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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ye-Soo and Moongee Jeon. 2019. A corpus stylistic analysis of Jonathan Swift's
writing style in Gulliver’s Travels and A Tale of a Tub.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9-1, 120-14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iterary texts of
Jonathan Swift to analyze his writing style through a corpus stylistic method.
Specifically, this study compares Gulliver’s Travels with A Tale of a Tub based on a
wide variety of linguistic measures from a computer system, Coh-Metrix,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distinctive genres—narrative genre and non-narrative genre in
particular—on writing style. The measures of Coh-Metrix for this study includes basic
counts (the number of words, the number of sentences, the number of paragraphs,
word length, sentence length), word frequency, lexical diversity (type-token ration),
word information (imageability, concreteness, age of acquisition), pronoun (first person
pronoun,

second

person

pronoun,

third

person

pronoun),

connectives

(causal

connectives, additive connectives, temporal connectives), part of speech(noun, verb,
adjective, adverb), standard readability index (Flesch-Kincaid Grade Level, Flesch
Reading Ease score), syntax structure (noun density, the number of words before main
verb), and cohesion (argument overlap for adjacent sentences, argument overlap for all
sentences) measures. Our findings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ulliver's Travels and A Tale of a Tub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most
Coh-Metrix measures analyzed for this study. Thereby we suggest that the writing
style of Jonathan Swift is dramatically affected by the distinctive genres, narrative
genre and non-narrative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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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언어학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코퍼스 문체론(corpus stylistics)은 언어학
(linguistics)과 문학(literature)을 연결하여 작가의 문체를 분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새로
운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한다(Hardy 2003, Hoover 1999, Louw 1993, Mastropierro
2017, Mahlberg 2007, Mahlberg 2013, McEnery, Xiao and Tono 2006, Semino and
Short 2004, Stubbs 2005, Studer 2014, van Peer 1989, Wynne 2006). 코퍼스 문체론은
전산화된 문학 텍스트들을 다양한 유형의 통계분석 방법들에 기반해 분석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Wynne 2006). 다시 말하면, 코퍼스 문체론은 최근 들어 언어학 내에서 주목을 받
고 있는 코퍼스 언어학(corpus linguistics)적 방법들(Lindquist 2009, McEnery and Wilson
2007, Meyer 2002)에 의해 문학 텍스트의 문체를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분석하는 분야다.
코퍼스 언어학은 전산 언어학(computational linguistics)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들(Jurafsky and Martin 2008)에 기반해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
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분석 패러다임을 제공한다(Lindquist 2009, McEnery
and Wilson 2007, Meyer 2002).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은 객관화된 컴퓨터 도구들과 통계
적 방법들에 의해 텍스트에 내재된 다양한 유형의 언어적 특질들을 분석하는데 활용되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자료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Lindquist 2009, McEnery
and Wilson 2007, Meyer 2002). 코퍼스 문체론적 접근 방법은 이러한 컴퓨터 도구들과 통
계적 방법들을 활용하는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문체를 객
관적으로 분석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문체 연구자들(Enkvist
1964, Fowler 1971, Hough 1972, Ullmann 1964, Verdonk 2002)이 문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언어적 특질들(linguistic features)을 기반으로 문학 텍스트의 문체 특성과 변화를
연구해 왔음을 고려한다면, 코퍼스 문체론은 본질적으로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들이 잘 적용
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Mahlberg 2007).
코퍼스 문체론적 연구방법들은 다양한 유형의 문체 연구들에 활용되고 있다(Graesser,
Jeon, Cai and McNamara 2008, Hardy 2003, Hartley and Jeon 2010, Hoover 1999,
Louw 1993, Mastropierro 2017, Mahlberg 2007, Mahlberg 2013, McEnery et al. 2006,
Semino and Short 2004, Stubbs 2005, Studer 2014, van Peer 1989, Wynne 2006). 예
를 들면, 문학 텍스트 속에 내재된 의미적 운율을 분석한 연구(Louw 1993), 주석 처리된
코퍼스 자료를 이용해 Leech와 Short(1981)의 Speech and Thought Presentation 모형을
분석한 연구(Semino and Short 2004), 소설을 바탕으로 시간의 추이에 따른 작가의 문체
변화를 분석한 연구(Watson 1997), 영국과 미국 소설 코퍼스를 구축하여 이러한 코퍼스를
작가 William Golding의 저서『The Inheritors』와 비교 분석한 연구(Hoover 1999),
Flannery O’Connor의 소설 속에 내재된 언어적 유형(linguistic pattern)을 분석한 연구
(Hardy 2003), 장르가 작가의 문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연구(Hartley and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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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물리학자 Alan Lightman이 쓴 소설『Einstein's Dreams』를 이야기 문서 코퍼스
(narrative text corpus)와 과학 문서 코퍼스(scientific text corpus)와 비교 분석한 연구
(Graesser et al., 2008) 등이 있다.
위에 제시한 코퍼스 문체론적 방법론에 기반한 연구들은 다양한 유형의 문학 텍스트들을
컴퓨터에서 분석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후, 이러한 전산화된 코퍼스 자료(computerized
corpus data)를 컴퓨터 도구들을 활용해 분석한다. 코퍼스 자료 분석에 현재 유용하게 활용
되는 컴퓨터 도구로는 WordSmith Tools(Scott 2004)과 TextSTAT(Bennett 2010) 등이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방대한 크기의 문서 코퍼스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
문에

자료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WordSmith

Tools와

TextSTAT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용례 분석(concordance analysis)에 제한된다. 다시 말
하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텍스트 내에 포함된 특정한 어휘나 어휘 표현들에 대한 검색 및
빈도 분석을 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따라서 텍스트에 내재된 다양한 언어적 특성들을 분석
하는데 제한점을 드러낸다(Graesser, Jeon, Yan and Cai 2007).
최근 들어 컴퓨터과학, 전산 언어학, 언어학, 언어 심리학, 심리 언어학 등의 융합적 연구
에 의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인 Coh-Metrix 시스템(Graesser et al. 2007, Graesser,
McNamara, Louwerse and Cai 2004, Jeon, 2014)은 용례 기반 프로그램들의 제한점을 해
결하는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한다.

Coh-Metrix

시스템은

미국

멤피스대학교(The

University of Memphis) 지능형시스템연구소(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에서 개발
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광범위한 유형의 언어적 측정치들에 의해 코퍼스 자료의 언어적 특
질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Coh-Metrix 시스템은 기초 텍스트 측정치(단어 수, 문장 수,
단락 수, 문장 길이, 단어 길이 측정치), 단어 빈도 측정치(word frequency), 어휘 다양성
측정치(lexical diversity), 어휘 특성 측정치(어휘 심상성, 어휘 구체성, 어휘 습득나이 측정
치), 대명사 분석 측정치(전체 대명사 수, 1인칭 대명사 수, 2인칭 대명사 수, 3인칭 대명사
수), 접속사 분석 측정치(전체 접속사 수, 인과 접속사 수, 부가 접속사 수, 시간 접속사
수), 주요 품사 분석 측정치(명사 수, 동사 수, 형용사 수, 부사 수), 표준 읽기 가독성 지표
(Flesch Kincaid Grade Level 점수, Flesch Reading Ease 점수), 문장 통사 구조 분석 측
정치(명사구 밀도, 본동사 앞 단어 수), 정합성 분석 측정치(논항 반복 비율 측정치, 인과
정합성 측정치, 시간 정합성 측정치) 등을 제공한다. Coh-Metrix 시스템은 이러한 광범위
한 유형의 언어적 및 심리언어적 측정치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텍스트에 내재된 다양한 언어
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코퍼스 문체론적 방법에 의해 18세기영문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너선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문학 텍스트 두 편을 분석하였다. 구체
적으로 Coh-Metrix 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요 측정치들에 의해 조너선 스위프트 저서『걸리
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1726)와『통 이야기(A Tale of a Tub)』(1704)를 비교
분석하였다. 스위프트는 18세기 영국의 대표적 장르인 풍자(satire)의 대가로서 특히 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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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prose satire)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짐짓 심각하되 위트있고 촌철살인 격으로 날
카롭되 안정적인 문체는 근대 영어가 이룩한 산문 문체의 정점 중 하나로 꼽히며 이후 영문
학사의 주요 문인인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조지 오
웰(George Orwell) 등의 문체로 이어진다고 대개 평가된다.『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와『통 이야기(A Tale of a Tub)』는 스위프트의 산문풍자 중 가장 널리 알려
져 있을 뿐 아니라 높이 평가되는 두 작품이다.『통 이야기(A Tale of a Tub)』가 1704스
위프트의 젊은 날의 재기와 비범함, 도전 의식을 보여준다면『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는 스위프트가 말년에 완성한 작품으로 그의 사상적 원숙함과 유려한 문체가 흥
미롭고 재밌는 이야기에 묻어난다.
본 연구와 관련해『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와『통 이야기(A Tale of a Tu
b)』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가 이야기/내러티브/스토
리에 기반한 서사/소설(narrative/novel) 장르에 해당된다면,『통 이야기(A Tale of a Tu
b)』는

우화(parable)와

알레고리(allegory),

여담(digression),

서문(preface),

사과문

(apology) 등 잡다한 형식을 모아놓은 비-서사(non-narrative) 형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즉『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가 일정한 시공간에서 주인공이 여러 사건을 겪으
며 변화하는 소설 장르 혹은 서사 형식을 띤다면,『통 이야기(A Tale of a Tub)』는 서사
나 소설의 형식이 아닌, 좀더 논쟁적이고 공격적이며 패러디적인 톤으로 여러 잡다한 종류
의 글들을 모아놓은 비-서사적인 장르에 해당되며, 이렇듯 실험적인 형식 그 자체가 중요
한 내용을 이루는 텍스트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조너선 스위프트의 문체가 서사 장르
(narrative)와 비-서사 장르(non-narrative)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코퍼스 문체
론적 방법에 기반해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아울러 두 문학 텍스트 속에 내재된 언어
적 특질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장르적 특성을 가진 조너선 스위프트의 두 개의 문학 텍스트
를 Coh-Metrix 시스템의 측정치들에 기반해 비교함으로써 서사장르와 비-서사 장르가 작
가의 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지하다시피『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는 걸리버가 소인국, 거인국, 날아다니는 섬, 말의 나라에 각각 가면서 겪는 흥미
진진한 모험담을 내용으로 하는 서사 장르(narrative)이다. 반면 좀더 현학적, 사변적이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통 이야기(A Tale of a Tub)』는 18세기 당대의 주요 논쟁거리였
던 종교와 학문의 문제에 대해 앞서 말한 여러 다양한 형식을 통해 주요한 논점들을 쟁점화
하는 비-서사 장르(non-narrative)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형식적, 장르적 차이가
작가의 언어와 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둘째,『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와『통 이야기(A Tale of a Tub)』의 문학적
차이를 언어적 차이와 접목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때 ‘문학적 차이’는 물론 정량적
으로 측정될 수 없는 작가 고유의 역사적, 사회적 사상이나 문체적 특징을 지칭하기보다는
한 작가가 각기 다른 종류의 문학 형식을 택했을 때 드러나는 언어적 차이점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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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이 내용(content)과 형식(form)으로 구성된다면, 다른 ‘내용’ 뿐만 아니라 다른 ‘형식/장
르’에 따른 문학적 차이 혹은 문체론적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이를 정량적 방
법론에

기반한

‘언어적

차이’를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

논문은

Coh-Metrix 시스템이 제공하는 단어 수, 문장 수, 단어 길이, 문장 길이, 단어 빈도수, 어
휘 다양성, 대명사, 접속사, 어휘 특성 측정치(어휘 심상성, 어휘 구체성, 어휘 습득나이),
주요 품사 측정치(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문장 통사 구조 측정치, 정합성 측정치 등에
기반해 두 작품 간의 언어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코퍼스 문체론적 접근
문체론 연구자들은 특정 작가의 문체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그 작가의 문학 텍스트에
포함된 언어적 특질들(linguistic features)에 주목한다. 문체론 연구자들(Enkvist 1964,
Fowler 1971, Gibbons and Whiteley 2018, Hough 1972, Verdonk 2002) 에 의하면, 특정
문학 텍스트의 문체는 다른 문학 텍스트와의 비교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특정 문학 텍스트의 문체는 그 텍스트 속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언어적 특질들을 비교 대상
문학 텍스트의 언어적 특질들과 비교함으로써 명확하게 나타난다. 문체론 연구자들은 이러
한 언어적 특질들을 분석하기 위해 일종의 비율(proportion) 값을 사용한다(Gibbons and
Whiteley 2018; Enkvist 1985, Spencer and Gregory 1964). 예를 들면, 어떤 문학 텍스트
의 특정한 언어적 표현이 다른 문학 텍스트의 표현보다 그 텍스트에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면 이 언어적 표현이 그 문학 텍스트의 문체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nkvist 1985). 문학 텍스트의 문체를 연구하기 위해 언어적 특질을 수량화하여 비교 분
석하는 이러한 접근은 코퍼스 언어학의 접근과 잘 부합된다(Meyer 2002). 본질적으로 코
퍼스 문체론은 문학 이론에 기반한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과 코퍼스 언어학 이론에
기반한 양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을 바탕으로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Mahlberg
2007, Semino and Short 2004, Wynne 2006).
코퍼스 문체론은 코퍼스 언어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코퍼스 언어학적 접근의 효율성
을 반영한다. 코퍼스(corpus)란 컴퓨터에서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전산화된 텍스트 자료를
지칭한다(Meyer 2002). 코퍼스 언어학은 이러한 코퍼스 자료에 내재된 언어적 특질들을
컴퓨터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분야하고 할 수 있다(Meyer 2002). 따라서 코퍼스 언어
학적 접근은 언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점들을 포함한다(Lindquist 2009,
McEnery and Wilson 2007, Meyer 2002). 먼저, 코퍼스 언어학 연구에서는 다양한 컴퓨터
도구들(WordSmith Tools, TextSTAT, Coh-Metrix 등)에 의해 자료가 분석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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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을 활용하면
자료 분석의 편향성(bias)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인간은 자료 분석 및 평가 시 인지적 편
향성(cognitive bias)을 지닌다(Goldstein 2015). 각자의 경험과 지식 등이 자료 분석 및 평
가 시 반영된다. 하지만 자료 분석 및 평가 시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이 사용되면 이러한 편
향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셋째, 코퍼스 언어학적 접근은 방대한 크기의 코퍼
스 자료와 컴퓨터 도구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주의와 지각 능력의 한계
(Goldstein 2015)에 의해 미처 발견되지 못한 중요한 언어적 특질들을 밝히는데 효과적이
다. 따라서 코퍼스 문체론적 접근은 코퍼스 언어학의 여러 장점들과 문학 이론을 접목하여
문학 텍스트 분석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Mahlberg 2007).
코퍼스 문체론적 접근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들 외에 회의적인 측면들도 있다. 코
퍼스 문체론적 접근에서는 문학 텍스트의 문체를 특징짓는 언어적 특질들이 수량화되어 분
석된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 속에 존재하는 질적인 측면들이 간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양적 분석은 문학 텍스트 이해에 중요한 텍스트의 맥락과 의미와 같은 질적인 측면
들을 상쇄시킬 수 있다(van Peer 1989, Wynne 2006). 그러나 코퍼스 문체론적 접근은 본
질적으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균형을 중시한다(McEnery 2006). 코퍼스 문체론적 접
근에서는 양적 접근의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되지 않는다. 코퍼스 문체론적 접근은 문학 텍
스트의 문체 분석 시 코퍼스 언어학적 접근의 효율성과 장점에 기반해 결과적으로 문학 텍
스트 분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코퍼스 문체론적 접근은
양적인 접근과 질적인 접근을 접목하여 문학 텍스트의 포괄적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코퍼스 문체론적 접근에 기반해『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와『통
이야기(A Tale of a Tub)』분석 시 양접 접근과 질적 접근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2.2 코퍼스 문체론 관련 연구
코퍼스 문체론적 접근에 의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Graesser, Jeon, Cai and McNamara
2008, Hardy 2003, Hartley and Jeon 2010, Hoover 1999, Louw 1993, Martin 2011,
Mastropierro 2017, Mahlberg 2007, Mahlberg 2013, McEnery et al. 2006, Semino and
Short

2004, Stubbs 2005, Studer 2014,

van Peer

1989, Wynne

2006). 먼저,

WordSmith Tools와 TextSTAT와 같은 용례 분석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문학 코퍼스 내
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 및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Louw(1993)는 텍스트 내의 의미 운율(semantic prosody) 현상은 계산적인(computational)
방법, 다시 말하면 코퍼스 문체론적 방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의미 운율은 특정 어휘와 함께 사용되는 어떤 어휘의 의미가 그 특정 어휘의 의미에 가깝게
인식되는

현상을

말한다(Partington

1998).

Louw가

제시한

예들(utterly,

bent

on,

symptomatic of) 중 'symptomatic of'의 경우를 살펴보면, 'symptomatic of'의 의미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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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중성적이지만 ‘symptomatic of’가 보통 텍스트 내에서 부정적인 어휘들과 함께 쓰이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ymptomatic of'의 의미는 부정적인 어휘들의 영향으로 인해 부정
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Louw는 ‘symptomatic of’ 다음에 긍정적인 어휘들이 사용
되면 ‘symptomatic of’의 의미가 역설적으로(ironically) 인식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Louw
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역설적인 의미 운율 현상은 직관적으로 잘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코퍼스 문체론적 접근 방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Mahlberg(2007)는 작가 Charles Dickens의 장편 소설『Bleak House』에서 텍스트적 기
능(textual function)을 수행하는 언어적 표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코퍼스 문체론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Mahlberg는 코퍼스 용례분석 프로그램인 WordSmith Tools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Bleak House』코퍼스에 포함된 언어적 표현들을 탐색하였다. Mahlberg는『Bleak
House』코퍼스 내에 존재하는 언어적 표현들 중 특히 5개의 어휘들로 구성된 어휘군에 관
심이 있었다. Mahlberg는 코퍼스 분석을 통해『Bleak House』에서 발견된 5개의 어휘들로
구성된 어휘군들을 5개의 범주(명칭 어휘군, 말 어휘군, 신체 부분 어휘군, af if 어휘군, 시
간과 장소 어휘군)로 분류하였다. 명칭(labels) 어휘군 범주의 예는 ‘Mr Pickwick and his
friends’, ‘the Lady of the caravan’, ‘man with the wooden leg’ 등으로 구성된다. 말
(speech) 어휘군 범주의 예는 ‘do me the favour to’, ‘all I can say is’ 등으로 구성된다.
신체 부분(body part) 어휘군 범주의 예는 ‘with his hand to his’ 등으로 구성된다. af if
어휘군 범주의 예는 ‘as if he would have’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장소(time
and space) 어휘군 범주의 예는 ‘a quarter of an hour’, ‘up and down the room’ 등으로
구성된다. Mahlberg의 연구는 5개의 범주로 구분된 이러한 어휘군들이『Bleak House』에
서 중요한 텍스트적 기능(textual function)을 수행함을 제시했다.
Martin(2011)은 코퍼스 문체론적 방법에 기반해 극작가 Bernard Show의 희곡 텍스트들
(예를 들면, The Admirable Bashville, Androcles and the Lion, Annajanska, The Apple
Cart, Arms and the Man, Augustus Does His Bit, Back to Methuselah 등) 속에 사용된
비교 구조(comparative structure)에 대해 분석했다. Martin은 WordSmith Tools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희곡 코퍼스 속에 사용된 비교 구문들을 검색했다. 구체적으로 Martin은 직유
(simile)와 관련된 어휘들(as if, like the, like a/an, as the 등)과 비교급과 관련된 어휘들
(than, most 등)을 검색어로 활용하여 이러한 어휘들을 포함한 언어적 구문들을 희곡 코퍼
스로부터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Bernard Show의 희곡 텍스트들 속에 사용된 이러한 비교
구문들이 그의 문체를 특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들 외에 광범위한 유형의 언어적 측정치에 기반해 코퍼스 분석에 유용하게 활
용되고 있는 Coh-Metrix 시스템(Graesser et al. 2004)을 활용한 연구들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작가와 장르의 텍스트들을 코퍼스로 구축하여 ‘장르’가 작가의 문
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Hartley and

Jeon, 2010, Graesser, Jeon, Cai

and

McNamara, Hatch, Hill and Hayes 1993, Hartley, Branthwaite, Ganier and Heu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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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Pennebaker and King 1999).
예를 들면, Hartley와 Jeon(2010)은 코퍼스 문체론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장르(genre)가
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명의 극작가(Alistair Cooke, Jeremy
Clarkson)가 작성한 출간물들을 코퍼스로 구축하여 Coh-Metrix 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극작가 Alistair Cooke의 코퍼스는 서신과 도서로 구성되었고, 극작가 Jeremy
Clarkson의 코퍼스는 신문 기사와 도서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Coh-Metrix 시스템이 제공하
는 기초산출치(평균 단어 수, 평균 문장 수, 평균 단어 길이, 평균 문장 길이), 단어 빈도,
문장 간 논항반복 점수, 접속사(전체 접속사, 인과 접속사, 부가 접속사, 시간 접속사), 상황
모형(인과 정합성, 의도 정합성, 시간 정합성, 공간 정합성), 표준 읽기 가독성 지표(Flesch
Reading Ease 점수, Flesch-Kincaid Grade Level 점수), 문장 통사 구조 분석(명사구 밀
도, 본동사 앞 단어수), 어휘 다양성(타입-토큰 비율) 등의 측정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
저 Alistair Cooke의 코퍼스 자료 분석 결과, Coh-Metrix 시스템의 측정치들 중 부가 접속
사, 공간 정합성, 본동사 앞 단어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측정치들에 대해 두 코퍼스 유형(서
신, 도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Jeremy Clarkson의 코퍼스
분석결과, Alistair Cooke의 결과와 유사하게 두 코퍼스 유형(신문 기사, 도서) 간에 공간
정합성 측정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Coh-Metrix 측정치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 Hartley와 Jeon의 연구결과는, 두 극작가들의 코퍼스에 제한된 결과이
기는 하지만, 장르가 문체가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Hatch, Hill and Hayes
1993, Hartley, Branthwaite, Ganier and Heurley 2007, Pennebaker and King 1999).
Graesser,

Jeon,

Technology)

공대

Cai와

McNamara(2008)는

물리학자인

Alan

Lightman이

MIT(Massachusetts
쓴

소설『Einstein’s

Institute

of

Dreams』을

Coh-Metrix 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그들은 물리학자가 쓴 소설을 이야기 문서
(narrative text) 및 과학 문서(science text)와 비교 분석하였다. 주된 이유는 장르가 문체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Alan Lightman의『Einstein’s Dreams』가 이
야기 문서와 유사하다면 장르가 Alan Lightman의 문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Einstein’s Dreams』가 과학 문서와 유사하다면 물리학자인 Alan Lightman이 소설
을 과학 문서체로 작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Graesser 등은『Einstein’s Dreams』와 비교
하기 위해 TASA(Touchstone Applied Science Associates) 코퍼스로부터 이야기 문서 코
퍼스와 과학 문서 코퍼스를 추출하였다. 그들이 분석한 Coh-Metrix 측정치는 기초산출치
(평균 단어 수, 평균 문장 수, 평균 단어 길이, 평균 문장 길이), 단어 빈도, 문장 간 논항반
복 점수, 접속사(전체 접속사, 인과 접속사, 부가 접속사, 시간 접속사), 상황모형(인과 정합
성, 의도 정합성, 시간 정합성, 공간 정합성), 표준 읽기 가독성 지표(Flesch Reading Ease
점수, Flesch-Kincaid Grade Level 점수), 문장 통사 구조 분석(명사구 밀도, 본동사 앞 단
어수), 어휘 다양성(타입-토큰 비율) 등을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Coh-Metrix 측정치 중
공간 정합성, 어휘다양성, 부가 접속사, 대명사 비율 측정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측정치들

127

이혜수·전문기

코퍼스 문체론적 방법에 기반한 조나단 스위프트의 문체 분석:
걸리버 여행기』와『통 이야기』를 중심으로

에 대해『Einstein’s Dreams』는 이야기 문서와 유사하였다. 소설이라는 장르가 물리학자인
Alan Lightman의 문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르가 문체에 영향
을 크게 미치지 않음을 보인 Hartley와 Jeon(201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며 아울러 장르
가 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차후 더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금
까지 코퍼스 문체론에 기반한 연구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문체론 연구에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코퍼스
본 연구에서 이용된『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와『통 이야기(A Tale of a
Tub)』코퍼스는 저작권이 말소된 고전 문학 텍스트들을 전자 파일 형태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Gutenberg Project 홈페이지(http://www.gutenberg.org/)를 통해 얻었다.『걸리버 여행
기(Gulliver’s Travels)』는 걸리버 씨가 사촌 심슨에게 보내는 편지 및 총 4부로 구성되어
있고, 1부(릴리퍼트로의 항해)는 8장, 2부(브롭딩낵으로의 항해)는 8장, 3부(라퓨타, 발니
바비, 럭낵, 글럽덥드립 그리고 일본으로의 항해)는 11장, 4부(후이늠국으로의 항해)는 12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내용과 맥락 등의 중요성을 고려
하여 각 장(걸리버 씨가 사촌 심슨에게 보내는 편지 포함)에서 평균적으로 약 500단어 정
도 길이의 분량을 발췌하였다. 따라서『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코퍼스는 총 40
개의 파일들로 구성되었고 총 20,627개의 단어들을 포함하였다.
『통 이야기(A Tale of a Tub )』코퍼스는 존 소머스 경 각하께 드리는 글, 후손 왕자전
하께 올리는 헌정서한, 머리글과 총 11장(1장: 서론, 2장: 통 이야기, 3장: 비평가들에 대한
에피소드, 4장: 통 이야기, 5장: 근대작가에 대한 여담, 6장: 통 이야기, 7장: 여담을 찬양하
는 여담, 8장: 통 이야기, 9장: 사회에서 벌어지는 광기의 기원과 효용과 이용에 대한 여담,
10장: 또 다른 여담, 11장: 통 이야기)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내용과 맥락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각 장(존 소머스 경 각하께 드리는 글, 후손 왕자전하께 올리는 헌정
서한, 머리글 포함)에서『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코퍼스와 유사하게 평균적으
로 약 500단어 정도 길이의 분량을 발췌하였다.『통 이야기(A Tale of a Tub)』와『걸리
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의 분석 대상 파일 수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각 장으로부터
2 - 3개의 파일들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존 소머스 경 각하께 드리는 글, 후손 왕자전하
께 올리는 헌정서한, 머리글, 결론, 5장으로부터 각각 2개의 파일들과 나머지 장으로부터
각각 3개의 파일들을 만들었다. 따라서『통 이야기(A Tale of a Tub)』역시 코퍼스는 총
40개의 파일들로 구성되었고 총 20,725개의 단어들을 포함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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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두 코퍼스는 비교를 위해 파일 수, 파일에 포함된 단어 수, 전체 코퍼스 길이에 대해
통제되었다.
3.2 코퍼스 구축과 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와『통 이야기(A Tale of a Tub)』
코퍼스를 비교하기 위해 Coh-Metrix 시스템(Graesser et al. 2004)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에 사용된 컴퓨터 PC용 Coh-Metrix 시스템은 유니코드(unicode) 형식의 파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용된 코퍼스 파일들은 모두 유니코드 형식의 텍스트 파일들(txt
확장자 파일)로 저장되었다. 본 연구에서는『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코퍼스 파
일 40개와『통 이야기(A Tale of a Tub)』코퍼스 파일 40개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Coh-Metrix 시스템은 미국 멤피스대학교 지능형시스템연구소에서 개
발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유형의 코퍼스 자료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Coh-Metrix
시스템은 다양한 유형의 언어적 및 심리언어적 측정치들을 제공한다(Graesser et al. 2004,
Jeon 2014). 본 연구에서는 Coh-Metrix 시스템이 제공하는 측정치들 중 Coh-Metrix 연
구들(Crossley and McNamara 2011, Graesser et al. 2004, Graesser et al. 2007,
Graesser et al. 2008, Hartley and Jeon 2010)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본 연구의
코퍼스 자료를 분석하는데 관련이 있는 총 26개의 측정치들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Coh-Metrix 측정치는 기초산출치(평균 단어 수, 평균 문장 수, 평균 단락
수, 평균 문장 길이, 평균 단어 길이), 단어빈도수, 어휘다양성(타입-토큰 비율), 어휘 특성
(심상성, 구체성, 습득나이), 대명사 수(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 접속사 수(인과 접속
사, 부가 접속사, 시간 접속사), 주요 품사 분석(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표준 읽기 가독
성 지표(Flesch Reading Ease 점수, Flesch-Kincaid Grade Level), 문장 통사 구조 분석
(명사구 밀도, 본동사 앞 단어수), 정합성 분석(인접 문장 간 논항 반복, 전체 문장 간 논항
반복)으로 구성되었다. 각 측정치들에 상세한 설명은 편의 상 결과 부분에 제시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와『통 이야기(A Tale of a Tub)』
코퍼스를 비교하기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코퍼스 유
형(『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통 이야기(A Tale of a Tub)』)을 독립변인
(independent

variable)으로

설정하고

Coh-Metrix

시스템의

각

측정치를

종속변인

(dependent variable)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6이 이용되
었다. 연구결과와 결론 기술 시, 편의상『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는 ‘걸리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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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로 표기하고『통 이야기(A Tale of a Tub)』는 ‘통 이야기’로 표기하였다.
4.1 기초 산출치
기초 산출치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걸리버 여행기’와
‘통 이야기’는 평균 단어 수, 평균 문장 수, 평균 단락 수, 평균 문장 길이 측정치에 대해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코퍼스 자료 구축 시 전체
단어 수와 파일의 길이를 통제한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단어 길이에
대해서는 두 유형(‘걸리버 여행기’, ‘통 이야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걸리버 여행기’에 비해서 ‘통 이야기’에 길이가 긴 어휘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
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통 이야기’의 읽기 난이도가 ‘걸리버 여행기’보다 높
다고 할 수 있다. 즉 비-서사 장르의 읽기 난이도가 서사 장르(즉 이야기)보다 높음을 보
여주며, 평균 단어 길이와 관련하여 서사/비-서사 장르가 스위프트의 문체에 영향을 주었음
을 시사한다.
표 1. 기초 산출시 측정치의 평균(표준편차)
기초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산출치
단어 수
문장 수
단락 수
문장 길이
단어 길이

걸리버 여행기(n = 40)
518.1(15.5)
13.7(2.85)
2.95(1.01)
39.91(10.95)
1.43(.07)

통 이야기(n = 40)
515.7(46.7)
12.7(2.85)
3.32(1.14)
43.42(13.39)
1.49(.05)

F
.099
2.589
2.419
1.644
20.902

p
.754
.112
.124
.204
.000*

*p < .05

4.2 단어빈도수 분석
내용어(content word)에 대한 단어빈도수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Coh-Metrix
가 제공하는 단어빈도수 측정치는 원단어빈도수(raw word frequency)를 대수 변환
(logarithmic transformation)한 값이다. 대수 변환한 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원단어빈도수
값을 대수 변환하면 단어빈도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더 적합해지기 때문이다(Graesser et
al. 2004).
표 2. 단어빈도수 측정치의 평균(표준편차)
단어빈도수
단어빈도 수(내용어)

걸리버 여행기(n = 40)
2.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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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제시된 것처럼 '통 이야기'에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수가 ‘걸리버 여행기’에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수보다 낮다. 다시 말하면, ‘통 이야기’에 저빈도(low frequency) 단어들이 상
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비-서사 장르인 ‘통 이야기’의 이해 난
이도가 ‘걸리버 여행기’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있어서 서사/비-서사 장르가 스위프트의 문체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낸다.
4.3 어휘다양성 분석
내용어에 대한 어휘다양성 지표로 Coh-Metrix는 타입-토큰 비율(type-token ratio) 값
을 사용한다. 타입은 텍스트 내에 포함된 개개 어휘를 지칭하고 토큰은 그 개개 어휘가 재
사용 될 때의 그 어휘를 지칭한다(Graesser et al. 2004). 예를 들면, 텍스트 내에 ‘문체’라
는 어휘가 7번 반복되어 사용되면 그 때의 타입 값은 1이고 토큰 값은 7이 된다. 타입-토
큰 비율 값은 타입 값을 토큰 값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이 비율 값이 클수록 텍스트 내
에 다양한 어휘가 사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표 3. 어휘다양성 측정치의 평균(표준편차)
어휘다양성
타입-토큰 비율(내용어)

걸리버 여행기(n = 40)
.820(.047)

통 이야기(n = 40)
.860(.030)

F
23.033

p
.000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통 이야기’의 타입-토큰 비율 값이 ‘걸리버 여행기’의 값보다 더
크다. 이러한 결과는 비-서사 장르인 ‘통 이야기’에 더 다양한 어휘들이 사용되었음을 제시
한다. 또한 어휘다양성 측정치에 대해서도 서사/비-서사 장르가 스위프트의 문체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4.4 어휘 특성 분석
Coh-Metrix 시스템은 MRC Psycholinguistics Database(Coltheart, 1981)에 기반해 어휘
특성

관련

측정치인

심상성(imageability),

구체성(concreteness),

습득나이(age

of

acquisition) 점수를 제공한다. 어휘 심상성 측정치는 특정 어휘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정
도를 나타낸다. 어휘 구체성 측정치는 특정 어휘가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나타낸다. 어휘 습
득나이 측정치는 특정 어휘가 어느 연령대에 습득되는지를 나타낸다(Graesser et al.
2004). 이러한 어휘 측정치 값들은 100-700 사이의 점수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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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어휘 특성 측정치의 평균(표준편차)
어휘 특성
심상성
구체성
습득나이

걸리버 여행기(n=40)
413.34(18.52)
380.06(22.85)
346.10(24.80)

통 이야기(n=40)
396.45(11.16)
363.24(13.66)
371.00(19.61)

F
24.409
15.947
24.816

p
.000
.000
.000

심상성과 구체성 측정치는 값이 클수록 특정 어휘가 마음속에 잘 떠오르고 구체적임을
나타내고, 습득나이 측정치는 값이 클수록 특정 어휘가 높은 연령대에 습득됨을 나타낸다.
표 4에 의하면, ‘걸리버 여행기’의 심상성과 구체성 측정치 값은 '통 이야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고 습득나이의 경우는 ‘통 이야기’보다 유의미하게 작다. 이러한 결과는 스위
프트가 이야기 형식의 서사 장르인 ‘걸리버 여행기’를 작성할 때 ‘통 이야기’와는 다르게 상
대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마음속에 잘 떠오르며 낮은 연령대에 습득되는 어휘들을 사용했음
을 시사한다.
4.5 대명사 분석
대명사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Coh-Metrix 시스템이 제공하는 대명사 측정치
는 텍스트의 길이에 대해서 표준화된 일종의 발생점수(incidence score)를 지칭한다
(Graesser et al. 2004). Coh-Metrix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발생점수는 1,000을 기준으로
계산된 어떤 특정 어휘의 텍스트 내에서의 상대적 빈도수를 지칭한다. 가령 10,000개의 어
휘들로 구성된 어떤 텍스트에 대명사 100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그 대명사의 발
생점수는 10(10,000:100 = 1,000:발생점수)이다.
표 5. 대명사 측정치의 평균(표준편차)
대명사
1인칭 대명사 수
2인칭 대명사 수
3인칭 대명사 수

걸리버 여행기(n = 40)
28.66(15.62)
1.82(6.19)
16.95(9.26)

통 이야기(n = 40)
11.07(7.34)
2.52(4.51)
17.47(8.75)

F
41.575
.336
.068

p
.000
.564
.795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2인칭과 3인칭 대명사 수에 대해 ‘걸리버 여행기’와 '통 이야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측정치들에 관해 스위프트의 문체
는 두 텍스트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걸리버 여행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
로써 ‘통 이야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은 1인칭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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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접속사 분석
접속사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대명사 수와 동일하게 접속사 측정치 값은 발생
점수를 지칭한다.
표 6. 접속사 측정치의 평균(표준편차)
접속사
인과 접속사 수
부가 접속사 수
시간 접속사 수

걸리버 여행기(n = 40)
30.30(7.67)
14.11(6.76)
14.90(6.67)

통 이야기(n = 40)
31.77(10.52)
14.80(6.86)
15.06(7.25)

F
.507
.203
.010

p
.479
.654
.919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인과 접속사(예를 들면, therefore, because 등), 부가 접속사
(and, but 등), 시간 접속사(until 등) 측정치에 대해 ‘걸리버 여행기’와 ‘통 이야기’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스위프트는

접속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두 텍스트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7 주요 품사 분석
주요 품사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주요 품사 분석 측정치도 발생점수를 지칭한
다. 먼저 각 텍스트에 사용된 명사의 수는 두 텍스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위프트는 서사 장르인 ‘걸리버 여행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은 동사를 사용했다. 반면에 그는 비-서사 장르인 ‘통 이야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더 많은 형용사와 부사를 사용했다. 이러한 결과는 형용사, 부사와 같은 수식어로 ‘통
이야기’의 통사적 구조가 더 복잡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문장 통사 구조 분석에서
논쟁적이고 패러디와 아이러니로 가득한 '통 이야기'는 이야기 즉 서사에 기반한 ‘걸리벌 여
행기’보다 통사적으로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표 7. 주요 품사 측정치의 평균(표준편차)
주요 품사
명사 수
동사 수
형용사 수
부사 수

걸리버 여행기(n = 40)
210.29(23.91)
126.68(18.98)
77.42(15.61)
55.80(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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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이야기(n = 40)
218.10(21.14)
116.05(16.38)
86.49(14.66)
62.72(12.42)

F
2.391
7.188
7.174
5.113

p
.126
.009
.009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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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표준 읽기 가독성 지표 분석
Coh-Metrix 시스템이 제공하는 표준 읽기 가독성 지표 측정치는 Flesch-Kincaid Grade
Level 측정치와 Flesch Reading Ease 측정치이다(Graesser et al. 2004). Flesch-Kincaid
Grade Level 측정치는 1-12 사이의 점수로 표시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읽기 난이도가 높음
을 나타낸다. Flesch-Kincaid Grade Level 점수는 각각 미국 학년 등급(1학년-12학년)을
나타낸다. 반면에 Flesch Reading Ease 점수는 0-100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며 숫자가 높
을수록 읽기 난이도가 낮음을 나타낸다.
표 8. 표준 읽기 가독성 지표 측정치의 평균(표준편차)
표준 읽기 가독성 지표
Flesch-Kincaid Grade Level
Flesch Reading Ease score

걸리버 여행기(n = 40)
11.97(.206)
45.60(13.20)

통 이야기(n = 40)
11.91(.599)
37.25(13.23)

F
.385
7.983

p
.537
.006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걸리버 여행기’와 '통 이야기'는 Flesch-Kincaid Grade Level 점
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텍스트 모두 12학년 수준에
해당했다. 반면에 Flesch Reading Ease 점수에 대해서는 두 텍스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시 말하면 서사 장르인 ‘걸리버 여행기’의 읽기 난이도 수준이
비-서사 장르인 ‘통 이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Flesch Reading
Ease 측정치에 대해 스위프트의 문체 양식이 장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4.9 문장 통사 구조 분석
표 9는 문장 통사 구조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Coh-Metrix 시스템이 산출하는 문장의
통사 구조 분석 측정치는 명사구 밀도(noun density) 점수와 본동사 앞 단어 수(number of
words before main verb)이다(Graesser et al. 2004). 명사구 밀도 점수는 명사구의 표제
어(headword)를 수식하는 수식어(modifier)의 수를 그 명사구의 총 어휘수로 나눈 값을 나
타낸다. 따라서 이 값이 클수록 텍스트의 통사적 복잡성은 증가한다. 본동사 앞 단어 수는
본동사(main verb) 앞에 있는 모든 단어들의 수를 지칭한다. 따라서 명사구 밀도 점수와 유
사하게 이 값이 클수록 텍스트의 통사적 복잡성은 증가한다.
표 9. 문장 통사 구조 측정치의 평균(표준편차)
문장 통사 구조
명사구 밀도
본동사 앞 단어수

걸리버 여행기(n = 40)
.796(.113)
4.6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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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이야기(n = 40)
.895(.106)
7.40(3.38)

F
16.445
17.029

p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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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 제시된 것처럼, 먼저 명사구 밀도 측정치에 대해 ‘걸리버 여행기’와 ‘통 이야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동사 앞 단어 수에 대해서도 두 텍스트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통 이야기’의 통사 구조가 ‘걸리버 여행기’보다
복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장의 통사 구조와 관련하여 서사/비-서사 장르가 스위프트의
문체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4.10 정합성 분석
Coh-Metrix 시스템이 정합성 측정치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점수는 인접한 문장 사이의
논항(argument) 반복 비율 값과 텍스트 내의 모든 문장들과의 논항 반복 비율 값이다. 논
항은 텍스트 내에 포함된 명사와 대명사를 지칭한다(Graesser et al. 2004).
문장과 문장 사이에 논항이 공통으로 반복되어 사용되면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정합성이
높아지고, 텍스트의 정합성이 증가되면 글 이해가 촉진되고 글의 이해 난이도가 감소한다
(Graesser et al. 2004). 표 10에 제시된 논항 반복(인접 문장 간) 측정치는 서로 인접한
문장 사이에 공통으로 사용된 논항의 비율 값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논항이 반복된 인접
문장 쌍들의 수를 전체 인접한 문자 쌍들의 수로 나눈 값을 지칭한다. 논항 반복(모든 문장
간) 측정치는 논항이 반복된 인접 문장 쌍들의 수를 전체 문장 쌍들의 수로 나눈 값을 지칭
한다. 따라서 서로 인접에 문장 쌍들에 대한 논항 반복(인접 문장 간) 측정치는 지엽적 정
합성(local cohesion)을 나타내고 모든 문장 쌍들에 대한 논항 반복(모든 문장 간) 측정치
는 전반적 정합성(global cohesion)을 나타낸다.
표 10. 정합성 측정치의 평균(표준편차)
정합성 측정치
논항 반복(인접 문장 간)
논항 반복(모든 문장 간)

걸리버 여행기(n = 40)
.78(.16)
.73(.17)

통 이야기(n = 40)
.62(.22)
.54(.21)

F
14.763
19.186

p
.000
.000

표 10에 의하면, ‘걸리버 여행기’의 지엽적 정합성과 전반적 응집성은 ‘통 이야기’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위프트가 분산된 형식의 ‘통 이야기’보다 이
야기 형식을 취하는 ‘걸리버 여행기’의 문장들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작성했음을 시
사한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코퍼스 문체론적 방법(Graesser, Jeon, Cai and McNamara 2008, Har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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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Hartley and Jeon 2010, Hoover 1999, Louw 1993, Martin 2011, Mastropierro
2017, Mahlberg 2007, Mahlberg 2013, McEnery et al. 2006, Semino and Short 2004,
Stubbs 2005, Studer 2014, van Peer 1989, Wynne 2006)에 기초해 조너선 스위프트의
문학 텍스트 ‘걸리버 여행기’ 코퍼스(총 20,627개 단어들로 구성)와 ‘통 이야기’ 코퍼스(총
20,725 단어들로 구성)를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장르가 조너선 스
위프트의 문체에 미치는 영향을 언어분석 도구인 Coh-Metrix 시스템(Graesser et al.
2004)을 활용해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기초산출치(평균 단어 수, 평균 문장 수, 평
균 단락 수, 평균 문장 길이, 평균 단어 길이), 단어빈도수, 어휘다양성(타입-토큰 비율),
어휘 특성(심상성, 구체성, 습득나이), 대명사 수(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 접속사 수
(인과 접속사, 부가 접속사, 시간 접속사), 주요 품사 분석(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표준
읽기 가독성 지표(Flesch Reading Ease 점수, Flesch-Kincaid Grade Level 점수), 문장 통
사 구조 분석(명사구 밀도, 본동사 앞 단어수), 정합성 분석(인접 문장 간 논항 반복, 전체
문장 간 논항 반복) 등과 같은 총 26개의 Coh-Metrix 시스템 측정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전 코퍼스의 길이를 통제(각 파일 당 500개의 단어들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평균 단어, 평균 문장 수, 평균 단락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다. 본 연구의 결과, 서사 장르인 ‘걸리버 여행기’와 비-서사 장르인 ‘통 이야기’에 사용된
문장의 길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단어의 길이는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표 1 기초산출시 분석 결과 참조). ‘통 이야기’에 상대적으로 더 긴 단어들이 사
용되었다. 또한 '통 이야기'에는 ‘걸리버 여행기’보다 저빈도 단어들(low frequency words)
이 더 많이 사용되었고(표 2 단어빈도수 분석 결과 참조) 더 다양한 어휘들이 사용되었다
(표 3 어휘 다양성 측정치 분석 결과 참조). 즉 서사 장르의 문체가 비-서사 장르의 문체
보다 좀더 접근성이 높고 이해 정도가 용이함이 시사된다. 요약하면 단어 길이, 단어 빈도,
어휘 다양성 측정치에 대해 스위프트는 서로 다른 장르에 서로 다른 문체를 사용했다. 이러
한 결과는 장르가 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Graesser et al. 2008).
어휘 특성 측정치(심상성, 구체성, 습득나이)의 결과를 살펴보면(표 4 어휘 특성 측정치
분석 결과 참조), 스위프트는 일관되게 이야기 형식(서사 장르)의 ‘걸리버 여행기’에서 마음
속에 잘 떠오는 어휘들과 구체적인 어휘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했다. 또한 상대적으
로 낮은 연령대에 사용되는 어휘들을 더 많이 사용했다. 이러한 결과는 ‘걸리버 여행기’의
이해 난이도가 ‘통 이야기’보다 낮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아울러 단어 길이, 단어 빈도, 어
휘 다양성 결과와 유사하게 어휘 특성 측정치에 대해서도 장르가 스위프트의 문체에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한다.
반면에 대명사 측정치(표 5 대명사 측정치 분석 결과 참조)와 접속사 분석 측정치(표 6
접속사 측정치 분석 결과 참조)의 결과를 보면, 2인칭과 3인칭 대명사 사용에 있어서 스위
프트의 문체는 두 텍스트 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걸리버 여행기’가 1인칭 주
인공 시점의 소설이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1인칭 대명사가 ‘걸리버 여행기’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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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접속사(인과 접속사, 부가 접속사, 시간 접속사) 사용에 있어서도 두 텍스트 간에 큰
문체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명사와 접속사 사용에 있어서 스위프트의 문체가 작
품 간에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제시한다(Hartley et al. 2007, Hatch et al. 1993,
Pennebaker and King 1999).
주요 품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7 주요 품사 측정치 분석 결과 참고), 스위프트는 서
사 장르인 ‘걸리버 여행기’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동사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통 이야
기'에서는 더 많은 형용사와 부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야기/서사/소설 형식에서
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동사가 사용되는 반면, 비-서사 장르에서는 좀더 복잡한
구문이 이용됨을 제시한다. 명사 사용에 있어서는 두 텍스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주요 품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품사(명사 제외)를 사용함에 있어서 스위프트의
문체가 장르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나타낸다.
표준 읽기 가독성 분석 결과(표 8 표준 읽기 가독성 측정치 분석 결과 참조), ‘걸리버 여
행기’와 '통 이야기' 모두 미국 학년등급 약 12학년에 해당되는 가독성 수준을 나타냈다. 다
시 말하면, Flesch-Kincaid Grade Level 점수에 대해 두 텍스트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Flesch Reading Ease 점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걸리버 여행기’의 Flesch Reading Ease 점수가 '통 이야기'의 점수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
과는 서사 장르인 ‘걸리버 여행기’의 읽기 가독성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음을 제시한다.
또한 문장 통사 구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9 문장 통사 구조 측정치 분석 결과 참조),
스위프트는 '통 이야기'에서 상대적으로 더 긴 명사구와 본동사 앞에 더 많은 단어들을 사용
하였다. 다시 말하면, 통사적으로 더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위프
트는 두 텍스트 간에 서로 다른 통사 구조의 문장들을 사용했음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정합성 측정치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10 정합성 측정치 분석 결과 참
조), 스위프트는 상대적으로 ‘걸리버 여행기’에서 문장 간 논항이 반복되는 문장 쌍들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서사의 특징 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스위프트는
‘걸리버 여행기’에서 문장 간 논항의 반복을 더 많이 사용했다. 이러한 결과는 논항 반복 문
장 쌍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스위프트가 두 작품 간에 문체 변화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스위프트의 문체가 대명사와 접속사 측정치를 제외하고 단어
길이, 단어 빈도수, 어휘 다양성 측정치, 어휘 특성, 주요 품사 측정치(동사, 형용사, 부사),
Flesch Reading Ease 점수, 문장 통사 구조 측정치, 정합성 측정치들에 대해 장르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작가의 문체가 장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들(Hartley and Jeon 2010, Hartley et al. 2007, Hatch et al. 1993,
Pennebaker and King 1999)과 달리 장르가 작가의 문체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Graesser
et al. 2008).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코퍼스 문체론적 접근이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Hardy 2003, Hartley and Jeon 2010, Hoover 1999,
Louw 1993, Martin 2011, Mastropierro 2017, Mahlberg 2007, Mahlberg 2013, McE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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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6, Semino and Short 2004, Stubbs 2005, Studer 2014, Wynne 2006). 구체적
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된 Coh-Metrix 시스템의 측정치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간
의 주의 능력과 지각 능력의 한계(Goldstein 2015)로 인해 문학 텍스트 분석 시 경험적 방
법론을 통해 발견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코퍼스 문체론적 방법이 다양한 언어적 특
질들(linguistic features)에 기반해 복잡하고 이질적인 문학 텍스트를 좀더 심도 있게 분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함의점과 시사점 외에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는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와 ‘통 이야기’라는 특정 작가의 특정 문학 텍스트들을 분석
하여 장르가 문체가 미치는 결과를 일반화하여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결과의 일반화 정도를
높이기 위해 더 다양한 작가들과 문학 텍스트들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위프트의 문체를 분석하기 위해 Coh-Metrix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Coh-Metrix 시스템은 광범위한 유형의 언어적 측정치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체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Coh-Metrix 시스템은 각 측정치
에 대한 평균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차후 WordSmith Tools와 TextSTAT 같은 용례 검색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여 각 측정치가 텍스트 내에서 사용되는 용례들에 대한 추가 분석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코퍼스 문체론적 연구방법이 문학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 작가의 문체 차이 연구, 장르 차이 연구, 문학 텍스트 번역 차이 연구 등에 유
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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