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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기본문법기 정상아동의 연령과 발화길이에 따른 조사의 산출

   정상아동은 한 낱말 시기를 지나 두 세 낱말로 연결되는 발화로 발전하

면서 문법형태소를 획득하는데,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는 조사나 어미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산출하여야 한다. 정상아동의 조사 

산출에 대한 자세한 발달 자료는 언어장애아동과 관련하여 조기진단 및 치

료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조사의 오류

를 빈번히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만 2세 6개월부터 4세 6개월까지의 정상아동을 

6개월 단위의 네 집단으로 나눈 뒤, 자발화를 수집하여 그들의 조사 발달

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상아동의 생활연령 및 평균발화길이 (MLU)에 따라 

조사의 총유형수, 총빈도수, 실수 횟수, 실수 유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의 총유형수와 총빈도수는 2세 후반부터 3세 후반까지 점차

적으로 증가하 지만, 3세 후반과 4세 전반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평균낱말길이 (MLU-w)와 평균형태소길이 (MLU-m)가 길어질수록 

조사의 총유형수와 총빈도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셋째, 조사의 실수 횟수는 2세 후반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

는 감소하여 3세 전반부터 4세 전반에 이르기까지 비슷하 다. 조사의 실

수 유형을 살펴보면, ‘대치 (substitution)’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

게 감소하 지만, ‘생략 (omission)’과 ‘이중사용 (duplicative use)’의 경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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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평균낱말길이 (MLU-w)와 평균형태소길이 (MLU-m)는 조사의 실수 

횟수 및 실수 유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2세 후반에서 4세 전반 아동들의 조사 발달을 평가하는 데 평균낱말길

이나 평균형태소길이가 적절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 

산출의 실수 자료는 정상아동을 통해 조사의 오류가 빈번한 SLI 아동들을 

변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정상발달과정의 조사 산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어장애아동의 진단 및 치료에 준거 (criteria)를 제공하 다는 의의를 지닌

다.  

──────────────────────────────────

핵심되는 말 : 기본문법기 정상아동, 조사, 평균낱말길이 (MLU-w), 평균형

태소길이 (M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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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문법기 정상아동의 

연령과 발화 길이에 따른 조사의 산출

<지도교수 박은숙>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이 나 

Ⅰ. 서  론

   아동들이 한 낱말 시기를 지나 두 낱말, 세 낱말로 연결되는 발화로 발

전하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언어 현상 중의 하나는 문법형태소를 획득하는 

것이다.
1)
 

   문법형태소란 문법단위 중 최소의 유의미적 단위이다. 유의미적 의미란 

어휘적 의미나 문법적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뜻으로, 가령 ‘꽃이 피었다’의 

‘꽃, 피~’처럼 어휘적 의미를 지닌 것을 어휘형태소 (lexical morpheme, 실

질형태소, 기능형태소, 허사)라고 하고, ‘-이, -었, -다’처럼 문법적 의미를 

지닌 것을 문법형태소 (grammatical morpheme, 형식형태소, 기능형태소, 

허사)라고 한다.
2)
 또는 한 언어 내에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더 분석하면 그 뜻을 잃어버리는 말의 단위로 정의되기도 한다.
1)
 

문장이나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형태소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에 접근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즉, 어절 안에서 두 개 이상의 형

태소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뜻이나 문법적 역할을 가지는 형태소가 분석되

어야만 올바른 문장이나 단어의 뜻을 알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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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문은 언어의 형식과 관계되는 것인데, 아동이 구문 능력을 갖추기 위

해서는 형태소가 어떻게 결합하여 낱말을 이루고, 낱말이 어떻게 배열되어 

구나 문장을 이루며, 구나 문장이 어떻게 접속 또는 연결되어 좀 더 복잡

한 발화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규칙을 습득해야 한다.
4)
 아동이 세 단어 이

상의 언어표현을 하게 되면 조사나 어미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문장의 의

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5)
  

   문법형태소의 습득은 발화길이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의 향

을 받아 이루어진다.
6)
 문법형태소를 획득하는 요인의 하나는 사회적 소통

의 기능이다. Halliday
7)
는

 
아동이 가장 먼저 획득하는 언어의 의미기능은 

상호작용이라고 하 다. 조명한
6)
의 연구에서 공존격조사 (예, ‘-랑’)를 일찍 

획득한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문법형태소를 획득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인지발달이다. 인지발달에서 먼저 발달되는 개념이 언어에

서도 먼저 획득되는 것이다. 장소격 조사가 일찍 출현한다는 사실도 이와 

같은 요인에 따른 것이다.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문법형태소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데, 

이 중 조사는 다시 기능에 따라 격조사, 보조사, 연결조사로 분류될 수 있

다.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 격을 표시하거나 부가적인 의미를 더해 말하

는 사람이 자유롭게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어이다.
8)
 또한 

어순이 자유로운 한국어에서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2)
 특히 격조사는 보조사나 연결어미와 같은 문법형

태소보다 먼저 출현하고 습득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의 변화

는 아동의 언어발달이 지체되거나 장애가 있음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로 간주된다.
9)
 특히 단순언어장애아동이 조사 습득에 더

욱 어려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정상아동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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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달이 늦거나 적은 양의 조사를 사용한다고 보고하 다.
10-14) 

Cole et 

al.
15)
의 연구에서는,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예후를 진단하는 데 문법형태소의 

발달이 최선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정상아동의 자료는 언

어발달지체아동을 위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유로 본 연구에서는 언어장애 진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상아동의 조사 

산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상아동의 조사 산출의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동들을 연령별로 나누어 조사의 출현율, 출현빈

도 및 발달순서 등을 종단 혹은 횡단으로 관찰하 다. 이들 연구 결과에서 

일치하는 견해는 아동이 만 2세 때 주격조사 ‘가’를 습득하고 처소격조사

가 다양하게 발달한다는 것이다. 또 보조사 ‘은/는’도 이 시기에 출현한다

고 보고하고 있다. 만 3세 경에는 부사격조사 ‘에서’가 확립되고 만 4세 

이후로는 이전에 출현하 던 조사들이 대부분 확립된다고 보고하고 있

다.
16,17) 

그러나 목적격조사 ‘을/를’의 경우 그 출현빈도가 낮다는 점에서는 

일치한 견해를 보 지만 그 출현시기가 김수 (이은경
16)
에서 재인용)은 2

세, 이은경
16)
은 3세에 나타난다고 보고하 고, 부사격조사 ‘로/으로’의 경우

도 권도하 등
17)
은 3세, 이은경

16)
은 4세에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 배소 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이야기구조에서 언어

분석을 실시하 는데, 아동의 자발화샘플을 이용한 연구와는 다르게 격조

사와 연결조사에 비해 보조사는 드물게 사용하 다고 보고하 다.
18)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수와 연구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에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습득이라는 용어

에 대해 연구들 간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생산적 산출 (productivity)의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어떤 연구는 소수의 아이들을 종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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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여 처음 출현 당시의 것을 습득으로 간주한다. 한편 어떤 연구들은 다

수의 동일연령에 대한 실험연구를 통해 습득연령을 정하기도 한다.
8)
 그리

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각각의 조사에 대한 빈도수를 제시하 을 뿐, 

총유형수와 총빈도수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총유형수와 총빈도수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이

는 정상언어발달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언어발달장애아동이 보이는 조사 산출의 오류는 정상아동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장애가 아닌 정상적인 언어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조사 산출의 실수(error)로 정의할 수 있

다. 정상아동들이 보이는 실수들은 창의적인 모습으로 운동, 인지, 정서 발

달의 제한된 능력을 함께 반 하지만, 언어장애아동처럼 많은 양이 지속적

으로 오래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상언어발달에서 발달적 차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특징이 되므로 언어진단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본다.
8)
 아동의 조사 습득 연령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습득하

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정보이다.
19) 
따라서 정상아동의 

조사 산출의 실수 측면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정상아동의 조사 산출의 실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홍경훈
19)
은 4세, 6세 및 8세의 정상아동들의 조사사용특성을 분석하

는데, 조사사용 및 오류형태의 연령간 차이를 고찰하 다. 이중 4세 아동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치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목적격조사

와 처소격 조사에서 대치 오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중적 사용의 오류율

은 4세 아동에게서 빈도가 높았으며 다른 연령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

다. 또 박정현
9)
은 학령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조사 사용을 비

교하 는데, 이 중 정상아동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치를 나타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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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를 생략하거나 목적격 조사를 주격 조사로 

대치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주격 조사의 위치에서 ‘이가’와 ‘야가’의 과

잉 사용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법형태소의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리측정적 검사방

법과 기술적 검사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아동의 문법형태소 사용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검사방법을 사용한다.
20)
 언어샘

플을 통한 언어분석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실제로 아동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이는 표현언어 진단에서 

매우 중요하다.
21)
 자발적인 발화 수집을 위해 아동의 대표적인 발화들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화도구를 사용하여야 한

다. 대화 도구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장난감 자료나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사건위주의 그림을 보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들이 있다.
20,22) 

문법형태소 연구의 발화자료 크기는 1000발화 이상의 발화자료도 있지만 

주로 100-200발화이다.
13,14,23-26)

   자발화샘플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척도는 발화길이

이다. 발화길이는 평균발화길이 (MLU: Mean Length of Utterance), 평균구

문길이 (MSL: Mean Syntatic Length), 또는 최장발화길이 (UBL: Upper 

Bound Length) 등으로 수치화된다. 이 중 평균발화길이는 아동의 각 문장 

속에 포함된 낱말이나 형태소의 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자발적인 발화길

이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언어장애 아동을 진단하거나 연구집단을 설정하

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평균발화길이는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

태소길이로 분류할 수 있는데, 평균낱말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in 

words: MLU-w)는 각 발화의 낱말수를 총 발화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것이고, 평균형태소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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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U-m)는 각 발화의 형태소의 수를 총 발화의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것이다.
27)
 

   오래전부터 MLU는 아동의 양적인 언어발달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

다.
28) 
아동이 문법형태소를 습득하는 것은 MLU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 는데,
12)
 Leonard

29)
의 연구에서는 문법형태소의 사용은 긴 발화의 

형태를 요구하므로, 아동의 발화 길이를 고려하여 문법형태소 사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 다.
30)
 또 문법적 발달척도의 기초적 근거로 MLU의 

사용을 제안한 Brown
31)
은 아동들의 언어습득 속도에 개인차가 심한 것을 

고찰하여 MLU가 생활연령보다 문법발달에 대한 더 나은 예측 기준이라고 

보고 다섯 개의 MLU 발달단계를 설정하 는데, 이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

해서 좀더 확장되고 체계화되었으며, 더 나아가 문법구조들의 발달과정을 

MLU의 단계에 접목시키기도 하 다. De Villiers et al.
32)
는 초기 14개의 

문법형태소들을 MLU의 발달단계에 따라 제시하 으며, Miller et al.
33)
는 

좀더 다양한 문법구조들 (명사구, 동사구, 부정문, 의문문 등)을 Brown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설정함으로써 아동의 문법구조적인 발달단계를 분석하

도록 하 다. Lahey et al.
34)
는 MLU가 3.5에서 4.5 사이 (만 35개월 이전)까

지 문법형태소를 다양하게 습득한다고 보고하 다. 특히 형태소로 측정한 

한국 아동의 평균발화길이는 어권 아동의 평균발화길이보다 높은 수치를 

보 는데,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어가 문법형태소를 많이 포함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 다.
20)
 이처럼 한국어의 문법형태소는 아동

의 언어발달을 반 하는 데 있어서 어휘형태소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5)
 그러나 기존의 국내연구는 생활연령에 관련하여 

문법형태소의 발달을 살펴보았을 뿐, 발화길이에 관련한 문법형태소에 대

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발화길이에 따른 문법형태소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9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장애아동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상

아동의 조사 산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자발화 샘플을 

분석하여 생활연령 및 평균발화길이 (MLU)에 따라 조사의 총유형수, 총빈

도수, 실수 횟수, 실수 유형이 각각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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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연령 집단과 조사 산출

   가. 생활연령 집단 간 조사의 총유형수에 차이가 있는가?

   나. 생활연령 집단 간 조사의 총빈도수에 차이가 있는가?

2. 발화길이의 증가와 조사 산출  

   가. 발화길이의 증가와 조사의 총유형수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나. 발화길이의 증가와 조사의 총빈도수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3. 생활연령 집단과 조사 산출의 실수 

   가. 생활연령 집단 간 조사의 실수 횟수에 차이가 있는가?

   나. 생활연령 집단 간 조사의 실수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4. 발화길이의 증가와 조사 산출의 실수  

   가. 발화길이의 증가와 조사의 실수 횟수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나. 발화길이의 증가와 조사의 실수 유형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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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만 2세 6개월에서 만 4세 6개월 사이의 정상아동

들 60명을 대상으로 하 다. 60명을 다시 네 연령대로 만 2세 6개월 (30개

월)부터 만 3세 (36개월) 미만까지의 2세 후반 연령대 15명, 36개월부터 만 

3세 6개월 (42개월) 미만까지의 3세 전반 연령대 15명, 42개월부터 만 4세

(48개월) 미만까지의 3세 후반 연령대 15명 그리고 48개월부터 만 4세 6개

월 (54개월) 미만까지의 4세 전반 연령대 15명으로 구성하 다 (표 1). 서로 

인접한 연령대이지만 그룹 간 조사 산출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6

개월 단위로 나누었고, 성별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비슷한 비율로 맞추었다. 

또 아동의 언어능력과 발화길이의 상관관계는 4세 이후에는 유의미하지 않

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31)
 4세 전반 연령대까지로 구성하 다.      

   정상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언어발달 검사 중 하나인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 (PRES: 김 태 ․서울장애인복지
관)나 그림어휘력 검사를 실시하 을 때 언어이해와 언어표현 모두 정상범

주 내에 속하는 아동으로 선정하 다. 또 그림자음검사를 실시하거나 선생

님 보고를 통해 아동이 조음에 문제를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 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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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 각 집단의 아동수
1
 및 평균생활연령

2

생활연령 아동수 평균생활연령

2세후반 15 33 ± 2.09

3세전반 15 38 ± 2.10

3세후반 15 44 ± 1.82

4세전반 15 52 ± 1.82

1단위는 ‘명’

2단위는 ‘개월’,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

2. 연구 방법

가. 자료 수집 

   장난감을 이용한 자유로운 상황에서의 놀이가 자발적 발화 수집의 방법

으로 많이 사용된다. 아동의 대표적인 발화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장난감 

도구의 선택이 중요하며, 아동이 관심을 갖는 자료일지라도 자료에 너무 

몰두해 발화유도가 안 된다면 적합한 도구라 할 수 없다. 도구의 한 예로 

아동의 일상생활을 반 하는 집놀이, 동물원놀이, 부엌놀이, 자동차놀이, 로

봇놀이, 유치원놀이 등의 장난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때 다양한 행위자

가 포함되는 것이 좋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놀이주제와 자료를 살펴보면, 

이희정
20)
은 동물놀이, 식탁놀이, 의사놀이, 목욕놀이 자료를 발화수집에 사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발화를 수집하기 위해 서울 지역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독립되고 조용한 공간에서 아동과 검사자와의 놀이 상황에서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녹화하 다. 놀이 환경은 시장놀이, 부엌놀이, 병원놀이, 

집놀이, 자석놀이로 중심으로 구성하 고 아동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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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다. 아동과의 상호작용은 김정미
36)
와 김 태

4)
의 자발화 수집 지침을 

따랐다 (부록 1).

   아동의 자발화는 Digital-cam (SAMSUNG VM-8990H)을 사용하여 녹화

하 고, 각 아동 당 최소한 100발화 이상을 표집하 다. 아동과 검사자의 

놀이 상황은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목표발화수가 채워지지 않은 경

우에는 놀이를 지속하여 최소한 100발화를 채우도록 하 다. 아동과의 상

호작용이 시작된 후 10분 동안 의미 있는 발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표

집을 중단하 으며 그 아동은 대상군에서 제외하 다. 

나. 자료 분석

아동의 발화 전사 자료에서 단단어나 네/아니오의 대답을 제외한 완전 

이해가능하고 문법성을 갖춘 연속발화 중 100발화를 선택한 후 문장 단위

로 분석하 다. 발화전사 및 분석 기준은 김 태
22)
의 발화 구분을 참고하

다. ‘사과’와 같은 단단어는 분석에서 제외시켰지만, ‘이거 사과’와 같은 

경우에는 문법형태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동이 2어 조합의 문법성

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석에 포함시켰다. 한국어 언어발달 측정

(KDLS)
37)
과 고려대학교 한국어 형태소 분석 및 품사 부착 (태깅) 시스템

38)

에 근거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조사는 기능에 따라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분류될 수 있다. 격조

사는 다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호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조사의 7개의 조사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보조사와 연결조사를 

합하여 총 9개가 분석 대상에 해당하 다 (표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단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총유형수는 아동

이 산출한 9개의 조사 유형에서 하위 유형의 개수를 모두 합하여 평균을 

구한 값이고, 총빈도수는 아동이 산출한 조사의 빈도수를 모두 합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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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을 구한 값이다. 조사 실수 (error)에 대한 기준은 “성인의 구어에서 나타

나지 않는 조사 사용형태”로 정의하며, 기본 문법에서 어긋나더라도 성인

이 일상적인 발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실수 횟수는 아동이 보인 실수의 개수를 모두 더하여 평균을 구한 값이고, 

실수 유형은 ‘생략’, ‘대치’, ‘이중사용’으로 분류하 다. ‘생략’은 반드시 써

야 하는 위치에서 부재한 경우이고, ‘대치’는 격내 또는 격간에서 다른 유

형으로 바꿔서 사용한 경우이다. ‘이중사용’은 조사의 상호결합이 허용되지 

않는 위치에서 조사를 겹쳐서 사용한 경우이다.
19)
 예를 들면, ‘에서는’과 같

은 경우 부사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이 성립되지만 ‘이가’는 주격조사와 

주격조사의 결합이 성립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수를 보인 것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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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의 종류
1

1
 참고: 남기심․고 근. 표준국어문법론.

1) 

다. 신뢰도 검증

전체 자료의 10%(6명)를 추출하여, 언어병리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전사 

분석방법을 훈련받은 2차 검사자가 video tape을 재분석하여 검사자간의 

전사 신뢰도와 100발화를 선택할 때의 신뢰도를 평가하 다. 또 전체 자료

에 대해 조사 coding 신뢰도를 평가하 다. 

그 결과, 전사 신뢰도는 내용어에서 96.1 %, 문법형태소에서 94.7 %로 나

타났고, 100발화 선택 신뢰도와 조사 coding 신뢰도는 각각 98.7 %, 99.1 %

로 나타났다.  

조사의 종류
조사 산출의 예

9가지 조사 유형 하위 조사

격조사

1) 주격  -이 (-가, -께서)  칼이 있어요

2) 목적격  -를 (을, ㄹ)  사과를 먹어

3) 서술격

 -이 (-ㄴ가, -라서, -인데, -이

다)
 이거 뭐예(이에)요

 -(이)야  이거 뭐야

4) 호격  -야 (-아)  성우야 뭐 해

5) 보격  -가 (-이)  빵이 되었네

6) 관형격  -의  얘의 세탁기예요

7)

부

사

격

여격  -에, -에게, -한테, -께  동생한테 줄 거야

처소격  -에, -에서, -에게서  집에서 흘렸는데

도구격  -로 (-으로)  이걸로 해

8) 보조사
 -는(은), -만, -도, -부터, -까

지, -보다, -처럼, -마저

 이거는 어디 갔지 

 이것도 있는데

9) 연결조사  -와(과), -하고, -랑 (-이랑) 
 선생님이랑 해 

 아빠하고 엄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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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계 분석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11.0)을 이용하 다. 집단간에 조사의 총유

형수 및 총빈도수 차이를 검증하고 조사 산출의 실수 횟수 및 유형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 다. 발화길이와 조사의 총유형수, 총빈도수, 실수 횟수, 실수 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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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연령에 따른 조사의 산출

 가. 조사의 총유형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많은 조사 유형수가 관찰되었는데,  

2세 후반에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서술격조사 ‘이’, ‘야’, 부

사격조사 ‘에’, ‘에서’, ‘에다’, ‘에도’, ‘로/으로’, ‘한테’, 보조사 ‘은/는’, ‘도’, 

‘밖에’, 연결조사 ‘랑’, ‘하고’가 출현하 다. 3세에 접어들면서 부사격조사  

‘에다가’, 보조사 ‘만’, ‘처럼’이 새롭게 출현하 고, 3세 후반에는 호격조사 

‘야’와 보격조사 ‘이’, 보조사 ‘보다’가 나타났다. 4세 전반에는 관형격조사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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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9가지 조사 유형 및 하부 조사 

1 새롭게 출현한 조사에 대해 bold체로 표시

  연령

조사
2세 후반 3세 전반 3세 후반 4세 전반

1) 주격 이 (가) 이 (가) 이 (가) 이 (가)

2) 목적격 을 (를) 을 (를) 을 (를) 을 (를)

3) 서술격

이(인데), 야 이(인데/인가/

이냐), 야

이 (인데/인가/

이냐/이라서), 

야

이(인데/인가/

이냐), 야

              

4) 호격 야1
야

5) 보격 이

6) 관형격 의

7) 부사격

에, 에서, 

로(으로),

한테, 에다

 

에, 에서, 

로(으로),

한테, 에다

에다가 

에, 에서, 

로(으로),

한테, 에다

에다가 

에, 에서, 

로(으로),

한테, 에다

에다가 

8) 보조사

은 (는), 도, 

밖에

은 (는), 도, 

밖에, 만, 

처럼

은 (는), 도, 

밖에, 만, 

처럼, 보다

은 (는), 도, 

밖에, 만, 

처럼, 보다

9) 연결조사
랑, 

하고

랑 (이랑),

하고

랑 (이랑), 

하고

랑 (이랑),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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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집단에서 조사의 총유형수를 알아본 결과, 2세 후반에는 9.18 정도

다가 3세 전반과 후반에는 각각 11.36, 13.29 그리고 4세 전반에 이르러서

는 14.7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인 증가를 보 다 (표 4). 일원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의 총유형수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 .05).

표 4. 조사의 총유형수                           

                                                        (단위: 개수) 

값은 평균±표준편차

* p< 0.05

사후검정 (Post hoc tests) 결과, 조사의 총유형수는 2세 후반에서 3세 후

반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4세 전반에 이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 2세 후반 3세 전반 3세 후반 4세 전반

총유형수 9.18±0.40 11.36±0.46 13.29±0.52 14.7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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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의 총빈도수 

네 집단이 보인 9가지 조사 유형에서 각각의 조사의 총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주격조사는 3세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 빈도수가 증가하

다가 4세 전반이 되면 일정해졌다. 목적격조사는 빈도수가 저조하 지만 

2세 후반에서 4세 전반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다. 서술격조사는 3세 

전-후반까지 그 빈도수가 증가하다가 4세 전반이 되면서 감소하 다. 호격

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빈도수가 낮았는데, 호격조

사와 보격조사는 3세 전반까지 출현하지 않았고 관형격조사는 3세 후반까

지 출현하지 않았다. 부사격조사와 보조사는 빈도수가 2세 후반부터 4세 

전반까지 꾸준히 증가하 다. 연결조사는 그 빈도수는 낮았지만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표 5).   

전체적으로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부사격조사, 보조사의 총빈도수가 높

게 나타났는데, 모든 연령대에서 보조사의 개수가 가장 많았다 (그림 1). 이

에 비해 목적격조사, 호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연결조사의 총빈도수

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그 중 호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는 

거의 출현하지 않았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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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9가지 조사 유형의 총빈도수

                                   (단위: 개수) 

값은 각 조사당 아동이 산출한 개수의 평균

     연령

조사 
2세 후반 3세 전반 3세 후반 4세 전반

1) 주격 9.6 8.6 15.4 15.1

2) 목적격 0.3 0.9 1.4 2.1

3) 서술격 13.2 22.9 21.4 16.8

4) 호격 0.0 0.0 0.7 0.7

5) 보격 0.0 0.0 0.7 0.0

6) 관형격 0.0 0.0 0.0 0.7

7) 부사격 6.4 10.4 13.1 15.9

8) 보조사 15.4 28.1 29.4 32.5

9) 연결조사 1.1 1.9 2.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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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사 유형의 총빈도수 (주격, 서술격, 부사격, 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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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사 유형의 총빈도수 (목적격, 호격, 보격, 관형격, 연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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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집단에서 조사의 총빈도수를 알아본 결과, 2세 후반에는 45.18 정도

다가 3세 전반과 후반에는 각각 72.86, 84.64 그리고 4세 전반에 이르러

서는 89.93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인 증가를 보이며 3세 후반에

서 4세 전반에 이르면서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의 총빈도수는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 .05). 

표 6. 조사의 총빈도수                               

                                                                      (단위: 개수) 

값은 평균±표준편차

* p< 0.05

사후검정 (Post hoc tests) 결과, 조사의 총빈도수는 2세 후반에서 3세 후

반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4세 전반에 이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거의 일정해졌다.  

연령 2세 후반 3세 전반 3세 후반 4세 전반

총빈도수 45.18±3.72 72.86±4.46 84.64±3.90 89.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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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화길이와 조사 산출의 상관관계 

네 집단에서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가 조사의 총빈도수 및 총

유형수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평균낱말길이가 

길어질수록 조사의 총유형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r= .712, p< .01) 총

빈도수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 다 (r= .666, p< .01). 또한 평균형태소 길이

에 따른 총유형수 (r= .762, p< .01)와 총빈도수 (r= .788, p< .01)와의 유의한 

상관관계도 관찰되었다 (표 7). 

표 7.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에 따른 조사 총유형수 및 총빈도

수의 상관관계

발화길이
상관계수 (r)

총유형수 총빈도수

평균낱말길이 .712
*

.666
*

평균형태소길이 .762
*

.788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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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에 따른 조사 산출의 실수

 가. 조사의 실수 횟수

  네 집단에서 조사의 실수 횟수를 알아본 결과, 2세 후반에는 2.00 정도

다가 3세 전반과 후반에 각각 0.64, 0.50, 4세 전반에 0.57이 되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지만 3세 전반 이후에는 비슷한 값을 보 다 (표 8).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 산출의 총 실수 횟수는 집단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 .05). 

표 8. 조사의 실수 횟수

(단위: 개수) 

값은 ‘평균±표준편차’

*p< .05

사후검정 (Post hoc tests) 결과, 조사의 실수 횟수가 2세 후반에서 3세 

전반으로 넘어가면서 감소하다가 3세 전반부터 4세 전반에 이르기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일정해졌다.  

연령 2세 후반 3세 전반 3세 후반 4세 전반

실수 횟수 2.00±0.36 0.64±0.27 0.50±0.29 0.5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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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의 실수 유형

네 집단이 보인 조사의 실수 유형은 다음과 같다. 

2세 후반에 부사격조사 ‘에’를 생략하 고 이후에는 ‘생략’이 나타나지 

않았다. 

2세 후반에 부사격조사 ‘에’를 부사격조사 ‘에서’와 ‘에다’로, 목적격조사 

‘를’을 주격조사 ‘이’로, 주격조사 ‘이’를 같은 주격조사의 이형태인 ‘가’로, 

부사격조사 ‘으로’를 보조사 ‘는’으로 대치하 다. 3세 전반에도 부사격조사

를 다른 부사격조사와 보조사로, 목적격조사를 주격조사로 대치하는 실수

를 계속하여 보 고, 이 외에도 주격조사 ‘이’를 부사격조사 ‘에’로 대치하

는 실수도 보 다. 3세 후반이 되면서 주격조사를 다른 조사로 대치하는 

실수가 사라졌고, 목적격조사 ‘을’을 주격조사 ‘이’로, 부사격조사 ‘에서’를 

부사격조사 ‘에’로, 부사격조사 ‘에서’를 주격조사 ‘이’로, 부사격조사 ‘로’를 

부사격조사 ‘에’로 대치하는 실수를 보 다. 4세 전반까지 부사격조사를 다

른 부사격조사로 대치하는 실수와 목적격조사를 주격조사로 대치하는 실수

가 계속하여 나타났다. 

2세 후반에서 3세 전반까지 ‘이가’와 '이는‘의 실수를 보이다가 3세 후반

이 되면서부터 ’이가‘의 실수만을 보 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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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조사의 실수 유형 

1 목표 조사 →  대치된 조사 

  연령

유형 
2세 후반 3세 전반 3세 후반 4세 전반

생략 1) ‘에’

대치
1

1) ‘를’→ ‘이’

2) ‘에’→ ‘에서’

3) ‘에’→ ‘에다’

4) ‘으로’→ ‘는’

5) ‘이’→ ‘가’

 ‘을’→ ‘이’ 

 ‘에’→ ‘에서’

 ‘에’→ ‘은’ 

 ‘이’→ ‘에’

 ‘을’→ ‘이’ 

 ‘에’→ ‘이’

 ‘에서’→ ‘에’

 ‘로’→ ‘에’

 ‘를’→ ‘가’

 ‘에서’→ ‘에’

 ‘으로’→ ‘로’

이중사용
1) ‘이가’

2) ‘이는’

 ‘이가’ 

 ‘이는’ 

 ‘이가’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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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단에서 조사 실수 유형의 횟수를 알아본 결과, ‘생략’은 2세 후반

에 나타나다가 3세 전반에 이르면서 사라졌고, ‘대치’는 2세 후반에서 3세 

전반에 이르기까지 감소하다가 이후에는 비슷한 실수 횟수를 보 고, ‘이중

사용’은 2세 후반에서 3세 후반까지 감소하다가 4세 전반에는 3세 후반에 

비해 다소 증가하 다 (표 10).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의 실수 

유형은 ‘대치’의 경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지만 (p< 

.05), ‘생략’과 ‘이중사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조사 실수 유형의 횟수

(단위: 개수)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

*p< .05

사후검정 (Post hoc tests) 결과, ‘대치’의 횟수가 2세 후반에서 3세 전반

으로 넘어가면서 감소하다가 3세 전반부터 4세 전반에 이르기까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

유형 
2세 후반 3세 전반 3세 후반 4세 전반 

1) 생략 0.09±0.91 0.00±0.00 0.00±0.00 0.00±0.00

2) 대치 1.09±0.25 0.36±0.17 0.43±0.23 0.21±0.11

3) 이중사용 0.82±0.35 0.29±0.16 0.07±0.71 0.3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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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단에서 조사의 실수 유형 별로 각각 출현한 아동수를 살펴보면, 

‘생략’은 2세 후반에만 15명 중 2명이 보 고 이후에는 보이지 않았다. ‘대

치’는 2세 후반에 15명 중 11명이 보이다가 점차로 감소하여 4세 전반에는 

3명이 대치를 보 다. ‘이중사용’은 2세 후반에는 15명 중 7명이 보 고 3

세 후반과 4세 전반이 되면서 1명으로 감소하 다 (표 11). 

   표 11. 조사 실수 유형별 출현아동수

(단위: 명) 

  
값은 전체 15명 중 실수를 보인 아동수

        연령

실수 유형  
2세 후반 3세 전반 3세 후반 4세 전반 

1) 생략 2 0 0 0

2) 대치 11 5 4 3

3) 이중사용 7 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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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화길이와 조사 산출 실수의 상관관계 

네 집단에서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가 조사의 실수 횟수 및 유

형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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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나눈 네 집단 (2세 후반, 3세 전반, 3세 후

반, 4세 전반)의 조사 산출의 총유형수와 총빈도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를 보면, 총유형수와 총빈도수가 2세 후반부터 3세 후반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지만 4세 전반에 이르면 거의 일정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2세 후

반에 출현한 조사가 점차 발달을 거듭하여 4세에 이르면 대부분 확립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세 후반에서 3세 초반에 접어들면서 총유형수와 

총빈도수가 급증하 다. 배소
39)
은 2세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아동의 문법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아동의 언어표현은 한국어 문법 특성에 더욱 

어울리게 된다고 하 다. 

배소
12)
은 이야기 산출 능력 연구에서 문장 구조의 습득과 관련된 결

과의 일부로 조사 산출에 대해 언급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산출하는 

조사의 종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3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

로는 일치하 지만, 3세에서 4세로 넘어가면서 그 종류가 증가한다는 사실

은 일치하지 않았다. 3세의 경우 1-2 종류의 조사가 출현하 고 4세의 경

우 2-3 종류의 조사가 출현하 다고 보고하여 그 종류가 본 연구에서와 같

이 다양하지 않았다. 내용인즉, 주로 ‘가’, ‘을 (를), ’(으)로‘, ’에서‘, ’부터‘, ’

한테‘, ’-이‘와 같은 격조사 사용의 비율이 높다고 하여 그 종류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배소 의 연구가 본 연구처럼 자발화 샘플이 아

니라 이야기하기를 통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방법론 상의 차이로 해석된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에서 총빈도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

지만, 연령에 따라 각각의 조사를 쓰는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총

빈도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6-17,35) 

본 연구에서는 주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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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격조사, 부사격조사, 보조사의 총빈도수가 다른 조사에 비해 높게 나타

난 반면에, 목적격조사, 호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연결조사의 총빈

도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배소
18)
은 연결조사 ’와‘, ’랑‘, ’하고‘를 

많이 사용하며 보조사는 각 연령에서 드물게 사용하 다고 보고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결조사의 빈도가 다른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각 조사 중에서 보조사의 사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차이를 보 다. 이 

또한 방법론 상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이야기하기에서는 연결조사의 쓰

임이 많지만 자발화에서는 보조사의 산출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집단의 조사의 실수 횟수를 살펴보면, 특히 2세 후반에 가장 많은 

실수 횟수를 보 지만, 3세 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 횟수가 감소하 고, 이

후에는 거의 감소하지 않으며 비슷한 실수 횟수를 나타내었다. 아동의 조

사 산출이 2세 후반에서 3세 전반으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2세 후반에 가장 많은 실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홍경훈
19)
의 연구는 

4세, 6세, 8세 간의 차이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수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점에서는 일

치하 다. 또한 4세 아동들이 8세 아동들에 비해 조사 오류율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점으로 미루어, 조사 산출의 실수가 4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지만, 그 횟수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의 실수 유형 별로 살펴보면, ‘생략’은 2세 후반에 나타나다가 3세 

전반에 이르면서 사라졌고, ‘대치’는 2세 후반에서 3세 전반에 이르기까지 

감소하다가 이후에는 비슷한 실수 횟수를 보 고, ‘이중사용’은 2세 후반에

서 3세 후반까지 감소하다가 4세 전반에는 3세 후반에 비해 다소 증가하

다. 그러나 ‘이중사용’의 경우 2세 후반에 7명의 아동들이 실수를 나타낸 

반면에, 4세 전반에는 1명의 아동만이 실수를 보 기 때문에 이는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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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로 인한 문제로 보인다. 

   조명한
6)
은 구어체의 경우, ‘사과 줘’와 같이 조사를 생략하여도 의미 전

달이 가능하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조사의 생략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는 실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예를 들

어 ‘집 가’와 같이 구어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생략’은 실수

로 간주하 다. 이러한 실수는 ‘대치’나 ‘이중사용’에 비해 많이 나타나지 

않고, 3세 전반에 이르면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2세 경까지로 제한되는 실

수로 보인다. 따라서 3세 이후에 정상언어발달 과정에서는 ‘생략’의 실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아동의 조사 산출 실수에서 ‘생략’과 ‘이중사용’에 비해 ‘대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통사적인 지식과 관련

해서 조사를 완전히 생략하지는 않아도 조사의 쓰임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

절한 조사를 선택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껴 다른 종류의 조사로 대치하는 

오류를 보인다고 하 다.
39)
 홍경훈

19)
의 연구에서는 정상아동의 경우, 서로 

다른 연령 간에 대치 오류가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 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또 부사격조사와 목적격조사에서 대

치 오류가 높았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부사격 조사는 종류와 

쓰임이 다양할 뿐 아니라 특정 위치에서 특정 조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에’를 ‘에서’, ‘이’, 

‘은’으로, ‘으로’를 ‘로’, ‘는’으로, ‘에서’를 ‘에’로 대치하 다. 이는 처소격조

사의 형태가 많고 그 의미가 다의적이어서 그 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1) 
홍경훈

19)
의 연구에서도 아동

들이 나타낸 대치의 형태는 주로 낙착점의 처소격, 출발점의 처소격 그리

고 지향점의 처소격들 간의 대치가 많았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이정민
40)
에 따르면 1세 후반부터 2세 중반까지의 정상아동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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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격조사 대치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하 다. 그 이유로 주격 조사가 지각

적으로 가장 현저하기 때문에 목적격, 처소격, 동반격 등의 조사를 주격으

로 대치하는 오류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 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4

세 전반까지 주격조사의 대치 현상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실수가 여전히 나

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실수를 살펴보면, ‘을

(를)’을 ‘이’로, ‘이’를 ‘가’로, ‘에’를 ‘이’로 대치하 다. 

   선행연구에서 과잉일반화로 표현한 ‘이중사용’에 대해 살펴보면, 이승복

5)
은 2세 아동들에게서 주격 조사의 과잉일반화 현상이 나타났음을 제시하

고 배소
20)
도 거의 모든 2세 아동들이 ‘-이가’라는 주격조사의 과잉일반

화 현상을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우리말에서 문법형태소의 중요성이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발달준거를 

이 주격조사의 창의적 실수에서 찾았는데,
20)
 조명한

6)
은 아동이 문법 규칙

을 모르기 때문에 과잉적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과잉일반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이가’가 

4세 전반에도 나타났는데, 한국어의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창의적 

실수가 4세 전반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홍경훈
19)
의 연구에

서도 주격조사의 이중사용 오류가 4세에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MLU를 대변하는 평균낱말길이가 길어질수록 조사의 총유형수가 유의

하게 증가하 으며 총빈도수도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 다. 또한 평균형태

소 길이에 따른 총유형수와 총빈도수도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 다. 

MLU와 조사 발달에 관해 다룬 연구가 국내에 없으므로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없었지만, MLU와 문법형태소의 상관관계를 다룬 외국 문헌들을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Rondal et al.
41)
은 문법구조의 빈도와 MLU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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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한 견해를 나타내었다. 아동이 어느 정

도 일정한 순서로 문법형태소를 습득하는 것은 언어 발달 단계의 예측 기

준이 되고 MLU와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14)
,
 
같은 MLU 상의 아동의 

자발화 자료는 비슷한 구조와 문법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 다.
42,43) 

Paul 

et al.
14)
의 연구에서도 언어발달지체아동이 정상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 순

서와 비슷한 순서로 발달하며 이러한 습득은 MLU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 다. 특히 언어발달지체 아동이 정상발달과 비슷한 순서로 Brown의 14

개 문법형태소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MLU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

고 보고하 다.
44-48)

 김 태
27)
는 문법형태소나 관계절, 수동태 구문 등은 긴 

발화의 형태를 요구하기 때문에 MLU에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

다. 따라서 MLU에 비교하여 아동의 조사의 발달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Lahey
34)
는 MLU가 3.5에서 4.0이거나 35개월 이전까지 문법형태소

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초반까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결

과의 차이를 보 다. Lahey
34)
는 자발화 샘플에서 각각의 문법형태소를 살

펴보았지만 그 종류가 11가지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

사의 유형은 9가지로 하위조사까지 포함하면 26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두 

연구 결과의 차이는 언어특수성에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배소
20)
은 형

태소로 측정한 한국 아동의 평균발화길이는 어권 아동의 평균발화길이보

다 높은 수치를 보 는데,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어가 문법형

태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 다. 

그러나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의 실수 

횟수 및 유형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평균낱말길이와 

평균형태소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조사 산출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 36 -

보인다는 결과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실수 횟수 및 실수 유형에 

관해서는 적용하여 설명할 수 없었다. 

MLU가 구조적 발달에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자발화 

샘플에서 문법형태소나 낱말의 합을 구한 후 평균을 계산한 값으로, 자발

화 샘플의 다양한 특징을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24)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MLU는 양적인 결과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실수와 같은 

질적인 측면은 설명해낼 수 없었다. 또 다른 이유로, 언어 습득에서 지체를 

보이는 아동이 정상적인 MLU 범주에 속해있더라도 문법형태소의 발달은 

다소 지체될 수 있고, 비슷한 MLU에서도 서로 다른 언어발달을 보일 수 

있다고 하 다.
2,31)

 이것은 아동의 언어 발달에 다른 손상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2) 
따라서 MLU가 학령기 이전 아동의 

조사 산출의 발달에 대해 사용될 수 있지만 결코 홀로 사용되어서는 안된

다.
28,49-52)

 MLU만으로 아동의 조사 산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실제 아동

의 능력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상아동의 조사 산출 능력에 대해 살펴보고 각 연령 별로 

비교함으로써 그것을 실제 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임상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수와 연령대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아동의 언어발달은 지역, 부모의 교육정도, 사회경제적 위치 등에 

따라 개인차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제한점을 극복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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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기본문법기 단계에 있는 아동의 문법형태소에서 조사 산출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생활연령 및 평균발화길이 (MLU)에 따라 조사의 총유형수, 총

빈도수, 실수 횟수, 실수 유형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2세 후반에서 3세로 넘어가면서 조사의 총유형수와 총빈도수가 가장 많

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조사 산출의 실수 또한 가장 많이 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4세 전반에 이르면서 이전에 발달해온 조사들이 대

부분 확립되어 이후부터는 총유형수와 총빈도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균발화길이가 증가하면서 조사의 총유형수와 총

빈도수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조사 산출의 실수와는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따라서 2세 후반에서 4세 전반 아동들의 조사 발달을 평가하는 데 평균

낱말길이나 평균형태소길이가 적절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 산출의 실수 자료는 정상아동을 통해 조사의 오류가 빈번한 SLI 아동

들을 변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기본문법기 단계에 있는 정상아동의 조사 산출을 분석하

여 조사 발달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임상적으로 

장애아동의 조사 산출의 지체 정도를 알아보는 진단 준거 및 치료에 도움

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동의 언어발달은 연령, 지역, 부모의 교육정도, 또는 사회경제적 위치 

등에 따라 개인차를 나타내므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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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언어표본의 수집 방법에 대한 권고 사항 

1. 가능하면 아동의 표현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모방을 강요하기보다는   

  아동의 말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말이나 아동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 또  

  는 독백으로 시작한다. 

  예) “어? 이건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이거 내가 갖고 싶은데..”

2. 아동의 수준에 맞는 질문이나 놀이를 통해서 아동을 대화 속으로 끌어  

  들인다. 

3. 검사자가 대화의 주제를 선택하기보다는 아동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 좋다. 검사자는 아동의 질문에 대답해 주고, 아동이 주제를  

  바꾸면 그에 응해줌으로써 아동의 자발적인 언어를 표집할 기회를 확  

  대시킬 수 있다. 

4. 검사자는 가능한 질문을 자제한다.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아동의 발화  

  에 대해 “더 말해 봐라”와 같은 대응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5. 검사자는 아동의 발화수준에 맞춰 자신의 말을 조절해야 한다. 검사자  

  는 아동과 발화의 순서를 일대일 정도로 하고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  

  도록 한다. 

6. 발화사이의 쉼(pause)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발화 사이의 쉼은 아동에게 뭔가 말을 해야할 것 같은 의무감을 주고  

  그에 따라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 

7. 언어표본을 수집하기 위해서 검사자는 다양한 놀잇감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놀잇감은 아동의 생활연령에 맞는 것을 준비한다. 언어표본 수집  

  시 자주 사용되는 장난감은 부엌놀이세트, 병원놀이세트, 공구세트나   

  트럭세트 등 역할놀이를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이다. 

8. 아동의 자발적인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검사자가 다소 어리석은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검사자가 아동의 작은 모자를   

  쓰려고 시도한다든지, 마치 정말로 볼펜의 사용법을 모르는 것처럼 행  

  동한다면, 아동은 설명을 시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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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발화의 구분 원칙 

1. 1문장 1발화를 원칙으로 한다.

2. 한 발화란 끝냄이 분명한 내리거나 올리는 억양이나 2초 이상의 쉼    

  (pause)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숨에 말하는 것을 한 발화로  

  본다. 

3. 한 발화에는 종결어미로 끝나지 않고 중첩되거나, 중간에 끊긴 경우도  

  있다. 

4. 시간의 경과 (대략 5초 이상)나 두드러진 운율의 변화, 주제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발화수를 나눈다. 

  예) “내거 줘.... 줘” → 내거 줘 (발화1), 줘 (발화2)

5. 같은 말이라도 다른 상황이나 문맥에서 표현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표  

  현되었을 때에는 다른 발화로 취급한다. 

  예) (과자로 다가가며) “더” (발화1)

     (과자 봉지를 보며) “더” (발화2)

6. 아동이 스스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의미의 첨가 없이 낱말이나 구를 반  

  복할 때는 한 문장 안에 넣되 (  )로 구분하고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예) “(이렇게...) 목 이렇게 해 봐”

7. 아이가 습관적으로 (샘플자료의 10 % 이상의 발화) 사용하는 간투어는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예) “내가 (있잖아) 가서 (있잖아) 놀았어”

8. ‘어’, ‘오’ 등의 감탄하는 소리나 문장을 이어가기 위한 무의미 소리들  

  (예: ‘음’, ‘어...’ 등의 말이음)은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예) “(아), 아퍼!”

9. 노래하기, 숫자세기 등과 같이 외워진 자동구어는 발화로 구분하지 않  

  고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발화 속에 이러한 자동구어가 내포되  

  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낱말로 보고 분석에 포함시킨다. 

  예) “일, 이, 삼, 사, 오....” → 발화로 취급하지 않음

      “나 일이삼사 알아” → 발화로 취급하되, ‘일이삼사’는 하나의 낱  

                             말로 취급

10. 주절에 연결된 부가절이나 서술절은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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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내렸으니까요. 

11. 종속절을 포함한 주절을 중심으로 분절한다.

   예) 엄마랑요 애기랑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요/ 엄마는 아직까지 보고  

   있는데요/ 애기는요 놀이터에 갔다올께요 허락 받고요 놀이터에 갔는  

   데요/ 친구가 왔어요.  

12. 완전이해가능한 발화만 분석한다. 단, 부분이해가능발화 중 주부와 술  

   부가 명확한 발화는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얘가요 꿀 먹고 싶었는데 얘는 ***

13. 문법형태소가 없는 한 낱말 발화와 문법형태소가 없는 한 낱말 발화  

   에 ‘-요’가 결합된 발화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예) (1) 네. 아니. 이거. 동그라미. 그래. 안녕. 또. 다시. 

       (2) 아니요. 또요. 뭐요. 왜요. 어디요.

14. 문법형태소가 없는 명사의 나열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예) (1) 돼지. 코끼리. 

       (2) 엄마, 아빠, 오빠, 언니

15. 문법형태소가 있으나 간투사처럼 쓰거나 습관적으로 쓰는 발화는 분  

   석에서 제외한다. 

   예) 그래가지구/ 그 다음에/ 뭐지/ 뭐야/ 있잖아 등

16. 같은 형태의 반복적인 발화는 한 번만 분석한다. 

   예) 얘가 얘보다 더 약하구요 (얘가 얘보다 더 약하구요. 얘가 얘보다  

   더 약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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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낱말의 구분 원칙

1.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는 개별의미를 가지는 대표적인 낱말들이다.   

  수사와 관형사도 낱말로 간주한다. 

2. 보조용언의 경우 일부는 본용언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띄어쓰기에 의해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의 낱말로 인정한다. 

3. 의존명사는 아동의 말에서 개별적인 낱말로 사용되고 문법형태소를 동  

  반하거나 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나의 낱말로 인정하며, 수사  

  에 붙는 의존명사의 경우도 하나의 낱말로 인정한다. 

4. 발화 내용 중 자가 교정이나 전체반복 및 부분 반복된 것은 ( ) 속에  

  넣어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때, 지시하는 사물이 다를지라도  

  그 표현이 같다면 제외하도록 한다. 단 강조나 명료화를 위한 반복은   

  한 낱말로 인정한다. 

5. 아동 말에서 흔한 ‘어, 예, 있잖아요, 근데요’ 등의 간투사는 낱말로 인  

  정하지 않으나, ‘어, 그래’ 등이 의미 있게 사용되었을 때는 낱말로 인  

  정한다. 

6. 한자어의 경우 두 자 이상이 합쳐진 경우에도 한 낱말로 취급한다. 

7. 합성어의 경우 한 낱말로 취급하나, 발화자료 내에서 각각을 생산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낱말을 인정할 수도 있다. 복합동사의 경   

  우, 확실하게 두 개의 어절로 나뉘어 지는 경우라면 개별낱말로 인정할  

  수도 있다. 

8. 아동 말에서 하나의 덩이로 나타나는 것은 한 낱말로 취급한다. 이 때  

  발화 자료에서 생산적 사용이 있으면 두 낱말로 인정할 수 있다. 

9. 서술격조사 ‘이다’의 경우 서술어의 특성을 가지고 활용하기도 하나,   

  하나의 낱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표준국어문법과 달리 기타의 조  

  사도 개별낱말로 취급하지 않는다. 

10. 수세기가 발화 내에서 일정한 뜻을 가질 경우에는 한 낱말로 취급한  

  다. 또 수세기에서 마지막 수만 의미를 지니는 경우, 나머지는 ( ) 안에  

  묶는다. 

11. 아동이 신조어를 만들 경우 목표어에 해당하는 한 낱말로만 인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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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끊긴 말은 낱말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의성어나 의태어가 단순 발성과 분명히 구분될 때만 낱말로 인정한   

  다. 

14. ‘~해 가지고, ~가지고’의 경우 아동이 어미에 습관적으로 붙여 쓰는   

  경우에는 분절된 형태소로 인정하지만,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 

15. 노래하기나 수세기 등의 자료는 말 발화가 아니므로 자료 전체를 ( )  

  속에 넣어 분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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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형태소의 구분 원칙 

1. 한 언어 내에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더 분석하면  

  그 뜻을 잃어버리는 말을 형태소로 분류한다. 

2. 형태소는 나타나는 위치, 역할 또는 기능에 따라 다음의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형태소들은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 

 1) 자립형태소: 홀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소 

 2) 의존형태소: 홀로 사용될 수 없는 형태소

 3) 어휘적 형태소: 형태소 간의 문법적 관계와 형태소 및 구성성분의 의  

   미를 명백히 해주는 형태소. 어휘적 형태소는 대개의 경우, 독립적인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홀로 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이에 속한다. 

 4) 문법적 형태소: 형태소들을 결합시켜, 뜻을 가진 언어표현을 구성하  

   게 하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법형태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3. 아동 말의 구성성분이 하나의 음소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개별적인 의미  

  를 가지고 사용되면 개별적인 형태소로 분류한다. 

  예) “갔다올께” → 가-ㅆ-다-오-ㄹ-께 (형태소수: 6)

4. 한 의미를 가지고 중복되어 표현한 어휘는 하나의 형태소로 계산한다. 

  예) “깡총깡총”, ‘빵빵“, ”칙칙폭폭“ (형태소수: 1)

5. 성인 말에서는 줄임말의 경우, 그 본디말로 바꾸어 형태소를 분석하지  

  만, 아동의 말에서 줄임말 (예: ‘난’, ‘여깄어요’)은 각 어휘가 개별적인   

  사용 (예: ‘자’, ‘는’, ‘여기’, ‘있어요’)이 관찰되지 않는 한, 하나의 형태  

  소로 분류한다. 아동에게서 이러한 줄임말은 하나의 단위로 습득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6. 성인의 말에서는 의존형태소로 이루어진 한자어도 개별 형태소로 분석  

  하지만, 아동 말에서 사용된 한자어는 개별 어휘를 의미 있게 사용한   

  예가 없는 한, 그 독립성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형태소로 분류한다. 

  예) “학교”, “수족관” → 각각 형태소수: 1

7. 중복된 의미의 문법적 형태소는 하나의 형태소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때에”의 경우, “갈 때”와 ‘갈 때에“ 사이에 뜻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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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 

 예) “학교-에서” → 형태소수: 2

     “먹-다가” → 형태소수: 2

8. 각 형태소를 잇기 위해 발음상 매개되는 모음 또는 자음은 개별적인   

  형태소로 분류하지 않는다. 

  예) “먹을래” → “먹-으-ㄹ-래” (‘으’는 형태소로 계산하지 않음. 형태소  

                   수: 3)

     “몰라” → 모르-ㄹ-라 (‘ㄹ’은 형태소로 계산하지 않음. 형태소수: 2)

9. 이름 등의 고유명사는 하나의 형태소로 분류하지만, 호칭에 있어서 발  

  음을 위해 관습적으로 붙이는 ‘-이’는 개별적인 형태소로 취급하지 않  

  는다. 

  예) “하정이” (형태소수: 1) 

     “하정이 언니” (형태소수: 2)

10. 복합어라도 아동이 처음부터 하나의 낱말로 습득하 다고 추정되는   

  경우, 한 형태소로 취급한다. 또한 두세 개의 어휘로 구성된 복합명사  

  의 경우, 아동이 개별 어휘로 의미 있게 사용한 예가 있으면 각각 형태  

  소로 계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개의 형태소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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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ducing particles according to the age and the length of 

utterance of normal children in the period of basic grammar 

Na Young Lee 

Graduate Program in Speech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 Sook Park)

   Detail information related with particle production in normal children could be 

an important index for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of language disorder. This 

information is more important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 

because they frequently show errors in the use of particles. In this study, children 

aged from 2 years 6 months to 4 years and 6 months residing in Seoul were 

divided into 4 groups in an age increment of 6 months and their spontaneous 

utterances were collected to examine their development in particle produc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fter analyzing the number of total particle 

types, number of total particle frequencies, number of particle errors, and types of 

particle errors according to their chronological age and mean length utterance

(MLU) in these normal children. 

   First, the number of total particle types and number of total particle frequencies 

increased gradually from the late part of 2 years to the late part of 3 year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in children in late 3 years and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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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ate 4 years.   

   Second, as MLU-w and MLU-m increased, the number of total particle types and 

number of total particle frequenci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Third, the number of particle errors was the highest in children in late 2 years 

and decreased afterwards. It was similar in children in early 3 years to those in 

early 4 years. In the case of the error types, substitution decreased as chronological 

ages increased.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een in the case of 

omission and duplicative use.     

   Fourth, MLU-w and MLU-m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particle errors and types of particle errors.

   MLU-w or MLU-m could be useful as a reference in evaluating the development 

of particles in children in late 2 years to early 4 years. Furthermore, errors related 

with particle production could be a criterion in differentiating normal children  

with SLI showing frequent errors in particle production.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significant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language impairment 

by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with particle production in normal children.   

────────────────────────────────────

Key Words : Normal children in the period of basic grammar, particles, 

MLU-w, M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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