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조 밀도와 문장의 난해 도 

박 남
 

식 

O. 머 릿 말 

펼자는 이미 문장의 난해도를 결갱하는 요인 (comprehensibility variables)에 관하여 비교 

적 포괄적인 연구를 행한 일이 있다(박남식， 1977). 이 논운에서 필자는 거기서 취급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구조 밀도(structural density)를 소개 하려 고 한다. 죽 구초 밀도가 문 

장의 난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취급하려 한다. 첫째로 유사성 (similarity 혹은 iden. 

tity)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개념을 토대로 해서 구초 밀도를 청의하여 보겠다. 둘째로는 

이렇게 갱의한 구초 밀도가 문장의 난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하나의 가설 

을 내세우겠다. 또한 이 가설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설이 난해도 이외의 문제들에 이떠한 빛을 던져 주는지에 

관하여 논평하겠다. 이 논평에서능 언어학 이론 및 문체론에서 문제가 될 만한 몇 가지 문 

제를 설명하는 데 우리의 가절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려고 한다. 여기서 다룰 

문제들은 제거규칙 (delt;tion)의 동기 (motivation) ， acceptability의 개념 ， 그리고 언어 사용 

상의 밀접 구조 회피 현상 둥을 폭함한다. 

1. 밀집 구조와 구조 밀도 

밀정 구조(dense structure)와 구조 밀도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언어 요소들 (linguistic 

elements) 사이의 유사성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사성의 개념은 밀집 구 

조 흑은 구조 밀도를 정의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 개념이기 때문이다. 

외면적인 형태 (form)나 혹은 내면적인 키능(function) 내지는 의미 (meaning)가 서로 같 

거나 비슷한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언어 요소들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사성의 보기를 둘만 들어보자. 

첫 째 로 ‘It is true that that is against the law' 라는 문장에 쓰안 두 ‘that’은 외 면 적 인 형 

태로 보아서는 동일하지만， 내면적인 기능 내지 의미로 보면 유사성이 희박하거나 존재하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으로 문제의 두 ‘that’ 사이에는 부분적인 유사성이 있을 뿐 

이다. 

둘째로 ‘It is true that that she is tall is false’ 라는 문장에 쓰인 두 ‘that’은 외 면적 인 형 

태는 물론 내면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 두 ‘that’ 사 

이에 는 완전한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유사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밀정 구조와 구조 밀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할수 있다. 

첫째로 밀접 구조는 같은 문장 안에서 유사한 언어 요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반복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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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밀집되어 이루어지는 구조를 지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보면 ‘It is true that that boy 

ís briJlíant'"Lf ‘It ís true that that he ís tall ís faIse'는 언어 요소 ‘that’ 이 근접 거리 에서 

반복되어 이루어진 밀집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밀칩 구조의 정의 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일 펼요가 있을지 모른다. 즉 

‘강조를 위하여 반복되는 유사 언어 요소들은 밀접 구초를 이 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 플 

들자연， ‘빨리 빨리 갑시 다’ 의 ‘빨리 빨리 ’ 라든지 ‘He ís very very good’의 ‘very very’둥 

은 밀접 구조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와 비슷한 단서를 몇 개 더 

첨가해 야 할 펼요가 있을 듯하나 여기서는 이들을 다루지 않기로 한다. 

둘째로 어 떤 멀접 구조의 밀점 정도， 즉 구조 밀도는 어 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운 

제가 남아 있다. 현재로서 필자가 생각할 수 있는 구조 밀도의 결청 요인은 다음 네 가지 

가 있다. 즉 @ 반복되는 요소들 사이의 유사도(degree of similarity) , @ 반복된 요소들 

사이 의 근정 정 도(degree of proximity) , @ 반복된 요소들의 수， 즉 반복의 정 도 (degree 

of repetition) , @ 반복된 요소의 유형 (type of the repeated element) 둥이 다. 

위 에 열거 한 구조 밀도의 결정 요인들(determinants of the degree of structuraI density) 

하냐 하나가 구체적a로 구조 밀도에 어떼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반복된 요소들 사이에 유사도(degree of similarity)가 높을 수록 구조 밀도가 높다. 

예 를 들 어 보면 , ‘He began to like to read books' 는 ‘He began to read to please me' 보 

다 구조 밀도가 높다. ‘ to'"'-' to’가 둘째 문장에서 보다 첫째 운장에서 그 유사도가 높기 때문 

이다. 그 이유는 두 ‘ to’가 첫째 문장에서는 모두 명구사(noun phrase)의 marker로 쓰여 

내연적인 기능이 통일한 데 반하여， 둘째 문장에서는 첫째 ‘to’는 명사구의 marker이나 둘 

째 ‘to’는 부사구(adverb phrase)의 marker이므로 내면적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 라고 

할수 앓다. 

둘째로 반복된 유사 요소들 사이의 근접 청도(degree of proximity)가 높을 수록 구조 밀 

도가 높아 진다. 예를 들어 보면， ‘1 know that that boy Iikes her'는 ‘1 know that she 

Iikes that boy'보다 높은 구조 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왜 냐하면 ‘that’와 ‘ that’ 

사이의 거리기- 둘째 문장에서 보다 첫째 문장에서 더 가깝기 때운이다. 

세째 로 반복된 유사 요소들의 수가 많흐면 많을 수록， 즉 유시- 요소들의 반복 도수 (de

gree of repetition)가 높으면 높을 수록， 구조 밀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보면， ‘1 con

sidered denying Iiking drinking’은 ‘1 wanted to deny Iiking drinking' , ‘1 considered deny

ing that 1 liked drinking’, ‘1 considered denying liking to drink ’ 보다 높은 구조 밀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문장에서는 ‘- Illg’ 이 세 번 쓰인 데 비하여 

기타 문장에서는 그것이 두 번만 쓰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네째로 구조 밀도는 반복된 유사 요소가 어떤 종류의 것이냐 (type of the repeated 

e1ement)에 따라서 도 결정 되 는 듯 하다. 다른 조건이 같은 경 우에 , 반복된 요소가 ‘ -ing’ 

이면 그것이 infinitive marker인 ‘ to’일 때 보다 구조밀도가 높은 것 같다. 그리하여 ‘Liking 

drinking is not a sin’은 ‘To Iike to drink is not a sin’보다 높은 밀도를 보이는 듯한 느 

낌이 든다. 또한 평상 강조를 위하여 반복이 허용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낮은 

구조 밀도를 낳는 듯 함은 이미 암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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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밀도와 난해도 

구조 밀도가 문장의 난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하여 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얼하다면， 구조 밀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그 문장은 난해하여 진다. 

이 가설 에 의 하면 , ‘He has denied liking drinking’은 ‘He has denied that he likes drin

king '보다 난해 하고， ‘1 know that that boy likes her'는 ‘1 know that she likes that boy' 

보다 난해하다. 그리고 한국말에서 보기를 들어 보면， ‘사랑을 위한 사랑이 좋다’는 ‘결혼 

을 위 한 사랑이 좋다’ 보다 난해 하고， ‘학교에 가려 고 차를 타려 고 나갔다’ 는 ‘학교에 가펴 

고 차를 타기 위해 나갔다’나 ‘학교에 가기 위해 차를 타려고 나갔다’ 동 보다 난해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설에 의한 이러한 난해도 예측은 우리의 직강적인(난해도) 판단 

과 일치하는 듯 하다. 

이러한 우리의 가설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진 것인지 알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 

지의 형식을 취한 두 가지의 시험을 해 보았다. 이들 두 시험은 각각 3 쌍과 5 쌍의 문장 

으로 구성되었었다. 그리고 각 쌍을 이루는 두 문장은 구조 밀도만 다를 뿐 다른 점 에서 

는 서로 엇비 슷한 것들이 었다. 여기서 두 문장은 걸이도 비슷하게 만들고 또한 어휘와 구 

조.에 있어서도 비 슷하게 어려 운 것부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한 의도는 두 문장의 

주요한 차이 를 구조 밀도에만 국한시켜서， 그들 사이에 난해도의 차이가 발견되면 그것을 

구초 밀도의 차이에서 오는 것ξ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었다. 

첫번째의 시험은 다음 3쌍의 영어 문장￡로 구성된 질문지였다. 

1. a. To work to Iive is no fun at all. (H) 

b. Working to live is no hm at al l. (E) 

2. a. He denied liking drinking. (H) 

b. He denied that he liked drinking. (E) 

3. a. 1 want you to eat this this minute. (H) 

b. 1 want you to eat this immediately. (E) 

여기서 H는 밀도가 높고 따라서 난해한 문장을 가리키며， E는 거기에 비해서 밀도가 낮 

고 따라서 떨 난해한 문장을 가리킨다. 

이 질문지의 응닿자 수는 모두 120명이 었다. 그중 40명은 EFLjESL 전문가들이고 나머 

지 80명은 비전문가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EFL;ESL 전문가는 미국 대 학에서 언어학 계열 

의 석사 흑은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랑으로 EFLjESL 교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비 전문가는 중급 흑은 중급을 조금 상회 하는 영 어 를 구사하는(영 어 가 모국어 가 아닌) 외 

국인들이다. 비전문가들 80명 기-운떼서 40명 은 한국인이고 다른 40명은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 출신들이다. 이들 비전문가들 가운데 한국인이 아닌 40명 을 모국어 배경으로 보면， 

Spanish(9) , Thai (6) , ]apanese(6) , Arabic(5) , Persian (4) , French (3) , Portuguese(2) , 

Chinese(1), Banen and Ewondo (1), Turkish (1), Indonesian (1) , 그라고 Vietnamese (1) 

로 되어 있었다. 

비전문가들에게는 모두 다음과 같은 질문지 지시문을 주었다 : 다음 각 쌍의 문장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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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표시하시요. 

40명의 전문가들은 10명의 한국인， 13명의 미국인， 그리고 17명의 기타 외국인 o 로 구성 

되 어 있 었 다. 13명 의 미 국 인 은 Georgetown University와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 

서 EFL/ESL을 교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17명의 기타 외국인 전문가들은 모국어 배경 

으로 보면， Arabic(5) , ]apanese(3) , Vietnamese(2) , Amharic(l), Cebuano(l), Hausa( l), 
Igbo(l) , Bakundu(l) , Tigrinya(l) , 그리 고 Chinese(l)로 되 어 있었다. 

미국인 전문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주었다: 귀하의 경험으로 보아다음 각쌍 

의 문장들 가운데 어느 것이 (EFL/ESL 학습자가) 읽고 이해하는 데 더 힘이 들 것으로」 생 

각되는지 표시하시요. 

그리고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전문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주었다 : 귀하와 모 

국어를 같이 하는 EFL/ESL 학습자에게 다음 각 쌍의 문장들 가운데서 어느 것이 읽고 이 

해 하는데 더 힘이 들 것A로 생각되는지 표시하시요. 

다음 표는 지금까지 기술한 질문지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Koreans Non-Koreans Experts 

1. 6/40 6140 6140 

2. 4/40 2/40 1/40 

3. 3/40 1/40 4/ 40 

첫 column의 1 ， 2 ， 3은 각각 첫째， 둘째， 세째 쌍의 문장을 가리킨다. 그리고 둘째 column 

은 한국인 비전문가의 응답을， 세째 coJumn은 외국인 비전문가의 응답을， 그리고 네째 

column은 전문가의 웅답을 각각 보여 주고 있다. 

위의 표에서 X/Y는 응탑자 총 Y명 가운데서 X명이 우리의 가설에 어긋나는 응답을 했 

고 Y-X명이 우리의 가설과 일치하는 웅답을 했음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앤 윗 row에 

6/40이 셋 있는데 이 는 한국인 비 전문가， 외 국인 비 전문가， 그리 고 전문가가 각각 40명 씩 

웅답했는데 그중 6명씩이 우리의 가설에 어긋나는 응맙을 하고 34명 (40-6)이 우리의 가설 

과 일치하는 웅당을 했음을 표시한다. 

이렇게 위의 표를 읽어 보면 전체적무로 응딩지의 90% 이상이 우리의 가설을 지지하는 

응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일단 우리의 가절이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 

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위의 질문지는 세 가지 변에서 제한된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는 영어에 국한되 

고， 둘째로 외국어 (즉 외국어로서의 영어)에 국한되고， 그리고 세쩨로 독자(reader)의 입 

장에서 본 난해도 만이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에서 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설이 영 어가 아닌 다른 언어， 

외국어가 아난 모국어， 그리고 reader 입장이 이니라 hearer의 입장에서 본 난해 도에도 적 

용되는지 알아 보기 위한 시험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 다섯 쌍 

의 한국어 문장들을 이용한 질운지를 만들어 보았다. 

4. a. 나는 영휘는 좋다. (H) 

b. 나는 영회가 좋다. (E) 

5. a. 나의 동생 의 친구가 왔다. (H) 



b. 내 동생의 친구가 왔다. (E) 

6. a. 나도 녁만 예쁘다. (E) 

b. 나만 너만 예쁘다. (H) 

구 조 빌 도 

7. a . 늦기 때문에 옷 가기 때문에 전화한다. ( H) 

b. 늦어 서 옷가기 때 문에 전화한다.(E) 

8. a . 칩 에 놓아 둔 가방에 있던 연펼이 없어 졌다. (E) 

b. 정에 있던 가방에 있던 연필이 없어 졌다.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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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문장들을 한 쌍식 차례로 10명의 한국인에게 읽어 들려 주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지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5b)가 (5a)보다 어 렵 다는 사람이 하나， (5b)와 (5a)가 같이 어 

렵다는 사람이 하나， 그리고 (7a)와 (7b)가 같이 어렵다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외에는 

모두 우리 가설의 예측과 일치하는 응탑을 해 주었다. 

그리하여 이 질문지의 응탑을 분석해 보면， 총 응탑의 94%가 우리 가설을 뒷받침해 주 

고 불과 6%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2차 시험에서도 우리의 가 

설의 타당성이 증명된 셈이다. 

더 많은 다른 언어에 우리의 가설을 시험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위에서 소개한 

두 질문지에의 응당 결과만 가지고도 구조 밀도가 인류 언어 공통의 난해도 결정 요인 

(a universaI variable in sentential comprehensibility)이 리 라는 결론을 내 릴 수 있을 것 이 다. 

지금까지 질문지에는 기능어(function word)의 반복에 의한 밀집 구조만이 포함되어서， 

마치 내용어 (content word)의 반옥은 밀집 구조를 유발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기 쉬웠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용어도 기능어나 마찬가지로 반복되면 밀정 구조를 유발한다는 것 

을 강조해 둔다(박남식， 1977: 77- 93). 

3. 논 평 

지금까지 이야기한 우리들의 가설은 난해도 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문제들을 설명하 

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들 문제들은 언어학 이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서 특히 홍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구조 밀도는 문장의 acceptability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들 (acceptability varia

bles)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조 밀도가 높을수록 acceptabílity 

는 낮아진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각 항의 문장에서 (a)는 (b)보다 구조 밀도가 높고 따라 

서 acceptability가 낮다. 

9. a. To Iike to drink is not a sin. 

b. To Iike drinking is not a sin. 

10. a. Enjoying drinking is not a sin. 

b. To 야joy drinking is not a sin. 

11. a. 냐는 그는 싫다. 

b. 냐는 그가 싫다. 

12. a. 저녁을벅은 다음 차를 마신 다음 접오로 갔다. 

b. 저녁을- 먹은 다음 차를 마시고 나서 집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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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구조 밀도와 acceptabili ty 간의 이 러 한 상관 관계 를 우리 는 다음과 같이 합리 화해 

볼 수 있다. 구조 밀도가 높을수록 난해도가 높아지고， 이 렇게 해서 난해도가 높아질수록 

실제 언어 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문장으로서의 acceptability 혹은 naturalness가 감소된다 

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자는 구조 밀도 이외의 다른 난해도 결정 요인들과 관련해서도， 

난해 도가 높아질수록 acceptability가 내 려 간다는 것을 이 미 보여 준 바 있다(박남식 , 1977). 

난해도가， 그리고 원인적으로는 난해도의 결정 요인이， degree of acceptability를 결정하는 

한 요인이라는 것은 흥미있는 발견이라 하겠다. 앞2...로 acceptability를 연구할 때 구조 밀 

도와 같은 comprehensibility variable을 그 variable로 삼고 연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 라 

생각한다. 

둘째로는 구조 밀도등 난해도 결정 요인을 문체론(sty listics) , 특히 style complexity의 

연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문체론의 한 

원칙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 구조 밀도가 높을 수록 난해도가 높아점과 동시에 문체가 

복잡하고 나빠진다. 그러므로 밀도가 높은 문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원칙을 사용하면， 

다음 각 쌍의 문장에서 (b)가 (a)보다 문체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쉽 게 설명할 수 있다. 

13. a. 책 상 위에 있는 상자 위에 있는 시계가 내 것이다. 

b. 책상 위의 상자 위에 있는 시계가 내 것이다. 

14. a . 1 went to the United States to study to get a Ph.D. 

b. 1 went to the United States for a Ph.D. 

구조 밀도 이외의 다른 난해도 결정 요인들과 style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서도 비교 

적 자세히 박남식(1977)에 취급되어 있다. 앞으로 문체흔 연구에서 난해도 결정요인을 그 

토대로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듯 하다. 

세째로 대개 제거규칙 (deletion)은 높은 구조 밀도와 거기에 따른 높은 난해도를 졸이려 

는 데 그 동기 (motivation)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 각 쌍의 문장에서 (b)는 (a) 에 

제거규칙을 적용해서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제거규칙이 적용된 동기는 (a) 

의 높은 구조 밀도와 높은 난해도를 줄여 보자는 데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15. a. Johnj wants Johnj to go. 

b. John wants to go. 

16. a. John is as fast as Bill is fas t. 

b. John is as fast as Bill. 

17. a. John speaks English and Bill speaks Engli sh . 

b. John and Bill speak English. 

18. a. New York City is an interesting city. 

b. New York City is interesting. (New York is an interesting city. ) 

19. a . John didn’ t come, but 1 don' t know why he didri’ t come. 

b. John didn’ t come, but 1 don’ t know why. 

그리 고 pronominalization이 나 reflexivization도 일종의 제 거 규칙 이 라 볼 수 있는데 여 기 

에도 위에서 말한 동기가 작용한다 하겠다. 즉 다음 각 쌍의 문장에서 (a)에 제거규칙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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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h)를 얻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동기는 구초 밀도와 거기에 수반하는 난해도를 줄 

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20. a. Johnj came although Johnj was sick. 

b. John came although he was sick. 

21. a. Johnj cut Johnj. 

b. John cut himself . 

제거규칙의 에러한 동기는 문장의 경계를 넘어서도 적용되는 듯 하다. 누가 ‘Who went 

with John?’이 라고 물었을 해 ‘Bi l1 went with John’이 라 하지 않고 ‘Bi l1’ 혹은 ‘Bi l1 did' 

라고 줄여 대답하는 것은 우리가 찰 아는 바이다. 그런데 이렇게 출여 탑하는 것은 구죠 

밀도를 줄여 난해도를 줄이려는 데 그 동기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went 

with John’ 이 문장의 경계를 넘어서 반복되어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 

지금까지 이야기한 제거규칙은 경제적인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조 밀도와 

난해도를 강소시킬 뿐 아니라실제 문장의 길이도 단축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난 

해도를 높혀 주는 비경제적인 운법 규칙도 드물기는 하나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강초를 

close up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규칙들이 버경제척인 규칙인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런데 인 

간 언어에서는 경제적인 규칙이 대부분이고 또한 최대한드로 활용되는 반면， 비경제척인 

규칙은 소수이고 또한 최소한으로만 이용되는 듯하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transformation이 많이 적용된 운장일 수록 더 난해하다는 소 

위 derivational theory of complexity는 잘못된 이론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에 문 

장의 난해 도를 derivational history로 따지 려 면， 그 문장의 파생 에 사용된 economical rules 

와 uneconomical rules 중 어떠한 것이 몇 개가 어떠한 순서로 척용되었는지를 가지고 따 

지 는 펀 이 더 현 명 할 것 이 다. 그러 나 어 떤 문장의 난해 도를 그 derivational history로 따지 

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연구 방법이 옷 되는 듯 하다. 

네 째 로 이 미 첫째 와 둘째 논평 에 서 지 적 했 듯이 밀도가 높은 구초는 바랍직 하지 않다. 이 미 

지 적 하거 나 암시 한 바와 같이 , 이 는 곧 acceptability가 낮고， 난해 도가 높거 나， stylistic comp

lexity가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언어 요소의 반복무로 이루어진 밀접 구조는 

실제 사용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들이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밀집 구조의 회피 현상은 우리의 가설과 거기에 준한 지금까지의 설명을 이용하 

면 이처럼 간단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까지 몇몇 언어학 

자들이 몇 가지 반복 구조의 회피 현상에 대하여 언급하였￡나， 이들 회피 현상 사이에 아 

무런 연관도 없는 별개의 것￡로 취급하였고 또한 왜 이들 반복 구조를 언어 사용자들이 회 

피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 언어학자와 그 

들의 관찰 가운데 중요한 것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CD C. ]. FilImore는 같은 격 (case role)은 같은 절 (clause)에서 반복될 수 없다고 했다. 

@ W. A. Cook은 같은 tagmeme은 같은 절 (clause)에 서 반복될 수 없 다고 했 다. 

@ S. Y. Kuroda는 ‘even’을 한 문장 안에 서 반복할 수 없다고 했다. 

@ J. R. Ross는 일반적으로 '-ing’을 같은 문장 안에서 잇달아 반복할 수 없다고 했다. 

@ R. Ross Macdonald는 (Georgetown대 학에 서 1974년 행 한 강의 중에 서 ) ‘-Iy’ 형 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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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사 앞에 ‘-ly’ intensiner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 학자들의 반복 구조의 회피에 대한 이러한 관찰에 비교하연， 우리의 설명은 몇 가지 

점에서 훨씬 훌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전혀 상호 연관이 없어 보이는 여러가지 

현상을 하나로 묶어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르 어떤 반복 구조의 회피 현상 

이 있을 때 왜 우리들이 그런 구조를 회피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 셋째로 J. R. 

Ross나 R. R. Macdonald 등은 그들의 관찰을 영 어 에 만 국한시 켰부나， 우리 는 반복 구조 

가 모든 언어에서 회피되는 경향이 있다는 더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복 

구조 회피 현상을 하나의 universal로 보는 것이 우리의 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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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Density as a Comprehensibility Variable 

Nahm-Sheik Park 

Our main point in this paper is that structural density .is a determinant ’ of' sentential 

comprehensibi1ify.: Another point, perhaps of equal importance, is that the concept of 

structural density as such seems to throw light on several questions of relevance to 

linguistic theory. 

We begin our discussion by observing that a structure is dense if it involves a c1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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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imilar linguistic elements. W e then define the degree of density as a function ' of seve

ral variables such as the degree of similarity between the clustered elements in question. 

Following this discussion of structural density, we advance the hypothesis that the 

degree of str uctural density of a sentence translates into its relative difficulty (or inversely 

into its relative comprehensibility) . W e further suggest that this correlation is a 

universal in the sense that it applies to all human languages. 

Finally, we show that our hypothesis is instrumental in defining the degree of accepta

bility and style complexity (for suèh sentences as contain a cluster of similar elements) 

and in explaining the motivation behind deletion. We also argue that, given our hypothe

sis, the like-case constraint of C. ]. F i1lmore and the doubl-ing constraint of ]. R. Ross, 
among others, may be treated as special cases of a general constraint on r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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