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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단어획득과정에서의 의미분화: 

종단  찰자료 분석

이승복*․이희란**
(*충북 학교 심리학과, **혜 학 언어교정과)

이승복․이희란. 기 단어획득과정에서의 의미분화: 종단  찰자료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2005, 제10권, 제3호, 1-23.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가 기 단어획득과정에서 보이는 의미분

화 과정을 1;0-2;4세 어린이의 1년 4개월에 걸친 종단  찰자료를 이용하여 총 12개 단어를 

처음 사용하게 된 상황부터 의미가 분화되어 가는 과정을 추 해 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분석

상 단어들이 기 산출 이후 과잉확장 는 과잉축소를 거쳐 여러 의미로의 의미분화과정을 

거치며 발달하 고, 이는 발달 으로 기술이 가능하 다. 둘째, 분석 상 단어들은 의미발달과

정에서 상황  표 과 분류  표 으로 묶여질 수 있었다. 특히, 첫 단어의 산출 이후 단어의 

의미분화과정을 통사  기능인 명사와 동사로 나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두 단어조합으로

의 이행을 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행동 각본이 포함된 도식 인 습득과정을 통

해서 습득이 이 지는 단어 역시 찰자료의 분석을 통해 발달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기 단어의미획득, 의미분화, 과잉확장, 과잉축소

I. 서  론

첫 낱말을 말하기 시작하는 아이는 낱말의 의미보다는 소리내기의 억양이나 몸짓으로 자신의 의

사를 표 한다. 이러한 몸짓과 소리내기는 아이의 의사소통 의도를 충족시키기 한 동작충족  표

으로 기능한다(이승복, 1994). 아이에게 책상 에 놓여진 컵의 의미를 가르치는 과정을 상상해보자. 엄

마는 아이에게 컵을 가리키며 “책상 에 컵이 있네, 것은 컵이야”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아이는 ‘컵’으로 산출된 엄마의 말이 책상 에 컵이 놓여진 장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엄마

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상황인지 악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의 손짓과 말이 상

(object)의 이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 이처럼 한 낱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복잡한 과정을 넘어 성공

인 의사소통자가 되기 해 두 돌이 지난 아이는 하루 평균 10개의 새로운 낱말들을 익히고 6세가 

되면 평균 14,000개 정도의 낱말을 알게 된다(Clark, 1993). 일반 성인이 약 2만개에서 5만개 정도의 단

어를 말한다는 을 감안하면 우리 아이들의 언어습득과정은 실로 놀랍다. 이 시기의 어린이는 친숙한 

단어나 간단한 문장에 해서 바르게 반응하지만 부분의 맥락 단서나 몸짓, 억양 등 언어에 수반된 

단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에 주로 이해하는 단어는 가족의 명칭( : 엄마, 아빠 등), 신체부

( : 코,  등), 음식과 련된 사물( : 물, 우유 등), 장난감( : 자동차, 공 등), 동물( : 강아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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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등), 그리고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즐겨하는 놀이나 행동( : 없다, 낸내 등)에 한 낱말 등 어린

이가 생활에서 자주 하는 특정한 단어들이 많다(Owens, 2005).

첫 낱말 표  단계에서 어린이가 하는 말이 뜻하는 의미는 어른이 그 단어로 뜻하는 사 인 

의미와 같지 않거나, 습 인 형태로 어린이가 새롭게 고안해내는 것일 수도 있다(Becker, 1994). 

Clark(1993)은 어휘를 새롭게 고안해내는 과정에서도 규칙 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

로 축소(simplicity), 의미  투명성(semantic transparency), 생산성(productivity)을 발견하기도 하 다.

어린이의 기 단어의미습득과 련하여 아이들을 찰 기록한 일기들을 분석하여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살펴본 연구들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는 과잉확장(overextension)되는 

들이 많음을 보고하 다(Clark, 1993, 1997; Mervis & Mervis, 1988). 특히, 아이가 과잉확장하는 단

어의 들은 주로 그 단어의 지각  특질에 근거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곧, 그 단어로 지

칭되는 상과 모양이나 크기 등이 같은 다른 상에 해서 단어를 잘못 용하는 상이 과잉확장이

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확장은 때로 어린이의 불완 한 범주화 능력을 반 하는 것일 수도 

있다(McDonough, 2002).

그러나 이러한 과잉확장 개념으로 제시되는 이론으로는 어린이가 지시물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

을 설명할 뿐이며 단어의 개념  의미가 획득되는 과정에 해서는 말해주는 바가 없다. 어린이가 새

로 배우는 단어가 가리키는 상들을 묶어서 그 상들이 가진 공통 을 어떻게 깨닫는가 하는 문제가 

그 로 남는다. Nelson은 기능  핵심개념체(functional core concept)라는 용어로 이를 설명한다

(Nelson, 1974, 1991). 그에 따르면 상에 한 개념은 우선 그 상의 기능을 바탕으로 개념체를 이룬

다. 이 기능  기 에서 단어개념에 포함된 특징에 주의하여 새로운 개념의 를 확인해 나가는 것이

라고 한다. 단어에 한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은 우선 상의 기능  기 에서 개념을 형성하고 이

게 형성된 개념을 지각 인 면에서 일반화해 가는 것이라고 하 다. 곧, 기능  일반화가 먼  이루어

지고 이 바탕 에서 지각 인 일반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능  핵심개념체라는 개념을 “맘마”를 

비롯한 먹을거리에 한 어휘를 획득하는 과정에 용하여 설명해본다면, 어린이는 우선 ‘먹는다’는 기

능과 련된 개념을 형성하고 여기에 “맘마”라는 단어를 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이 개념

을 ‘마신다’라는 새로운 핵심개념체가 용되는 “물”이라는 단어로 치하고, 지각 으로 같은 특성을 

가진  다른 ‘물’에도 용하여 “물”이라는 단어의 의미 역을 제 로 깨달아 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자고 한다면, “멍멍”에 한 기능  핵심개념체는 짖는 행동이나 네 다리로 걷는 행동이 되어, 

그 개념을 형성한 다음 이 상과 지각 으로 공통 이 있는 다른 짐승이나 솜 등에 일반화한 것이라

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게 설명하고도 무엇인지 미진한 부분이 남는 듯하다. 과연 아이가 말이나 기린을 보

고 “멍멍”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개’라고 보고 “멍멍”이라고 지칭하는 것인지, ‘개’라는 개념과 다른 

을 알면서도 그 새로운 상을 가리킬 당한 단어가 없어서 “멍멍”이라고 한 것인지.... 이 게 설명한 

이가 Huttenlocher(1974)이다. 그는 어린이 언어에서 과잉확장 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단어 개념의 

의미 역이 과잉확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림책이나 동물 인형을 보고 개가 아닌 다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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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골라보게 하면 지칭되는 동물을 정확하게 집어내면서도 막상 자신이 말로 지칭할 때는 모두 “멍

멍”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러한 어휘 발달의 수 은 성인에 의한 입력의 양에 의해 결정

된다(Hoff & Naigles, 2002; Huttenlocher et al., 1991).

단어가 갖는 지각 인 특징이 일반화되는가 는 기능 인 일반화가 먼  이루어지는가 하는 과

잉확장에 한 논쟁은 이 두 가지 상이 모두 나타나므로 다른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Bowerman, 1978, 1993). 즉, 어린이가 맨 처음에 단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형 인 사례인 원형이 

되며, 이때의 상황과 원형이 가지는 특징들이 개념형성의 기 를 이룬다고 한다. 이후 이 원형의 어떤 

특징이 포함된 다른 상황에서 그 단어를 일반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 다. 그는 자신이 찰한 자료

에서 지각 인 일반화가 일어나는 와 기능 인 일반화가 일어나는 를 모두 보여주고, 이 들이 처

음 사용된 상황부터 그 특성을 살펴보면 결국 처음 상황이 원형이 되어 일반화가 일어나는 것임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Behrend(1988)는 과잉확장이 이해과정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특별히 지각 인 유

사성에 기 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 다.

Petrey(1977)는 어린이의 기 연상이 상황 이라고 설명한다. 컨  어른들에게 ‘어두움’이라

는 단어를 제시하고 연상되는 단어를 말해보라고 하면 개 “밝음”을 말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이들

에게 이 단어는 이런 반 어로 연상되는 것이 아니라, ‘달’이나 ‘잠자다’와 같은 그 상황을 표상하는 단

어로 연상되는 것이다. 아마도 상황 인 데 근거한 언어기억 때문일 것이다. 

첫 언어가 참조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 언어로 상을 표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곧, 소리와 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던 상태에서 소리와 상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는 것이다. 단일단어 기의 어린이말은 어린이가 처한 상황이나 어린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언어라는 소리와 그 언어로 표 하는 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

이다. 언어의 의미가 그 단어가 뜻하는 상과는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이는 그 

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단어로 표상하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어린이가 단어로 표상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해서는 어린이가 하는 말에서 추리해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어떤 단어를 처음 배우게 된 로부터 시작하여 그 단어를 사용하는 들을 연속 으로 

훑어보면 아이가 그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표상하기 시작하 고, 그 표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어의미의 획득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분화과정을 알아보기 해서는, 어린이의 말을 

종단 으로 찰한 자료에서, 특정단어를 심으로 추 해보는 일이 가장 당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

나 에 로 든 연구들에서 보듯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신의 이론에 맞는 몇 개 단어의 종단  획득 

과정에 하여 보고하 을 뿐이다. 이들 몇 가지 단어에 한 보고를 제외하고는 어린이가 획득하는 

단어의 의미분화과정을 범주에 따라 체계 으로 추 , 정리한 연구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부분의 찰자료에서 보이는 제한 을 들 수 있다. 연구자들은 종단  자료라고 하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아이들 말을 채취하는 방식을 일반 으로 쓰고 있으므로, 특정어휘가 산출되기 시작

한 시 부터 그 단어의 쓰임새의 변화과정을 계속 추 해가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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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을 보완하고자, 아이의 발화가 처음 시작되는 시 과, 그 단어가 쓰이는 상황을 계속 추 하여 일

기 형식으로 노트하 으며,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면, 의미분화과정을 좀 더 체계 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말하는 한 어린이의 종단 인 발화자료를 토 로 아이가 처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를 찰한, 몇 가지 단어를 심으로 기의미획득과 함께 의미의 분화과정을 

통해 아동의 단어 의미를 배워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명의 어린이의 1 - 2세에 걸친 종단  찰자료를 통하여 수집된 총 12개 어

휘에 하여, 1) 기 단어습득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분화의 과정, 2) 기 단어습득과정에서 상황  

어휘의 의미분화과정, 3) 명사  용법과 동사  용법의 용과정, 4) 도식 인 단어의미습득으로 나

어 각각의 발달  변화를 살펴보았다.

Ⅱ. 연구방법

1. 찰 상 어린이

본 연구에서는 J(남) 1명의 어린이를 상으로 1;0세부터 2;4세의 1년 4개월에 걸쳐 수집된 종단

인 말 일기자료와 자발  발화자료로 구성된 찰자료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찰 상 어린이는 

한국의 류층 가정에서 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에게서 양육되었으며, 부모에 의해 언어 , 

인지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연구 차  자료분석 

가.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을 해 사용된 말 일기자료는 찰 상 어린이의 어머니(본 연구의 제 1 자)와 

어린이와의 일상 인 상호작용 상황을 어머니가 직  기록한 내용이다.

발화자료 역시 찰 상인 어린이의 집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어린이간의 화과정을 1주

에 한 차례, 각 30분씩 녹음하여 풀어쓰기를 하 으며, 각 발화상황은 체로 놀이, 먹기, 책보기 상황

이었다. 

나. 자료분석

1;0 - 2;4세의 모든 말 일기자료를 분석 상으로 하 으며, 발화자료를 어린이 발화와 부모 발화

로 나 어 모두 풀어쓰기 하 다. 풀어쓰기는 어린이의 어머니인 본 연구의 주 연구자가 녹음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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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가 말하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질문에서의 제기된 단어의미의 습득과 분화과정을 살펴보기 하여 총 12개의 분석 상 어

휘를 선정하 다. 어휘선정은 Owens(2005)의 기 산출 단어목록과 MCDI-K(배소 , 2003)의 유아용

을 참조하여 주 분석자료인 어린이의 발화자료에서 발달  추 이 가능한 단어로 선정하 다. 

분석 상 어휘는 먹을거리(‘물’, ‘까까’), 동물명(‘멍멍’), 상황  어휘(‘달’, ‘꽃’, ‘마늘’, ‘ 추’), 분류 개

념(‘빠빠’, ‘빠빠꿍’, ‘띠띠’, ‘차’), 그리고 도식화된 개념(‘낸내’)의 총 5개 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

하 다.

Ⅲ. 연구결과

1. 기 단어획득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분화(과잉확장과 축소화)의 과정

호칭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가장 먼  획득하는 범주 가운데 ‘먹을거리’와 익숙한 동물에 한 이

름 기인 ‘멍멍’의 의미분화과정을 먼  살펴보았다.

가. 먹을거리에 한 의미 역의 분화

J에게서 찰할 수 있는 먹을거리에 한 발달  변화를 <표 - 1>에 제시하 다. J는 처음에는 

“맘마”라는 단어를 먹을거리 모든 것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다가, 모방에서 시작된 “무쩌(물 줘)”라

는 말을 요구의 의미로 사용하 고, 이 단어를 과잉확장하여 물 이외의 다른 먹을거리를 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한 “무쩌”라고 두 음 을 붙여 사용하던 단어를 “물(무이)”

이라는 단어로 따로 떼어내어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액체와 고체인 먹을거리를 “물”과 

“까까”로 구분하여 말한다. 한 “물”로 지칭되던 우유는 가능하면 물과 구분하려고 “낸내”라는 단어와 

연합시키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 “멍멍”의 의미획득 - 과잉확장과 축소화 과정

습득단어 목록 가운데 쉽게 찰되는 “멍멍”의 과잉확장과 축소화 과정을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

과 함께 그 발달  추이를 <표 - 2>에 제시하 다. 처음에는 진짜 짖는 강아지를 보고 짖는 소리를 흉

내내어 이름을 붙인 것이 다른 동물들, 소, 기린, 얼룩말, 말 등에 과잉확장하여 사용하는데, 심지어는 

하얀 강아지의 털과 비슷하게 생긴 솜에까지 과잉확장하여 사용하다가, “말”이라는 단어를 획득하고 

나서는 말을 보고 분명히 “말”이라고 다른 이름을 붙이는 축소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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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먹을 거리 “물”, “까까”의 의미분화과정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분화과정 

 1;3(8)*

 1;4(12)

“엄맘맘마 엄맘마”

“맘맘맘마마-”

먹을거리 일반에 “맘마”를 사용하기

 (탁자 의 과자를 들고 보다가)

 (아빠가 쥬스를 마시자 두 손을 [주세요]처럼 벌리고 쥬스컵을 

가리키며 “응응”하고, 다시 숟가락을 떠서 아빠에게 내 며)

 1;6(9) “무쩌”
어른의 말을 따라 시작하는 새로운 단어 

 (아빠가 “물 줘? 물 줘?” 하니까)

 1;6(23)

 1;6(29)

“엄마, 무쩌”

“물 줘”

먹을거리 일반에 과잉확장하여 사용하기 

 (엄마가 우유를 타는데)

 (사이다를 다 먹고 컵을 내 며)

 1;7(7) “물”
“물”의 의미 역이 제 로 자리 잡기

 (아 씨가 물 뿌리는 것을 보고 가리키며)

 1;7(24) “까까”
“물”이라는 단어와 분화되는 “까까”의 사용

 (식탁 의 과자를 가리키며)

 1;8(7)

“물” 

“낸내”

“까까”

“까까 줘, 까까” 

“물”과 “까까”의 의미 역분화

 (엄마가 우유병 씻는 것을 보고 있다가)

 (우유병을 가리키며 부엌으로 가서)

 (사탕 깡통을 보여주며)

 (건포도를 먹다가 떨어뜨리고는 안보이니까 바닥을 가리키며)

 1;8(9) “무 줘”
먹을거리에 한 분화된 사용

 (할머니께 약을 갖다드리고 와서, 엄마에게 다시 와서)

 1;10(18) “물 없네”
먹을거리에 한 확실히 분화된 사용

 (컵을 들여다 보며)

* 산출 시기 의 (  )는 생년월일  ‘일’에 해당함

2. 상황  어휘의 의미분화과정

J가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상황부터 찰되어 단어 의미가 비교  정확하게 규명되는 “달, 꽃, 

마늘, 추” 네 단어의 의미획득과정을 살펴보았다.

 

가. 단어 “달”의 의미획득과정

‘달’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운 상황과 그 후에 이 단어를 사용한 들을 <표 - 3>을 통해 살펴보았

다. J는 달을 보고 주의를 하고 난 다음, 그 상을 가리키는 어른의 단어를 따라 말함으로써 이 단어를 

배우게 된 것 같다. 몇 시간 지난 후에는 달을 보지 않고 단어만 듣고 달이 있던 하늘을 쳐다보는 행동을 

하는데, 달을 “달”이라는 단어로 표상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는 ‘달’의 모습과는 상 없는 달

이라는 상을 표상할 수 있게 되면서 보름달 뿐만이 아니라 승달이나 반달 모양까지도 ‘달’이라는 

단어로 지칭하게 되고, 승달 모양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달”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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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멍멍”의 의미분화과정

산출 시기  산출 단어 과잉확장 는 축소화 과정

 1;1(4)
“엄마”

“마-”

그림책의 강아지를 보며 엄마를 모방하여 말하는 “엄” 소리가 “음” 

소리와 가까웠고 “마” 소리가 “머” 소리와 구별하기 힘든 소리 다. 

한 “마(머)” 소리가 크고, 억양도 무서운 것을 표 하는 듯이 크고 

약간 올린 소리로, 엄마가 하는 말, “멍멍”을 모방하 다.

 1;1(5) “으머! 머!” 보다 분명한 발음으로 “멍멍”을 지칭

 1;1(11) “엄머! 엄머!” 그림책의 강아지를 보며 엄마 말을 모방함

 1;6(6) “와우! 와우!” 그림책의 강아지를 보며 확실한 참조기능으로 단어를 말함

 1;6(16) “머! 어!” 강아지를 향해 지칭하며

 1;6(7) “빠우 빠우”
젖소 그림을 보며 과잉확장 시도. 흉내내기로 시작한 의성어는 차츰 

참조기능을 하는 단어로 정착되어 사용

 1;6(11) “머! 머!” 강아지에게 풀을 뜯어 주며

 1;7(3) “멍! 머” 사기로 만든 강아지 인형을 주니까 과잉확장하여

 1;7(6) “머! 머!” 그림책에서 얼룩말을 보며 과잉확장하여

 1;8(4) “머! 머!” TV에서 말이 나오니까 과잉확장하여

 1;10(6) “멍멍”
약병 속의 솜을 가리키며 “멍멍” 하며 과잉확장하더니 다시 강아지 

인형을 보고도 “멍멍”

 1;11(1) “말” 말 그림을 가리키며 무엇인지 질문하자 축소화하여

 

이 단어를 처음 배울 때의 상황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몸짓과, 달이 생긴 모양, 그리고 ‘달’이라는 

단어가 연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후 비슷한 상황이 되거나, 하늘 를 쳐다볼 때,  비슷한 모양을 보

면 원래의 상황을 기억해내어 이를 “달”이라는 언어로 표 해내는 것이다. 즉, 어떤 단어로 표상하는 

의미는 상당히 상황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가 지니는 기의 언어기억은 상황 인 기억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기억을 보여주는 단어사용의 는 “달” 이외에도 “꽃”과 “마늘”, “ 추”

를 들 수 있다.

나. 단어 “꽃”의 의미획득과정

찰 일기에서 찾아보면 처음에 꽃에 주의하지만 말을 따라하지는 못하는 부터 나타난다. 그

러다가 “꽃”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가 나타나는데, 단어를 듣고 이 단어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 다음 산출하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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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달”의 의미획득과정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획득 과정

 1;6(26)

“어우-어-”

“야이, 다” 

“다”

‘달’에 한 표상의 습득

 (밤에 하늘을 쳐다보며 보름에 가까운 달을 보더니)

 (엄마가 “달, 달이야, 달”하니까)

 (엄마가 몇 시간 후 “달 어딨어?” 물어보니 하늘을 쳐다보는 행

동을 하는데, 아이는 달을 “달”이라는 단어로 표상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1;6(3) “다”
이 에 배운 “달” 단어에 한 표상

 (할머니  마당에서 달을 보여 )

 1;10(14) “달”

“이거 달”

“달” 단어에 한 정확한 표상

 (엄마가 베란다 쪽으로 나가서 승달을 보여주니까)

 (엄마가 그냥 빨래를 니까)

 1;10(18) “달, 이거 달”
과잉확장

 (사과를 먹다가 승달 모양이 된 것을 쥐고는)

 1;10(19)
“이거 불”

“달! 이거 달!”

 (차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며 가로등을 가리키며)

 (엄마가 창밖의 달을 가리키며 “ 기 달 있네” 하니까)

‘꽃’이라는 단어는 처음 쓰여질 때 보았던 진짜 꽃과 연상되는 상에 해서도 사용되기 시작한

다. 하지만 가장 원형이 되는 꽃은 처음 본 것과 같은 상황에서의 꽃이다. 처음 ‘꽃’이라는 단어를 배운 

상황을 기억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들이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몇 달이나 지난 후에도 

찰된다. 아이 스스로가 원형이 되는 상황을 말하기도 한다. 연상작용에서 해방되어 ‘꽃’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의 참조의미 자체로만 사용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인 것 같다. 연상작용이 아닌 상

징기능 본연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꽃’의 참조의미를 정확하게 숙달하고 나면, 어린이는 이 

단어로 지칭되는 상의 속성에 해서도 심을 기울일 여유가 생기게 된다. 즉, 어린이는 상에 주

의하여 의미범주를 형성해가면서 단어사용을 배우는 것으로 보인다(<표 - 4> 참조).

다. 단어 “마늘”의 의미획득과정

찰일기에는 ‘마늘’이란 단어를 처음 배운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늘을 찧는 장

면에서 이 단어를 처음 배운 것으로 보인다. 이 게 배운 ‘마늘’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들을 보면, <표 - 

5>에서처럼 처음 상황에 한 기억, 마늘의 생김새와 마늘을 찧는 행동이 마치 사진 박히듯이 각인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 단어획득과정에서의 의미분화: 종단  찰자료 분석

9

<표 - 4> “꽃”의 의미획득과정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획득과정

 1;7(7) “뭐야, 뭐야”

“꽃”이라는 개념에 한 이해 

 (화단에서 아빠에게 꽃을 가리키며 “이거 뭐야?”한 후, 아빠

가 꽃을 보며 “꽃이야” 하자)

 1;8(19) “꼬! 꼬!” 화병에 꽂힌 꽃을 가리키며 엄마를 보고 

 1;9(30) “이거다”
“꽃”이라는 개념에 한 연상 

 (할머니 에서 아빠가 “꽃 어딨니?” 하니까 꽃을 가리키며)

 1;10(8) “꽃”

여러 상황에서의 의미 역 설정

 (모란을 그린 수묵화를 가리키며 “마늘”이라고 해서 엄마가 

“꽃”이라고 말하니까 모방해서)

 1;10(10)
“이거 치”

“꽃”

외부 상에 깨달은 단어를 용하기

 (마당에서 추나무를 가리키며, 

  엄마가 꽃을 가리키며 “이거는?” 하자)

 1;10(14) “꼬, 이거 꼬”  (TV에서 여자가 꽃을 들고 있는 장면을 가리키며)

 1;10(23) “하머니 꺼”

처음 꽃을 배운 상황에 한 기억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다가 “장미꽃이 많이 피어 있거든, 그

래서 ○○가 보고 ‘꽃’ 그랬어”)

 1;11(7)
“이거 하머니 꽃”

“하머니 꽃”

꽃의 원형이 된 상황에 한 연상

 (주 자의 꽃 그림을 가리키며 다른 꽃도 하나씩 가리키며)

 2;2(15) “여기 꽃 있네”
상징기능 본연의 언어기능으로의 사용

 (목욕탕에서 타일의 꽃 그림을 보고)

 2;2(29) “꽃이가 이쁘네”  (TV에서 분재의 그림)

 2;4(19) “여기 빨강색이잖아” 

참조의미의 숙달 후, 상을 속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볼 수 

있게 됨

 (TV에서 나오는 장미꽃을 가리키며)

처음 두 는 마늘이라는 상의 생김새를 표상하여 이 단어를 다른 상에 용시키는 로 해

석된다. 그러나 처음 경험한 “마늘”의 상황은 이 생김새 뿐만이 아니다. 처음 단어를 배운 상황을 원형

으로 표상하고 있으므로 상에 국한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황 체나 그 상황에 포함된 행동의 일

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이가 표 하는 의미로 본다면 이 단어는 명사로서의 기능과 

동사로서의 기능을 모두 하고 있다. 이 두 통사 인 기능을 구분하여 표 할 필요를 느끼면서 아이는 

‘마늘’이라는 상을 가리키는 명사는 “마늘”이라는 단어로, 그 상에 한 특정한 행 를 가리키는 동

사는 “마늘 다”처럼 달리 표 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가 처음 ‘마늘’이라는 단어를 배운 상황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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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5> “마늘”의 의미획득과정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획득과정

 1;10(2) “마늘”
할머니 에서 “마늘”이란 말을 배우고 와서, 언니가 “○○야, 

마늘 해 , 마늘” 하니까

 1;10(9) “마늘”
생김새에 한 표상으로 다른 상에 용하기 

 (냉장고 의 밤을 보더니 손을 내 며) 

 1;10(17)
“마늘 하꺼다”

“마늘”

엄마랑 목욕하다가 물뿌리개의 꼭지부분을 꺼내어 내리치며 

마늘 찧는 흉내를 내며

 1;11(1)
“마늘 마늘 다” 

식탁에서 약병 두 개를 부딪치며 마늘 구통에 나무토막을 넣

고 “마늘 다” 하더니 방망이로 찧는다

캅셀 껍질을 넣고 “마늘!” 

엄마에게 내 며 “엄마 다” 

“마늘-” 

 1;11(10) “하머니 마늘, 하머니 마늘” 다용도실에 걸린 양 를 보더니 

 2;0(10) “마늘 마  다” 방망이를 들고 찧는 흉내내며 

 2;0(12) “마늘!” 엄마가 를 까는 걸 보고 

 2;2(25)

“아니야, 이거 마늘 하는 

거야”

“이거 마늘 찧는 거야”

아빠, 마늘통을 들고 ○○에게 모자처럼 머리에 뒤집어 워주

었음 

아빠가 웃으며 다시 우니까, 빼서 가리키고 아빠를 보며 찧

는 흉내를 내며

형이 되어 그 상황을 연상시키는 상이나 행동에 해서 이 단어를 용하다가 이 단어에 좀더 익숙

해지면서 상을 가리키는 용어와 동작을 가리키는 용어를 분화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라. 단어 “ 추”의 의미획득과정 

‘마늘’과 마찬가지로 ‘ 추’라는 단어의 뜻도 처음 배운 상황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마늘이나 

추는 모두 어떤 상을 가리키는 명사어이지만, 아이는 자신이 그 단어를 처음 배운 상황을 표시하는 

단어로 그 단어의 뜻을 숙달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표 - 6> 참조).

앞서 본 ‘꽃’이나, ‘마늘’이란 단어와 마찬가지로 ‘ 추’라는 단어도 할머니 에서 할머니에게서 

처음 배운 단어임을 “하머니”라는 말을 덧붙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머니 꽃”이나 “하머니 마늘”

이라는 말에서도 이 언어기억이 상황  기억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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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6> “ 추”의 의미획득과정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획득과정

1;10(10) “이거 치” 마당에서 추나무를 가리키며

1;10(11)
“ 쭈”

“아머니”

엄마가 “○○야, 추 해 , 추!”

“응, 할머니집에 ( 추) 있어?”

1;11(1)

“어어” 추나무 흔드는 흉내

아빠 옷의 단추를 만지며 “아

빠 단추”

아빠가 “ 추 어딨니 추?” 

아빠가 “단추 어딨니? 단추?” 

1;11(23)

“이거 뭐야?”

“엄마 때추” 

“하머니”(할머니 집에서 나무

를 흔들어 따던 흉내)

엄마 옷 단추를 가리키며 “ 추 어딨니?” 손을 흔드는 

흉내내더니 

3. 자동차에 계된 어휘들의 획득과 분화과정 - 명사  용법과 동사  용법의 습득

자동차에 한 어휘는 부분 “빠빠”와 같은 의성어로 시작한다. 일기자료에서 아이가 자동차를 

가리키는 단어로 처음 사용하는 것도 “빠빠”라는 의성어이다.

가. 의성어 “빠빠”로 시작하는 개념 형성

다른 단어와는 달리 이 ‘빠빠’라는 단어는 상과 그 상의 움직임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보

이는데, ‘자동차’라는 명사 인 사용 방식과 ‘차를 타다’, 는 ‘차 타고 가다’라는 의미를 달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표 -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빠빠”라는 말을 배우면서 아이는 자신이 탈 수 

있는 자 거나 그 안에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실제 자동차, 는 고 굴리면서 놀 수 있는 장난감 차를 

모두 “빠빠”라고 지칭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나가자고 요구하는 의미로도 사용한다.

자동차와 그 체 모양이 비슷한 상(과자 조각이나 낙타 모양의 나무 조각), 자동차의 한 속성

인 바퀴가 달려 있는 어떤 상(자 거), 실제 자동차와 같이 생긴 장난감, 그 장난감처럼 움직일 수 있

는 상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어떤 공통 인 지각 인 속성이나 기능 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 범주로 정의하기보다는 자동차를 연상하게 하는 상에 한 모호 집합(fuzzy set)의 범주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하는 편이 더 할 것이다.

나. “빠빠꿍”을 만들어냄 - 발음 동화 상

아이가 단어를 하나씩 배워 가는 과정을 보면서 찾아낼 수 있는 재미나는 상 의 하나가 어

른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나름 로 따라 발음하면서 이미 쓰고 있는 단어와 동화시키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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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7> “빠빠”의 의미획득과정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획득과정

1;5(24) “빠빠 난다, 빠빠”, “빠, 아빠!” 
탈 것에 한 개념 범주의 형성

(자 거를 타며 가늘고 높은 소리 뒤로 엄마를 돌아보며)

1;6(26) “빠빠”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가리키면서 )

1;6(26)

“빠빠”

“빠빠”

“빠빠 빠빠아” 

“빠빠”

기능 인 일반화 - 기능 심의 개념 형성

(불자동차 장난감을 잡으며)

( 며)

( 코 이를 먹다가 에 조  나온 조각을 들고는 면서)

(자동차를 타고 창밖의 고모부에게 손을 흔들며) 

1;6(29) “빠빠 빠빠”

“빠빠아-” 

과잉확장 후의 지각  일반화

(나무 집짓기 장난감(기차 모양)을 들고 엄마에게 내 며)

(낙타 모양 나무 조각을 며 )

1;7(0)
“빠빠-” 

“빠빠 빠빠 빠-빠”

도식 인 의미로서의 “빠빠” 

(조립 장난감을 들고(바퀴 부분) 보더니, 손짓으로 ｢바이 바

이｣하더니 내려놓고 며 )

(자 거를 타고서는 고 오며 )

1;7(0)

“빠빠-(가자?)”

“빠빠 가꺼다” 

동사로서의 사용법에 한 용

(할머니 에서 집으로 오면서 자동차를 타고 뒷좌석 팔걸이

에 앉아서 앞쪽의 기사 아 씨를 보며)

(집 앞에 내려서 문으로 들어가다가 타고 온 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1;7(2) “빠빠↗ 빠빠↘ 빠빠__↗” 
명사로서의 사용법에 한 용

(공부방의 모형 자동차를 보고서는)

<표 - 8>에서 볼 수 있듯이 비슷한 발음을 동화해서 말해본다든지 연상되는 단어를 말해보는 

장면은 어린이가 나름 로 자신의 어휘사 을 만들어 보려는 극 인 노력의 증거이기도 하다. 이때 

배운 “빠빠꿍”이라는 말은 그 이 에 쓰던 “빠빠”에 신하는 것이다.

<표 - 8> “빠빠꿍”의 의미획득과정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획득과정

1;6(26)
“포꿍” 하더니 돌아

서 가며 “까꿍”한다 

새로운 단어를 자신의 단어사 에 덧붙이기

(엄마에게 포크를 내 며 “뭐야-” 하길래, 엄마가 “포-크” 하자)

1;7(5) “빠빠 꿍 빠빠 꿍” 

이미 사용하는 말에 “까꿍”을 동화하기

(안락의자 끝에서 엄마를 내다보며 “까꿍 까꿍” 하다가 바퀴달린 

조각을 들고 보고는, 바닥에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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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8> 계속)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획득과정

1;7(5)

1;7(6)

“빠빠아꿍 빠빠꿍” 

“빠빠 꺼야, 아꺼야, 

띠띠 꺼야”

“빠빵-” 

미분화된 의미의 “빠빠”와 “빠빵”,  “빠빠꿍” 단어 사용

 (사기로 만든 조그만 강아지를 바닥에 놓고 며) 

 (강아지를 들고 앉으며 )

 (엄마가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여 주니까, 자동차를 보며)

1;7(7) “빠빠 꿍 빠빠 꿍”

“빠빠 빠빠꿍” 

“빠빠꿍”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통합하여 표 하기

 (낙타 모양 나무 장난감을 바닥에 고 며)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가리키며 )

1;9(27)
웃으며 “바 꿍”

“바 꿍” 

“바꿍 빠빠꿍”

다른 단어로의 발음의 확장

 (엄마가 “○○ 바보- 바보- 해 ” 

  “바보-”   

  “바꿍이 뭐야?”)

다. “빠빠(빠빠꿍)”와 “빠빠(빠빠꿍) 가자” - 명사  용법과 동사  용법의 구분

처음에 아이가 사용하던 “빠빠”란 단어는 움직임을 나타낼 때에도 쓰이고, 상을 지칭하는 단

어로도 사용되었는데, 이런 동사  용법과 명사  용법을 구분하여 사용하려는 듯, 아이는 “빠빠”나 

“빠빠꿍”에 “가자”나 “가꺼다”를 덧붙여 움직임을 가리킨다는 뜻을 좀 더 분명히 나타낸다.

<표 - 9> “빠빠(빠빠꿍)”의 명사  용법과 동사  용법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획득과정

1;7(9) “빠빠아- 가자”
“빠빠”의 동사  용법

할머니 에서 엄마가 “○○야, 인제 가자” 하니

1;7(10)
“아 야, 빠빠- 

빠빠- 가꺼다”

“빠빠”의 명사  용법과의 구별

(불자동차를 다가) 엄마를 보고 

1;7(13)
“빠빠꿍 가자, 빠빠꿍 

가자”

“빠빠꿍”의 동사  용법

으로 나가서 신발을 신으며 

1;7(15)

“빠빠꿍 하자, 빠빠꿍 

하자”

“빠빠꿍 줘” 

“빠빠꿍”의 명사  용법

안락의자에서 불자동차를 보더니 만지며 엄마의 손을 잡고 

끌며

<표 - 9>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 ‘빠빠’나 ‘빠빠꿍’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에는 ‘자동차’라는 상

이나 ‘자동차에 탄다’, ‘자동차를 움직인다’라는 움직임을 모두 포 하여 사용하 으나 이제는 상을 

가리키는 단어만으로 그 개념 범주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곧 ‘자동차(탈 것)’를 뜻하는 단어이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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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동사 단어를 덧붙여 두 단어로 조합한 것이다. “빠빠꿍”이라는 상을 가리키는 단어에 “하자”나 

“줘”라는 동사를 덧붙여 이를 “가자”라는 일련의 행동 각본이 포함된 동사  의미와는 구분하여 사용

하고 있다. 

라. “빠빠(빠빠꿍)”의 연상  의미로의 사용과 과잉확장

“빠빠”나 “빠빵”은 차 “빠빠꿍”으로 치되면서, 아이의 어휘사 에서 ‘빠빠꿍’은 ‘탈 것 일반’

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표 - 10>에서처럼, “빠빠꿍”이 뜻하는 개념이 상에 한정되어 가고, 

련된 동작은 동사를 조합하여 표 하지만, 이 명사어 ‘빠빠꿍’의 개념 범주는 아직도 상당히 넓다. 

<표 - 10> “빠빠(빠빠꿍)”의 연상  의미로의 사용과 과잉확장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획득과정

1;7(12)
그때마다 “빠빵!” 하고 답

한다

엄마, 그림책에서 트럭, 기차, 불자동차 등 모든 차를 보

고 가리키며 “뭐야?” 물으니까 

1;7(12) “빠빠!” 
호랑이가 말을 탄 그림에서 말을 가리키고 잠시 망설인

다. 엄마가 “이거 뭐야?” 하니까

1;7(19)
“빠빠꿍 가자. 빠빠꿍 가자” 

하면서 민다
조립 장난감에서 바퀴 달린 조각을 들고 보며 

1;7(20)

“머머! 머! 머!” 하다가 “빠빠

꿍 가자”(빠빠꿍 가서 동 

할머니 에 가면 멍멍이가  

있다) 

우유 깡통에 그려진 소의 그림을 보며 

1;7(22) “빠빠꿍 빠빠꿍-” 
“빠빠꿍”의 과잉확장:

연필 두 자루를 모아 쥐고는 

1;7(24)
“아빠꺼야” 

“빠빠꿍-” 

미니 자동차를 집으며 

1;7(26) “빠빠꿍” 
녁식사  밥을 먹다가 

식탁 에 놓아 둔 오토바이에게 밥을 내 며 

1;8(4) “빠빠꿍-” 
마차가 TV에 나오니까 

엄마가 “ 거 뭐야?” 

1;8(10) “빠빠꿍 빠빠꿍” 골 채형의 딸랑이를 끌고 다니며 

1;8(16) “빠빠꿍- 있네” 불자동차를 만지고 놀면서 

1;9(6) “빠빠꿍” 비행기를 보고 가리키며 



기 단어획득과정에서의 의미분화: 종단  찰자료 분석

15

마. “띠띠”, “차”의 사용과 탈 것에 한 의미분화

<표 - 11>에서처럼, 아이는 “띠띠”라는 말을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곧이어 “빠빠꿍”이라는 말

로 치하여 버린다. 어른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말로 “띠띠”를 쓴 것은 며칠 후 

찰되었다. 아이는 “띠띠”와 “빠빠꿍”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어른이 “띠띠”라고 말하면서 자동

차와는 다른 자 거를 가리키자, 아이는 “띠띠 빠빠꿍”이라 말하는 식으로 타 을 보는 것 같다. 하지

만 어른이 의도하는 로 “띠띠”를 자 거로 구분하여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껏 “빠빠꿍”이라고 

하던 단어와 같은 단어로 하나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일주일 쯤 지난 다음 에서 보면 이

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띠띠”나 “차”라는 단어를 불확실하지만 스스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마치 이제

부터 “빠빠꿍”이라고만 쓰이던 단어의 의미분화를 시작하겠다는 조인 듯 보인다. 

<표 - 11> “띠띠”, “차”의 사용과 탈 것에 한 의미분화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획득과정

1;9(16)

“띠띠 빠빠”(따라서)

“빠빠꿍 가자. 아 야 꺼, 아 야 
꺼. 으으응 으응 으응”(노래하듯이)

동사 미어의 사용 

- ‘낸내하는 거’의 의미
   (할머니 에서 냉장고를 가리키며)

1;9(23) “띠띠 띠띠”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아빠에게 보여주며

1;10(2)

“이거 띠띠 한거(하는 거)”

“이거 빠빠꿍”

아빠가 “띠띠 가 타니?”하자, 기 자동차를 돌

아보며 가리키며

아빠가 “○○ 빠빠꿍 어딨니?”하니까 기 자동차

를 가리키며

1;10(11)

“ 쭈”

“아머니”“

“빠빠꿍응-” “태씨-(택시)”

엄마가 “○○ 추 해 , 추”하니까

“응, 할머니 집에 있어?”하니까

“응, 빠빠꿍 타고 가?”

1;10(17)

“뻐삐”하다가
밖에 택시가 지나가면 “태 -”

“버   빠빵-”

“  빠빵 버 (버스)”

“뜨라!” “  빠빠꿍”

엄마가 지나가는 버스를 가리키며 “버스”하고 가
르쳐 주니까

버스가 지나가면

트럭이 지나가니까

엄마가 “트럭”하고 가르쳐 주니까

1;10(19)
“택씨!”

“뻐 !”
“아머니, 이거 버 ”

개념의 분화

지나가는 택시를 보고

지나가는 버스를 보고는
의 할머니를 보고

1;11(29)

“비, 비”(비행기) 하더니

손을 흔들면서 “빠빠이 빠빠이”

밖에서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림. 놀다가 소

리를 듣고 엄마를 쳐다본다. 엄마가 “무슨 소리

니?”하니까, 베란다 바깥을 가리키면서

“그래, 비행기 빠빠이 갔다”

1;11(4)

“치치 코 치치 코코”(칙칙폭폭)

“언니야 치치, 언니야 꼬꼬”

“치치포포 꽤” “칙칙 폭폭 꽥-”

의자 에 올라가면서

엄마가 “칙칙 폭폭!”

“칙칙폭폭꽥!-” “치치포포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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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꿍”이란 말을 모든 탈 것에 용하여 쓸 때에는 자 거나 버스, 트럭 등 바퀴가 달린 모든 

물건에 해서 뿐만 아니라 배나 비행기 등에 해서도 “빠빠꿍”이라고 하 다. 그러다가 “띠띠”나 

“차” 등 새로운 어휘를 “빠빠꿍”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배워 ‘탈 것 일반’을 가리키

던 단어를 분화시킬 조짐을 보인다. 그러다가 열흘 정도 지난 후에 스스로 “태씨(택시)”라는 말을 해 

보이며 단어를 분화해 나가기 시작한다. “ 추”라는 말을 하다가 할머니 을 연상하고, 할머니 에 택

시를 타고 간다는 뜻을 이어지는 화에서 표 하고 있다. 엄마가 “빠빠꿍”이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아

이가 스스로 “태씨”라고 말하는 데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곧이어 “택

시” 뿐 아니라 “버스”, “트럭”도 사용한다. 이 게 이어나가는 화를 보면 에 무작정 “빠빠꿍”으로 

지칭하던 ‘탈 것’을 아이 나름 로 그 의미범주를 분화하여 개념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탈 것’ 에는 비행기와 기차가 있다. 비행기와 기차에 한 개념을 분화하여 각자 다른 단어로 

지칭하기 시작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이다. 여러 가지 탈 것에 한 개념과 그에 해당되는 단어들

을 분화해 사용하면서도, 아직도 탈 것 일반에 한 단어인 “빠빠꿍”은 계속 사용한다. 

4. 도식 인 단어의미 “낸내”와 이와 련된 단어들

가. 단어 “낸내”의 획득과정

처음 ‘잔다’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낸내”는 우유병을 들고 워서 잘 것이라는 의도의 표

으로 발 되어, 상당히 도식화된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표 -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낸내”라는 말에서 그 정형화된 도식이 발되어 일련의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찰할 수 있다. 

같이 TV를 보다가 그 TV를 끄고, 부엌에 가서 우유를 타서 들고, 아빠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안방에 

들어와 워 우유를 마시며 자는 일련의 도식 행동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끌어내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를 보면 ‘낸내’라는 단어는 단지 ‘자다’라는 의미만이나 그 자는 행동과 련된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일련의 행동 각본이 들어 있는 도식이 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표 - 12> “낸내”의 획득과정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획득과정

1;7(19)
“낸내 낸내” 하고 엄마의 

손을 끌고 간다

단어 “낸내”의 획득 - ‘잔다’의 의미

 (큰 엄마가 △△(두 달 동생)를 재우고 있음

  △△를 보더니 엄마에게 와서)

1;7(29) “낸내 낸내” 작은 방의 이불 에 가서 우며 엄마를 보고 웃는다

1;8(3)
1;8(4)

“낸내 꺼다. 낸내 가자(낸
내하는 거다, 는 낸내할

꺼다, 낸내하러 가자)”

“낸내, 낸내” 

다른 물건에 연상 반응으로 사용하기
엄마 잠옷(잘 때 들고 자는 것)을 들고 엄마를 보며 

토끼에게 엄마의 잠옷을 덮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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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2> 계속)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획득과정

1;8(7) “낸내, 낸내” 
의도의 표 ( 워 자기)
엄마가 우유를 안 가지고 그냥 들어오니까 우유병을 가리키며 

1;8(11)
“낸내 하꺼다” 

의도의 표 ( 워 자기)
엄마가 우유병에 우유를 타서 “자-, 낸내하자” 주니까 받아들고는 

1;8(14) “낸내”

일련의 행동 각본이 들어있는 도식에 해 표 하기
엄마가 TV를 보고 있다가, “○○, 인제 낸내하까?” 하고, 가서 

TV를 끄니까 
“ 다” 하고 일어나더니 부엌을 가리키며

나. “낸내”와 련된 단어 1: “낸내꺼(냉장고)”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명사를 이해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냉장고”를 “낸내꺼”라고 지칭한 것은 

분명히 동사 미어로서가 아니라 온 한 하나의 명사로 “낸내꺼”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지

만, 곧이어 엄마가 냉장고에 먹을거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문을 닫으니까 울면서 “낸내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냉장고’만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고, ‘낸내하는 것’, 곧 우유를 꺼내달라

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표 - 13> 참조).

냉장고를 가리키는 ‘낸내꺼’는 ‘자다’는 뜻인 ‘낸내’와 그 의미에서 련되어 있는지, 단지 발음만 

비슷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좀 더 확실히 의미와 연결되어 아이가 스스로 조합해 만들어낸 단어로 

보이는 새로운 단어가 ‘낸내불’이다. 

<표 - 13> “낸내꺼(냉장고)”의 의미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획득과정

1;8(19)  “낸내 꺼”
동사 미어의 사용 - ‘낸내하는 거’의 의미

(할머니 에서 냉장고를 가리키며)

1;9(8) “언니, 낸내 꺼다” TV에서 아기 자는 모습을 보고

1;10(4)

“내꺼 있네, 니꺼 있네”

“낸내꺼다-낸내꺼다”
“낸내하자” “엄마 낸내꺼 하자”

“아빠 쩨쩨 끘다”

“빠빠꿍 하자”

엄마가 우유병을 들고 있음. 우유병을 보고 손을 내

며 우유병을 받아 들고
엄마의 손을 잡아끌며

우유를 먹고 나서 깜깜한 방에 워서는 혼자 말을 

노래하듯 하며

1;10(0)
냉장고를 가리키며 “이거 

낸내꺼”

명사형으로서의 사용

엄마가 “냉장고 어딨니?” 하니까

1;10(0) “낸내꺼다”
동사의미로서의 사용
엄마가 냉장고를 열어 보여주며 “아무 것도 없어-” 

하고 닫으니까 발을 구르며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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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낸내”와 련된 단어 2: “낸내불(이불)”

처음에는 ‘이불’을 뜻하는 단어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낸내”라는 도식  의미를 가진 단어로 포

으로 사용한다(<표 - 14> 참조). 자신의 의사를 좀더 정확하게 소통하기 하여 아이는 하나의 단

어로 표 하기 힘든 뜻을 하나 이상의 단어로 조합해 표 해 내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단어를 아무 게나 조합해내지 않고 일정한 규칙을 따라 표 해 내어야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한데, 이 과정이 두 단어조합으로의 발달과 통사론의 획

득과정일 것이다.

<표 - 14> “낸내불(이불)”의 의미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획득과정

1;9(2) “낸내”
눕는 행동에 한 표

엄마가 이불을 펴니까 웃으며 와서 우며

1;9(10) “낸내”
이불에 한 표

엄마를 이불 쌓아놓은 데 데리고 가서 

1;10(20) “낸내불”
눕는 행동과 이불에 한 분화된 표

엄마가 이불을 꺼내니까

1;10(22)

“아빠 낸내 다”

“낸내불”

“낸내불”의 동사 “낸내”와의 분화

아빠가 워있는 걸 보더니 가리키며

엄마가 “아빠 낸내 하지?” 했더니 이불을 가리키며

1;11(1)

“이거 낸내불이다. 엄마 낸

내불” 

“이거 아빠 낸내불, 엄마 낸

내불(이불)”

확실한 참조 의미로서의 사용

안방에 펼쳐진 이불을 보고 

다시 놀다가

2;1(0)

2;3(10)

2;3(13)

“아빠 낸내 이불”

“엄마가 이 방 이불 갰어요?”

“이불 피지 마!”

참조 의미의 확인 - 어른이 사용하는 의미를 받아들이기

라. “낸내”의 다양한 쓰임새와 단어조합으로의 이행

처음에 “낸내”라는 말을 배우고 나서는 단순히 ‘자다’라는 의미와 연 된 맥락에서만 이를 말한

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가장 형 인 것이다. “낸내”라는 말과 함께 우는 소리로 다가오는 것이 ‘낸내

하겠다’는 요구의 표 이라면, 고개를 으면서 “낸내”라고 하는 표 은 ‘낸내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정

확한 표 일 것이다. 고개를 젓는 행 는 “안해”라는 말로 치된다. 즉, 단어에 몸짓을 곁들이던 것이 

두 단어조합으로 치되어 좀 더 정확하게 의사 달이 가능하게 된다(<표 -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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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5> “낸내”의 다양한 쓰임새, 그리고 단어조합

산출 시기  산출 단어 의미획득과정

1;9(3) “낸내”
요구하기의 표  

엄마를 보고서 울면서(재워달라는 표 )

1;8(23)

“낸내”

“낸내애”

거부하기의 표 (낸내 + 고개짓)

엄마가 우유병을 들고와 “○○와 낸내하자 낸내-” 하니까 

자동차를 갖고 놀다가 고개를 흔든다.

엄마가 “낸내 하자!” 하니까 고개를 으며

1;9(19) “낸내꺼(냉장고)”

“낸내 안 해”

거부하기의 표 (낸내 + 안해)

엄마가 우유병을 냉장고에 넣으니까

엄마가 “낸내하자-”하니까 고개를 흔들며

1;9(2)

“안해”

“낸내꺼다”(토끼가 낸

내할꺼다의 의미)

“이것도”(곰을 주며)

“이것도”(닭을 주며)

미어(-꺼다)를 통한 정/부정의 변별

아빠가 “○○ 맘마 먹고 자자-낸내” 하니까

토끼를 엄마에게 주며 

엄마가 토끼를 눕히니까

1;9(25) “아빠꺼 낸내 한다”
미어(-하다)를 통한 정표

아빠가 자고 있는 걸 보고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어린이가 기 단어획득과정에서 보이는 의미분화과정을 1;0 - 2;4세 1명 어린이

의 1년 4개월에 걸친 종단  찰자료, 곧 일기자료와 발화자료를 심으로 모두 12개 단어를 처음 사

용하게 된 상황부터 의미가 분화되어가는 과정을 추 해 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분석 상 단어들이 

기 산출 이후 과잉확장 는 과잉축소를 거쳐 여러 의미로의 의미분화과정을 거치며 발달하 고, 이

는 발달 으로 기술이 가능하 다. 특히, 기 어휘목록에서 쉽게 찰되는 ‘멍멍’의 경우에는 과잉확장

과 과잉축소 모두를 1;1세부터 1;11세, 총 10개월에 걸친 세부 인 분화과정을 와 함께 살펴볼 수 있

었다. 둘째, ‘달’ 등의 네 단어는 상황  어휘로 묶여져 그 발달  추이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처음 

상 어휘를 했던 상황을 원형으로 표상하여 상황 체 는 그 상황에 포함된 행동의 일부를 가리키

는 표 으로 의미가 분화되어 습득됨을 찰할 수 있었다. 한 이러한 상황표  단어들은 통사  기

능인 명사와 동사로 구분되어 달리 표 되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에 계된 어휘(‘빠빠’와 ‘빠빠꿍’)의 

경우, 기에는 동사  용법과 명사  용법을 상황에 따라 한 단어로 용하던 것을 상을 가리키는 

단어만으로 사용하면서부터는 동사 단어를 덧붙여 두 단어조합으로 발 시켜 가는 과정을 발달 으로 

기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상 가운데 ‘낸내’와 같은 단어는 일련의 행동 각본이 포함된 도식

인 습득과정을 통해서 습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찰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경우에도 하나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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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표 하기 힘든 뜻일 경우, 연 되는 새로운 어휘(‘낸내불’)를 창조하거나 좀 더 발달된 형태인 조

합(“아빠 낸내 이불”)으로 표 하는 통사론의 획득과정까지도 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이는 수동 으로 어른의 말을 모방하고 받아들이기만 하

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말을 들으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과 발음방식 등을 극 으로 시험해보

고 다른 단어와의 계를 검토해보면서 그 단어를 배우는, 참으로 능동 인 학습자인 것이다. 본 연구

는 단어의미의 획득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분화과정을 알아보기 해, 어린이의 말을 종단 으로 찰

한 자료에서, 특정 단어를 심으로 추 해 보았다. 호칭을 제외하고 가장 먼  획득하는 단어로 보이

는 “물”의 경우, 상황보다는 의미 역을 정확히 알게 되면서 단어사용 역을 넓 가는 것으로 보아, 

Clark(1993)과 Nelson(1991)의 이론을 종합해 본다면, 기능  일반화가 먼  이 지고 이 바탕 에 지

각  일반화가 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미 역 체가 과잉확장된다기 보다는 새로운 상에 

한 한 이름을 찾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단어는 상당히 상황 인 습득과정을 보

이는데(‘달’, ‘꽃’ 등) 처음 사용하는 상황이 형 인 사례인 원형이 되어, 이때의 상황과 원형이 가지는 

특징들이 개념 형성의 기 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Bowerman, 1993). 어린이가 쓰는 단어의 의미는 어

른의 것과 다르다. 본래의 단어 의미가 가리키던 상과 련된 모든 것, 곧 상황 체를 단어가 참조

한다. 이 에서 지각 인 범주와 기능 인 범주의 일반화 상을 모두 포 하여 설명하는 이러한 

Bowerman의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기 발화의 사회  기능은 아이가 자신의 어휘집이나 개인  사 에 골라 넣을 실제 단어를 결

정할 때 요한 역할을 한다. 기 단어는 원래 몸짓으로 달되었던 사회  기능을 채워 넣기 해 발

달된다. 한 새로운 단어가 화에서 아이에 의해 실제로 사용되는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는 것은 많

은 연구자들이 동의한다(Nelson, 1991; Nelson, Hampson & Shaw, 1993). 물론 기 어휘습득과정에서

의 과잉확장을 기본수  개념( : dog)과 상 수  개념 범주( : animal)간의 변별에 실패하기 때문에 

수용 , 표 으로 과잉확장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Storkel, 2002). 기 어휘발달에 한 논의

에서 획득된 단어의 음운론 특성과 어린이의 새로 생겨난 음운론 체계를 고려해야만 하는 것 한 

요한 논쟁거리이다. 특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어린이가 더 빨리 정확하게 재인할 수 있으며, 빈번하

지 않은 단어보다 더 빠르게 산출된다. 한편, 도가 높거나 이웃이 많은 단어는 더 복잡하고 산출과 

재인에서 더 느리거나 부정확할 수도 있다(Vitevitch, Luce & Pisoni, 1999; Vitevitch, 2002). 이러한 

을 감안한다면, 한 어린이의 12개 단어 의미습득 자료에서 반 인 의미습득과정을 모두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다. 한 분석 상 어휘가 상 어린이 개인의 발달  상황이나 환

경에 제한 이거나, 찰자료에서 풍부하게 생산된 어휘들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부

분의 의미습득에 한 연구들이 종단  연구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종단  연구자료로 내어놓

은 기의 연구들도 한, 두 개, 많아도 4 - 5개 정도의 단어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만 제시하는 데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지양하여, 몇 가지 가능한 가설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어를 묶어, 어린이의 단어습득과정을 다양하게 조명해볼 수 있었다는 에서 가치

가 있다. 한 찰 상 어린이와의 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른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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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내의 언어 사용과정까지도 면 히 추 하여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찰자료를 종단 으로 정리해

보아서, 몇 개월 사이의 변화를 한 에 볼 수 있게 제시하 다는 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기 단어습득과정에 한 실험연구들과는 달리, 종단  발화자료를 이용하여 기 

의미분화과정으로 추 하여 기존의 이론들을 질 으로 검증하 다. 그러나 한 어린이의 말 일기자료와 

녹음자료에 한 분석이므로 이에 덧붙여 여러 어린이들과의 횡단연구를 통한 다양한 말자료의 분석결

과들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풍부한 찰자료와 연구결과들이 더해진다면 언어장애 어

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를 가진 언어장애 어린이들이

나 언어 으로 특히 결함을 보이는 어린이들의 경우 제한된 수의 표 어휘만을 사용하고 느린 어휘력

의 증가를 보인다. 한 낱말의 장  인출이 풍부하거나 정교하지 못하며 다양한 의미유형  어휘 

표 에 어려움을 겪는다(Owens, 2004). 이러한 언어장애 어린이의 기 언어 재에서 목표 상 어휘

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요하다. 한 어린이의 어휘습득의 발달  변화에 따른 재방법의 수정 

 용을 한 정상언어발달과정에서의 지표 제공은 언어치료사들에게 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 어린이의 기 단어습득과정을 다양하게 조명하 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와의 상호

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  변화에 한 이론 인 검증에 덧붙여 세세한 변화의 들을 기술하는 

데 한 을 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습득과정의 구체 인 들은 기 어휘발달을 한 재과정에

서 아동이 보이는 반응의 여러 양상들에 한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재과정에서 어떤 

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상 어린이 역시 기에 습득한 첫 단어의 개념을 다른 상으로 용해 가

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습득해 간다. 따라서 엄마나 돌보는 이가 어린이의 어휘력에 

한 정도로 언어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요할 것이다. 언어 재의 목표가 기능 이

고 의미있는 언어발달이며 어린이가 자발 인 화자가 되도록 유도하려는 언어 재의 최근 경향으로 

볼 때, 어린이의 발달 수 에 맞는 한 상호작용 한 언어 재 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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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Early Word Meaning Acquisition 

in Korean 

  Seung Bok Lee
(Dep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e Ran Lee
(Dept. of Speech Correction, Hyejeon Colleg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meaning acquisition of 12 words in early language acquisition stage 

using longitudinal data. Data were collected as diary entries in addition to recording once a week from 

the age of 12 to 28 months(1;0 - 2;4 years) at the child’s home with the mother. First, we noticed 

that the Korean children were also extending the word beyond the adult word concept. Second, early 

acquisition of words in our data reflected the structure of the syntactic category as nouns and verb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verbs were gained within action script or event-based knowledge. In 

addition, the produced words were categorized by the situational expressions and the taxonomic 

expressions. Based on the finding of this study, we attempted to discuss the role of normal 

developmental milestones in early language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language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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