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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아동의 다양한 담화결속장치의 발달을 아동의 자발적인 

표현언어 관찰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방법:  3;10세∼6;4세 5명 아동의 1년간의 자발적 

산출 자료에서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접속사, 연결어미, 대용어 등의 담화결

속장치의 표현을 수집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첫째,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담화 결속장치

의 표현이 증가하였고, 그 유형이 다양해졌다. 둘째, 개인차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연령에 따라 

다른 결속장치와 비교하여 접속부사의 증가가 비교적 현저하게 나타나, 발달지표로서의 작용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었다. 셋째, 연결어미의 경우 비교적 개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세 가지의 담화 결속장치 가운데 특히 접속부사의 사용빈도가 학령전 시기 아동

의 자발적 산출자료의 분석에서 언어발달의 유용한 분석지표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언
어청각장애연구, 2010;15;298-306.

핵심어:  종단연구, 발화분석, 담화 결속장치, 언어발달

Ⅰ. 서 론

유치원 시기가 되는 5세경이면 아동은 성인과의 의

사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언어적 성취를 

이루게 된다. 특히 아동이 사용하는 말은 점점 더 문

법적으로 복잡해지며 다양해지는데, 복문구조를 좀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명사구와 부사구, 종

속절 등을 확대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야기 기술도 함께 발달하게 된다. 학령

전 아동의 경우, 몇몇 연결어미와 접속 부사 등을 사

용하여 이야기의 결속을 표현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조직화된 구조로 긴 이야기를 혼자 만들어가는 능력

은 학령기 직전 또는, 학령기 이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만 5세까지는 이야기를 

해도 단일한 문장들이 엮어지다가, 이후 학령기에 접

어들면서 다양한 결속장치를 사용하여 보다 응집성있

는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게 된다(Owens, 2008). 다

양한 담화 형식 내에서 문장들이 의미있게 통합되려

면 문장과 문장 그리고 단어와 문장 간을 의미적으로 

결속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 단어를 뒤이은 문장에서 다시 

반복하거나 대명사 등으로 지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렇지 않으면 오히려 생략을 통해 두 문장이 서로 관련

되어 있음을 암시할 수 있고, 새로운 내용의 문장이나 

단어는 연결부사나 접속사를 이용해 연결지을 수 있

다. 이러한 장치들을 결속장치(cohesion devices)라 

한다. 

Halliday & Hasan (1976)은 문법적 결속, 어휘적 

결속, 그리고 논리적 결속으로 담화상황에서의 결속

장치를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문법적 결속에는 대명

사나 한정사 같은 지시어와 대용어가 포함되며 이밖

에 생략과 비교도 포함된다. 특히 통사적 구조를 통해 

절과 문장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의 어휘적 결속

에는 반복과 동의어 사용, 상위어와 하위어 등도 포함

된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결속은 문장 간 시간, 인과, 

대조, 부가적 정보 등의 논리적 관계로 결합되는 장치

인데 주로 접속사로 연결된다. 이처럼 대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성공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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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위해서는 결속표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국내

에서도 학령전과 학령기 아동의 이야기 발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결속표지의 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양수진, 2000; 이승희, 2007). 연결어미

와 접속사, 다양한 대용어를 포함하는 결속장치는 학

령기 아동의 이야기 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측

정치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결속장치는 학습장

애 아동이나 청각장애 아동과 같이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의 표현언어 분석에도 아주 유용한 장치로 이용

되고 있으며(변선영, 2003; 이승희, 2007), 학령기로 

나아가며 언어표현력 학업성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

는 과정에서 아동의 보다 발전된 언어수준을 평가하

기 위한 유용한 측정치로 작용한다(Nippold, 1998; 

Nippold & Undlin, 1992; Nippold, Duthie & Larsen, 

2005; Paul, 2007; Westby, 2005).

학령기 아동의 언어 발달에 관한 평가에서는 공식 

검사 이외에도 담화분석이나 구문 분석, 화용적 측정

치에 대한 분석 등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구조화된 

이야기 과제 제시 후 다시 말하기 과제를 통하여 종속

절 표현이나 C-unit 길이 등으로 아동의 구문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권유진, 2010; 배소영, 2005; Losh 

& Capps, 2003),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접속사와 대

용어 등 담화 차원의 분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동의 

발화량이 많아지고 표현의 길이가 길어지는 4세 전후

의 자연발화 상황에서의 측정치 분석은 비교적 많이 

시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모-아동 간의 

자연스런 상호작용 과정에서 산출되는 아동의 발화에

서 언어발달 수준을 변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치들의 빈도와 발달 등을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특히, 1년 정도의 종단적 관찰자료를 이용하여 

발달의 추이를 살펴본다면, 학령전 정상아동의 발달

지표로서뿐 아니라 언어장애 아동의 언어중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으로서 의의도 클 것이다.

이희란(2010)은 4세 이후 평균형태소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morpheme: MLU)가 표현언

어력 지표로서 변별력이 거의 없음을 4∼5세 아동의 

발화분석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이야기 다시

말하기와 같은 담화형식이 아니더라도 자발적 발화자

료를 통해서도 복문표현이 활발해지는 4세 이후부터 

학령전기에 이르는 아동언어를 분석하여 통사적 발달

을 살펴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특히 통사적 측정치

로서 복문내 접속문과 내포문의 비율, 종속절의 유형

을 5명 아동의 종단적 발화자료로 분석하여, 1회기에 

해당하는 평균을 연령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접속문과 내포문을 구성하는 연결어미나 접속부사

의 발달과 같은 심층적인 내용분석을 통하여 이 시기 

다양한 담화적 결속장치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 아동의 이와 같은 접속문과 

내포문의 발달과 관련하여 배소영(2002)은 6세 정도

가 되어야 복잡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며, 연결어미 및 접속부사의 표현이 다양해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문출현이 시작

되는 3세 후반부터 6세 정도에 이르는 아동의 자발적 

발화 자료에서 결속장치 발달에 대한 종단적 관찰과 

분석을 시도하여, 이를 통해 이 시기 언어발달 수준의 

평가에 대한 임상적 의의를 시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아동의 담화 결속장치의 발

달을 이 시기 아동의 종단적인 자발적 발화자료에서 

그 산출 빈도와 발달적 추이를 분석하였다. 담화 결속

장치의 개별적 분석에서는 이 시기를 3세 후반에서 4

세까지의 전기와 4세 후반에서 5세까지의 후기 두 시

기로 나누어 그 발달 추세를 분석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5명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 시작 연령은 

각기 다르지만 각각 24회기에 걸쳐 수집된 종단적 관

찰자료인 말뭉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말뭉치

는 본 연구자와 언어발달 관련 연구자들이 함께 수집

하여 공유하는 자료로, 관찰대상 아동과 관찰자료에 

대한 정보는 <표 - 1>과 같다.

<표- 1> 찰 상 아동과 찰자료의 정보

아동명 성별
찰회기 

수

아동 

연령

회기 당 

찰 시간

아동 1 여 24 3; 9∼4; 8 30분

아동 2 남 24 3;10∼4;10 30분

아동 3 여 24 4; 1∼5; 1 30분

아동 4 여 24 4;11∼5;10 30분

아동 5 남 24 5; 4∼6; 4 30분

분석자료 수집을 위한 관찰대상 아동들은 한국의 

중류층 가정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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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양육되었으며, 관찰자료의 수집 당시 부모와 

관찰자였던 언어발달 연구자에 의해 언어적, 인지적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말하는 다섯 아동의 종단

적인 발화 자료를 토대로 아동이 표현하는 담화적 결

속장치의 발달을 분석하였으며, 발달이 진행됨에 따

라 각 측정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나.  분석 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관찰 자료인 말뭉치의 모든 자료는 관찰

대상 아동의 집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 간의 

대화과정을 약 2주에 한 차례 각 30분씩 녹화하였으

며, 각 발화상황은 대체로 놀이, 먹기, 책보기 상황이

었다. 비디오 녹화를 진행하는 동안, 아동과 어머니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도록 어머니에게 지시하였으며, 

특별히 의도적인 발화유도를 하지 않도록 알려주었

다. 자료 수집은 발달심리학 박사인 관찰자들이 한 달

에 2회 직접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녹화하였다.

<표 -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어린 아동이 3;9

세에 관찰이 시작되어 1년 동안 관찰수집이 진행되었

고, 가장 나이가 많았던 아동이 5;4세에 시작하여 6:4

세 관찰이 종료되었다. 1회기 당 관찰시간은 30분 정

도로, 월 평균 2회 실시하였고, 분석을 위한 발화수집 

회기는 각 아동마다 24회기로 제한하였다. 아동 1의 

1회기 평균 발화수는 70.75였고 가장 나이가 많았던 

아동 5의 1회기 평균 발화수는 327.42였다. 

5 명 아동을 초기 단어조합 단계 이상의 발화산출

이 가능한 아동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첫 1회기 관찰 

발화의 MLC-m(Mean Length of Communication 

Unit-morpheme)이 2.0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초기 발화에서부터 담화결

속력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발화

산출 기준을 비교적 낮게 정하였다. 

C-unit(Communication unit)은 주절과 주절에 

안긴 종속절을 포함한 단위로(Strong, 1998), 예를 들

어 하나의 주어에 여러 개의 서술어구가 나열 또는 대

조로 연결된 경우는 하나의 단위로 분석하는 구문표

현의 분석치 가운데 하나이다. C-unit의 구분 지침은 

권유진․배소영(2006)을 참조하였다.

(2) 자료 풀어쓰기  풀어쓰기 신뢰도

아동들의 모든 말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촬영

한 내용 모두를 아동의 발화와 부모 발화로 나누어 모

두 자료를 풀어쓰기하였다. 풀어쓰기란, 아동의 어머

니인 연구자 또는 녹화를 주관한 연구자가 녹음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

하는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었다. 특히, 풀어쓰기 시작

단계에서 분석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섯 아

동의 1회기(30분 분량) 풀어쓰기 내용에 대해 두 전사

자가 교환하여 이중전사를 진행하며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풀어쓰기가 이뤄진 모든 발화에서 첫째, 전체 발화

수에 따른 분석 발화수의 비율을 먼저 산출하였다. 둘

째, 담화적 결속장치는 대용어와 연결어미 그리고 접

속부사의 산출 빈도를 월령별, 아동별로 분석하여 발

달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용어의 경우 지시대

명사, 인칭대명사, 그리고 지시관형사에 어휘가 결합

된 경우를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대용어는 문법 용

어가 아니지만, 우리말에 적용할 경우 대명사적인 성

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와 같은 표현들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접속부사를 연결해서 표현의 결속

을 높이는 경우 또는 문두에 접속 부사가 사용되는 경

우를 접속 부사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결어미는 -서, 

-가지고, -는데, -고, -려고, -더니, -니까, -다가, -

어도/-아도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대상 발화의 선정 과정에서는 첫째, 발음이 불

명료하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대화에서 부모의 발

화 전체를 모방한 발화를 제외하였다. 둘째, 노래나 광

고문구, 만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의 반복적 대사를 외

워서 말하는 등의 자동구어도 분석대상 발화 선정에

서 제외하였다.

(4) 자료 분석 신뢰도

자료 분석은 본 연구자가 수행한 분석자료의 10%

에 해당하는 분석자료를 언어병리학 박사 1인에게 의

뢰하여 분석자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담화적 결속

장치 구분에서 94%의 일치도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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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담화적 결속장치의 산출 특성

분석 대상 아동들의 전체 발화에서 대용어 표지(지

시대명사, 인칭 대명사, 지시관형사 + 어휘), 접속부사

의 사용, 연결어미의 사용과 같은 담화적 결속장치의 

산출과 발달 과정을 분석하여 24회기 총 분석발화의 

평균을 <표 - 2>에 제시하였다.

<표- 2> 체 아동의 결속장치 표

결속장치

아동 
용어 속부사 연결어미 합계

아동1

(3;9～4;8)

 3.92

(24.47)
a)

2.7

(2.8)

21.87

(14.59)
28.49

아동2

(3;10～4;10)

44.37

(26.55)

5.29

(4.70)

25.33

(12.09)
74.99

아동3

(4;1～5;1)

73.45

(25.29)

3.33

(2.27)

11.83

(8.24)
88.61

아동4

(4;11～5;10)

70.25

(37.85)

5.79

(3.81)

14.83

(11.52)
90.87

아동5

(5;4～6;4)

77.6

(33.24)

27.2

(19.39)

24.7 

(20.4)
129.5

a)평균(표준편차)

아동 개인별 전체적 평균 비교이기는 하지만 아동

의 연령 증가에 따라 특히 대용어와 접속부사에서 연

령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1>참조).

<그림- 1> 체 아동의 결속장치의 표

분석 대상 아동들의 개인 간 연령 증가에 따른 발달

적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담화 결속장치 세 가지를 

따로 나누어 각 회기별 대용어와 접속사, 연결어미의 

산출을 분석하였다. 

가.  대용어 발달

대용어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학령전 전기에 해당되는 

아동 1과 2, 3의 4;0∼4;11세까지의 대용어 산출 수를 

각기 <표 - 3>에 제시하였으며, 학령전 후기에 해당

되는 아동 4와 5의 5;0∼5;11세까지의 대용어 산출 수

는 <표 - 4>에 제시하였다. 아동별로 각 회기에 따른 

산출 수를 비교해 볼 때 아동 개인 내에서도 평균 차

이가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지만, 아동 3과 4, 5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 수가 비교적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 3의 경우 다른 결속장치

보다 대용어 산출에서 비교적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

었다.

<표- 3> 월령별 용어 산출 수(평균) (4;0∼4;11세)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4;11

아동1 24 8 20.5 39 20 15.5 13 7 24

아동2 25.5 54 49 38.5 40 25 31 42 55 83 29

아동3 27 33 67.7 56 78.5 116 68.5 95.5 70.5 73.5 96.5

<표- 4> 월령별 용어 산출 수(평균) (5;0∼5;11세)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5;10 5;11

아동4 79.5 55 68 25.5 51 52.8 50 105.7 71

아동5 33 56.5 44.5 30.5 59.5 88.5 71 87.5

나.  접속부사 발달

대용어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별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아동 1과 2, 3의 4;0∼

4;11세까지의 접속부사 산출수 각각을 <표 - 5>에 제

시하였으며, 아동 4와 5의 5;0∼5;11세까지의 접속부

사 산출수 각각을 <표 - 6>에 제시하였다. 접속 부사

의 경우 학령전 전기에 해당되는 4세 초반에는 산출 

수가 상당히 적었으며, 학령전 후기에 해당되는 4세 

후반부터 5세경에 이르러서야 비교적 활발한 산출이 

이뤄짐을 관찰할 수 있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298-306

302

<표- 5> 월령별 속부사 산출 수(평균) (4;0∼4;11세)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4;11

아동1 2 0 3 3.25 0.5 1 1 1 1.5

아동2 0.5 5 3.25 2 4 3 3.5 6 13 13.7 4

아동3 2 8 1 6 1.5 4.1 6 2.5 2.5 5.5 4

<표- 6> 월령별 속부사 산출 수(평균) (5;0∼5;11세)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5;10 5;11

아동4 4 4.5 5.8 5 7 5 5 9 10

아동5 4 9.5 34 13 15 13 23.5 38.5

다.  연결어미 발달

연결어미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

의 연령별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학령전 전기에 해당

되는 아동 1과 2, 3의 4;0∼4;11세까지의 연결어미 산

출수 각각을 <표 - 7>에 제시하였으며, 학령전 후기

에 해당되는 아동 4와 5의 5;0∼5;11세까지의 연결어

미 산출 수 각각은 <표- 8>에 제시하였다. 특히 연결

어미의 경우에는 아동 개인별, 월령별 산출 특성이 두

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아동 2의 경우 4세 초반이지

만 월령대 전체에서 비교적 많은 연결어미 산출이 이

뤄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표- 7> 월령별 연결어미 산출 수(평균) (4;0∼4;11세)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4;11

아동1 14 18 17 22.25 17.5 11 11 10 12.5

아동2 14.5 31 22.75 42.5 17 22 30 23 46 26 9

아동3 3 4 9 26 7.5 12 13.5 4 12 16 12

<표- 8> 월령별 연결어미 산출 수(평균) (5;0∼5;11세)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5;10 5;11

아동4 22 15.5 18.8 6.5 6.1 7 5 17.7 2.5

아동5 4 3.5 15 5.5 16.5 10 18.5 50.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 문법습득 단계를 넘어 세련된 

문법 능력을 익혀가는 3세부터 학령기시기를 앞둔 6

세까지 5명 아동의 담화 결속장치의 발달을 분석하였

다. 다섯 아동의 발화를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시

기에 결속장치를 사용한 발화수가 급증하고 있어, 담

화 결속장치의 분석에 적당한 연령임을 알 수 있었다. 

대용어, 접속부사, 연결어미라는 세 가지의 담화 결속

장치에서의 발달적 추이를 분석하고자, 학령전 연령

을 전기와 후기 두 시기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이를 

위해 3세 후반과 4세 후반까지 전기에 해당되는 세 

아동과 4세 후반에서 5세 후반까지의 두 아동의 발화

자료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대용어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고르지 않은 점이 관찰되었지만, 비교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기와 후기를 

비교해보면, 전기에 비해 후기에 대용어의 산출이 비

교적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 아동을 함

께 보면, 4세 이후에 산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접속부사의 경우, 연

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산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용어와는 달리 접속부사의 경우

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고르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며, 전기와 후기 집단의 차이도 분명해 보

였다. 셋째, 연결어미의 경우, 개인차가 두드러지며, 

한 아동 내에서도 월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어, 발달 

지표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반적으로 

학령전 전기에 해당되는 3∼4세 아동 1∼3과 학령전 

후기에 해당되는 4∼5세 아동 4와 5의 자연적 발화자

료에서 지시대명사가 포함된 대용어와 연결어미, 접

속사로 나누어 담화 결속장치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용어와 접속부사 표현이 증가하

는 발달 양상을 보이며, 특히 접속부사의 산출빈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

과는 접속부사의 표현이 이 시기 아동의 담화적 결속

장치에 대한 발달적 지표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용어 결속장치에는 지시대

명사와 인칭대명사, 그리고 특정 어휘 앞에 사용되는 

지시관형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대용어라는 

표현은 우리말 문법 용어가 아니어서 Halliday & 

Hasan (1976)의 분석틀을 참조하여 문법적 결속에 

해당하는 측정치들을 포함시킨 것이었다. 사실상, 대

용어에 포함되는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의 경우에

는 대화의 주제나 말하는 이와 듣는 이와의 거리, 대

화 맥락이나 시점 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므

로 자연 발화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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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따른 차이가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용어의 경우에는 성인언어와 아동 언어와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대용어 표현이 실제 아동의 언

어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

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자연발화를 이용한 분

석에서 대용어의 사용이 언어발달의 수준을 측정하는 

분석치로서 기능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접속부사에는 복문 구성을 위

한 다양한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접속부사

의 경우 다른 결속장치와 비교할 때 비교적 그 정의와 

구분이 명확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연결어미는 본 연

구에서 분석한 측정치 가운데 비교적 어린 연령에서 

출현하는 측정치이면서 동시에 아동들이 어렵게 습득

하는 통사적 장치에 포함되기도 한다. 실제로 아동의 

연결어미 발달을 살펴본 서희선․이승환(1999)의 연

구에서는 나열의 연결어미 ‘-고’와 이유의 연결어미 

‘-서’가 2;0∼2;5세에 출현하였으며, 대립이나 동시 

연결어미들은 2세 후반에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다양한 연결어미

를 각각 구별하여 분석하지 않고 월령별로 합하여 분

석하였으므로, 개인차가 두드러지며 월령별 산출 수

에서도 비교적 큰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출현 순서에서 차이가 큰 연결어미의 다양한 유형

별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령전 아동의 표현언어 분석을 위해서는 구조화

된 환경에서의 발화보다는 실제로 어린이가 자연스런 

상황에서 산출하는 발화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

다.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아동이 사용하는 언어표현들에서 발달

적 추적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련된 문법

능력을 익혀가는 3세부터 학령기시기를 앞둔 6세까지 

아동의 표현 언어의 발달을 다양한 담화 결속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전 시기까지는 유용하

였던 평균형태소길이의 측정이 더 이상 변별력을 갖

기 어려워지는 4세 이후 아동의 자발적 발화에서 아동

의 전반적인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측정치를 찾고자 아동의 담화적 결속장치의 발달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속장치의 경우 아동의 표

현언어가 더 세련된 표현 형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도구이면서, 학령전 시기 아동의 자발적 산출을 위한 

비교적 유용한 분석치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할 수 있었

다. 특히 접속부사의 경우 관찰 대상 아동의 5세 이후

에 산출이 급증하며 연령 변화에 비교적 민감하게 작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찰 대상 아동 수가 매우 적었으며, 또한 이러한 분

석치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보다 구조화된 상황에

서의 발달적 변화와의 비교 연구 또는 연령에 따른 발

화수 증가와의 상관 등에 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아동별로 각 회기별 30분씩 24

회기에 걸친 방대한 관찰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

며, 아동별로 상이한 관찰 시작 연령과 다양한 발화 

주제로 인해 전체 평균만을 비교하는데 그쳤다. 따라

서 분석대상 발화자료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분석 기준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분석대상 발화를 

일정 C-unit 이상으로 한정하거나 대화적 차례 주고

받기의 수를 일정하게 제한하여 분석을 시도해보는 

것도 분석치의 타당도를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화자료 수집을 위해 비디

오 녹화를 진행하는 동안, 아동과 어머니가 일상적인 

대화를 진행하도록 어머니에게 지시하였으며, 특별히 

의도적인 발화유도를 하지 않도록 알려주었다. 대화

의 유지/변경 능력이나 어머니가 아동에게 반응해주

는 정도 등이 아동의 발화 길이에 비교적 영향을 미치

겠지만 전체 24회기에 걸친 자료 수집이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에게 굳이 아동의 발화를 

통제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연발화의 분

석일지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인 통제가 

이뤄졌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분석에 포함한 

결속장치의 분석기준에서 문두에 사용되는 접속부사

(예: ‘근데’)의 경우 무의한 습관적 발화일 수도 있다. 

또한 결속장치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오히려 담

화적 결속력을 낮출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결속장치의 분석과 해석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

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연

결어미나 접속부사, 대용어 사용과 더불어 어휘반복

과 같은 보다 내용분석이 필요한 분석치로서의 접근

이 요구되며, 특히 여러 결속장치의 발달과 표현이 아

동의 전반적인 화용능력과 언어발달수준과 어떠한 상

관이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까지 이뤄진 결속장치 분석 연구는 영어를 기

초로 이뤄진 연구의 분석방법과 정의를 우리말에 비

추어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에 사용되는 문법 용어 역시 우리말에 그대

로 적용하기에는 비교적 상이한 용어들이 존재하며, 

‘생략’과 같은 분석치는 우리말의 주요 논항 생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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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 아동언어나 장애아동의 언어연구에서는 비

교적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자연발화를 대상으로 결속장치의 특성과 관

련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명확한 정의에 대한 구분

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를 이용하여 3세 아동의 담화결속장치 산출을 살

펴본 양수진(2000)의 연구에서는 4세 아동의 경우 생

략의 결속장치를 대용어나 어휘반복보다 더 많이 사

용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중요한 결속장치로 역

할을 하는 생략과 첨가의 분석치는 우리말의 특성과 

연결지어 아동 언어 자료를 통해 추후 연구에서 그 분

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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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Cohesive Devices in Preschool Korea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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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In the present study,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ohesion devices in children aged 3 to 6 years were examined using longitudinal data from 
five Korean preschool children.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twice a week for 12 
months and were transcribed from video recordings recorded in natural situations in the 
children’s homes with their mothers present from the ages of 3;9-6;4 years. Cohesion 
devices including conjunctives, connective endings, and anaphors were analyzed using 
the longitudinal data. Results: First, the number of utterances for analysis increased with 
age. Second, the use of conjunctions increased with the age, which appeared to be the 
developmental index for this age group. Third, the use of connective endings var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age of each child. Discussion & Conclusion: The use 
of conjunctions is suggested to be the best developmental index in preschool aged 
children among the three cohesion devices tested in this stud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298-306)

Key Words: longitudinal study, language sample analysis, cohesion devices, languag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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