그대로 담겨있는 신

문기사나 잡지 등과 같은 진정성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과(McGarry, 1995; Young, 1999), 이해가능한 입력

을 제공하기 위해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수정을 가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Day and Bamford, 1998; Hill, 1997)는 입

장이 공존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영어 교과서에는 진정성 있는 읽기 자료보다 수정을 가한 자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영어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자료가 제공되면 부족한 영어 지식으로 인해 자료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Lucas, 1991). 다시 말해, EFL 환경에서 

영어 숙달도가 낮은 학생들을 영어권 국가의 진정성 있는 자료에만 노출시키는 것은 성공적인 영어 학습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영어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읽기 자료에 수정을 가하는 것은 필수불가

결해 보인다.

이렇듯 자료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 성공적인 영어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 과연 수정을 통해 실제로 

글의 성격이나 언어적 특징, 난이도 등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학습자의 자료 이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교과서 개발자나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이유로 진정성 있는 자료와 수정된 자료가 학습자의 자료 이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비교 또는 증명하

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Oh, 2001; Yano et al.,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집필할 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자료(원문)와 수정된 자료(본문)의 언어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다만 함미영 ‧ 이정원(2013)은 코메트릭스(Coh-Metrix)라는 자동 언어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고등

학교 영어 교과서의 난이도와 응집성을 분석했는데,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영어 교과서는 2007년 제7차 개정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였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에 대한 분석의 필

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고등학교 공통 과목인 “영어”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코메

트릭스 도구를 사용하여 원문(진정성 있는 자료)과 교과서에 실린 본문(수정된 자료) 간의 비교를 통해 텍스트 수정이 본

문의 난이도와 응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코메트릭스를 통해 얻은 객관적 수치를 바

탕으로 수정이 가해진 글의 난이도와 응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난이도와 응집성 간에 서

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텍스트 수정(text modification)

진정성 있는 자료(authentic materials)는 교실에서 언어 교수나 학습을 목적으로 수정을 가하기 전의 신문이나 잡지, 

책, 라디오나 TV 프로그램 등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언어적 자료를 뜻한다(Aebersold and Field, 1997; Toml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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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진정성 있는 자료에는 실생활에서 접하는 언어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학습자 자신이 사용하는 자료의 학습

이 실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계된다는 점에서 학습 동기를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McGarry, 1995). 또한 Krahsen의 

입력 가설(input hypothesis)을 근거로(Krashen, 1982), 진정성 있는 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입력 안에는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배경지식과 문맥을 통해 자연스럽게 “i+1” 수준의 언어를 이해하고 습

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Young, 1999).

그런데 진정성 있는 자료에 목표어 국가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가 그대로 담겨있다는 점이 오히려 학습자로 하여

금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제2언어 숙달도가 낮거나 보통인 학습자에게 

진정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여러 교사들과 학자들은 진정성 있는 자료가 학습자

의 수준에 비해 어휘적 통사적 측면에서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념적문화적으로도 난해하여 텍스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방해한다고 주장한다(McLaughlin, 1987; Shook, 1997; Young, 1999). 평균적인 언어 숙달도를 지닌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자료에 노출되면 사전 같은 외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어진 자료를 판독해야 하기 때문에 읽기 과정

이 방해를 받게 되며, 이러한 방해는 읽기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 자신감 또한 손상시킬 수 있다(Rivers, 

1981). 더불어 진정성 있는 자료는 중의적인 단어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상관없는 잉여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자에게 혼란을 일으켜 심리적인 부담감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이 학

습자의 언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키고 좌절시킬 수도 있다(Lucas, 1991).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한 언어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Day and Bamford, 1998; Hill, 

1997). 

역설적이게도, 목표어 학습을 위해 학습자에게 수정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진정성 있는 자료

의 제공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Krashen의 입력 가설을 이론적 틀로 내세우고 있다. 목표어 숙달도가 낮은 학

습자의 목표어 습득을 위해서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입력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는 자료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통사적문법적으로 어려운 문장을 단순화시키고, 분명하고 쉬운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에 변화를 줌으로써 

학습자의 언어 습득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과서 본문이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 수정이 가해져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진정성 있는 자료가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텍스트 수정은 학습자의 성공적인 언어 

학습을 위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Young, 1999). 

2.2 텍스트 수정의 유형과 효과

학습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진정성 있는 자료에 수정을 가하는 텍스트 수정의 유형에는 단순화(simplification)와 상세

화(elaboration)가 있는데,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할 때 EFL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형은 단순화이다. 텍스트 단

순화는 어렵고 복잡한 본문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도록 쉽고 단순하게 만드는 유형을 말한다. 단순화의 예로는 어려운 단

어나 표현을 쉬운 단어나 표현으로 대체하기, 목표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관용 표현을 쉽게 풀

어쓰기, 사용 빈도가 낮은 어휘나 전문 용어 사용을 피하기, 길이가 긴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바꾸기, 통사적으로 복잡한 

문장을 간단하게 바꾸기 등을 들 수 있다(Long and Ross, 1993). 텍스트 자체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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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소설 등의 단락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다(Shook, 1997). 이러한 텍스트 단순화가 글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를 돕고(Oh, 2001; Long and Ross, 1993; Lucas, 1991), 또한 학습자의 한정된 인지적 처리 용량을 새롭게 접하는 형식과 

구조에 집중하는데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언어 습득을 도울 수도 있다(Krashen, 1985; Long, 1985). 

그러나 텍스트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텍스트 단순화가 문맥 상황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부가적인 정보를 생략하거나 손상시킴으로써 오히려 학습자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다

(Swaffar, 1985). 그리고 단순화를 위해 어휘 사용을 제한하거나 짧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오히려 글의 흐름이 부자연

스러워지고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응집성이 약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Blau, 1982). 

2.3 텍스트 수정 관련 선행 연구

 텍스트 수정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면서, 텍스트 수정이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인 대학생 483명을 대상으로, 13개의 텍스트를 수정 전 형태, 단순화된 형태, 상세화된 형태의 

3가지로 제시한 후 선다형 질문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텍스트 이해도를 측정한 Yano, Long과 Ross(1994)에 따르면, 텍

스트의 단순화된 형태와 상세화된 형태가 수정 전 형태보다 높은 이해도를 보였고, 단순화된 형태의 이해도가 가장 높았

으나 상세화된 형태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우리나라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는 먼저 Oh(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1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텍스트의 단순화 및 상세화가 언어 능숙도 별로 읽기 이해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했는데, 연구 대상 

학생들을 언어 능숙도에 따라 상·하위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학생들에게 수정 전 텍스트, 단순화된 텍스트, 상세화

된 텍스트 중 하나를 읽게 한 후, 18개의 선다형 문항을 통해 텍스트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상세화는 상·하위 그

룹 모두의 이해도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며, 단순화는 상위 그룹의 이해도 향상에만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텍스트의 수정이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순화보다는 상세화 유형이 학습자의 언어 

능숙도 수준과 상관없이 이해도 향상에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모두 텍스트 수정이 외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서, 외국어 학습

자의 읽기 이해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 수정에서 핵심 개념인 텍스트 수정 과정이나 수정된 텍스트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다만 함미영 ‧ 이정원(2013)이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본문(수정된 자료)과 원문(진정성 

있는 자료) 간의 비교 연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원문의 수정은 대체로 난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단순

화 방향으로), 수정 후 접속어의 추가로 인해 응집성이 높아진 본문이 원문보다 더 읽기 쉬워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 이를 통해 텍스트 수정에 있어서 글의 난이도 자체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응집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영어 교과서는 2007년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영어 교과서의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 수정의 영향은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해 텍스트 수정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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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고등학교 공통과목 “영어” 교과서 11종의 읽기 텍스트를 대상으로 원

문을 찾아본 결과, 원문은 찾을 수는 있었으나 “수정”이라기보다는 참조만 했다고 판단되는 텍스트를 제외하고, 원문의 

특성을 살려 수정했다고 판단되는 교과서 6종의 본문 9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표 1> 참고).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본문 및 글의 유형

교과서 분석 대상 교과서 본문

A
1. Be a Doer, Not a Dreamer (pp. 17-21): 연설문

2. Parc Güell에 관한 짧은 설명글(p. 162): 설명문

B
3. The Final Touchdown (pp. 20-24): 단편소설

4. Three Questions (pp. 120-124): 단편소설

C
5. Safe Bike Riding에 대한 짧은 글(pp. 55-59): 안내문

6. An Aesop’s Fable Told Anew (pp. 75-79): 설명문

D 7. One Fine Exam Day (pp. 66-72): 단편소설

E 8. The Science of Flight (pp. 162-165): 설명문

F 9. Some Like It Cold, Some Like It Hot (pp. 88-91): 수필

3.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본문과 원문을 분석하기 위해 자동 언어 분석 도구인 코메트릭스(Coh-Metrix) 3.0을 사용하였

는데, 108개 분석 항목 중에서 난이도 관련 9개 항목과 응집성 관련 6개 항목을 분석 기준으로 정하였다(함미영 ‧ 이정원, 

2013). 이 항목들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난이도 관련 항목

(1) 읽기 난이도 지수

코메트릭스 3.0에서 제공하는 읽기 난이도 지수 중 Flesch Reading Ease (FRE)와 Flesch-Kincaid Grade Level 

(FKGL)는 가장 표준화된 측정치라고 할 수 있다. FRE는 0~100의 범위에서 수치가 산출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난이도

가 낮다는 의미로, 지문이 이해하기 쉽다는 뜻이다. FKGL은 미국 학년 단위와 같이 0에서 12사이의 수치로 표시된다. 수

치가 12에 가까울수록 높은 학년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읽기 난이도도 함께 높아진다. 

(2) 기초 산출치

코메트릭스가 측정하는 기초 산출치에는 문단 수, 문장수, 단어수, 문단 문장수(문단 길이), 문장 내 단어수(문장 길이) 

등이 있다. 이중에서 단어수, 문장수, 문장 길이가 증가할수록 텍스트의 난이도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텍

스트의 난이도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전문기 ‧ 임인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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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어 빈도수

한 단어의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해당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어 빈도수가 높을 경우 

단어 친숙도가 높아져 텍스트 난이도가 낮아진다. 수정된 본문이 수정 전의 원문과 비교했을 때 빈도수가 높은 단어로 대

체되어 난이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항목을 포함시켰다.

(4)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는 특정 단어가 텍스트 내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타입-토큰 비율

(type-token ratio)로 나타낸다. 특정 단어는 타입(type), 그 특정 단어가 텍스트에 쓰인 횟수는 토큰(token)이라 하며, 타

입수를 토큰수로 나누어 단어 빈도수를 산출한다. 이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텍스트에서 특정 단어의 반복적 사용 횟수

가 준다는 것으로 어휘의 다양성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

(5) 통사적 복잡성

통사적 복잡성 지표에는 명사구 수식어 수, (주절 내) 본동사 앞 단어수, 최소 편집 거리, 문장 통사 유사성 등이 있다. 

명사구 수식어 수와 본동사 앞 단어수가 증가할수록 텍스트 난이도가 높아지며(김정렬, 2014), 통사적 구조가 복잡한 문

장이 증가할수록 텍스트 난이도가 높아진다(전문기, 2011).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본문과 원문의 통사적 복잡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명사구 수식어 수와 본동사 앞 단어수를 분석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2) 응집성 관련 항목

(1) 인과적 응집성(causal cohesion)

인과적 응집성은 인과적 불변화사(particle)와 인과적 동사의 비율로 측정한다. 원문에 수정을 가할 때 문장 길이를 줄

이거나 사용할 단어가 한정되는 등의 이유로 응집성을 나타내는 도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정된 자료가 원문에 

비해 응집성이 약해져 오히려 읽기 어려워질 수 있다(Goodman and Freeman, 1993; Long and Ross, 1993). 

(2) 지시적 응집성(referential cohesion)

지시란 한 문장에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표현이 같은 대상을 지칭함을 의미하는데, 텍스트 내에서 지시는 인접한 문

장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뿐만 아니라 글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 다. 지시적 응집성은 인접한 문장 간의 명사 중

첩과 명사와 대명사 중복을 나타내는 논항 중첩, 동일한 레마(lemma)에 대한 중복을 나타내는 어간 중첩 등으로 측정한

다. 텍스트 수정 시 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고유명사나 어려운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지시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함미영 ‧ 이정원, 2013), 이 항목을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3) 접속어(connectives)

접속어는 문장과 문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텍스트 응집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접속어의 쓰임

을 통해 텍스트 수정 후 본문의 문장 간 논리적 응집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항목을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접속어와 관련

된 지표는 총 9개로, 본 연구에는 접속어 발생 정도와 논리 접속어 발생 정도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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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텍스트 난이도 관련 항목 

4.1.1 읽기 난이도 지수

각 교과서의 본문과 원문의 읽기 난이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를 보면 교과서 본문의 FRE 지수가 대체

로 70-80 사이에 있지만, 본문 7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다른 교과서 본문에 비해 난이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문 9의 경우 다른 본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문 수정 과정에서 학습자의 

독해 수준에 대해 먼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함미영 ‧ 이정원, 2013).

표 2. 교과서 본문과 원문의 읽기 난이도 지수

교과서 Flesch Reading Ease (0-100) Flesch-Kincaid Grade Level (0-12)

A

본문 1 78.008   5.273

원문 1 84.909   3.905

본문 2 71.769   5.848

원문 2 54.136 10.056

B

본문 3 77.419   5.768

원문 3 65.393   9.209

본문 4 82.968   4.900

원문 4 81.573   6.305

C

본문 5 77.369   6.367

원문 5 76.997   6.221

본문 6 79.008   5.676

원문 6 71.495   6.823

D
본문 7 88.823   3.168

원문 7 91.078   2.777

E
본문 8 78.004   6.062

원문 8 74.638   6.547

F
본문 9 68.072   8.242

원문 9 69.814   7.303

원문과 비교하여 본문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졌다. 이 중 본문 1, 본문 7, 본문 9는 수정 후 난이도 지수가 상승하

였으나, 본문 7과 본문 9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매우 적어서 대체로 텍스트 수정은 난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문 1은 원문 1에 비해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텍스트 수정이 반드시 난이도를 낮추는 방향

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며, 수정자의 의도나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결과로 짐작된다.

4.1.2 기초 산출치

교과서 본문과 원문의 기초 산출치를 비교한 결과 <표 3>과 같이, 교과서 본문의 문장수와 단어수의 경우 원문과 비교

하여 본문 7을 제외하고 모두 같거나 감소하였다. 반면, 평균 문장 길이는 총 9개의 본문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5개(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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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6, 8)만이 그 수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난이도 변화에 따른 평균 문장 길이의 변화를 보면, 

원문에 비해 난이도가 낮아진 본문 6개(본문 2, 3, 4, 5, 6, 8) 중 본문 5를 제외한 나머지 본문의 평균 문장 길이가 감소하

였고, 난이도가 높아진 본문 3개(본문 1, 7, 9)는 모두 평균 문장 길이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 문장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읽기 난이도도 증가한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전문기, 2011).

표 3. 교과서 본문과 원문의 기초 산출치

교과서 문장수 단어수 평균 문장 길이 Flesch Reading Ease (0-100)

A

본문 1 60 699 11.650 78.008

원문 1 427 4278 10.019 84.909

본문 2 13 136 10.462 71.769

원문 2 12 210 17.500 54.136

B

본문 3 51 679 13.314 77.419

원문 3 51 1041 20.412 65.393

본문 4 59 763 12.932 82.968

원문 4 88 1567 17.807 81.573

C

본문 5 33 518 15.697 77.369

원문 5 39 581 14.897 76.997

본문 6 54 747 13.833 79.008

원문 6 60 854 14.233 71.495

D
본문 7 93 860   9.247 88.823

원문 7 86 769   8.942 91.078

E
본문 8 45 667 14.822 78.004

원문 8 53 789 14.887 74.638

F
본문 9 45 811 18.022 68.072

원문 9 90 1370 15.222 69.814

아래 예시는 평균 문장 길이 감소로 난이도가 낮아진 경우를 나타낸다. 원문에서 하나로 길게 이어져 있던 문장이 수

정을 거쳐 본문에서는 세 문장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정은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동시에 텍스트 내용

을 이해하기 위해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단어 수를 줄여 이해도를 높이고 난이도는 낮춘 것으로 이해된다.

 원문 3

But as time passed, he became a major contributor in other ways...he inspired, motivated, and encouraged his 

teammates, and in return, they became his biggest fans, his most ardent supporters. 

 본문 3

Over time, however, Ethan became valuable to the team in different ways. His passion for the game was an 

inspiration to all his teammates. Because Ethan motivated and encouraged them, they became his most passionate f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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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문 7을 원문 7과 비교한 내용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원문의 “She was feeling sick”과 “She always felt sick 

in exam week”의 두 문장을 본문에서는 한 문장으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그 다음 부분에 원문과 달리 본문에 “and 

unfortunately”와 “because I could never get all those abstract theories straight in my head”의 정보가 추가되어 문장 길

이가 늘어나 있다. 이를 통해 평균 문장 길이의 증가가 글의 난이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원문 7

Mo was waiting outside her class. She was feeling sick. She always felt sick in exam week. She had two exams that 

day. Physics was first and she hated physics, it was her worst subject. 

 본문 7

I was waiting outside the classroom. I was feeling sick, and I always felt this way during exam week. Today I had two 

exams, and unfortunately, physics was first. I hated physics because I could never get all those abstract theories straight 

in my head. 

예외적으로 수정 후 난이도가 낮아졌으나 평균 문장 길이는 길어진 본문 5의 경우를 보면, 난이도는 77.369로 원문의 

76.997보다 낮아졌는데(<표 2> 참조), 문장 평균 길이는 15.697로 원문의 14.897에 비해 더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이러한 변화를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원문에서의 “a lot of debris or holes”라는 표현을 “a lot of rocks or the 

road is bad”로 길지만 더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고 있다. 즉, 문장 길이를 줄여 글을 쉽게 바꾸기보다 익숙한 단어나 표현

을 사용하여 텍스트 이해도를 높인 것이다. 이러한 수정은 안내문이라는 글의 유형과 관련되며, 필자가 텍스트를 통해 전

달하고자 하는 정보 및 의도를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 5

If there’s a lot of debris or holes near the shoulder, don’t be afraid to ride inside the road, but again, just maintain a 

straight line. 

 본문 5

If there are a lot of rocks or the road is bad near the shoulder, don’t be afraid to ride inside the road, but again, be sure 

to ride in a straight line. 

4.1.3 단어 빈도수 및 내용어 빈도수

교과서 본문과 원문의 단어 빈도수와 내용어 빈도수를 비교한 <표 4>를 보면, 원문에 비해 본문의 단어 빈도수가 모두 

감소했으나, 본문 1과 본문 4를 제외한 모든 원문과 본문의 단어 빈도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내용어 빈도수는 총 9개 

교과서 중 6개 본문(본문 2, 3, 5, 6, 7, 9)에서 원문에 비해 수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중 수정 후 내용어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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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지면서 본문의 난이도가 함께 낮아진 경우는 본문 2, 3, 5, 6이며, 본문 1은 내용어 빈도수가 낮아지고 난이도가 상

승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 변화는 상당히 미미하여, 내용어 빈도수도 단어 빈도수와 마찬가지로 원문과 본문 간

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서 본문 집필 시 원문을 수정할 때 텍스트의 어휘적 측면은 크게 수정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휘(특히, 내용어)보다 앞서 

언급한 평균 문장 길이나 이후에 언급할 통사적 복잡성 같은 문장의 구조적 측면에 주로 수정을 가함으로써 난이도를 조

절하여 텍스트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교과서 본문과 원문의 단어 빈도수 및 내용어 빈도수 비교

교과서 단어 빈도수(0-1) 내용어 빈도수 Flesch Reading Ease (0-100)

A

본문 1 0.414 2.532 78.008

원문 1 0.221 2.544 84.909

본문 2 0.647 2.106 71.769

원문 2 0.645 2.024 54.136

B

본문 3 0.429 2.329 77.419

원문 3 0.428 2.281 65.393

본문 4 0.379 2.483 82.968

원문 4 0.283 2.484 81.573

C

본문 5 0.463 2.209 77.369

원문 5 0.455 2.142 76.997

본문 6 0.365 2.318 79.008

원문 6 0.364 2.247 71.495

D
본문 7 0.361 2.565 88.823

원문 7 0.334 2.428 91.078

E
본문 8 0.386 2.092 78.004

원문 8 0.377 2.107 74.638

F
본문 9 0.438 2.198 68.072

원문 9 0.437 2.166 69.814

4.1.4 통사적 복잡성

본 항목을 통해서는 텍스트 내 명사 수식어의 평균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본동사 앞에 나오는 단어가 많을수록 텍스트

가 통사적으로 복잡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통사적 복잡성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문장 길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체 9쌍의 분석 대상 중 본문이 원문에 비해 통사적 복잡성 수치가 낮아진 경우는 본문 2, 5, 

6, 7이다. 이 4개 본문 중 통사적 복잡성 수치가 낮아지면서 난이도도 같이 낮아진 경우는 본문 2와 본문 6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3개의 설명문 중 2개에 해당한다. 이는 설명문이 독자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최경희, 2008), 텍스트 수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단어 및 표현을 생략하여 텍스트 이해에 대한 학습자 부담을 

낮추고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전문기 ‧ 임인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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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과서 본문과 원문의 통사적 복잡성 비교

교과서 명사 수식어 평균수 본동사 앞 단어 평균수 Flesch Reading Ease (0-100)

A

본문 1 0.531 3.150 78.008

원문 1 0.565 2.433 84.909

본문 2 1.238 1.000 71.769

원문 2 1.490 4.750 54.136

B

본문 3 0.814 4.902 77.419

원문 3 0.915 4.529 65.393

본문 4 0.687 3.678 82.968

원문 4 0.646 3.034 81.573

C

본문 5 0.924 3.636 77.369

원문 5 0.775 4.615 76.997

본문 6 0.718 3.185 79.008

원문 6 0.763 3.733 71.495

D
본문 7 0.439 1.280 88.823

원문 7 0.468 1.326 91.078

E
본문 8 0.878 4.933 78.004

원문 8 0.824 3.358 74.638

F
본문 9 0.831 5.200 68.072

원문 9 0.895 3.967 69.814

다음은 통사적 복잡성 수치가 낮아지면서 난이도도 함께 낮아진 본문 6의 예시이다. 본문을 보면 원문의 “self-made”

라는 단어가 생략되면서 명사 “commitment”를 수식하는 단어수 뿐만 아니라 본동사 “ran” 앞의 단어수도 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텍스트의 흐름에 필수적이지 않은 수식어의 생략이 전반적으로 텍스트를 간결하

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난이도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문 6

[In keeping with his self-made commitment to be consistently fast, the hare] took off and ran at top speed until he 

came to a broad river. 

 본문 6

[In keeping with his commitment to be consistently fast, the hare] ran at top speed until he came to a broad river. 

반면, 수정된 본문이 원문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진 본문 1, 7, 9 중 본문 1과 본문 9는 통사적 복잡성 수치가 높아졌다. 

즉, 총 9개의 교과서 본문 중 4개 본문의 통사적 복잡성이 난이도 변화에 비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5개 본

문은 난이도의 변화에 따라 통사적 복잡성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 연구만으로 텍스트 수정에 따른 통사적 복잡성

과 난이도 간의 변화와 관련하여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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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응집성 관련 항목

4.2.1 인과적 응집성

<표 6>에서 보듯이, 9개의 분석 대상 중 본문 1, 2, 4, 6, 9의 인과적 응집성 수치가 원문에 비해 낮아졌다. 이중 본문 1

과 본문 9는 원문과 비교하여 난이도가 높아졌다.

표 6. 교과서 본문과 원문의 인과적 응집성 비교

교과서 인과적응집성 Flesch Reading Ease (0-100)

A

본문 1 0.321 78.008

원문 1 0.488 84.909

본문 2 0.000 71.769

원문 2 0.200 54.136

B

본문 3 0.478 77.419

원문 3 0.360 65.393

본문 4 0.476 82.968

원문 4 0.486 81.573

C

본문 5 0.364 77.369

원문 5 0.227 76.997

본문 6 0.242 79.008

원문 6 0.306 71.495

D
본문 7 0.132 88.823

원문 7 0.049 91.078

E
본문 8 0.515 78.004

원문 8 0.351 74.638

F
본문 9 0.192 68.072

원문 9 0.257 69.814

아래 예시에는 원문에 비해 본문의 인과적 응집성이 약해진 경우이다. 원문의 “I took to social cues from my fellow 

diners. The conclusion I arrived at was ‘just eat.’ So I did.”가 본문에서는 생략되었는데, 이 부분은 “I”가 삼계탕을 앞에 

두고 이 음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원문에 비해 인과적 응집성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텍스트 단순화가 문맥이나 문화 이해 관련 부

가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텍스트 이해도를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Swaffar, 1985).

 원문 9

I rotated my chicken, investigating it, looking for the most logical place to begin. Still not knowing, I took to social 

cues from my fellow diners. The conclusion I arrived at was “just eat.” So I did. I alternated between tender chunks of 

chicken, perfectly prepared rice and savory broth, tipped my bowl and consumed every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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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9

I turned the chicken around and investigated it, looking for the most logical place to begin. Still not knowing, I 

alternated between tender chicken, rice, and broth. I ate every drop. 

이와 반대로, 수정 후 본문이 원문보다 인과적 응집성이 높아져 텍스트 이해도를 높인 경우도 있다. 인과적 응집성이 

높아진 본문 3, 5, 7, 8 중에서 본문 7을 제외한 세 본문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원문과 본문을 비교해보면, 주인공의 장애

와 그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본문에서 좀 더 쉬운 어휘와 통사 구조로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원문에는 

없던 전학 이유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문장 간 응집성을 높여 텍스트 이해도를 높였다.

 원문 3

You see, Levi, at eighteen years old, is only 4’8” and has difficulty running due to the abnormal outward curvature of 

his legs. He left an inner-city school after his freshman year and moved to our rural school system. 

 본문 3

Well, Ethan is only five feet tall, and his legs unnaturally bend away from each other. It is difficult for him to walk, 

run, or move around. Because of his condition, he decided to leave his crowded high school in the big city. He moved to 

our school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in high school. 

이러한 결과는 수정된 자료가 진정성 있는 자료에 비해 인과적 응집성이 일관되게 낮았던 Crossley, Louwerse, 

McCarthy과 McNamara(2007)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9개 중 5개 본문이 원문에 비해 낮은 인과적 응집

성을 보였다. 또한 인과적 응집성이 높아져 난이도가 낮아지고, 반대로 인과적 응집성이 낮아져 난이도가 상승한 경우는 

5개 본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분석 대상인 총 9개의 교과서 본문 중 약 절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난이도 변화에 따른 인과적 응집성의 일관된 변화 양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4.2.2 지시적 응집성

지시적 응집성은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는 항목으로, 이를 통해 글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을 보면, 전반적으로 수정 후 본문이 원문에 비해 지시적 응집성이 더 높아진 것을 할 수 있다. 본문 2, 4, 5, 8, 9의 명사, 

논항, 어간 중첩 수치가 원문과 비교하여 모두 높아졌고, 이 중에서 본문 9를 제외한 4개 본문의 난이도는 낮아졌다. 본문 

1과 본문 3의 경우에는 논항 중첩 수치가 줄었으나 명사와 어간 중첩 수치는 모두 높아진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총 9

개 본문 중 7개 본문의 지시적 응집성이 원문에 비해서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난이도 변화에 따른 지시적 응집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정 후 난이도가 낮아진 6개 본문(본문 2, 3, 4, 5, 6, 8) 중에서 지시적 응집성이 높아진 경우는 5개(본

문 2, 3, 4, 5, 8)이다. 수정 후 난이도와 지시적 응집성이 함께 높아진 본문 1과 본문 9의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경우는 난이

도가 높아진 것이 지시적 응집성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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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난이도 조절 방향과 상관없이 본문 집필 시 지시적 응집성을 높여 학습자가 텍스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원문을 수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정 후 지시적 응집성이 높아지면 어휘의 다양성은 줄고 반복되는 횟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텍스트 이해도가 올라간다(Crossley et al., 2007). 또한 어휘적 측면에서 내용어보다 주로 지시적 표현

에 수정을 가함으로써 글의 난이도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교과서 본문과 원문의 지시적 응집성 비교

교과서 명사 중첩 논항 중첩 어간 중첩 Flesch Reading Ease (0-100)

A

본문 1 0.169 0.407 0.305 78.008

원문 1 0.108 0.448 0.155 84.909

본문 2 0.417 0.417 0.417 71.769

원문 2 0.364 0.364 0.364 54.136

B

본문 3 0.300 0.480 0.380 77.419

원문 3 0.220 0.620 0.260 65.393

본문 4 0.328 0.603 0.345 82.968

원문 4 0.287 0.540 0.310 81.573

C

본문 5 0.25 0.375 0.375 77.369

원문 5 0.211 0.316 0.263 76.997

본문 6 0.302 0.453 0.302 79.008

원문 6 0.356 0.475 0.373 71.495

D
본문 7 0.033 0.446 0.076 88.823

원문 7 0.141 0.376 0.165 91.078

E
본문 8 0.659 0.468 0.727 78.004

원문 8 0.538 0.408 0.577 74.638

F
본문 9 0.318 0.397 0.432 68.072

원문 9 0.112 0.269 0.169 69.814

4.2.3 접속어

텍스트 수정 후 교과서 본문의 문장 간 논리적 응집성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어의 총 발생 정도와 논리 접속어의 발생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이 전반적으로 수정을 거치면서 접속어 발생 정도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난이도가 

높아진 본문 중에서 수정 후 논리 접속어 발생 정도가 증가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한 본문 1을 포함하면 본문 1, 7, 9가 수

정된 본문에서 접속어가 줄었다. 수정 후 난이도가 상승한 것은 접속어의 생략으로 인한 문장 간 논리성 및 연계성 감소

가 텍스트 이해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접속어 사용은 텍스트 응집성뿐만 아니라 난이

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함미영 ‧ 이정원, 2013). 반면, 본문 2, 4, 8은 난이도가 낮아졌음에도, 총 접속어

와 논리 접속어 발생 정도가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낮아진 본문 3과 본문 5는 총 접속어 발생 정도는 감소했으

나 논리 접속어 발생 정도는 증가했는데, 본문 5는 증가 정도가 매우 적었다.

원문에 비해 본문의 난이도와 접속어 발생 정도가 낮았던 예를 보면, 원문과 본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문장 내 접속어 

수가 줄었고 문장 구조 및 표현이 달라졌고 문장 길이도 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정을 거친 본문이 원문에 비해 정리

된 인상을 주어 텍스트 내용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원문에 비해 난이도가 낮고 접속어 발생 정도가 준 본문 유형

은 모두 설명문 또는 단편소설이었다. 접속어를 사용하기보다 문장을 간결하게 줄이고 구조를 바꾸며 쉬운 단어나 표현

을 사용함으로써 글의 명확성 및 내용 전달력을 높여 텍스트 난이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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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3

The entire game had been close, so only the best and most reliable players ever touched the floor. But when the coach 

was secure in his victory in the final seconds of the game, he allowed the seniors who had not received any playing time 

to sub in. 

 본문 3

Since it had been a close game the whole evening,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hadn’t left the field. Once Winston 

High’s coach finally knew that victory was theirs,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s were allowed to play for the last few 

seconds. 

표 8. 교과서 본문과 원문의 접속어 발생 정도 비교

교과서 총 접속어 발생 정도 논리 접속어 발생 정도 Flesch Reading Ease (0-100)

A

본문 1 80.114 44.349 78.008

원문 1 91.865 43.478 84.909

본문 2 58.824 14.706 71.769

원문 2 80.952 23.810 54.136

B

본문 3 86.892 42.710 77.419

원문 3 94.140 25.937 65.393

본문 4 85.190 43.25 82.968

원문 4 117.422 46.586 81.573

C

본문 5 123.552 36.680 77.369

원문 5 104.991 46.472 76.997

본문 6 117.805 41.499 79.008

원문 6 122.951 40.984 71.495

D
본문 7 69.767 31.395 88.823

원문 7 81.925 36.411 91.078

E
본문 8 82.459 31.484 78.004

원문 8 83.650 35.488 74.638

F
본문 9 92.478 25.894 68.072

원문 9 94.161 36.496 69.814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문을 수정하여 교과서 본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난이도와 응집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코

메트릭스 3.0의 108개 항목 중 9개 난이도 관련 항목과 6개 응집성 관련 항목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연구 대상인 9개의 교과서 본문 중에서 다른 본문보다 월등히 난이도가 낮거나 높은 본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학습자의 영어 능력 수준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결과로 보인다. 원문 수정 시 학습자의 영어 능력 수준을 고려한 난이

도 조절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함미영 ‧ 이정원, 2013).



22 ∙ Oh, Jiwon ‧ Lee, Jeong-Won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6, No. 1, 2020

둘째, 원문 수정이 교과서 본문의 난이도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 총 9개 교과서 본문 중에서 6개 본문의 난이도가 원

문에 비해 낮아졌고 3개가 약간 높아졌다. 그 중 두 본문은 그 변화 정도가 매우 작았으므로 대체로 원문을 수정하는 과정

에서 글의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원문에 수정을 가한 본문이 기존의 원문과 비슷한 난이도를 보인 것을 

보면 진정성 있는(authentic) 원문 자료를 사용하는 대신 굳이 수정한 자료를 교과서에 실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진정성 있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실제 언어 사용에 대한 노출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McGarry, 1995; Young, 1999).

셋째,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난이도 관련 5가지 항목인 읽기 난이도 지수, 기초 산출치, 내용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통사

적 복잡성 중 글의 난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기초 산출치로 드러났다. 특히, 평균 문장 길이의 경우 하나의 본

문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에서 평균 문장 길이의 변화에 따른 난이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평균 문장 길이가 늘어

나면 난이도가 높아지고 평균 문장 길이가 줄어들면 난이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넷째, 원문 수정이 교과서 본문의 응집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수정을 거친 교과서 대부분의 본문의 지

시적 응집성이 높아졌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난이도가 낮아지고 지시적 응집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때, 지시적 응집성

이 높아지면 텍스트 이해도가 높아져 난이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시적 응집성의 변화와

는 달리 총 접속어의 발생 정도는 본문에서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특히, 수정 후 난이도가 낮아짐에 따라 접속어 발생 정

도가 낮아진 경우는 모두 설명문 또는 단편소설임을 볼 때, 글의 유형이 원문의 수정 방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전

문기 ‧ 임인재, 2010; 최경희, 2008).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해야한다는 Krashen(1985)의 주장과 일맥상

통하게 대부분의 교과서 본문이 수정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글의 분석 항목 중 평균 문장 길이

와 지시적 응집성이 수정을 거친 교과서 본문의 난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때, 문장 길이

의 조절뿐만 아니라 동일한 단어나 표현의 반복과 같은 수정 방향이 텍스트 수정 과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글의 유형에 따라서도 수정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통해서는 텍스트 수정 시 글의 유형 또한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먼저 분석 대상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나,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서 원문을 찾기 매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도구 측면에서도 다양한 기법과 항목을 활용한 연구 

결과 도출을 통해 본 연구와의 비교와 함께 여러 다양한 결과를 통해 텍스트 수정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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