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dability와 Syntactic Complexity 

1. Readability 측정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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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ability의 요인 가운데 주요한 것으로 내용 (content) , 일관성 (coherence) , 어휘 

(vocabulary) , 통사(syntax) 등을 들 수 있다. 이 요인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 

척한다면 내용과 일관성일 것이다. 왜냐하면 잘 기술해가는 좋은 문장은 그 누구도 쉽게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과 일광성은 어떤 수치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수는없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장을 알기 쉽게 꾸며 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재를 주어 읽음직한 

(readable) 글을 쓰라고 한다면， 그 글을 보다 더 읽음직한 것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얼마 

만큼의 어휘와 어느 형식의 문장구문으로 기술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귀착하게 된다. 

어휘 통제에 관해서는 어 휘 빈도수에 업각한 몇 가지의 측청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측 

정 방법을 통해서 보다 잘 해독될 수 있는 문장은 반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가능 

하다고 일 반적 으로 믿 고 있 다. Klare (1968) 는 readabi1ity를 결 정 하는 례 에 있 어 서 어 휘 빈 

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Frequency of occurrence of words, as this paper indicates, clear1y plays an all-pervasive 

role in language usage. Not only do humans tend to use some words more often than 

others, they recognize more frequent words more rapidly than less frequent , prefer them 

and understand and learn them more readily. It is not surprising, therefore, that this 

variable has such a central role in the measureIIient of readability. (p.15) 

문장 구성， 즉， 통사연에 관해서는 최근까지만 해도 readability를 결정하는 데 큰 비중을 

가치고 있는 요인으로서 인청하려 하지 않았다. Strickland (1962) 가 지적했듯이 초기 학습 

자를 위한 문장에서는 짧은 문장만이 유일한 통사적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ól 것은 지금까 

지의 readability공식에 있어서 문장 걸이만이 유일한 통사적 측정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둔 

이 q (The Dale-Chal1 Formula, 1948; The Spache Formula, 1953)_ 

그러나 새로운 언어 이론의 등장으로 문장 걸이만으로는 문장의 통사연의 복잡성을 측정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두되 었다. 한 예를 들연 Shakespeare의 “To be, or not tQ be: 

that is the question"은 문장의 길이 면에서나， 어휘의 먼도 면에서나 readability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즉， 쉬운 것으로) 측정되겠지만， 그 내용의 돗은 결코 쉽지 않다. 춰근의 언셔 

1 어휘 빈도수에 의한 여러 가지 측정방법 가운데 대 표적 인 것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The Teachers Word Book 0/ 30, α)() Words, Thorndike & Lorge 
Predictiηg Readability Leνels， Botel 
The Spache Readability Formula 
The Dall-Chall Readability Formula 

325 



326 語學liFf究 第18卷 第 2 戰

심리학 연구에서도 문장 길이만의 측청 방법에 대한 부당성을 지척하고 있다 (Coleman ， 

1966; Hunt, 1965; Drumm, 1973). 

앞서 Klare가 주장하고 있듯이 readability에 있어서 어휘 빈도가 강력한 요인 구질을 한 

다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또 자주 사용함으로써 보다 빨리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장 구조도 강력한 요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다. 

어느 한청된 어휘로 무한한 문장을 생성해 나가는 과청은 어느 언어에서나 볼 수 있는 언 

어 고유의 특성이다. 이 생성 과청을 통사법으로 보고， 본 논문에서는 변형생성 과정에서 

기본적 조작의 하나인 부가 (addition)에 의해서 생키는 문장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분석해 

보고자한다. 

2. 부가에 의한 통사적 복잖성 

부가는 complex sentence2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주요한 조작방법의 하나이다. 

다음 (1)의 두 문장은 적어도 세 가지 방법으로 결합된 complex sentences가 될 수가 있 

고 그들의 난이도도 서로 차이가 있다. 

(1) The birds eat the insects. The insects harm the trees. 

(a) The birds eat the insects, and the insects harm the trees . 

(b) The birds eat the insects that harm the trees. 

(c) The birds eat the insects harming the trees. 

물론 complex sentence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부가만이 유일한 조작은 아니 다. 두 개 이 

상의 문장을 결 합하는 데 에 는 재 배 열 (rearrangement), 대 치 (substitution) 또는 삭제 (deletion) 

퉁의 조작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문장구성에 있어서 거쳐야 할 과정 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 문장은 복장해지며 그 readability도 어려워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다. 

2.1. Coordinating Conjunctions 

(2) Nick survived the party. Martha enjoyed it. 

(3) Nick survived the party, and Martha enjoyed it. 

위의 (3)은 부가에 의한 것이지만 그 난이도는 (2) 와 벌 차이가 없다. 사실상 접속사 

and로 결합된 문장은 결합되기 전의 문장과 비 교해 볼 때 난이도가 거의 같은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긴 문장은 난이도에 영향을 준다는 피상적인 개념 때문에 자연스 

려 운 complex sentence를 구성 하는 접 속사를 생 략함으로써 두 개 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는 경 우 

가 있는데 그 결과는 로막문장(choppy sentences)의 연결 또는 어색한 느낌 (unnatural feel) 

을 주게 된다. 정속사는 경우에 따라 문장간의 의미있는 관계를 맺어 주기 때문에， 정속사 

의 생략은 문장을 쉽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어렵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Nick survived the party. He never went again. 

(5) Nick survived the party and never went again. 

2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complex sentence나 simple sente nce는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흔 
것으로， 두 개 이 상의 sirnple sen tence로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운장은 어 느 것이냐 complex sentence 
로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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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5)에서 he가 생략되어 있다. Fagan Cl971)에 의하면 이러한 형태의 생략은 자칫하 

면 더 많은 오류를 초래한다고 한다. 왜냐하연 초기 학습자에게는 이와 같은 생략은 의미 
를 파악하는 데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 결코 쉬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 수의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중복성 (optionally deletable redundancies)은 삭제하는 것보 

다 그대로 유보해 두는 것이 더 쉽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다른 정속사인 but, or, so , for , 

yet는 aπd보다 더 어렵게 일반적으로 받아지고 있다. 그 예로， 다음의 (7)은 초기 학승차에 

게 는 분명 히 어 렵 다는 것 이 다(Katz and Brent, 1968). 

(6) Linda fiew to Miami and relaxed on the beach. 

(7) Linda fiew to Miami but relaxed on the beach. 

2. 2. Adverbials 

부사적인 기능은 보통 단순부사(words) ， ‘ 부사구 (phrases) , 또는 부사철 (clauses)의 형태 

로 이루워진다. 

2 . 2.1. Words 

누구나 알고 있듯이 simple sentence는 그 기 본구조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 오지 않은채 부 

사를 첨가할 수 있다. 

(8) George got the answer easily. (subject+verb+object) 

(9) He was captain yesterday. (subject + be+complement) 

(10) We hurried home. (subject+verb) 

2.2.2. Phrases 

부사구(보통 prepositionaI phrases)는 물론 단일부사(one-word adverb)보다 궁문상 복장 

하다. 다음 (11), (1 2)를 정확히 식별 못하는 초기 학습자에게는 쉽게 이해나 분석할 수 없 

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이다. 

(11) We will be in Chicago around noon. 

(12) We will be in Chicago by nl∞n_ 

그러나 청확한 분석능력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연， (12) 에서 볼 수 있는 의미상의 미묘 

한 차이로 보펀척인 의미파악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전치사들은 시용빈도가 보통 높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전치사구는 단일 

분사안 경우와 비교해 볼 해 결코 어렵다고 할 수 없다. 

(13) George got the answer with ease. 

(14) He was captain for a year. 

(1 5) We hurried to the house. 

의미는 청확히 측정할 길은 없지만 전후 관계에서 그 의미를 느껴 알 수 있다. 형태가 

다른 부사류 (adverbials)는 의미상의 난이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예로， 원안 (cau.sali ty) 

은 시간(time)보다 의미상 분영히 어렵게 해독된다(Vygotsky ， 1962). 그렇기 때문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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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인 면(lexical item)에서 (16.) 은 (17) 보다 쉽치만 원인 부사구가 들어 있는 (16) 이 시간 

부사구가 들어 있는 (17) 보다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16) The old lady died of poisoning. 

(17) The old lady died in the forenoon . 

2 . 2.3. Clauses 

부사절은 한 개의 절 (subordinate clause)을 부가시키는 복잡성 만큼의 의미상의 문제정 
을 안겨 준다. 한 예로， (18) 을 접속사 ajter, because, ij, since , when , where로 결합시켜 

보면 의미상의 차이와 또 어느 접속사가 더 어려운 결합문을 가져다 주는지 알 수가 있다. 

(18) The rain fell all night. The streets were flooded. 

부사절은 단일부사나 부사구보다 분명히 더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결합문의 길이 

와 구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합구실을 하고 있는 어떤 접속사에도 있는 것이다. 

접속사 when이나 where를 사용했을 때와 ij나 because를 사용했을 때와의 상대적인 복장성 

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구나 절에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용법보다는 

조건 (conditionality) 과 원 인 (causality) 을 나 타내 는 부사용법 이 더 어 렵 다는 것 이 다 (Ervin 

and Miller, 1963: 125). 

2.3. Relati.ve Clauses 

다음 (19) 블 한 개의 문장으로 결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관계대명사로 결합시 

킨다면 다음과 같게 된다. 

(19) The boy bought a dog. He had a dollar.• 

The boy who had a dollar bought a dog. 

두 개의 문장을 결합할 때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그 두 개의 문장 안에 서로 

동일한 명사구 (identical noun phrase) 가 존재해야 한다. ( 19) 를 예로 들연 ， the boy와 he는 

서로 동일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나를 관계대명 사로 대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잠깐 (20)에서 일어나는 부가와 삭제의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에 (21) r-.J (23) 에 

서는 어떠한가를 비 교해 본다 

(20) The cat got stuffed. The cat was eating the mouse.• 

(a) The cat that was eating the mouse got stuffed.• 

(b) The cat eating the mouse got stuffed. 

(21) Sara Jane catches birds. Sara Jane is the cat. 

(22) The cat catches birds. The cat is there. 

(23) The cat catches birds. The cat is mean. 

위의 (20) 과 (22)에서의 삭제는 용인 (acceptable) 될 수 있는 문장을 낳지만 (21) 이 용안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떤 특수한 조청절차 (adjustment) 가 펄요하다. 

(24) Sara Jane, the cat, catches 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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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표현 할 때 에 이 와 같은 조정 은 끊어 읽 는 어 조 (pause intonation) 로 하고， 글로 

쓸 때 는 구뭇점 (commas)으로 표기 한다. 

참고로 (23) 의 변형과청을 보면 다음과 같다. 

(23) The cat catches birds. The cat is mean.• 

(a) The cat that is mean catches birds.• 

(b) *The cat mean catches birds.• 

(c) The mean cat catches birds. 

위의 (b) 가 용인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작과갱을 밟아야 할 것이다. 변형문법 이론에 

의 하면 The mean cat는 다른 어 떠 한 형 태 (예 : The cat there) 보다 복잡한 문법 구조를 가지 

고 있다. 

2.4. Present Participle Phrases 

앞에 서 본 (20)은 분사구문인 The cat eating the mouse got stuffed로 단축되 었지 만 다 

음 예 문들에서는 삭제할 수 있는 be동사는 없다. 

(25) The boy ran to school. He didn’ t see the plane.• 

Running to school, the boy didn’ t see the plane. 

동일지시 명사구가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who로 대치됨과 통시에 동사를 -ing형태 

로 바꾸고 삭제되어 있다. 

째로는 다음에서처럼 어느 한 쪽이든 분사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선택은 다음처럼 강 

조를 어느 연에 두느냐의 문제이다. 

(26) Charlie laughed. Charlie thought he’d won the argument.• 

(a) Laughing, Charlie thought he’ d won "the argument. 

(b) Charlie laughed, thinking he ’d won the argument. 

(c) Charlie, laughing, thought he ’ d won the argument. 

2.5. (2.1. '"'"'2. 4.) 에 관한 명가 

우리의 관심은 여러 가지 형식의 부가초작 가운데 어느 형태의 결합은 다른 형태의 결합 

보다 문장을 더 어렵게 해주고 있는지의 여부， 만일 어려운 문장을 낳게 해주는 형태가 ‘ 있 

다면 그 기저문은 동일한데 왜 난이도의 차이가 생기는지의 뭄제에 있다. 

다음 (27)에서 파생되는 (a)에서 (e)까지의 난이도를 비교해 본다. 

(27) The old man left. He thought he’ d won the argument.• 

(a) The old man left, and he thought he’d won the argument. 

(b) The old man left and thought he’d won the argument. 

(c) The old man who thought he ’ d won the argument left. 

(d) The old man left, thinking he’d won the argument. 

(e) Leaving, the old man thought he’d won the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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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에 있어 서는 근원문 (source sentences) 의 모든 요소가 그대로 보유되어 있고， (11) ' (b) 

에 있어서는 정속사가 두 근원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c)에 있어서는 관계대명사 who 

가 주어 를 유보해 주고 있지만 그 관계절로 말미암아 주절의 주어 The old man과동사 left 

가 분리되어 있어서 결합문이 다소 어렵게 되어 있고， (d) , (e)에서는 근원문의 어느 한 개 

의 주어가 삭제 되어 있고 또 그 두 근원문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없다. 그 문장구조도 문장 

체로나 회화체에서도 자주 쓰여지지 않는 형태이다. 그리고 (e)에서처럼 분사형이 문두에 

오게 되면 그 분사형동사의 주어를 찾아 내는 일이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 된다. 

2.6. Past Participle phrases 

현재분사형과 과거분사형 사이에는주의해야 할 차이점이 있다. 다음 A와 B의 예문들을 

비교하여 난이도의 차이를 검호해 본다. 

A 
(28) The hunting animal ran quickly . 

(29) The stealing child was discovered. 

(30) The biting dog ran for Martha. 

B 
(31) The hunted animal ran quickly. 

(32) The stolen child was discovered. 

(33) The bitten dog ran for Martha. 

A와 B의 예문틀은 다음과 같이 관계대영사의 변형 을 받은 것 이다. 

A (28) The animal ran quickly. The animal was hunting.• 

(a) The animal which was hnuting ran quickly.• 

(b) The animal hunting ran quickly .• 

(c) The hunting animal ran quickly. 

B (31 ) The animal ran quickly. The animal was hunted.• 

(a) The animal which was hunted ran quickly.• 

(b) The >animal hunted ran quickly.• 

(c) The hunted animal ran quickly . 

위의 A ， B에서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즉， B의 두 번째의 기저문인 The 

animal was hunted는 수동태 라는 점 이 다. 수동태 는 능동태 보다 어 려 운 것 으로 일 반적 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예문이 보여 주듯이 어떤 과거분사형은 능동태로부터 파생되는 경우도 있다. 

(34) The car caused a congestion. The ca,r had stopped.• 

(a) The car that had stopped caused a ço~gestion .→ 

(b) The car stopped caused a congestiQn.• 

(c) The stopped car caused a congξ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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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아 (34c) 의 난이도는 현재분사형의 구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은 또 하나의 어려운 요소가 들어 있다. 즉 (34<:)는 능동태 또는 수동태로부터 끌어 나올 

수 있 다는 애 매 성 (ambiguity) 이 다. (34) 는 능동태 이 고 (35) 는 수동태 이 다. 

(35) The car caused a congestion. The car was stopped (by the police) .• 

(a) The car that was stopped caused a congestion.• 

(b) The car stopped caused a congestion‘• 

(c) The stopped car caused a congestion. 

(34c) 나 (35c) 의 애매 성은 독해에 있어서 하나의 어려운 요인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애매성은 극히 드문 예외는 있겠지만 문맥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7. Participles and Adjectives 

통사적으로 볼때 분사형은 형용사보다 어려운 구문으로 보인다. 형용사는 수식어에 불과 

하치만 (예 : The child was hqppy.• The happy child . .. ), 분사형은 (28)에서 처럼 합유적 

인 목적 어 (implied object) 를 가지 고 있 을 수도 있 고， 또 (31) 에 서 처 럼 삭제 된 행 위 자 (deleted 

agent) 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34) ,-..., (35) 에서처럼 애매성도 있다. 

분사형 형용사와 순수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의 그들의 수식위치 ‘때문에 흔히 혼동되지만 

그 차이는 대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쉽게 가려 낼 수 있다. 즉， 형용사는 그 성격상 그 앞 

에 비 교급이 나 νery를 삽입 할 수 있다(예 : happier, happiest/ very happy) . 이 때에 만일 

ψery를 첨가 함으로써 비문법적이 되면 분사형이다(예 : *The νery stealing boy I*The very 

st이en boy) . 이 와 같은 방법 으로 -ing이 냐 -eη으로 끝나는 형 용사와 본래 의 분사행 을 구 

별 할 수 있을 것이다. 

(36) We saw a haunting ghost.• 

용We saw a ψery haunting ghost. 

(37) We heard a haunting rnelody.• 

We heard a νery haunting melody. 

(38) The forgotten letter was in the desk.• 

The very forgotten letter was in the desk. 

(39) The drawn picture is better than the printed picture.• 

*The very drawn picture is better than the printed picture. 

그러나 어떤 문장들은 애매할 수가 있다. 다음 (40)의 broken은 (a) , (b) 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분사형일 수도 있다. 

(40) The broken chair .... 

(a2 T .b,e chair was (very) broken. 

(b) The chair had broken. 

비록 표현이 애매하거나 양쪽 해석이 문맥상으로 가능할 예는 그 애매성은 그렇게 중요 

한 문제가 못된다. 왜냐 하연 그 난이도의 왼인은 분사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용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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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째문이다. 

2.8. Absolute Constructions 

절대분사구문에 의한 부가과정의 열쇠는 be동사의 삭제이다. 

(41) Her nngers were trembling. She opened the letter.• 

Her nngers trembling, she opened the letter. 

(42) .Her nngers were numb. She couldn’ t strike the match.• 

Her fìngers numb, she couldn’ t strike the match. 

위 예문들은 절대분사구문이 문두에 오는 경우인데， 때로는 부수적인 내용과 묘사를 나 

타내기 위해서 문미에 올 때도 있고， 이 때 두 개 이상의 구문이 연속되는 경우도 있다. 

(43) She entered the room, her head down, her eyes averted. 

이 절대분사구문은 사용하기가 아주 간단하지만 다소 어려운 문장체로 보고 있다. 회화 

체에서는 좀처럼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 학습자들에게는 어려운 구문이다. 위 예문에 

서처럼 be동사의 생략으로 독자는 어리둥절하게 된다. 이와 같은 판단은 물론 주관적이기 

때 문에 앞으로 조사연구의 과제 이 다. 

2.9. Possessives 

소유격은 별개의 문장으로부터 도업되는 것으로 보통 생각되고 있다. 

(44) John has a cat. It is crazy.• 

John’s cat is crazy. 

말하자연 have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 전체가 다른 문장의 명사구에 대치되어지는 것이 

다. John ’ s cat 같은 정상적인 소유격은 조금도 어렵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연 명사를 수 

식하는 보통 형용사처럼 전체가 한 개의 단위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소유대명사는 독해과갱에서는 소유명사보다 쉽게 이해되지만， 구문상으로나 의미상으로 

는 영사의 경우보다 복잡하다. 명사의 경우와 대영사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 

(44) John has a cat . 1t is crazy.• 

John’ s cat is crazy ‘ 

(45) He has a cat. 1t is crazy.• 

His cat is crazy. 

(44)에서의 John’ S는 이미 나와 있는 John을 직접 가리키고 있지만， (45)에서의 his는 앞 

에 나와 있는 he와는 형태상으로 다르기 해문이다. 그러나 소유격에 관해서도 대명사와 영 

사는 난이도에 있어서 서로 대동하게 상응하고 있는지， 또 다음 (46)"'(47)의 ‘apostrophe’ 
구문과 ‘of -possessive’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지 퉁의 문제가 남아 있다. 

(46) 1 like the girl’ s name. 

(47) 1 like the name of the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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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Gerund Noun Phrases 

동명사 구문은 분사구문과 형태상으로 매우 흡사하지만 중요한 연에서 보다 어려운 구문 

이 다. 다음 (48) 과 (49) 에 서 running to the store은 각각 분사와 동명 사의 역 할을 하고 

있다. 

(48) Running to the store, John fel l. 

(49) Running to the store is fun. 

사실상 분사와 동명사의 문법적 및 의미상의 차이는 중요한 것으로， 동명사가 분사보다 

어려운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50) Jane fell rιnning to the store. (participle) 

(51) Jane considered running to the store. (gerund) 

(52) Running to the store isn’ t easy. (gerund) 

위의 (50) 과 같은 예문은 2.4. 에서 이미 검토한 바 있다. 동일한 명사구인 Jane이 삭제 

되고 동사는 -ing으로 변한 것이다. (51)에서도 동일한 명사구가 ， 삭제되고 동사도 -ing으 

로 변한 것이지만 부가된 문장은 다음처럼 하나의 명사구로 대치된다. 

(53) Jane considered running to the store. 

여기에서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동명사는 분사보다 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다. 예 를 들연 We saw Jane running은 구체 적 이 지 만 Running is difficult는 추상적 이 다. 

후자의 경우 Running is fun for Jaηe처럼 주어를 넣어도 추상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러면서도 한펀으로는 동명사형 (동명사 구문이 아니라) 가운데에는 일반 명사처럼 친근감 

을 주고 쉽게 이해되는 것이 많이 있다(예 : swimming , hunting, playing, running) . 

Readability에 있어서 의미나 어휘에 관한 유명한 척도로서 특청적이냐 일반적이냐， 구체 

적이냐 추상적 이냐， 생물적이냐 무생물적이냐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영사가 분 

사보다 더 어렵게 받아지게 되는 것은 그들의 문법보다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상대적인 차 

이 때문일 것이다. 

2. 11. Infinitive Noun Phrases 

다음 두 문장을 부청사를 이용하여 결합하는 데에 있어서 수의적인 (optional) 방법 · 가운 

데 (a)와 (b)를 생각할 수 있다. 

(54) Jane ran to the store. Something frightened her.• 

(a) For Jane to run to the store frightened her.• 

(b) To run to the store frightened Jane. 

다음에는 (55) 에 위와 같은 변형을 적용해 본다. 

(55) Bill liked something. Bill ran.• 

(a) *Bill liked for Bill to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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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률Bi1l liked for to run.• 

(c) Bill liked to run. 

여기에서 두 Bill이 동일한 사람이라면 (a) 와 (b)는 표준영어에서 용인되지 못한다. 동일 

한 명사구인 Bill과 전치사 for를 삭제함으로써 (c) 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56) Bill liked something. o Jane ran.• 

(a) *Bill liked for Jane to run .• 

(b) Bi1l liked Jane to run. 

위의 (56a) 는 받아 들일 수 없는 용법이다. 그러나 동사의 종류에 따라 (57) 에서는 (56) 

의 정반대의 현상이 생긴다. 

(57) Bill arranged somethiπg. Jane ran. • 

(a) Bi1l arranged for Jane to run. • 

(b) 용Bill arranged Jane to run . 

2. 1 2. Multiple Additions 

지금까지 두 개의 문장 결합이라는 부가현상만을 다루어 왔지마는 수준이 조금 높은 단 

계에서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두 개 이상의 글의 결함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때에 세 개의 

부가조작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두 개의 부가조작으로 이루워진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readabi1ity는 다수의 부가 (rnultip1e additions)조작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부가조작에서 고려해야 할 또하나의 컴은기본적인 「주어十동사」 관계가 어느 정 

도 흐려졌는 지에 있다. 주어와 동사가 여러 개 의 어군에 의하여 분리되면 그 기 본적 인 관 

계가 흐려지게 된다. 그 예 문을 들어 본다. 

(58) The girl who 10st the rnoney that }ack found is heartbroken. 

(59) The wind whispering through the trees and along the banks of the river brought 

tìdings of warrn weather. 

부가조작의 회 수로만 따치 는 readability에 서 는 이 와 갚은 주어 와 동사와의 거 리 를 측정 의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고있는것 같다. 사실은 「주어-동사」거리는 부가조작이 일어나는 모 

든 경 우에 중요한 readability측정 의 척 도가 되 는 것 이 다. 

3. 결 론 

지금까지 독해의 난도 (reading difficulty) 가 통사적 조작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를 여러 가 

지 부가구문에 서 관찰해 보았다. 우리 는 부가조작만을 내 포하는 경 우를 보아 왔는데 때 로 

는 그 부가조착을 거치는 과청에서 다른 변형조작도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것도 알았다 

(예 로， infìnitìve noun phrases에 서 보는 삭제 현 상) . 

앞으로 만일 달리 밝혀진다면 모르되 그때까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창을 이해 

하는 데 어려운 요인이 된다는 결론을 내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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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가조작이 여러 번 이루어질 때 마다， 

(b) 삭제 나 재 배 열 의 조작으로 청 상적 인 개 념 이 곡해 (distorted) 될 때 • 

(c) 자주 쓰이지 않는 특별한 구문이 들어 있을 혜， 

( d) I주어-동사」의 관계가 거리나 애매성으로 흐려질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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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ability를 측청함에 있어서 하나 하나의 문장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보다 큰 문 

맥 도 고려 해 야 할 것 이 다. 언 어 적 의 사전 달 (linguistic communication)에 는 많은 중복된 말 

(redundancies) 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이것은 곧 어느 한 문장에서의 어려운 점이 뒤에 나 

오는 문장 안의 중복요소로써 보다 쉽게 독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해력 지도교 

사는 신출어휘를 전후 관계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듯이， 우리는 통사(syntax) 

면에 관해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다음과 같은 “It was a 

new hat that was sported by Ezra끼는 중학교 2학년 청도의 학숨자에게는 어려운 것으로 

측정 되겠지만， 만일 다음과 같이 그 전후의 문맥을 명백히 제시해 준다면， 그래도 여 전히 

어려 운 것으로 측정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만하다. 

What would Ezra wear today? We sat in our seats and wondered. Then the bell rang, 
and then the door opened, and there he was . It was a new hat that was sported by 

Ezra today. He took it off and smiled. “Hi! Miss French，~ he said, and he waved the 

new purple hat for all to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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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dability and Syntactic Complexity 

Suk-Joo Cho 

Readability is a function of many variables_ Among them are such factors as content, 
coherence, vocabulary load and syntax_ 

To date, syntax has played only a small role in (controlling readability . ! As Strickland 

(Ül62) noted, shortened, sentence length appeared to be the only consistent syntactic 

control used in the basal readers analyzed. 

But sentence length offers little indication of the grammatical makeup and compJexity 

of a sentence. As syntactic analyses based on transformational grammar indicate, the 

complexity of a ,sentence should not be judged from a word count of the sentence read. 

For example, Shakespeare’s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ould be rated 

as having primary level difficulty in terms of sentence length and vocabulary frequency. 

lnherent in any language are the processes that operate on a finite number of vocabu

lary to produce an infinite number of possible sentences. These processes are syntax. There 

are a number of syntactic operations in producing new sentences. This paper raises ques

tions about reading difficulties that may resuìt from additioπ ， one of the syntactic opera

t l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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