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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고등학교 EBS 수능연계 자료 및 수능시험에 출제된 어휘, 그리고 영어교과서에 제시된
어휘 간의 일치도 및 차이를 대학수학능력시험 5회, 고등학교 교과서 8권, EBS 수능연계교재 8권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교육당국은 2010년 이후부터 사교육비감소라는 목적으로 수능시험의 70%
이상을 EBS 자료에서 출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각 검정 교과서 간에도 어휘수에 큰 차
이가 있고, 교과서와 EBS자료 그리고 수능시험에 나온 단어 간에도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휘를 개인적으로 학습하여 대학수
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능시험과 교과서에 제시된 단어의 일치성은 불
과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대
학수학능력시험간의 연계비율을 높여 공교육을 대표하는 교과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BS
자료와 수능시험 영어의 일치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어 : 어휘, EBS교재, 수능 영어시험, 영어교과서, 어휘일치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vocabulary presented in EBS English materials from 8 books,
English tests in CSAT over 5 years, and 8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Since 2010, education authority
took the policy that 70% of CSAT English test should be taken from EBS English materials in an effort
to cut down 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e research results show, however, that there was much
difference in the number of vocabulary among EBS materials, and CSAT tests, an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ccordingly, it turns out that students need to prepare for CSAT test by learning vocabulary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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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selves which is not presented in English textbooks . The rate of vocabulary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reflected in EBS materials is very low. Also, the average percentage of the vocabulary
correspondence between English Test in CSAT and textbooks is very small at 7%. Overall the lexical
consistency of the English test in CSAT and textbooks is quite low. Thu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English textbooks to help the public English education effective and efficient by raising up the rate
of vocabulary reflected by textbooks in CSAT test.
Keywords : vocabulary, EBS materials, English test in CSAT, English textbooks, lexical consistency

1. 서론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EBS 수능연계교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70% 반영하기로 하여왔

다. 이러한 노력은 2017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적용되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학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수능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여 학습한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
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교과서를 주 교재로 채택 하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반면 고
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교과서 대신 EBS 수능연계 교재를 주교재로 채택하여 정규수업을 진행하
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2010년부터 실시한 교육정책의 반영정도와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읽기 지문 어휘는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EBS 수능연계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제시된 어휘를 비교하
여 어휘수와 일치도를 분석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EBS 수능연계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제시된 어휘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어휘와 EBS 수능연계교재 어휘간의 일치도는 어느 정도인가?
3. EBS 수능연계교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어휘간의 일치도는 어느 정도인가?
4.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어휘간의 일치도는 어느 정도인가?

2. 선행연구
교육부는 국제경쟁력 약화, 교육기회의 불평등, 과도한 사교육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
학수학능력시험에 EBS 수능연계교재를 70% 반영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따라서 EBS 수능연계교
재를 열심히 학습하게 된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강의 및 수능연계교재 반영률을 분석결과

에 따르면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강의 및 수능연계교재의 반영률이 70%로 급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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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1]. 이지원은 고등학교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용된 어휘들을
비교하여 수험생들이 교과서만을 활용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교과서와 공통적으로 사용된 어휘 비율이
90%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사용된 어휘 중 고등학교 교과

서에 제시 되어 있지 않는 어휘가 총 60개로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그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2]. 이에 대하여
조근호는 EBS 수능연계교재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제기하였다. 그는 EBS 수능연계교재에서 사
용된 어휘의 수는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어휘보다 약 2900개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출제된 문항들이 EBS 수능연계교재와 많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EBS
수능연계교재를 충실히 학습하여야 한다. 하지만 EBS 수능연계교재가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대비
하여 과도하게 많은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근호는 수험생들이 EBS 수능연계교재에 제시
된 어휘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고 비판하였다[3]. 김현은 고등학교 전 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습량이 가장 많으며 그 중 EBS 수능연계교재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하였다.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은 EBS 수능연계교재의 학습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EBS 수능연계 교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중요한 수험서 역
할을 하면서 교과서의 기능은 크게 상실하게 되었으며 학교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서도 EBS
수능연계교재를 사용하면서 사교육비를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대학수학능력시
험과 EBS 수능연계교재의 연계정책이 재고되어야 하며 교과서의 기능에 대해서도 재고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4]. 권서경과 신동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읽기 영역의 지문에 사용되는 어휘를 분석
하여 EBS 수능연계교재 70% 연계전과 연계후를 비교하였다. 그들은 EBS 수능연계교재 전과 후에
사용된 어휘의 난이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교육과정 기본어휘에서 제시되지
않은 어휘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기본어휘에서 제시한 어휘 외에도 다양한 부교재들
을 활용하여 더 많은 어휘들을 스스로 학습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5]. 김재은, 최인철은
난이도 분석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수능연계교재가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보다 어휘 난이도
가 높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독성분석에서 EBS 수능연계교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교과서보다 이
독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6].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만을 활용하
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황영민과 이경남은 고등학
교 영어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어휘 비교에서 고등학교 교과서가 엄격한 검인정 기준에 따
라 출판되었으므로 비슷한 수준의 어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대학수학능력시
험 5개년의 TTR을 분석하여 대학수학능력 시험간의 TTR 차이는 교과서간의 차이보다 작아 그 차
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학 수학능력시험간의 난이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TTR이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TTR보
다 수치가 높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어휘 수준이 교과서보다 높다고 언급하였다[7].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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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여러 선행연구의 주장과 차이를 보아 본 논문에서는 EBS교재와 영어교과서 그리고 수능영
어간의 단어의 일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EBS 수능연계교재의 어휘를 상호 비교하였
다. 연구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출제된 5회분의 시험을 선정
하고 영어듣기 영역은 제외한 독해지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는 영어 , 영어
실용영어 , 실용영어

중 Y출판사와 N출판사의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BS 수

능연계 교재의 경우 독해영역에 대한 분석임을 고려하여 독해 관련 교재만 연도별로 2권씩 선정하
였다.

3.2. 분석도구 및 핵심용어
코퍼스는 연구자가 자신의 취지에 맞게 정한 언어의 규준에 부합하는 언어의 뭉치라고 정의된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코퍼스 소프트웨어인 WordSmith Tools 6.0은 자동 레마처리가 가능하여
손쉽게 레마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엑셀파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
비교 및 대조하기에 유용하다. WordSmith Tools 6.0의 주요 기능중 하나인 Wordlist는 텍스트 파
일을 분석기준으로 삼고, 텍스트 내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례대로 나열해 준다. WordList는
분석결과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Token, Type, TTR, STTR 등 다양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1)Token, Type, TTR, STTR
Token은 개별적 형태의 어휘를 모두 합산한 것이고 Type은 어휘의 변이형을 기본형에 포함하

여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다. TTR(Type-Token Ratio)은 어휘 밀도(lexical density)로 텍스트에서 얼
마나 많은 다른 어휘가 사용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TTR은 전체 Type수를 Token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나타낸다. STTR은 TOKEN을 일정계수 n으로 자른 후 TTR을 계산하여 평
균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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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마처리(Lemmatization)
레마처리란 한 단어의 변이형이나 굴절형을 기본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코퍼스를 사용할 때
레마처리를 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가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레마처리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절차이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레마처리(Lemmatization)를 하였다.

3.3. 연구절차
대학수학능력시험, EBS 수능연계교재,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일치성을 WordSmith Tools 6.0로
비교하기 위하여 텍스트 파일을 기본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분석대상들은 텍스트파일로
저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듣기 영역을 제외한 읽기본문 내용을 추출하여 텍
스트 파일로 저장하였고 EBS 수능연계교재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맨 뒷장에 있는 어휘들을
텍스트파일로 저장하였다. WordSmith Tools 6.0 프로그램에서 Wordlist을 실행하여 Someya가 제
공하는 레마리스트를 load하였다. 모든 텍스트파일을 가지고 Wordlist을 실행하여 Token, Type,
TTR, STTR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Match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교재, EBS 수능연계교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간의 일치된 단
어를 확인하고 각각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비율을 계산하였다.

4. 연구분석결과
본 논문에서는 2013년~2016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EBS 수능연계교재,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에 있는 어휘를 활용하여 Token, Type, TTR, STTR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서
론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EBS 수능연계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제시된 어휘수에는 어
떤 차이가 있는가?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영어 , 영어 , 실용영어 , 실용영어 의 어휘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고
등학교 교과서 출판사별로 어휘량 차이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어느
출 판사 영어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를 하는데 차이가 있다. 본
연구 결과 N 출판사의 High School English

, 의 Type이 Y출판사의 High School English

의 Type보다 442 많았고 Y출판사의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

,

.

Type이 N출판사의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 , 의 Type보다 1007개 더 많았다. TTR를 살펴보면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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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Y사)가 92.31로 가장 높고,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 (Y사)가 74.50으로 가장 낮다.
[표 1].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어휘 Token, Type, TTR, STTR 비교분석
[Table 1] Token, Type, TTR, STTR Comparison of Vocabulary betwee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어휘분석

Token

Type

TTR

STTR

N사
Y사
N사
Y사

1,195
507
764
2,294
4,760

910
468
702
1,709
3,789

76.15
92.31
91.88
74.50
334.84

20.32
8.84
0.61
1.17
128.31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종류
High School English 1,2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 1,2

합계

STTR 기준: 200

이에 따라 TTR이 가장 높은 High School English(Y사)가 어휘의 반복이 적다라는 것을 보여주
고 있지만 해당 교과서가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텍스트의 크기
가 작으면 작을수록 TTR의 값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크기가 다르면 STTR
의 수치로 어휘의 다양성을 비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N
사 High School English 1,2의 STTR 이 20.32로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라고 분석 할 수 있다.
[표2] 분석 결과 EBS 수능연계교재는 2013년 EBS 수능연계교재를 제외하고 2000개 전후의 Type

을 제시하고 있다. TTR의 분석 결과 가장 높은 TTR은 73.76으로 2012년 EBS 수능연계교재이고 가
장 낮은 TTR은 52.74으로 2013년 EBS 수능연계교재이다. 즉 2013년도 EBS 수능연계교재가 어휘량
은 많지만 어휘의 반복이 많고 2012년도 수능연계교재는 어휘량은 적지만 어휘의 반복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텍스트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휘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STTR을 분석한 결과 2015년 EBS 수능연계교재가 19.55로 가장 높았다. 즉 2015년 수능연계교재가

다른 교재들보다 다양한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교재라고 분석할 수 있다.
[표 2] 2012년부터 2015년까지 EBS 수능연계교재의 어휘분석
[Table 2] Vocabulary Analysis of EBS Materials from 2012 to 2015

어휘분석
EBS
2012
2013
2014
2015
합계

Token
2,980
5,728
3,686
4,912
17,306

Type

TTR

2,198
3,021
2,517
2,812
10,548

73.76
52.74
68.29
57.25
252.04

STTR
15.39
17.87
17.42
19.55
70.2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어휘 연구결과 같은 조건으로 어휘분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ype 수에
서 큰 차이가 있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Type이 1597개로 가장 많았고, 2014학년도
(A 형)이 895개로 가장 적었다. 이에 반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반적으로 어휘들의 반복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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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R의 수치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텍스트 크기 역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휘 다양성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STTR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3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이 46.33으로 가장 높고 2014학년도 (A)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이 41.61로 가장 낮다. 이에
따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른 시험보다 많은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다.
[표 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어휘 Token, Type, TTR 비교분석
[Table 3] Token, Type, TTR, STTR Comparison of Vocabulary between CSATs

어휘분석
대학수학능력시험
2013학년도
2014학년도(A형)
2014학년도(B형)
2015학년도
2016학년도
합계

Token

Type

TTR

STTR

3,856
2,186
3,022
3,238
3,337
15,639

1,597
895
1,313
1,370
1,456
6,631

41.42
40.94
43.12
42.31
43.63
211.42

46.33
41.61
43.25
44.97
43.45
216.61
STTR기준1000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EBS 수능연계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상호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EBS
수능연계교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어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험생들이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기에
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EBS 수능연계교재가 대학수학능력
시험보다 더 많은 어휘를 포함하고 있다. Type의 경우에는 EBS 수능연계교재 10,548인 반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6.631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EBS 수능연계교재를 가지고 학습할 때
어휘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EBS 수능연계교재
를 학습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수험자는 어휘의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되며 어휘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표 4].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EBS 수능연계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Token, Type, TTR, STTR 비교분석
[Table 4] Token, Type, TTR, STTR of Vocabulary between Textbooks, EBS Materials & CSAT

분석대상
어휘분석
Token
Type
TTR
STTR

교과서
4,760
3,789
334,84
128,31

EBS
17,306
10,548
252,04
70,23

CSAT
15,639
6,631
211,42
216,61

연구문제 2.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EBS 수능연계교재의 어휘간의 일치도는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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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EBS 수능연계교재의 어휘 일치성 비교 분석
[Table 5] Vocabulary Consistency Analysis between English Textbooks and EBS Materials

교과서
년도

ⅠⅡ

High School English
N사
Y사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
N사
Y사

ⅠⅡ

EBS와 교과서 어휘 일치도

EBS 어휘수
2012
2,198

226(10%)

116(5%)

157(7%)

375(17%)

2013

3,021

316(10%)

150(5%)

291(10%)

634(21%)

2014
2015

2,517
2,812

270(11%)
340(12%)

119(5%)
163(6%)

195(8%)
274(10%)

444(18%)
630(22%)

EBS 수능연계교재와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일치성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휘

일치성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지만 EBS 수능
연계교재와의 어휘 일치성이 크게 차이가 난다. 2015 EBS 수능연계교재와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 1,2 (Y사)의 어휘 일치성이 22%로 가장 높았고 High School English 1,2 (Y사)가 매년 출

판 된 EBS 수능연계교재와 전반적으로 어휘 일치성이 5~6%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EBS 수능연계교재의 어휘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글의 소재
와 종류에 차이를 나서 교과서와 EBS 수능연계교재의 연계성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는 학생들이 교과서와 EBS 수능연계교재를 학습할 때 읽기 지문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다소 어렵
게 느껴질 것이라고 하였다[10].
연구문제 3. EBS 수능연계교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어휘간의 일치도는 어느 정도인가?
EBS 수능연계교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어휘 일치성에서 가장 많은 어휘가 일치한 해는 2014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며 가장 적은 어휘가 일치한 해
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EBS 수능연계교재와 대학수학능력시
험의 일치 단어 비율이 평균적으로 10% 수준이기 때문에 EBS 수능연계교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간의 어휘 일치성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 결과는 매년 EBS 수능연계교재 6권중
읽기 지문과 관련된 교재 2권씩만 선택하고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어휘는 각 교과서의 권말에 있
는 어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EBS 수능연계교재를 모두 선택하고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의 모든 어휘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다면 어휘의 일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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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수능연계교재의 어휘 일치성 비교
[Table 6] Vocabulary Consistency Analysis between CSAT and EBS Materials

CSAT과 EBS 연도별 어휘 일치성
EBS년도
CSAT년도어휘수
2013
1,597
2014(A형)
895
2014(B형)
1,303
2015
1,370
2016
1,456

2012

2013(A)

2013(B)

2014

2015

71 (4%)
118 (13%)
207 (16%)
116 (12%)
237 (16%)

연구문제 4.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어휘간의 일치도는 어느 정도인가?
[표 7].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어휘 일치성 비교
[Table 7] Vocabulary Consistency Analysis between CSAT an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교과서
CSAT
2013
2014(A형)
2014(B형)
2015
2016

1,597
895
1,303
1,370
1,456

High School English

N사
71 (4%)
25 (2%)
63 (4%)
65 (4%)
74 (5%)

Y사
46 (5%)
12 (1%)
33 (4%)
36 (4%)
35 (2%)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

N사
90 (7%)
47 (4%)
73 (6%)
73 (6%)
75 (5%)

Y사
305 (22%)
174 (13%)
252 (18%)
252 (18%)
286 (20%)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간의 어휘 일치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다.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중 Y사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와 201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일치하는 단어 개수가 305개로 가장 많아 22%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Y사 High School English와 2014학년도 (A형)의 일치 단어 개수가 12개로 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5. 결론
EBS 수능연계교재의 출제 비율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70%까지 반영하기로 한 정책의 영향으로

많은 고등학교에서 EBS 수능연계교재를 주교재로 채택하고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는 부교재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5회, 고등학교 교과서 8권, EBS 수능연계교재 8권을
대상으로 각각의 어휘를 비교분석하여 어휘간의 일치성 비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
면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출판사별 어휘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에 따르면 N 출판사의 High School English

, 의 Type이 Y출판사의 High School English .

의 Type보다 442 많았고 Y출판사의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

,

Type이 N출판사의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 , 의 Type보다 1007개 더 많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고등학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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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휘를 개인적으로 학습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EBS 수능연계교재의 연구 결과 가장 높은 Type은 3,021로 2013년 교재이고 가장 낮은 Type은
2,198으로 2012년 교재이다. 2013년 EBS 수능연계교재를 제외한 교재들은 2000개 전후의 Type 어

휘를 제시하고 있다. EBS 수능연계교재의 텍스트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어휘
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 STTR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5년 EBS 수능연계교재의 STTR이 19.55
로 가장 높았다. 즉, 2015년 EBS 수능연계교재의 어휘가 가장 다양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2015년 EBS 수능연계교재에 있는 읽기지문을 이해하면서 보다 다양한 어휘들을 학습
하였을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Type이 1,597로 가장 높고 2014
학년도(A형) Type이 895로 가장 낮다. 2014년도는 난이도가 낮은 A형과 난이도가 높은 B형으로
수험생들이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4년도에 시행된 A형 시험은 전년도에 시행된 대학수학능
력시험과 어휘량의 차이가 많이 나타난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텍스트 크기 역시 일정하지
않아 STTR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46.33으로 가장 높고 2014학
년도 (A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이 41.61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독해
지문을 해석할 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다양한 어휘를 알아야 지문을 이해할 수 있었
을 것이다.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EBS 수능연계교재의 어휘의 일치성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 EBS 수능연계와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

, (Y사)가 22%로 가장 높았지만 대체적

으로 교과서와 EBS 수능연계교재의 어휘 일치성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EBS 수능연계교재와 고등
학교 영어 교과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수능연계교재의 어휘 일치성 비교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어
휘 일치성 비율이 낮았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EBS 수능연계교재와의 연계 비율이 16%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그 외의 분석 결과들은 평균적으

로 10% 전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어휘 일치성 비교결
과 2013-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어휘 일치 평균 비율이 7% 수준
으로 매우 미미하다. 영어 교과서 중 Y사의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치 비율이 평균적으로 18%를 나타내면서 공교육의 대표 도구인 교과서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어휘 연관성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
부분의 수험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다루지 않거나 수험
필독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대학
수학능력시험간의 연계비율을 높여 공교육을 대표하는 교과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
부가 제시한 공교육 강화라는 교육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영어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의 반영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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