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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초초초등등등 저저저학학학년년년 아아아동동동의의의 학학학년년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이이이야야야기기기 산산산출출출 능능능력력력 분분분석석석

아동들은 낱말을 조합하고 문법형태소를 습득하기 시작하면서 복잡한 구문구
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이 이야기이
다.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교실 수업이나 교재들이 이야기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는 학령기 언어발달의 주요 장르가 된다.유아기부터 시작한
이야기는 학령기를 거치는 동안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따라서 이야기는 담화 수준
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령기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언어장애아동의 이야기 발달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준거(criteria)로써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정상아동
들이 산출한 이야기를 통하여 학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2학년 및 3학년으로서

각 집단별 20명씩 60명이었다.아동들은 글 없는 그림책 “Frog,Whereareyou?"
를 보면서 이야기를 산출하였다.연구자는 이들이 산출한 이야기의 내용 및 구문
을 분석하였다.이야기의 내용을 분석하는 도구로써 이야기문법(storygrammar)을
사용하였고,이야기의 구문을 분석하는 도구로써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
와 문법오류(grammatical error) 점수를 사용하였다.그리하여 이야기문법,형태
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문법오류 점수가 각 학년집단에 따른 차이를 말해줄
수 있는가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이야기문법 총점이 학년집단에 따라 높게 나타나,이야기문법 총점에 의

거한 이야기 산출 능력이 학년에 따라 증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야기문법
하위 범주별 점수의 경우,계기사건,내적반응,시도 및 결과는 학년집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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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으나 배경은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각 하위 범주별 점수가 학년집단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학년이 올라갈수록 시도와 내적반응을 더 많
이 사용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는 1학년과 3학년 집단간에서만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야기의 평균절길이(MLCm)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길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문법오류 총점이 학년집단에 따라 감소하여,문법오류 총점에 의거한 이

야기 산출 능력이 학년에 따라 증진됨을 알 수 있었다.오류유형으로써 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중요 논항의 생략,자가수정을 사용하였다.자가수정은 집단간 차이
가 없었다.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중요 논항의 생략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
소함으로써 두 유형에 의거한 이야기 구문 발달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정상 발달하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년이 올람감에 따라 이
야기문법 총점이 증가하고,평균절길이(MLCm)가 길어지며,문법오류가 감소함을
보여줌으로써 이야기 산출 능력이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이러한 결과는 학
령기 아동의 이야기 산출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참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핵심어:학령기 아동,이야기산출,이야기문법,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
문법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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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초등등등저저저학학학년년년아아아동동동의의의 학학학년년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이이이야야야기기기 산산산출출출 능능능력력력 분분분석석석

<지도교수 박 은 숙>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신신신 수수수 진진진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첫 돌을 전후해 첫 낱말을 말하던 아이는 두 돌을 전후해서는 낱말과 낱말을
말하고 낱말 끝에 형태소를 첨가하거나 변형시켜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13∼4세
가 된 아이는 엄마와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지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기도 하면서 우리말의 구조를 배워 나간다.이후 5∼6세가 된 아이는 우리말의
구문 구조와 다양한 문법형태소를 습득해 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복잡한 상황
및 인과적 사건들을 열심히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그러나 이 때 까지는 이야기가
단순히 경험적 사건들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연령에 따라 점진적인 발달을 보여 가던 이야기2는 학령기에 이르러 그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Ravid& Tolchinsky3는 학령기 언어발달의 특징이 이야
기를 포함하는 담화 장르(discoursegenres)라고 하였고,Bliss4는 담화의 가장 중
요한 장르가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라고 하였다.이야기는 여러 문장이
모여 이루어지는 덩이 말이나 덩이 글이다.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교실 수업이나 교재들이 주제가 있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따라서 이야기는
학업성취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학령기 언어 발달의 주요 장르가 된다.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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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제 연령에 필요한 이야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아이는 학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최근 국내 언어병리학에서 이야
기 장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그동안 언어병
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던 많은 연구들은 단어 또는 문장 단위였다.그러나 이
러한 연구들은 단어 또는 문장이 담화수준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사용(use)되는
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는다.이야기는 낱말,문법형태소,구문구조 등
이 한데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복잡한 담화 장르이다.2이야기가 갖는 이러한 특성
은 아동이 사회적 상황 특히 교실에서 자신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설명
할 수 있다.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연구는 이야기 단위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의 이야기 연구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Botvin& Sutton-Smith5는 3
세에서 12세 아동 2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 산출 연구에서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야기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야기 길이도 길어진다고 하였다.특히,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하나의 줄거리가 아닌 여러 개의 줄거리를 구성하게 되고,큰
줄거리 안에 하위 줄거리들을 포함시키는 발달 모형을 보여 주었다.
Applebee6는 아동의 이야기 발달기를 6단계로 나누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

야기 단계가 높아짐을 보여주었다.즉,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을 시간적 계열로 진술하는 데서부터 문제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동하
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이야기 연구들은 이야기 발달이 연령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왔다.그러나 이 연구들은 아동의 이야기 발달에 대해 단계 모형을 적
용시킨 것들로써 특정 연령의 이야기 특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아
동이 산출한 이야기는 어느 한 단계에만 속하기 보다는 여러 단계에 속하기 때문
에 각 아동의 이야기 수준을 어느 한 단계에 고정시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우리말의 구문 구조나 문법형태소의 완성에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리고,성인 문
법(grammar)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령기 이후에도 언어가 발달해야 한다.1 낱말,
문법형태소,구문구조 등이 함께 사용되는 이야기 역시 학령기를 거쳐 발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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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당연하다.따라서 학교 과제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중요성이 두
드러지기 시작하는 초등저학년아동의 이야기가 연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달적 특성들을 보이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Liles7는 이야기 분석 방법을 크게 이야기 내용분석과 이야기 구문분석으로 나
누어 설명하였다.첫째,이야기 내용분석은 산출한 이야기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
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이야기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측정도구로써 최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 이야기문법(storygrammar)이다.Rumelhart
를 선두로 하는 이야기문법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설명되어져 왔
는데 그 중 Stein& Glenn이 제시한 이야기문법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8둘째,이야기 구문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이야기
를 이루는 문장들의 길이를 알아보는 것이다.이 때 사용되는 단위가 평균절길이
(MeanLengthofC-units,MLC)인데 Crag등9은 구문구조의 복잡성이 평균절길이
의 증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

이야기문법이란 이야기에서 흔히 발견되는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형식
적인 규칙체계로,하나의 이야기는 배경과 에피소드체계(episodesystem)로 이루
어지며,각각의 에피소드들은 배경,계기사건,내적반응,시도,결과,반응의 6가지
범주로 구성된다.8,10 이 6가지 범주들이 서로 고리를 만들면서 이야기 내용
(content)을 꾸미고,이야기가 시간적⋅인과적으로 흘러가게 한다.
이야기문법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산출하는 능력은 5∼6세 경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학령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한다.11또한,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야기문법은 세계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이라 할 수 있다.8Whaley12는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산출하는 것에 결함이 있
다면 이야기문법의 적절한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따라서 아동
이 적절한 이야기문법을 사용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아동의 이야기 능력을
반영해주는 좋은 지표(marker)가 될 수 있다.
Stein& Glenn10은 학령전기아동과 초등학교 3학년 아동 64명에게 배경 범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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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이야기를 산출하게 하여 이야기문법 사용 능력을 비교하였다.그 결과,
학령전기아동의 50%,3학년 아동의 72%가 이야기문법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구성
하였다.
Strong13은 각각 13명의 초등학교 2학년,3학년,4학년의 이야기문법총점을 비

교하였다.그 결과,각 집단의 평균(표준편차)이 19.8(10.6),24.5(10.6),29.9(5.7)로
점차적인 증가를 보여 주었다.
두 연구의 샘플 수가 각각 64명과 39명이라는 제한점이 있으나,두 연구의 결

과 모두 이야기문법이 학령기아동의 이야기발달을 보여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야기문법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산출(production)과 회상(retelling)이 자주 사
용된다.산출은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방법으로써 아동의 자발적인 언
어표현능력에 초점을 맞춘 방법이다.즉,아동이 아무런 단서 없이 스스로 이야기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를 보여 준다.
Fitzerald& Spiegel14은 이야기문법이 자발적인 이야기 산출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고 하였다.반면,회상은 아동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동에게 들은 이야기
를 다시 말하게 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아동이 들은 이야기의 내용을 회상하여
말해야 하므로 앞서 들은 이야기의 이해과정과 회상능력이 큰 변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즉,이해력과 기억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아동의 자발적인 이야기문법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산출 방법이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문법이 이야기의 내용분석을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 소
개될 평균절길이(MLCm)와 문법오류(grammaticalerror)는 이야기의 구문분석에
해당된다.평균절길이(MLCm)는 C-unit의 평균 길이를 말하는데 국외의 구문 연
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Nippold등15은 7세에서 49세에 이르는 정상인 120
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산출한 이야기의 구문 발달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절길이(MLC)가 증가하였고,평균절길이(MLC)가 구문 발달을 알
아 볼 수 있는 최상의 지표라고 하였다.Loban16은 학령전기에서 고등학생에 이르
는 21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산출한 이야기의 구문 발달을 살펴보았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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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균절길이(MLC)가 매우 느린 속도일지라도 연령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했
으며,이것은 구문발달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하였다.Scott& Stokes17

역시 느린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절길이(MLC)는 학령기 이후 구문 발달에 중요
한 지표라 하였다.
평균절길이(MLC)를 측정할 때는 그 단위로써 낱말이나 문법형태소가 사용된

다.Strong13은 평균절길이(MLC)의 단위로 낱말을 선택하였는데 그 결과 8,9,10
세 집단의 연령 간 차이가 없었다.학령기 아동의 구문적 복잡성을 늘리는 요소
중 하나가 다양한 문법형태소 사용임을 감안할 때,학령기 아동의 평균절길이
(MLC)는 낱말보다는 문법형태소로 봄이 적절하다.특히,한국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에 비해 많은 문법형태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언어이다.의존형태소와 연결어
미 등 문법형태소의 사용은 절의 길이를 길게 하고 절의 내용을 자세하게 한다.
따라서 한국어 이야기의 평균절길이(MLC)는 낱말 보다는 문법형태소에 따라 측
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언어발달측면에서 아동들은 여러 실수를 통해 점차적으로 완전한 구문을 발달
시키게 된다.특히,조사 및 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를 실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는 유창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중요하다.Nippold등15은 대부분의 아동들이 5세
정도가 되면 평균발화길이 6.0정도의 복잡한 문장을 구사하게 되지만 문법적 실
수들(grammaticalerrors)을 동반한다고 하였다.또한 학령기 이후가 되면 문법적
실수들이 줄어들면서 유창하게 되지만 실수는 성인기까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배소영과 이승환6은 아동들이 산출한 이야기의 구문구조를 문법형태소의 사용,자
가수정 등에서 점수화하였다.그 결과,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법형태소
의 적절한 사용 및 자가수정 횟수가 증가하였다.다시 말해서 연령 증가에 따라
아동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 되고,더불어 문법적 실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 할 수 있다.
문법형태소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야기의 유창한 전달에 필수적 요소이

다.역으로 설명하면 문법형태소의 잘못된 사용은 이야기의 유창한 흐름을 방해한
다.즉,이야기 산출시 문법형태소를 얼마만큼 적절히 사용하며,실수를 저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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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가가 이야기 구문 발달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1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논항이 있다.한국어의 중요논항
은 주로 주어,목적어,보어이다.18한국어는 동사가 주어의 성,수,격에 따라 활용
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논항의 생략이 빈번히 일어나면 의사소통에 문제
를 일으킨다.중요논항의 생략은 주로 어린 아동들에게 나타난다.3∼4세 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서술어만 나열될 때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야기의 구문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 Liles7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은 그 분석
대상으로 중요논항의 생략을 포함시켰다.Orsolini19는 각 20명씩의 4세,5세,6세,
8세,10세 이탈리아 아동들에게 "Frog,WhereAreYou?"를 산출하게 했을 때 중
요논항의 생략이 5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보고하였다. Oudega -
Campbell20(양수진,2000에서 재인용)은 스페인 아동 1학년과 3학년 집단이 산출한
이야기 비교에서 중요논항의 생략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
양수진21도 각 20명씩의 4세,6세,8세,성인에게 "Frog,WhereAreYou?"를 회상
하게 했을 때 중요논항의 생략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음을 밝혔
다.이들의 연구는 학령기를 거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 논항의 생략이 감소
한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그러므로 중요논항의 생략은 문법형태소의 올
바른 사용 및 자가수정과 더불어 학령기 구문 발달을 볼 수 있는 효율적 지표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언어장애아동을 위한 언어평가의 한 영역인 이야기 산
출 과제를 가지고 일반 초등저학년아동들의 이야기 산출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써,선행 연구들이 분석도구로 사용한 이야기문법 총점이 어떠한지 알
아보고,더불어 이야기의 평균절길이(MLC)및 문법오류의 정도를 함께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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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초등학교 1학년,2학년,3학년 아동의 이야기문법 특성
가.학년집단에 따른 이야기문법 총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나.학년집단에 따른 이야기문법 하위 범주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다.

2.초등학교 1학년,2학년,3학년 아동의 구문적 특성
가.학년집단에 따른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다.
나.학년집단에 따른 문법오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1)문법오류의 총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2)문법오류의 하위 유형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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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강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2학년,3학
년 아동 60명이다.이들의 생활연령은 7세 0개월∼7세 5개월,8세 0개월∼8세 5개
월,9세 0개월∼9세 5개월로 각각 20명이고,남녀 성비는 1:1로 맞추었다.각 아동
은 (1)4세부터 9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문의미이해에 관한 수용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 검사도구인 구문의미이해력검사22결과 -1표준편차 이상에
속하고,(2)KEDI-WISK-Ⅲ 검사23결과 전체 지능 점수가 85이상인 아동이다.각
집단별 지능 범위에 따른 아동 수 및 평균 지능은 각각 표 1,표 2에 제시하였다.
대상자 특성은 표 1,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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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각각각 집집집단단단의의의 아아아동동동 수수수 및및및 평평평균균균생생생활활활연연연령령령

표표표 222...각각각 집집집단단단의의의 평평평균균균 지지지능능능 및및및 지지지능능능 범범범위위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아아아동동동 분분분포포포

학년 수(명) 평균생활연령

1학년 20
(남 10,여10)

7세 2개월
(7세 0개월∼7세 4개월)

2학년 20
(남 10,여10)

8세 2개월
(8세 0개월∼8세 4개월)

3학년 20
(남 10,여10)

9세 2개월
(9세 0개월∼9세 4개월)

지능 범위 수(명) 평균지능

1학년
85∼99 5

106.80
(94.76∼118.48)100∼114 9

115∼129 6

2학년
85∼99 5

108.05
(96.95∼119.15)100∼114 7

115∼129 8

3학년
85∼99 4

108.60
(97.22∼119.98)100∼114 9

115∼12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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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가가가...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
Liles7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산출한 이야기는 주제나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이

야기 길이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과 등장인물의 수나 이야기 내용의 수준,에
피소드의 수 등에 따라 이야기의 복잡성이 달라진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
였다.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글 없는 그림책을 사용하였다.글 없는
그림책이란 글이 없이 그림만으로 이야기가 구성된 책을 말한다.이러한 책은 각
장면에 의존하여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림만으로 이야기가 성립되도
록 구성된다.24즉,Liles7가 지적한 이야기 길이 및 복잡성 등에 대한 통제가 가능
해진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ercerMayer25의 글 없는 그림책 “Frog,Where
areyou?"를 사용하였다.이 책은 50여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150여개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26

“Frog,Whereareyou?"를 선택한 이유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과 같다.첫째,잘 짜여진 구조(잘 묘사된 등장인물과 명확한 배경,분명한 주제,
주인공의 목표 성취와 결과를 이끌어주는 줄거리 포함)로 안정된 구성을 갖는다.21

둘째,전체적인 이야기문법을 포함 한다27.셋째,이야기 산출과 관련된 많은 연구
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서로 비교하기에 용이하다27-29.넷째,한국의 아동들에게
노출된 적이 없다.

나나나...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서울시 강서구 지역의 초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검

사는 검사자가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아동의 방에서 실시하였다.먼저,구문의미이
해력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1표준편차 이상에 속하는지 확인하였다.그 다
음 검사자는 아동에게 검사용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지금부터 재미있는 그림책을
보여줄게요.그림들을 순서대로 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말
하였다.그 이야기를 유치원 동생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녹음을 할 것이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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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인 뒤 녹음기(SONY,TCM 400)를 꺼내어 녹음하였다.한 장면의 그림에 대
한 제한시간은 10초로 하였다.10초가 경과한 후에도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경우 다
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하였다.검사자는 아동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떠한 언어
적 도움도 주지 않았다.아동이 그림의 특정 부분에 대해 이름이나 상태를 몰라
“이게 뭐예요?”혹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라고 질문할 경우,“너는 뭐라고 생
각하니?”혹은 “너는 그게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물어서 아동이 생각한 대
로 이야기를 말하도록 하였다.아동이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다 끝났니?”라고 물어서 이야기를 종료했는지 확인하였다.아동이 이야기하는 전
과정을 녹음기로 녹음하고,녹음 후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사하였다.

다다다...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1)이야기문법 점수
이야기문법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석 단위가 필요하다.우리말은 단문과

복문으로 나뉜다.단문은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로 이루어진다.복문은 2개
이상의 단문이 모여 이루어지는데 두 문장의 연결은 이어진 문장(대등적 연결문
장,종속적 연결문장)과 안은문장(명사절을 안은 문장,부사절을 안은 문장,관형절
을 안은 문장,서술절을 안은 문장,인용절을 안은 문장)으로 나뉜다.18그러나,이
에 대해 이익섭30은 종속적 연결문장을 이어진 문장이 아닌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
로 정의하였다.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이 대등적 자격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말하
는데 종속적 연결문장은 두 문장의 지위가 한쪽은 상위적인 주절로 다른 한 쪽은
종속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배소영 등31도
이러한 정의에 따라 C-unit구분 방법을 연구 중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unit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두 문장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것은 1개의 C-unit으
로 보고 대등적으로 연결된 것은 2개의 C-unit으로 나누는 등 배소영 등31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으며,그 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에 실었다.이야기문법
점수 체계는 Strong13이 SNAP에 적용한 0,1점 체계를 사용하였다.즉,C-unit이
이야기문법의 6가지 종류 중 하나를 만족시킬 경우 1점을 주었다.이야기문법의
분석 절차 및 점수에 대한 기준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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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
각 C-unit의 형태소 수를 모두 합하여 전체 C-unit수로 나누었다.

MLCm =각 C-unit의 형태소 수의 합 /전체 C-unit의 수

(3)문법오류 점수
각 C-unit에 ‘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자가수정’,‘중요 논항의 생략’중 1

개 이상이 포함되었을 경우 불완전한 문장으로 분류하여 오류 점수를 주었다.구
체적인 분석 기준은 부록 4에 제시하였다.

오류 점수 =전체 오류의 수 /전체 C-unit의 수 ×100

라라라...신신신뢰뢰뢰도도도 분분분석석석
전체 자료의 10%에 해당하는 자료를 임의로 선택한 뒤,언어병리학을 전공하

고 임상에 있는 언어치료사에게 분석 방법을 훈련시킨 후 재분석하게 하였다.평
가자간의 자료 전사,C-unit의 구분,이야기문법 총점,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
(MLCm),문법오류 유형의 분류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였다.그 결과,자료 전사
에 있어서는 97%,C-unit의 구분에 있어서는 95.2%,이야기문법 총점에 있어서는
94.1%,형태소로 본 절 길이(MLCm)에 있어서는 94.7%,오류 유형의 분류에 있어
서는 96.3%의 신뢰도가 각각 산출되었다.

마마마...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SPSS통계 프로그램(version12.0)을 사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각 학년

집단에 따른 이야기문법 총점,이야기문법 하위 범주별 점수,형태소로 본 평균절
길이(MLCm),문법오류의 총점 그리고 문법오류의 하위 유형별 점수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analysisofvariance)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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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학학학년년년집집집단단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이이이야야야기기기문문문법법법

가가가...학학학년년년집집집단단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이이이야야야기기기문문문법법법 총총총점점점

1학년,2학년,그리고 3학년 세 집단의 이야기문법 총점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1학년 집단은 23.05±4.44,2학년 집단은 28.25±3.58그리고 3학년 집
단은 32.75±4.76으로 나타났고,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야기 문법 총점의 점차적
인 증가를 보였다(표 3).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야기 문법 총점은 집단
간 유의도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2,
59) =25.62,p=0.000).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
정을 실시한 결과 2학년의 이야기문법 총점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01).그리고 3학년의 이야기문법 총점이 2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4).
그리고 3학년의 이야기문법 총점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0).(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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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학학학년년년집집집단단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이이이야야야기기기문문문법법법 총총총점점점

1값은 평균±표준편차
*p=0.000

표표표 444...TTTuuurrrkkkeeeyyy방방방법법법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사사사후후후검검검정정정 결결결과과과

*p<0.005
**p<0.001

집단 1학년 2학년 3학년

이야기문법
점수 23.05±4.441 28.25±3.58 32.75±4.76

집단 평균차 표준오차 p-value

1학년-2학년 5.20 1.35 0.001*

1학년-3학년 9.70 1.35 0.000**

2학년-3학년 4.50 1.3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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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학학학년년년집집집단단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이이이야야야기기기문문문법법법 하하하위위위 범범범주주주별별별 점점점수수수 및및및 사사사용용용율율율

(((111)))이이이야야야기기기문문문법법법 하하하위위위 범범범주주주별별별 점점점수수수

1학년,2학년,그리고 3학년 세 집단의 이야기문법 하위 범주별 점수를 알아
본 결과,배경을 제외한 나머지 범주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집단 간 유의도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범주는 계
기사건,내적반응,시도,결과로 나타났다.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계기사건점수는 2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p=0.016),그리고 3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내적
반응점수는 3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0).시도점수는 2학년이 1
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0).그리고 3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00).결과점수는 3학년이 2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30).그리고 3학
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0)(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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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학학학년년년집집집단단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이이이야야야기기기문문문법법법 하하하위위위 범범범주주주별별별 점점점수수수 분분분포포포

1값은 평균±표준편차

표표표 666...TTTuuurrrkkkeeeyyy방방방법법법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사사사후후후검검검정정정 결결결과과과

*p<0.05
**p<0.001

범주 집단 평균차 표준오차 p-value

배 경
1학년-2학년 0.50 0.61 0.700
1학년-3학년 0.20 0.61 0.944
2학년-3학년 0.70 0.61 0.499

계기사건
1학년-2학년 0.60 0.20 0.016*
1학년-3학년 0.80 0.20 0.001*
2학년-3학년 0.20 0.20 0.608

내적반응
1학년-2학년 1.15 0.51 0.072
1학년-3학년 2.25 0.51 0.000**
2학년-3학년 1.10 0.51 0.090

시 도
1학년-2학년 2.35 0.43 0.000**
1학년-3학년 3.05 0.43 0.000**
2학년-3학년 0.70 0.43 0.255

결 과
1학년-2학년 1.65 0.68 0.051
1학년-3학년 3.45 0.68 0.000**
2학년-3학년 1.80 0.68 0.030*

1학년 2학년 3학년
배 경 7.45±2.231 6.96±1.70 7.65±1.89
계기사건 1.90±0.85 2.50±0.51 2.70±0.57
내적반응 0.70±0.80 1.85±1.81 2.95±1.98
시 도 5.55±1.39 7.90±1.33 8.60±1.42
결 과 7.40±2.52 9.05±1.50 10.8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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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이이이야야야기기기문문문법법법 하하하위위위 범범범주주주별별별 사사사용용용율율율

1학년,2학년,그리고 3학년 세 집단의 이야기문법 하위 범주별 사용율을 알
아본 결과(표 7,그림 1),세 집단 모두 배경,시도,결과 범주를 계기사건 및 내적
반응 범주보다 더 높은 순으로 사용하였다.집단별로 살펴보면,1학년은 집단은 배
경,결과,시도,계기사건,내적반응 순으로 나타났으며,2학년 집단은 결과,시도,
배경,계기사건,내적반응 순으로 나타났다.그리고 3학년 집단은 결과,시도,배경,
내적반응,계기사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표표 777...학학학년년년집집집단단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이이이야야야기기기문문문법법법 하하하위위위 범범범주주주의의의 사사사용용용율율율

0 %

1 0 %

2 0 %

3 0 %

4 0 %

5 0 %

배     경 계 기 사 건 내 적 반 응 시     도 결      과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그그그림림림 111...학학학년년년집집집단단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이이이야야야기기기문문문법법법 하하하위위위 범범범주주주의의의 사사사용용용율율율

1학년 2학년 3학년
배 경 32.32% 24.60% 23.36%
계기사건 8.24% 8.85% 8.24%
내적반응 3.04% 6.55% 9.01%
시 도 24.51% 27.96% 26.26%
결 과 32.10% 32.04% 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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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학학학년년년집집집단단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구구구문문문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가가가...학학학년년년집집집단단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형형형태태태소소소로로로 본본본 평평평균균균절절절길길길이이이(((MMMLLLCCCmmm)))

세 집단에서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의 평균을 알아본 결과,1학년 집
단은 9.99,2학년 집단은 11.22,그리고 3학년 집단은 11.34로 나타났다,학년이 올
라감에 따라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의 점차적인 증가를 보였다(표 8).일
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는 집단 간 유의도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2,59)=3.91,
p=0.026).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는 3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38)(표 9).

표표표 888...학학학년년년집집집단단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형형형태태태소소소로로로 본본본 평평평균균균절절절길길길이이이

1값은 평균±표준편차
*p=0.026

표표표 999...TTTuuurrrkkkeeeyyy방방방법법법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사사사후후후검검검정정정 결결결과과과

*p<0.05

1학년 2학년 3학년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1 9.99±1.81 11.22±1.87 11.34±1.33

집단 평균차 표준오차 p-value
1학년-2학년 1.22 0.53 0.064
1학년-3학년 1.34 0.53 0.038*

2학년-3학년 0.11 0.53 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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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학학학년년년집집집단단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문문문법법법오오오류류류

(((111)))문문문법법법오오오류류류의의의 총총총점점점

세 집단에서 문법오류 총점의 평균을 알아본 결과,1학년 집단은 36.44,2학
년 집단은 20.69,그리고 3학년 집단은 8.25로 나타났다.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문
법오류 총점의 점차적인 감소를 보였다(표 10).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문법
오류 총점은 집단 간 유의도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F(2,59)=53.001,p=0.000).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문법오류의 총점은 2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
하게 낮았다(p=0.00).그리고 3학년이 2학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0).그리
고 3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0)(표 11).

표표표 111000...학학학년년년집집집단단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문문문법법법오오오류류류 총총총점점점

1값은 평균±표준편차
*p=0.000

표표표 111111...TTTuuurrrkkkeeeyyy방방방법법법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사사사후후후검검검정정정 결결결과과과

*p<0.001

1학년 2학년 3학년
문법오류 총점 36.44±11.341 20.69±7.55 8.25±6.36

집단 평균차 표준오차 p-value
1학년-2학년 15.74 2.74 0.000*

1학년-3학년 28.19 2.74 0.000*

2학년-3학년 12.44 2.74 0.000*



-20-

(((222)))문문문법법법오오오류류류의의의 하하하위위위 유유유형형형별별별 점점점수수수

1학년,2학년,그리고 3학년 세 집단에서 나타난 오류 반응을 3개의 오류 유
형(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자가수정,중요논항의 생략)으로 나눠서 분석하였다(표
12).학년에 따른 오류유형을 알아본 결과,집단 간 유의도 0.05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유형은 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중요논항의 생략으로 나
타났다.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는 3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적었다(p=0.000).그
리고 2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적었다(p=0.010). 중요논항의 생략은 3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적었다(p=0.000).그리고 2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p=0.001)(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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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222...학학학년년년 집집집단단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문문문법법법오오오류류류의의의 하하하위위위유유유형형형별별별 점점점수수수

1값은 평균±표준편차
*p<0.001

표표표 111333...TTTuuurrrkkkeeeyyy방방방법법법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사사사후후후검검검정정정 결결결과과과

*p<0.05
**p<0.005
***p<0.001

유형 1학년 2학년 3학년 p-value
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 10.82±7.891 5.29±5.01 2.67±3.52 0.000*

자가수정 5.29±5.81 5.44±4.83 2.87±3.52 0.174
중요논항의 생략 20.33±9.46 9.46±8.65 10.79±11.65 0.000*

구분 평균차 표준오차 p-value

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

1학년-2학년 5.52 1.82 0.010*

1학년-3학년 8.14 1.82 0.000***

2학년-3학년 2.61 1.82 0.330

자가수정
1학년-2학년 0.13 1.52 0.996
1학년-3학년 2.43 1.52 0.225
2학년-3학년 2.56 1.52 0.219

중요논항의
생략

1학년-2학년 10.86 2.90 0.001**

1학년-3학년 17.74 2.90 0.000***

2학년-3학년 6.88 2.9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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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3학년의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각 집단의 이야기문법과 구문적 특성을 알아보았다.본 연구의 결과를 고찰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이야기문법 총점에서 1학년은 23점,2학년은 28점,3학년은 33점의 평균

을 보여주었다.이러한 세 집단간 총점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즉,초
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3학년의 세 집단의 이야기문법 총점은 학년이 올라
감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이러한 결과는 Strong13의 이야기 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그는 “FrogGoestoDinner"를 들려주고 회상하게 하였는데,그 결
과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그리고 4학년의 이야기문법 총점이 각각 19.8(10.6),
24.5(10.6),29.9(5.7)을 나타내 연령에 따른 증가를 보여 주었다.즉, 이야기문법은
이야기의 회상 뿐 아니라 이야기 산출에서도 학령기 아동들의 이야기 발달을 반
영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이야기 회상은 이야기 이해과정과 회상능력이
큰 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변인에 대한 통제가 요구된다.Strong의 연구
에서는 이들 변인에 대한 통제가 없었으므로 산출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반
면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산출을 통한 이야기문법을 보았으므로 아동의 이야기
능력에 대해 좀 더 타당한 결과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학령전기 아동과 초등학교 3학년 아동 64명의 이야기문법 사용을 비교한 Stein

& Glenn10의 연구에서는 두 집단이 각각 50%,72%의 사용률을 나타냈다.이들의
연구가 말하는 이야기문법 사용율은 아동들이 산출한 이야기 중 이야기문법 하위
범주에 속하는 내용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이야기문법 사용율이 높다는 것은
이야기문법총점이 높다는 것으로 설명된다.본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이야기문법
총점은 학령전기보다 학령기에서 더 높을 뿐만 아니라 학령기 내에서도 유의한
증가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야기문법이 초등저학
년아동의 이야기 발달을 말해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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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세 집단의 이야기문법 하위 범주별 점수 및 사용율을 살펴보았다.그 결
과,세 집단에 따른 이야기문법 하위 범주별 점수는 배경을 제외한 나머지 범주에
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그러나 각 범주마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이 다
르게 나타남으로써 각 하위 범주들이 동일한 발달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각각의 하위 범주 점수는 총점과 달리 학년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배경을 제외한 하위 범주의 사용율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볼 때,각 범주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계기사건과
시도 범주는 1학년 집단과 2학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결과 범주는 2
학년 집단과 3학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따라서 계기사건과 시도 범
주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특히 발달하는 범주라 볼 수 있고,결
과 범주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더욱 완성되어지는 범주라 말
할 수 있겠다.
세 집단에 따른 이야기문법 하위 범주별 사용율은 전체적으로 배경,시도,결과

범주가 계기사건,내적반응 범주보다 높게 나타났다.1학년의 경우 배경에서 가장
높았고 결과가 그 뒤를 이었다.이것은 정상아동 5세와 6세의 이야기문법 범주별
사용이 배경,결과순으로 나타났다는 김유정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즉,본 연구
의 1학년 집단의 평균 생활연령이 7세 2개월이므로 2,3학년 집단 보다는 학령전
기의 아동들과 더 유사한 사용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의 2학년과 3학
년의 이야기문법 각 범주의 사용율은 두 집단 모두 결과,시도,배경이 계기사건과
내적반응보다 높았다.이것은 8세에서 13세의 아동 48명을 대상으로 하는 Roth&
Spekman3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특히,본 연구의 1학년 집단에서 가장 높
은 사용율을 보인 배경 범주가 다른 두 집단에서는 더 낮은 사용율을 보였다.이
것은 1학년 집단이 시도 범주를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1학년 집단
은 상황을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등장 인물의 행동을 계기사건과 연
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시도가 계기사건과 연결되어 사용되지 않으면 배경
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경 범주의 사용율이 높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특
히 본 연구에서 내적반응의 경우 통계 검정 결과 세 집단 간 차이는 없었지만,내
적반응 점수가 3점 이상 나온 아동의 수가 1학년 집단에서는 0명,2학년 집단에서



-24-

는 4명,3학년 집단에서는 10명이었다.이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내적반응 범
주를 더 잘 사용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15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문법 각각의 하위 범주들은 학년에 따라 동일한 크기의 발

달을 보여주지 않았다.그러나 2학년과 3학년 집단이 1학년 집단보다 계기사건과
시도를 더 적절히 사용하였고,3학년 집단이 1학년과 2학년 집단보다 내적반응과
결과 범주를 더 잘 사용하였다.이것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각 범주들을 더 적
절히 연결시킴으로써 시간적⋅인과적으로 잘 연계된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는 것
으로 해석된다.

셋째,학년 집단에 따른 구문적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
(MLCm)와 문법오류를 알아보았다.그 결과 초등 저학년 아동의 구문적 발달을
볼 때에는 평균절길이(MLCm)보다 문법오류 점수가 더 유의한 지표임을 알 수 있
었다.
자세히 살펴보면,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는 1학년과 3학년 집단 간에

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학년과 2학년,2학년과 3학년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이것은 Nippold15의 연구 및
Loban16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느린 속도일지라도 평균절길이
(MLCm)는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Wong등33은 5세에서 9세까지의 연령
간에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를 살펴보았다.그 결과,5세 집단은 8,9세
집단과,6세 집단도 8,9세 집단과,7세 집단은 9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학령전기에서 학령기에 이르는 아동
의 경우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가 대략 2년 터울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다고 설명하였다.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이야기의 평균절길
이(MLCm)가 생활연령이 1년씩 증가할 때 마다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학령기 아동의 구문발달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문법오류 점수의 경우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각

집단의 총점이 각각 36점,21점,8점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즉,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문법오류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함으로써 더 유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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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엮어 내었다.이것은 학령기 이후가 되면 문법적 실수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Bates34(Nippoldetal,2005에서 재인용)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평
균절길이(MLCm)와 문법오류 모두 이야기의 구문 발달을 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으나,본 연구 결과를 통해 문법오류 분석이 더 민감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들의 이야기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유창해지는데

그 이유를 문법적 실수들이 줄어들고,자가 수정의 빈도가 감소하며,중요 논항의
생략이 점차 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먼저 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 점수는 2학년이 1학년보다 낮았고,3학년이 1학년

보다 낮았다.즉,3학년 집단이 1,2학년 집단보다 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를 덜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법형태소의 적절한 사용 횟
수가 증가한다는 배소영과 이승환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중요 논항의 생략점수는 2학년이 1학년보다 낮았고,3학년이 1학년보다 낮았다.

즉,3학년 집단이 1,2학년 집단 보다 중요 논항을 덜 생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Frog,WhereAreYou?"를 이야기했을 때 중요 논항의 생략이 연령 증가
에 따라 감소했다는 Orsolini19및 양수진20의 결과와 일치한다.
자가수정점수는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동일 집단으로 나타났

다.따라서 세 가지 오류유형 중에서 자가수정 보다는 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와
중요 논항의 생략이 문법오류의 분석 기준으로써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자가
수정이 문법오류의 분석 기준으로써 효율적이지는 않으나 이 결과 또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세 집단 모두 자신의 구문 오류를 인식하고 바르게 수정하
여 말하는 능력이 같다는 것은 아동들이 자가수정을 통해 지속적인 구문발달을
이루어 간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학령기 아동의 구문 발달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평균절길이

(MLCm)를 사용해왔다.그 결과 본 연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매우 느린
속도일지라도 평균절길이(MLCm)는 증가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그러나 대부분
의 연구가 평균절길이(MLCm)를 보는데 그쳤을 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문적
으로 얼마나 유창한 이야기를 산출할 수 있는가를 보지 않았다.본 연구는 학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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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구문적 발달을 평균절길이(MLCm)뿐만 아니라 문법오류점수로 살펴봄으
로써 평균절길이(MLCm)보다는 문법오류점수가 학령기 아동의 연령별 차이를 말
해주는 효율적 지표임을 밝힐 수 있었다.특히,언어장애아동들은 조사 및 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많고,이야기 전달에 필수적인
중요 논항의 생략을 빈번히 나타낸다.따라서 산출된 이야기의 문법 오류를 살펴
보고 이를 통해 구문 발달을 가늠해 보는 것은 언어장애아동에게 매우 효율적인
평가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지,성비,연령차,지능차

를 맞추었으나 대상자 수가 총 60명으로 대표성을 지니기에는 부족하였다.그러나
국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 실정에서 초등
학교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3학년 집단을 비교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분석하기 위한 단위로써 국외 이야기평가도구인

SNAP13의 C-unit을 사용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절(clause)이 주어+서술어로 이루
어진 문법적 단위라는 점에서 C-unit을 적용해 보았다.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어
이야기에 더 적절한 단위들이 나와 주기 바란다.
셋째,한국어 문법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경우에도 절이라고 정의한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문법을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주어가 빠진 C-unit을 0점으로
처리하였다.왜냐하면 앞의 문장과 주어가 다를 경우 새로 등장한 주어를 분명히
밝혀 줌으로써 정보 전달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특히,본 연구에서 주어 등의 중
요논항 생략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했음을 볼 때 주어 유무에 따라 점수를
달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따라서 이야기문법 연구에서 주어가 생략된 절
의 경우 점수를 줄 것인가 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많은 선행연구들이 학령기 아동의 구문적 발달을 보기 위해 평균절길이

(MLCm)를 사용해왔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문법오류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했음을 밝힘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구문적 특성은 문법오류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문법오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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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제시한 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자가 수정,중요논항의 생략을 뒷받침해
줄 선행연구들이 부족하므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
다섯째,대부분의 언어장애아동들은 정상아동에 비해 낮은 이야기 능력을 보이

며,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학령기 언어장애아동들의 학업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
이것은 이들의 이야기 중재가 매우 필요함을 말하는데 막상 언어치료실에서 이들
의 이야기 능력을 평가할 마땅한 평가도구가 없다.따라서 앞으로 학령기 정상아
동의 이야기에 대한 준거(criteria)자료가 마련된다면 이야기 단위에서 문제를 보
이는 아동들이 준거에 따라 변별될 수 있고 대상 아동의 이야기발달연령이 어떠
한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앞으로 학령기 정상 아동 대상의 표준화된 이야기
검사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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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결결결 론론론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3학년의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
산출을 통해 각 학년집단 간 이야기문법 및 구문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야기문법총점이 증가하고,평균절길이(MLCm)가 길어
지며,문법오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즉,이야기문법,평균절길이(MLCm),문
법오류는 초등학교 1학년,2학년 및 3학년의 이야기가 내용 및 구문에서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며,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야기 산출 능력이 발달하고 있음을 예
측케 하였다.이야기문법의 하위 범주들이 학년 간 동일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
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각 범주들을 더 적절히 연결시킴으로써 시간적⋅인과적
으로 잘 연계된 이야기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1학년과 3학년 집단 간에서만 유
의한 차이를 보인 평균절길이(MLCm)와 달리 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중요논항의
생략이 학년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이것은 학령기 아동의 학년 증가에 따른 구
문 발달을 볼 때,평균절길이(MLCm)보다 문법오류 분석이 더 효율적 지표임을
말해주었다.

이상의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상아동의 경우 이야기문법총점과 평균절길
이(MLCm),문법오류를 통해 학년 증가에 따른 이야기 산출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총 60명의 연구대상자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시켜 해석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본 연구가 학령기 아동의 이야기 산출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참고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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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이이이야야야기기기문문문법법법의의의 하하하위위위 범범범주주주(((ssstttooorrryyygggrrraaammmmmmaaarrrcccaaattteeegggooorrriiieeesss)))

Merrit& Liles(1987)참고

범주 정의

SettingCategory

등장인물의 소개(예.옛날에 새힘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장소의 묘사(예.집으로 데려왔어요)
사회적,물리적,시간적 상황(예.밤이 되었어요)

InitiatingEventCategory

목표 지향적 에피소드의 시작을 알리는 주인공
의 행동이나 사건(예.개구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등장인물의 내적 지각
등장인물의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사건
등장인물의 직접적 반응을 일으킴

InternalResponseCategory

등장인물의 감정,목표,희망,의도,생각(예.새
힘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야기의 계기사건과 인과적으로 관련됨
다음의 계획을 이끄는 것

AttemptCategory

상황을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등장
인물의 행동(예.새힘이는 개구리를 여기저기 찾
아보았습니다)
계기사건 또는 내적반응과 인과적으로 연결되거
나,이후에 나오는 결과와 인과적으로 연결됨

ConsequenceCategory

주인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와주거나 방해함
으로써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는 것
목표 달성 또는 사건의 전환을 일으킬만한 주인
공의 행동

ResponseCategory

등장인물이 목표 달성 또는 실패에 대해 느끼는
감정,생각 또는 행동
직접적인 결과와 인과적으로 연결됨
에피소드의 끝에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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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CCC---uuunnniiittt의의의 구구구분분분 원원원칙칙칙

1.C-unit이란 종속절을 포함하는 주절을 말한다.
1-1.주절이란 한 문장을 이루는 두 절 중에서 주(主)가 되는 절을 말한다.
1-2.종속절이란 조건,원인,때 등을 나타내면서 주절을 꾸며 주는 절을 말한다.
2.주절에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단,앞의 C-unit과 일치하는 주어의 경
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예 1) 앞의 C-unit:근데 개구리가 나왔어요.

다음 C-unit:근데 가만히 쳐다보더니 밖에 나갔어요.
→ 다음 C-unit의 주어가 ‘새힘이가’로 바뀌었는데 생략하였

으므로 C-unit에서 제외시킨다.
예 2)앞의 C-unit:새힘이가 개를 혼냈어요.

다음 C-unit:그리고 “개구리야!”하고 소리 질렀어요.
→ 다음 C-unit의 주어가 앞의 C-unit과 일치하므로 C-unit
으로 분석한다.

3.한 문장을 이루는 두 절이 대등적(나열 및 대조)으로 연결되었을 경우 두 개의
C-unit으로 구분한다.
가.나열을 나타내는 대등연결어미 ‘-고,-며’로 연결된 경우
예 1)강아지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냥 숨었고 새힘이는 나무에 구멍 있는 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두 개의 C-unit으로 구분함
나.대조를 나타내는 대등연결어미 ‘-지만,-는데,-(으)나’로 연결된 경우
예 2)새힘이하고 강아지가 자고 있는데 개구리가 빠져나가려고 해요.

→ 두 개의 C-unit으로 구분함
4.한 문장을 이루는 두 절이 대등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한 개의 C-unit으
로 구분한다.
4-1.종속적(원인,양보,의도 등)으로 연결된 문장은 한 개의 C-unit으로 본다.
예)갑자기 바위 뒤에서 사슴이 올라오더니 소년을 머리 위에 태웠습니다.
4-2.안은문장(명사절,관형절,부사절,인용절)과 연결된 문장은 한 개의 C-unit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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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
예)다음날 새힘이가 개구리가 들어있던 병을 봤더니 개구리가 없었어요.
5.종속절 연결어미라도 연결된 두 절이 종속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개
의 C-unit으로 나눈다.
예 1)새힘이는 바위 위로 올라가서 또 개구리를 불러 보았어요.

→ 연결어미 ‘-서’가 ‘시간’을 나타내므로 두 개의 C-unit으로 나눔
예 2)새힘이는 통나무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가봤어요.

→ 연결어미 ‘-서’가 ‘인과’를 나타내므로 한 개의 C-unit으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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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이이이야야야기기기문문문법법법의의의 분분분석석석 절절절차차차 및및및 점점점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기기기준준준

1.잘못된 시작,반복된 내용,이야기와 관련 없는 내용,일반적인 설명이나 질문,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등의 C-unit은 부적절한 C-unit으로 모든 분석(이야기문
법,평균절길이,구문오류)에서 제외한다.
2.하나의 C-unit내에서 반복된 발화나 잘못 시작한 발화는 분석하지 않는다.
예)(강아지는)(철수)강아지는 (나뭇가지)나뭇가지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3.자발적으로 수정한 경우 들려준 이야기 정보에 더 가까운 쪽을 분석한다.
4.낱말 찾기 오류는 분석에 포함한다.(예:스컹크/두더지)
5.분석에 포함시킬 최종 C-unit에 대해 각각 번호를 매긴다.
6.각 C-unit이 6개의 이야기문법 하위 범주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
야기문법 점수를 준다.
7.이야기문법 점수는 0,1점 체계로 6가지의 이야기문법 하위 범주 중 어느 한 가
지를 만족시킬 경우 1점을 준다.
8.하나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C-unit을 사용했을 경우,1개의 이
야기문법으로 채점한다.
9.만일 하나의 C-unit에 2가지 이상의 이야기문법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면
이야기문법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각각 준다.
10.앞의 C-unit과 주어가 다를 경우 주어를 명백히 표현했을 경우에만 1점을 준
다.만일 앞의 C-unit과 주어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생략한
C-unit은 0점을 준다(표 14).

표표표 111444...이이이야야야기기기문문문법법법 ssscccooorrriiinnnggg의의의 예예예

No C-unit 문법점수
1 순록은 어떤 애를 강가에 빠트렸습니다. 1
2 그리고 거기 앉았습니다.(주어:어떤 애가) 0
3 그래가지구 어떤 애는 개구리를 보았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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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444...문문문법법법오오오류류류 ssscccooorrriiinnnggg기기기준준준

1.‘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자가수정’,‘중요논항의 생략’중 1개 이상을 포함한
C-unit을 문법오류로 분류한다.
2.한 C-unit속에 ‘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자가수정’,‘중요논항의 생략’중 1개
유형이 포함될 경우 오류의 수를 1개로 센다.
3.한 C-unit속에 ‘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자가수정’,‘중요논항의 생략’중 2개
이상의 유형이 포함될 경우 오류의 수만큼 센다.이 때,같은 유형의 오류가 2개
이상 나타났을 경우에도 오류의 수만큼 센다.
4.전체 C-unit에 나타난 각각의 오류의 수를 합하여 전체 오류의 수를 센다.
5.전체 오류의 수를 센 후 전체 C-unit의 수로 나누어 오류 점수를 구한다.

오류 점수=전체 오류의 수 /전체 C-unit의 수 ×100

6.불완전한 C-unit각 유형의 정의를 표 15에 제시하였다.
7.문법오류를 scoring하는 예를 표 16에 제시하였다.

표표표 111555...불불불완완완전전전한한한 CCC---uuunnniiittt각각각 유유유형형형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예예예

유형 정의 예

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

조사 또는 어미의 잘못된 사용이나
생략으로 의미 전달이 불완전한 문장 벌이 강아지를 달려들었다.

자가수정
문법적 오류 또는 어휘 사용의 오류
가 포함된 낱말 또는 어절,구를 스
스로 수정하여 말한 문장

개가 옆에 있던 아니 나무
에 걸려 있는 벌집에 대고
소리쳤어요.

중요논항의 생략
주어 또는 목적어 등을 생략하여 의
미전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문
장

근데 소리치다가 사슴에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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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666...문문문법법법오오오류류류 ssscccooorrriiinnnggg의의의 예예예

No C-unit 유형 오류의 수

1 벌이 강아지를 달려들었다. 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 강아지를/강아지한테
:1개

2 개가 옆에 있던 아니 나무에 걸려
있는 벌집에 대고 소리쳤어요. 자가 수정 옆에 있던 아니 :1개

3 그래서 바위 위로 올라가서 나뭇가
지에 잡고 있다.

조사 또는 어미의 실수
중요 논항의 생략

나뭇가지에:나뭇가지를
/ ‘아이가’생략

:2개

총 C-unit의 수가 10개라고 가정하였을 때,전체오류의 수가 4개이므로 오류점수는 아
래와 같다.

총 C-unit의 수:10개
전체 오류의 수 :4개
문법오류 점수:4/10×10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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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Narrative Narrative Narrative Narrative production production production production abilities abilities abilities abilitie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of of of of the the the the school school school school age age age age children children children children in in in in grade grade grade grade 

Soo Soo Soo Soo Jean Jean Jean Jean ShinShinShinShin 

Graduate Program in Speech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 Sook Park) 

   Usually children mix words and use complex syntax when they begin to    

learn morphemes and these factors are first harmonized in narratives. Upon 

enteri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recognize that a narrative is a main 

genre, because most class texts consist of narratives. The narrative ability 

develops gradually from infancy throughout the school age and can be a 

useful marker to examine the language ability of school age children using 

the language of discourse level. In addition, it can form part of a comparable 

criteria for measuring the narrative competence of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In this study therefore, I examined the development in narrative 

production abilities with increasing grade of school age children. 

   I collected data from 60 elementary school children (Grades 1 to 3) in 

Gangseo-gu, Seoul. The children produced a narrative picture storybook 

"Frog, Where are you?", with no words. I analyzed the content and syntax of 

the produced narratives. I used story grammars as the analysis materia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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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 and used the mean length of C-units by morphemes(MLCm) and 

grammatical error score as the analysis material for the syntax. I then 

examined whether story grammars and MLCm and grammatical error score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ces in grade group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tory grammar total score was higher as groups. Thus, narrative 

production ability by story grammar total score was increased as groups. 

The scores in story grammar categories, initiating event, internal response, 

attempt, and consequence were increased with increasing age, but setting 

was not influenced by grade. The score in story grammar categories with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same, but the attempt and internal response 

tended to be used more than the others with increasing grade. 

   2. MLCm was increased significantly between grades 1 and 3, whereas the 

MLCm was significantly lengthened with increasing grade. 

   3. grammatical error total score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age. Thus, 

narrative production ability by grammatical error total score increased with 

increasing age. I used misuse of a postposition or ending, omission of main 

contents, and self correction as indicators of error patterns. The self 

correction was not influenced by grade. Misuse of a postposition or ending, 

and omission of main contents were decreased with increasing grade. 

Therefore, I determined that the narrative syntactic development was based 

on two patterns. 

   The story grammar total scor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grade for normal school age children. MLCm was increased and grammatical 

error total score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age. This analysis 

confirmed the development of narrative production abilities and the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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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significant predictor of narrative production ability of school age 

children. 

                                                                                                                  

Key words  :  school age children,   narrative production,   story grammar, 

                     mean length of  C-units(MLCm),   grammatical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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