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진정성
- 코퍼스 기반 Semi-Modal Verbs 빈도 분석 문 서 은 , 오 경 옥 , 이 원 호
(전남대학교)

교과서는 교사, 학생과 더불어 교실에서의 영어수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
나이다.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영어 수업이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 교사의 수업 목표, 방법 및 내용은 교과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마련이다(김영
숙, 1999). 교실 밖에서 자연스러운 목표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EFL 상황에서 영
어교과서가 실제 영어와 다른 대화 모형을 제시한다면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대화하
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진정성(authenticity)있는 자료에 노출
시키는 것이 언어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Price(1988, 1989)와
Scotton과 Bernsten(1988)은 실제영어와 교과서 영어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스런 언어(natural speech)를 교과서 대화의 모형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하고 있
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실생활 영어(authentic language)를 교재 개발 특히, 대화내용
의 제작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Cathcart, 1989; Holmes, 1988;
Price, 1989; Scotton & Bernsten, 1988).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진정성(authenticity of language)에 초점을 두고, 영어권
국가의 구어체 영어에서 쓰이는 Semi-Modal Verbs의 빈도를 조사해서 이를 중 ․ 고
등학교의 대화체 영어에서의 빈도와 비교해 봄으로써 7차 교육과정의 영어교과서가
어느 정도 진정성(authenticity)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진정성(authenticity)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퍼스를 구축하
여 Semi-Modal Verbs를 실제 영어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언어학자의 직관이 아닌 일반인의 실제 언어사용을 분석하여 해당 언어의 언어현실
을 밝히는 코퍼스 언어학은 컴퓨터의 빠른 발전에 힘입어 최근에 놀라운 발전을 거듭
하고 있다(Biber, Conrad, Reppen, 1998; McEnery & Wilson, 1996; Kennedy,
1998; Sinclair, 1991; Stubbs, 1996; Tognini-Bonelli, 1996). 1980년대부터 연구

가 본격화된 코퍼스 언어학이 대규모의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 등 언어의 전반 분야에 관심을 갖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사전편찬
이다. 1960년대의 코퍼스 구축은 약 100만 어절 규모에 그쳤지만, 현재의 코퍼스는
4억 5천만 어절(2002년 1월 현재) 규모를 넘어섰다. Collins COBUILD사전(Bank of
English Corpus)과 Cambridge사전(Cambridge International Corpus), Longman
사전(British National Corpus, Longman/Lancaster Corpus, Longman Learner's
Corpus), 연세 한국어사전(연세 말뭉치)등은 대규모의 코퍼스를 구축하여 편찬된 사
전으로서 실제 문헌에 출현하는 용례를 바탕으로 문법, 의미, 용례 등을 제시하여 학
습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한 언어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코퍼
스 사전은 단어의 의미가 빈도순으로 배열되어 특정 어휘의 실제 사용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 특히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코퍼스 사전을 통하여 진정한
(authentic) 표현과 실제의 활용을 알 수 있어 유용하다.
대규모의 전산화된 코퍼스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특정 단어의 빈
도이며 이것을 기반으로 특정 텍스트의 특징도 알 수 있다. 또한 빈도 목록을 통해서
각 단어들이 텍스트 내에서 얼마나 유의미하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다른 코퍼스와 비교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분포 상황도 알 수 있다. 빈도만으로 알
기 부족한 것은 단어의 중의성인데, 중의성이 생길 경우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어를
추출해보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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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ness, truthfulness, validity, reliability, undisputed credibility, legitimacy 등
과 같은 용어들이 인용된다. 지금까지 언어학습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이 중요하다
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 왔지만 진정성(authenticity)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혼동된 용어들이 있었다. 1994년에 David Taylor(1994, p. 1)는 진정성
(authenticity)을

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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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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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ity of task), 상황의 진정성(authenticity of situation)으로 구분하였다.
Michalel Breen(1985, 60-75)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세분화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다
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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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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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een (1985).

<표 1> Facets of authenticity according to Taylor and Breen

전통적으로, 진정성 있는 자료란 ¡ 언어를 가르치기 위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제작
된 자료 즉,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 이다(Nunan 1988. p.
99). 그러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교수에서 교실에서 사용할 언어자료를 제
작하고 선택할 때, 목표 언어 국가에서 쓰이는 자료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
는 것은 현실에 맞지 있다. 효과적인 언어 교수를 위해서 교사는 원래의 텍스트를 학
생들의 수준이나 상황에 맞추어 가공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은 Taylor가 언급한 진정성(authenticity)에 대한 세 가지 요소 즉, 언어의 진정성
(authenticity of language), 과업의 진정성(authenticity of task), 상황의 진정성
(authenticity of situation)이다. 특히 이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습자
의 언어입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텍스트의 진정성과 관련된 언어의 진정성이다.
진정성 있는 언어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표어 국가에
서 흔히 사용하는 언어 형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러한 형태가 학생들의 텍스
트에 실제로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Marianne Celce-Murcia와 Diane Larsen-Freeman이 언급했듯이, 조동사는
ESL/EFL 교사들이 다루어야할 가장 어려운 구조들 중의 하나이다(1983). 예컨대,
¡must¡와 ¡have to¡의 경우 과거에는 동일한 의미로 가르쳤지만 최근의 수업에서도
그렇게 다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어민들 사이에서
두 가지 표현은 의미상 명백히 서로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Have to¡는 행동

하는 사람 스스로의 의무가 강조되는 반면에 ¡must¡는 말하는 사람 자신의 의중이 강
조된 말이다(Palmer, 1990). 이러한 순수 조동사 이외의 ¡have to¡와 같은 준조동사
들의 의미 변화를 주시하고 잘 활용한다면 가장 섬세한(delicate and sophisticated)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먼저 이러한 준조동사들에 대한 몇 가지 분류들을 살
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Coates. J.(1983)는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에서 이러한
조동사들을 주변 서법 조동사(Marginal modals) ¡need¡, ¡dare¡와 준서법 조동사
(Quasi-modals) ¡have to¡, ¡be going to¡, ¡be able to¡, ¡be bound to¡
로 나누어 분
류하였다.
둘째로, Quirk et al.(1985)은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1985)에서 주변 서법 조동사(Marginal modals) ¡dare¡, ¡need¡, ¡ought
to¡, ¡used to¡ 등과 조동사 숙어 (Modal idioms) ¡had better¡, ¡would rather¡, ¡be
to¡, ¡have got to¡ 등 , 준조동사 (Semi-auxiliaries) ¡have to¡, ¡be about to¡, ¡be
able to¡, ¡be bound to¡, ¡be going to¡, ¡be obliged to¡, ¡be supposed to¡, ¡be
willing to¡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Biber at al.(1999)은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LGSWE)에서 조동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수많은 고정 관용구(fixed
idiomatic phrases) 즉, ¡had better¡, ¡have to¡, ¡have got to¡, ¡be supposed to¡,
¡be going to¡ 등을 semi-modals라고 정의하고 이는 다른 조동사들과는 달리 시제
와 인칭을 나타낼 수 있으며 비정형(non-finite)으로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LGSWE에서의 semi-modals에 관한 코퍼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 영어
에서 많은 조동사들이 소설과 대화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Semi-Modal
Verbs는 미국영어에서 더욱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Semi-Modal
Verbs ¡had better¡와 ¡have got to¡
는 주로 대화체에서 사용되어지며 특히 , ¡be
going to¡가 대화체에서 가장 자주 쓰이고 있다 (Biber at al. 1999. p. 483-497).
본 논문에서는 Biber at al.(1999)이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에서 제시한 8개의 Semi-Modal Verbs 즉, ¡be going to¡, ¡have to¡, ¡had
better¡, ¡have got to¡, ¡used to¡, ¡need to¡, ¡be supposed to¡, ¡ought 를
to¡ 연구 방
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영어교과서와 고등학교 영어회화교과서의 대화부분을 코퍼
스로 구축하여, 중학교 영어교과서는 KMEC(Korean Middle school English
Corpus)로 고등학교 영어회화교과서는 KHCEC(Korean High school Conversation

English Corpus)로 명명하였다. 비교의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 코퍼스 Longman
Spoken English Corpus(LSEC)를 이용한다.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Corpus(KMEC)는 교학사(배), 교학사(심), 금성출
판사, 대일도서, 대한교과서, 동화사, 두산동아(김), 두산동아(장), 디딤돌, 중앙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청색, 한문출판, 현대영어사의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 총 35권
의 약 10만 어절로 구성된 코퍼스이다.

Korean High school Conversation English Corpus(KHCEC)는 지학사, 대한교과
서, 민중서림, 천재교육, 태림출판사의 총 5권의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로 구성된
약 5만 어절의 코퍼스이다.

Longman Spoken and Written English Corpus(LSWEC)는 대화, 소설, 뉴스, 학
술적인 산문을 담은 약 4천만 단어로 구성된 영어 코퍼스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대화 부분만을 임의로 ¡Longman Spoken English Corpus(LSEC)¡라고 명명하여 사
용한다.

연구의 분석도구는 Oxford WordSmith Tools4.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는
데 이는 어휘형태를 연구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표제어화나 맥락적 증거 목록을 이
용할 수 있다. 모든 자료는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WordSmith 4.0에 넣으면 단어 목
록(Wordlist), 중심단어(Keyword), 맥락적 증거(Concord)를 알아볼 수 있다.
연구절차는 먼저 원어민이 일상 대화에서 Semi-Modal Verbs를 얼마나 사용하
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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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LGSWE)에서 사용한 Longman Spoken and Written English(LSWE) 코퍼
스로부터 8개의 Semi-modal verbs의 빈도를 조사한다.
두 번째로, 중학교 영어교과서 대화부분(KMEC)과 고등학교 영어회화교과서 대
화부분(KHCEC)에서 Semi-Modal Verbs의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WordSmith4.0
의 WordList 기능을 사용하여 KMEC와 KHCEC에서 쓰인 총 단어수를 알아본다.
WordList 기능을 사용하여 KMEC와 KHCEC의 단어수를 추출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그림 1> KMEC와 KHCEC의 WordList
통계

마지막으로, WordSmith4.0의 Concord 기능을 통해, KMEC와 KHCEC에서 8개의
Semi-Modal Verbs를 종류별로 검색하여 분류한 후 각 항목마다 관계없는 부분은
삭제한다. 예를 들어, KMEC에서 ¡have to¡가 몇 번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는 먼저 Concord 메뉴에서 search word에 《ha* to》를 입력한다. ha*를 입력하는
이유는 ¡have to¡ 이외에 ¡has to¡ 와

¡had to¡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 KMEC
에서

《ha* to》를 검색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6번 ¡happy to¡,
8번 ¡hard to¡, 12번 ¡happen to¡와 같이 ¡have to¡가 아닌 것들은 삭제하고 난 후에
총 빈도수를 계산한다.

<그림 2> Concord에서 ha* to 검색

원어민 코퍼스(LSEC)에서는 'be going to'(0.220%)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have to', 'had better', 'have got to', 'used to', 'need to', 'be supposed to',
'ought

to'

순으로

사용된

반면에,

중학교

영어교과서(KMEC)에서는

'have

to'(0.148%)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나머지도 'be going to', 'had better', 'need to',
'used to', 'be supposed to', 'have got to', 'ought to'의 순서로 나타났다. 'have got
to'의 경우 LSEC에서는 0.080% 사용된 반면에, KMEC에서는 0.001% 밖에 사용되
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had better', 'used to'도 LSEC의 절반정도의 빈도로 사용
되고 있으며 'need to'는 LSEC에서보다 2배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LSEC
Semi-Modal Verbs

빈도

% (Tokens/
1,000,000)

KMEC
빈도

% (Tokens/

비고

100,406)

be going to

2200

0.220%

145

0.144%

have to

1800

0.180%

149

0.148%

had better

800

0.080%

43

0.043%

have got to

800

0.080%

1

0.001%

used to

600

0.060%

31

0.031%

need to

200

0.020%

41

0.041%

be supposed to

200

0.020%

28

0.028%

ought to

100

0.010%

0

0.000%

합계

6700

0.670%

438

0.436%

<표 2> LSEC와 KMEC에서의 Semi-Modal Verbs 빈도

원어민 코퍼스(LSEC)와 고등학교 영어회화교과서(KHCEC)를 비교해보면 'be
going to' 와 'have to'는 비슷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be supposed to',
'ought to'는 적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had better', 'have got to'는 LSEC
에 비해 KHCEC에서 사용빈도가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표 3>에 제시되었다.

LSEC
Semi-Modal Verbs

빈도

% (Tokens/
1,000,000)

KHCEC
빈도

% (Tokens/
48,479)

be going to

2200

0.220%

89

0.184%

have to

1800

0.180%

89

0.184%

had better

800

0.080%

13

0.027%

have got to

800

0.080%

2

0.004%

used to

600

0.060%

7

0.014%

need to

200

0.020%

16

0.033%

be supposed to

200

0.020%

10

0.021%

ought to

100

0.010%

1

0.002%

합계

6700

0.670%

227

0.469%

<표 3> LSEC와 KHCEC에서의 Semi-Modal Verbs의 빈도

비고

<표 4>에서 제시한 것처럼, 원어민 코퍼스(LSEC)와 중학교 영어교과서(KMEC),
고등학교 영어회화교과서(KHCEC)에서 사용된 8개의 Semi-Modal Verbs를 살펴보
면, LSEC에서는 semi-modal verbs가 총 0.670% 가 사용되었는데 KMEC에서는
0.436%, KHCEC에서는 0.469%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제 7차 교육과
정의 교과서에서의 Semi-Modal Verbs는 실제 원어민 코퍼스(LSEC)에서 나타난 빈
도의 2/3정도 사용되고 있다. 'have got to'의 경우에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는데, KMEC에서는 0.001%, KHCEC에서는 0.004% 로 아주 적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used to' 도 실제 원어민 영어에서 사용빈도의 절반 이하로 사용되고
있다. KMEC와 KHCEC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있음을 알 수 있는데 'had better'와
'used to' 의 경우에 KMEC에서 2배정도 많이 사용되었고, 'have got to' 는 KHCEC
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Semi-Modal

LSEC
% (Tokens/

빈도

be going to

2200

0.220%

145

0.144%

89

0.184%

have to

1800

0.180%

149

0.148%

89

0.184%

had better

800

0.080%

43

0.043%

13

0.027%

have got to

800

0.080%

1

0.001%

2

0.004%

used to

600

0.060%

31

0.031%

7

0.014%

need to

200

0.020%

41

0.041%

16

0.033%

be supposed to

200

0.020%

28

0.028%

10

0.021%

ought to

100

0.010%

0

0.000%

1

0.002%

합계

6,700

0.670%

438

0.436%

227

0.469%

100.406)

빈도

KHCEC
% (Tokens/

Verbs

1,000,000)

빈도

KMEC
% (Tokens/

48,479)

<표 4> LSEC, KMEC, KHCEC에서의 Semi-Modal Verbs 빈도

지금까지

국내의

영어교과서들은

수많은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진정성

(authenticity)의 측면을 외면한 채 단지 외국의 언어 이론이나 외국어 습득이론을 중
심으로 구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영어교과서
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한편, 교육부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이 한층 강화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교과서가

영어과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한 교수 ․ 학습의 주된 자료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행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어교과서는 다양한 사실 및 실생활과 관련된 사
례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실제 원어민들의 영어사용을 잘 반영하여야 한다(이재근,
2002).
본 연구에서는 영어교과서가 실제 원어민들의 영어사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
펴보기 위하여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약 10만 어절의 코퍼스와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
과서의 약 5만 어절의 코퍼스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 ․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KMEC, KHCEC)와 원어민의 영어(LSEC)간의 Semi-Modal Verbs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제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과서 대화문에서의
semi-modal verbs의 사용빈도는 실제 영어의 2/3정도였고, ¡had better¡, ¡have got
to¡, ¡used to¡등의 사용빈도는 원어민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영어 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교과서의 대화(dialogue)부분에
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8차 개정 영어과 교육 과정에
서는 영어 교과서의 대화 부분을 실생활 영어(authentic language)를 기반으로 하는
실제 영어 대화 모형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 ․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코퍼
스를 기반으로 Semi-Modal Verbs의 사용빈도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영어
교과서에서 이러한 진정성(authenticity)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큰 코퍼스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며, 다양한 범주에서의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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