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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련. 이야기 평가 방법으로서의 구문복잡성(MLC-w)의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 2008, 제13

권, 제3호, 381-396. 배경  목 :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아동 상의 이야기 다시말하기를 통한 

구문복잡성(MLC-w) 평가의 결과가, 이야기 이해력, 구성력, 회생율 등의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방법: 생활연령이 6;9～8;11세인 등 학년(1학년～3

학년) 정상발달아동 27명을 상으로, 이야기의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이해난이도가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각에 해 이해과제와 회상하여 다시말하기를 실시하 다. 이해과제는 사실

인 정보 이해 과제와 텍스트 연결 추론 과제로 구성하여 아동의 응답에 해 0～2 으로 채 하

여 분석하 으며, 다시말하기를 한 내용은 구문복잡성, 이야기 회상구성력  명제회상율의 정의에 

따라 분석하 다. 이 때 구문복잡성은 MLC-w로 산출하 다. 결과: 첫째, 이해난이도가 다른 두 

이야기 간 이해력, 구성력  회상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MLC-w에서는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둘째, 이해난이도가 다른 두 이야기 간 이해력, 구성력  회상율은 매우 높은 상 을 

나타내었으나, MLC-w에서는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에

서는 이해력, 구성력, 회상율 그리고 MLC-w 모두 생활연령과 높은 상 을 나타내었으나, 쉬운 

이야기에서는 회상율과 MLC-w에서만 생활연령과 유의한 상 을 나타내었다. 논의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이야기 다시말하기를 통해 산출한 학년 아동의 MLC-w는 연령에 따라 값이 증가

하는 발달지표로서의 가치를 가짐을 확인하 다. 그러나 MLC-w는 그 이야기 자체에 한 아동의 

이해능력과 이야기 구성능력  회상율 등의 이야기 형구조에 한 표 능력을 반 하지는 못하

다. 이에, 학령기 아동의 언어평가를 한 보다 효율 인 평가방법과 이를 근거로 하는 임상연구

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 

핵심어: 이야기 다시말하기, 구문복잡성, MLC-w, 이야기이해력, 구성력, 회상율

Ⅰ. 서 론

학령기 아동 상의 언어평가는 낱말 혹은 문장단 가 아닌 담화(discourse) 수 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윤혜련, 2005). 여러 가지 담화유형 에서 이야기담화(story)는 학령기 아동들의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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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과 련된 기능  담화유형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어권에서는 이미 오래 부터 표

화된 이야기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학령기 언어장애아동의 평가와 재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검사도구로서의 기능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으며,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분석방법

을 통한 평가방법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야기 다시말하기를 통한 이해  산출의 상 계에 한 선행연구에서 등 학년 아동의 

이야기 구성력과 회상율은 그 이야기에 한 이해능력과 매우 높은 상 을 보이며 발달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 다(윤혜련, 2005). 즉, 이야기를 듣고 반 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아동이 회

상 산출한 이야기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아동에 비해 구성력과 회상율에서 월등하게 높은 수

행을 보여주었으며, 이야기 이해능력은 등 학년 기간 동안에 지속 인 발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상으로 하는 표 화검사가 거의 마련되지 않은 실

정에서 이야기 다시말하기를 통한 언어평가방법이 이 시기 아동들에게 타당한 평가방법으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야기 평가방법은 크게 이해평가와 산출평가로 나  수 있다. 이해평가는 주로 이야기를 읽게 

하거나 들려  후 그 내용에 한 사실 인 정보  추론 질문을 통해 이야기의 이해능력을 알아보

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산출평가는 이야기 만들기(generation) 혹은 이야기 다시말하기(retelling)를 통

해 아동들이 산출 혹은 회상한 이야기를 이야기 문법(배경, 계기사건, 시도, 내 반응, 결과  결과에 

한 반응의 이야기 문법 범주), 이야기 구성력(도입, 주제, 구성, 결말  순서), 회상율(들려  이야

기의 명제를 회상한 양), 구문복잡성(MLC-m, MLC-w, C-unit 당 종속 의 수 등), 이야기 결속표지

( 용, 생략  지시 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국내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이야기 연구가 

처음 소개된 이후로 가장 주목을 받은 분석방법은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를 이야기 문법요소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었으며(배소 ㆍ이승환, 1996; 최은주, 1992), 2000년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평가방법들

로 이야기 이해능력에 한 연구(윤혜련ㆍ김 태, 2005; 이미주, 2002), 이야기 결속표지 연구(권유진, 

2006; 양수진, 2000), 이해  산출능력 간의 상 연구(윤혜련, 2005), 이야기에 표 된 어휘다양도 연구

(김희선, 2005), 이야기 표 에 나타난 구문복잡성 연구(권유진, 2006; 신수진 외, 2007; 이 정ㆍ김 태ㆍ

윤혜련, 2008) 등이 발표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의 구문복잡성을 다양하게 평가

함으로써 학령기 이후 언어발달의 표 화된 지표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개되

고 있다. 

아동 이야기의 구문복잡성 분석 방법으로는 아동이 표 한 이야기의 C-unit(주 과 주 에 안긴 

종속 을 포함한 단 , Strong, 1998)당 평균 의 수(Mean Number of Clauses: MNC, 이하 MNC), 평균

형태소길이(Mean Length of Clauses-morpheme: MLC-m, 이하 MLC-m), 평균낱말길이(Mean Length of 

Clauses-word: MLC-w, 이하 MLC-w)를 산출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권유진ㆍ배소 , 2006; 

신수진 외, 2007). 이 때 MNC, MLC의 값이 클수록 보다 복잡한 구문을 사용한다고 해석한다. MLC는 

학령  아동의 언어발달척도로 사용되는 평균발화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s: MLU, 이하 MLU)

와 유사한 지표로서, 학령기 아동의 구문능력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MLU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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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 단 가 발화(utterance)인데 반해, MLC는 종속 을 포함하는 주 (communication nuit)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 학자에 따라 발화 는 C-unit에 한 분류기 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 으로 

MLU는 입말에서의 말차례 단 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반면, MLC는 과 문장이라는 문법 인 단

를 기본으로 한다. 유아의 언어발달척도로 주로 사용되는 MLU 값은 어의 경우 부분의 연구에서 

4.0 이후로는 발달지표상 변별력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 1973). 따라서 그 안으로 학령기 

아동의 구문능력 평가에는 주로 이야기 산출을 통한 MLC가 사용되었으며, 등학교 학년 아동을 

상으로 한 부분의 국내연구에서 MLC 값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 으로 증가함을 보임으로

써 구문발달지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 다(권유진ㆍ배소 , 2006). 그러나 각 연구자마

다 C-unit에 한 분류기 이 상이하여 연령별로 어느 정도의 값을 정상발달 범 로 규정할 것인지에 

한 세부 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 하겠다.

이야기 회상산출을 통한 구문복잡성 연구는 최근에 가장 많은 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는 

이야기 평가방법  하나이다. 구문복잡성 평가는 이야기담화뿐만 아니라 화 혹은 설명담화 등의 

다양한 장르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그 에서 이야기담화를 통한 구문복잡성 평가는 이야기 이해, 

이야기 구성력 등의 여러 가지 평가와 동시에 통합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 때 이야기 다시말하기를 통해 아동이 회상산출한 이야기의 구문능력이 반 인 이야기발달지표

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해서는 측정치인 MLC의 값이 연령에 따라 증가해야 함은 물론, 해당 이야

기의 형구조를 평가하는 구성력, 회상율, 이해력과도 정 인 상 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구

문복잡성의 수 이 높으면 그에 상응하여 이야기 이해능력과 구성능력 역시도 우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이야기 자료에 의한 다각 인 평가 결과 구문발달의 측정값이 정 인 상 계를 나

타내고 있는 다른 평가치들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MLC 값만으로 학령기 아동의 반

인 이야기발달수 을 가늠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 하에 본 연구의 목 은, 동일한 아동이 이야기에 한 이해능력 여부에 따라 

구문복잡성에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 으로써 회상산출한 이야기의 구문복잡성 평가  이를 기반

으로 하는 학령기 언어발달평가의 타당성에 해 알아보려는 데에 있다. 이를 논의하기 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 학년 아동의 다시말하기를 통한 이야기 구문복잡성, 이야기 구성력, 이야

기회상율  이야기 이해력은 주어진 이야기의 이해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둘째, 등 

학년 아동의 다시말하기를 통한 이야기 구문복잡성, 이야기 구성력, 이야기 회상율  이야기 이해

력은 이야기 이해난이도와 정 인 상 을 가지는가? 셋째, 등 학년 아동의 다시말하기를 통한 이

야기 구문복잡성, 이야기 구성력, 이야기 회상율  이야기 이해력은 생활연령과 정 인 상 을 가지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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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생활연령이 6;9～8;11세 사이인 등 학년(1학년～3학년) 정상발달아동 에서 다음

의 선정기 에 부합하는 27명의 아동을 상으로 하 다: (1) 부모나 교사에 의해 언어능력이나 지

능력이 정상이라고 보고 되었으며, (2) 언어문제해결력검사(배소 ㆍ임선숙ㆍ이지희, 2000)  구문의

미이해력검사(배소  외, 2004)의 백분  수가 -1표 편차 이상, +1표 편차 이하에 속하며, (3) 한국

교육개발원 웩슬러 지능검사(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KEDI-WISC, 이하 KEDI-WISC) (박경숙 외, 1991)의 동작성 지능검사 결과 지능이 90 이상이고, 

(4) 카우 만 아동용 개별 지능검사(Korean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K-ABC 교육ㆍ심

리측정도구, 이하 K-ABC) (문수백ㆍ변창진, 2003)의 수 회상검사 결과 취득 수가 -1.25표 편차 이상

인 아동. 

2. 검사도구

가.  이야기 자료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 난이도 차이가 있는 Stein & Glenn (1979)의 “The Tiger’s Whisker(호랑

이수염 이야기)”  Mayer (1969)의 “Frog, Where Are You?(개구리 이야기)”를 연구자가 우리말로 번

안한 후 실제 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표 에 맞게 비검사를 통해 수정하여 구성하 다. 두 가지 

이야기의 구성난이도를 비교하면 <표 - 1>과 같다. <표 - 1>에 따르면 호랑이 이야기는 총 낱말수, 

총 C-unit 수, 명제 수, 에피소드 수 등 이야기 길이와 련된 조항에서는 모두 개구리 이야기보다 월

등히 낮은 수치를 보 고, MLC-w에서는 비슷한 수 을 보 다. 다음으로 이야기 이해난이도를 결정

하는 주 요인으로 알려진 이야기 내용의 친숙성 혹은 이야기 주제에 한 인식정도의 측면(채종옥, 

2001)을 심으로, 학령기 언어장애아동의 이야기 치료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3인의 언어치료사로부

터 두 가지 이야기의 이해난이도에 한 5  척도의 주  평가를 받았다(<표 - 2> 참조). 그 결과 

내용의 친숙성, 주제 악의 용이성, 핵심 어휘의 난이도  이야기 구성의 복잡성 모두에서 호랑이 

이야기가 개구리 이야기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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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두 이야기의 구성난이도 차이

호랑이 이야기 개구리 이야기

총 낱말 수 215 247

총 C-unit의 수 18 22

MLC-w 11.94 11.23

명제 수 27 33

에피소드의 수 4 5

<표 - 2> 두 이야기의 이해난이도에 한 주 인 평가 평균 수

호랑이 이야기 개구리 이야기

내용의 친숙성 3.00 1.00

주제 악의 용이성 3.00 1.00

핵심 어휘의 난이도 3.33 1.00

이야기 구성의 복잡성 3.67 1.33

(0: 매우 쉬움, 1: 쉬움, 2: 보통수 , 3: 어려움, 4: 매우 어려움)

나.  이해 검사도구 

이해검사의 문항은 Norbury & Bishop (2002)  Cain & Oakhill (1999)이 정의한 세 가지 질문유

형에 따라, 이야기에 표면 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 인 정보(factual information: FI, 이하 FI)’ 질문과 

추론을 통해 유추하여야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추론 질문으로 제작하 다. 첫 번째 추론 질문은 이야

기에 그 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의 소형구조인 문장간 혹은 문장 내 결속장치를 이해하

면 해결할 수 있는 ‘텍스트 연결 추론(text-connected inferential information: TC, 이하 TC)’이고, 두 

번째 추론 질문은 이야기 체의 내용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통합하여 이해하고 해결해야 

하는 ‘빠진 정보 추론(gap-filling inferential information: GF, 이하 GF)’이다. 이야기 이해능력 평가는 

주어진 이야기에 한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여 측정하는데, 질문 자체의 난이도에 따라 수행에 차

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문의 난이도를 객 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빠진 정보 

추론 질문은 이해과제에서 제외하고 사실 인 정보 질문과 텍스트 연결 추론 질문의 두 유형만을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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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차

본 연구의 연구 차는 다음과 같다: ① 상아동 선정을 한 기 검사(구문의미이해력검사, 언

어문제해결력검사, 단기기억검사(K-ABC), 동작성지능검사(KEDI-WISC)를 실시한다. ② 이야기 들려

주기: 검사자가 직  상아동에게 이야기를 한 가지씩 들려 다. 이 때 들려주는 이야기의 순서는 교

차균형화하여 순서에 따른 효과를 배제한다. ③ 이야기 다시말하기 실시: 잠시 에 들은 이야기를 다

른 아동에게 들려주기 해 녹음을 한다고 하고 아동에게 기억나는 로 다시말하기를 하도록 한다. 

④ 이야기 이해과제 실시: 들려  이야기에 한 두 가지 종류의 이해과제 질문을 하여 아동의 답을 

녹음한다.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에 해 같은 차로 검사를 시행한다. 

4. 자료 분석 

가.  구문복잡성 분석

아동이 회상 산출한 이야기의 구문복잡성을 평가하기 해 권유진ㆍ배소 (2006)의 기 에 따

라 두 가지 이야기 각각에 해 의사소통단 인 MLC-w를 구하 다. 

나.  이해과제 수행 수에 따른 분석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을 평가하기 한 두 가지 이야기의 이해과제는 각각 12문항(사실  정

보 6문항  텍스트 연결 추론 6문항)으로, 각 문항에 한 아동의 응답내용은 정확성에 따라 0～2

으로 계산하 다(<표 - 3> 참조). 따라서 한 이야기당 얻을 수 있는 최  수는 24 이다. 

<표 - 3> 이해과제 수 채 기 에 따른 수의 

문제 정확한 답(2 ) 불완 하나 (1 ) 부 (0 )

FIa) 가 큰 병을 앓고 있었나요? 남편 부인 아 씨 할아버지

TCb) 두더지는 무엇을 물었을까요? 강아지 코 강아지 개구리

a)
FI: factual information, 

b)
TC: text-connected inferential information

다.  이야기 회상구성력에 한 분석

이야기 구성 분석은 산출한 이야기의 형구조에 한 분석으로, Morrow (1990)  채종옥

(1996)의 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도입, 주제, 구성, 결말  순서의 다섯 가지 항목에 하여 분석하

다. 평가기 에 따라 다섯 가지 분석항목 각각에 0～2 을 부여하여 한 이야기당 최 수를 10 으

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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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야기 명제회상율에 한 분석

회상한 이야기의 양 인 평가로, Stein & Glenn (1979)의 기 에 한 조혜자(1988)  최은주

(1993)의 평가기 에 따라 아동이 두 가지 이야기 각각에 해 원래 있는 이야기에 해당하는 명제를 

말할 경우 1 씩 부여하고 원래 이야기의 명제수(호랑이 이야기: 27개, 개구리 이야기: 33개)에 한 

비율로 명제회상율을 산출하 다. 

5. 신뢰도

각각의 분석자료에 한 신뢰도는 체 자료의 25%에 해 연구자와 언어치료 경력이 3년 이상

인 언어병리학 석사 1인의 분석자료 간의 일치율로 산출하 다. 그 결과 MLC-w는 91%, 이해과제 수

행 수에서는 99.2%, 회상구성력 수에서는 96.5%, 명제회상율에서는 98.6%의 일치율을 나타내었다.

6. 통계 분석

난이도가 다른 두 가지 이야기에 한 네 가지 종속변인(MLC-w, 이해 수, 회상구성력  명

제회상율) 각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으며, 난이도에 따른 각 변인들

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한 두 가지 이야기 내에서 각 종속변인들과 생활

연령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 결과

1. 두 이야기 간 이해력,  구성력,  회상율,  구문복잡성의 차이  상  

난이도가 다른 두 가지 이야기의 각 분석요소에 한 기술통계량은 <표 - 4>  <그림 - 1>에, 

상 계수  응표본 t-검정결과는 <표 - 5>에 정리하 다.

<표 - 4> 네 가지 요소에 한 기술통계량

호랑이 이야기 개구리 이야기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이야기 이해력 17.63 4.08 22.52 1.31

이야기 구성력  5.37 3.23  7.56 2.08

이야기 회상율  0.54 0.17  0.66 0.13

MLC-w 10.93 1.44 10.24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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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네 가지 요소에 한 두 가지 이야기 간 수행결과 

<표 - 5> 네 가지 요소에 한 두 가지 이야기 간 응표본 t-검정결과  상 계수 

두 가지 이야기 간
응표본 t-검정 상 계수

t p r p

이야기 이해 수 -7.06  .000** .505 .007**

이야기 구성 수 -3.868  .001** .459 .016**

이야기 회상율 -4.584  .000** .619 .001**

MLC-w 1.967  .060 .326 .097

** p < .01

<표 - 4>, <그림 - 1>  <표 - 5>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아동들에게 익

숙하지 않은 주제와 내용으로 이해가 어려운 ‘호랑이 이야기’와 친숙한 내용으로 이해하기 쉬운 ‘개구

리 이야기’ 간의 이해능력, 회상구성능력  명제회상율에서는 공통 으로 유의미한 수행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동일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일 경우에는 이해능력, 구성능력  회상능력 모

두에서 높은 수행을 보여주었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경우에는 훨씬 낮은 수행을 보여주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두 이야기 간 이해능력, 구성능력  회상능력은 높은 상 을 나타냄으

로써 아동들 개개인의 수행능력이 일 성 있게 변화됨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동일한 아동이 회상하여 산출한 두 이야기의 구문복잡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 아동들은 내용이 어려워서 잘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다

시말하기를 할 때와 쉽게 이해한 내용을 말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구문 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 구문복잡성은 두 이야기 간에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즉, 

더 어려운 이야기에서 구문복잡성이 증가한 아동과 그 지 않은 아동이 혼재함으로써 이야기 난이도

에 따른 구문복잡성의 일 성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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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야기 내에서의 각 종속변인들 간의 상 계

이야기 이해난이도가 다른 두 가지 이야기 각각에 한 종속변인 간 Pearson 상 은 <표 - 6> 

 <표 - 7>과 같다. 

<표 - 6> ‘호랑이 이야기’의 각 요소 간 Pearson 상 분석 결과

이해력 구성력 회상율 MLC-w

이해력  1.00

구성력  .783  1.00

회상율  .786
**  .906**  1.00

MLC-w  .329  .218  .151  1.00

생활연령  .693**  .681**  .605**  .383*

* p < .05, ** p < .01 

<표 - 7> ‘개구리 이야기’의 각 요소 간 Pearson 상 분석 결과

이해력 구성력 회상율 MLC-w

이해력  1.00

구성력  .285  1.00

회상율  .448
*  .696**  1.00

MLC-w  .239  .226  .300  1.00

생활연령  .334  .307  .340*  .653**

* p < .05, ** p < .01 

<표 - 6>에 의하면 내용이 어려운 이야기일 경우 이해력, 구성력  회상력 모두는 각 요소 간 

높은 상 을 나타내었으나 MLC-w는 어떤 요소와도 상 을 보이지 않았다. 발달지표로서의 활용을 

알아보기 해 각 요소들과 생활연령과의 상 을 산출해본 결과 이해력, 구성력  회상율은 생활연

령과 높은 상 을 나타냈으며 MLC-w는 낮은 상 을 나타내었다. 

<표 - 7>의 개구리 이야기에서는 네 가지 요소  회상율과 이해력  구성력 간에서만 상

을 나타냈다. 생활연령과의 상 에서는 MLC-w와 생활연령 간에 높은 상 을, 회상율과 생활연령 간

에 낮은 상 을 나타내었다. 이는 <표 - 3>의 기술통계량에서 보듯이 개구리 이야기가 호랑이 이야

기와는 달리 지나치게 쉬워서 어린 아동과 나이 든 아동과의 수행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천정효과가 

나타난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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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등 학년 아동이 이야기 다시말하기를 통해 산출한 이야기의 구문복잡성과 

이야기 이해능력, 이야기 구성력  회상율과의 특성을 비교해 으로써, 구문복잡성 평가방법이 이야

기 평가의 요소로 어떤 장단 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때 구문복잡성의 지표로는 

MLC-w를 사용하 다. 본 연구결과에 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 다시말하기를 통해 산출한 학년 아동의 MLC-w는 연령에 따라 값이 증가하는 

발달지표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주제  내용의 친숙도에 따라 이해난이도가 

다른 두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시말하기를 하도록 하 는데, 아동들의 이해능력과 회상산출한 이야기

의 구성능력  회상율은 두 이야기 간 수행의 차이를 보인 반면 MLC-w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즉,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호랑이 이야기’에서는 C-unit당 10.93개의 낱말을, 쉬운 이야기인 

‘개구리 이야기’에서는 C-unit당 10.24개의 낱말을 산출하여 유의한 수행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이야기 자료의 이해난이도와는 독립 으로 아동의 구문복잡성 수 이 유지되었다는 것

을 함축하며, 따라서 MLC-w가 발달지표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MLC-w가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김기순 외, 2007; 신수진 

외, 2007).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하나로 통합된 이야기 과제에 한 연령별 집단 차이를 통해 이를 

입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상자가 이해난이도가 다른 두 가지 이야기에 해 수행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시에 생활연령과는 상 을 나타냄을 밝힘으로써 발달지표로서의 MLC-w의 가치

를 입증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둘째, 등 학년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의 MLC-w는 그 이야기 자체에 한 아동의 이해능력

을 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이해능력은 주어진 이야기의 이해난이도와 이해과제 

질문의 난이도에 따라 수행의 차이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의 친숙도  주제의 인식정도에 

따라 이해난이도에 차이가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아동에게 들려  후 각 이야기에 한 이해정도를 

평가하 다. 이 때 이해과제 자체의 난이도를 통제하기 해 객  비교가 어려운 ‘빠진 정보 추론’

을 제외하 다. 그 결과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에 한 아동들의 이해능력은 쉬운 내용의 이야기 이

해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LC-w는 이야기의 이해정도와 계없이 두 이야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아동의 이해능력을 반 하지 못하 다. 이야기의 이해능력은 

학교에서의 언어학습에 가장 기 가 되는데, MLC-w 결과로 주어진 이야기에 한 아동의 이해수

을 가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언어학습장애아동을 별하거나 이야기 치료와 연계하기 한 임상  

활용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겠다. 

셋째, MLC-w는 회상산출한 내용에 한 양 인 그리고 질 인 평가결과와 유의미한 상 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기억해서 말했는지에 한 회상율과 이야기의 형구

조를 얼마나 잘 갖추어 표 했는지에 한 구성력의 수 은 구문복잡성 혹은 문장의 길이에 좌우되

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즉, 회상산출한 아동의 이야기에서 구문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어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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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게 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야기 산

출을 평가할 때 MLC-w 등의 구문복잡성 평가를 1차 인 잣 로 삼는 것보다는 산출한 이야기의 구

성력에 한 양 이고 질 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넷째, 이해난이도가 다른 두 이야기 간 MLC-w에서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아동은 더 어려운 이야기에서 좀 더 복잡하고 긴 문장을 말하 고, 어떤 아동은 반 로 보다 단순하

고 짧은 문장으로 말했을 가능성을 함축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논리 으로 해석하기 해서는 

가장 먼  C-unit에 한 명확한 기 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주어진 이야기를 달함에 있

어서 좀더 복잡하고 길게 말하는 것이 더 높은 수 의 표 이라고 평가하기 해서는 MLC-w의 양

인 분석과 더불어 표 된 구문의 질 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권유진ㆍ배소

(2006)이 지 한 바와 같이 우리말에서 C-unit을 구분하는 기 은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으며, 특히 

불완 한 문장과 오류가 빈번한 아동의 입말에서 정해진 분석기 을 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구문복잡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우리말 C-unit의 보다 명확하고 통일된 분석

기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야기 내용이 어려운 호랑이 이야기에서는 이해력, 구성력  회상율과 생활연령 간

에 모두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났으나, 쉬운 내용의 개구리 이야기에서는 회상율과 생활연령 간에서

만 약한 상 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생활연령과 MLC-w간에는 호랑이 이야기에서보다 개구리 이

야기에서 더 높은 상 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령기 아동 상의 이야기 다시말하기를 통한 이해력과 

구성력  회상율의 평가를 해서는 각 연령에 합한 내용  구문 난이도를 갖춘 이야기 자료가 

선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구리 이야기와 그에 따른 이해과제는 등학교 

학년 아동에게 무 쉬워서 이해력, 구성력  회상율 등에서 변별력을 갖지 못했던 반면, 호랑이 

이야기의 경우에는 등학교 학년의 이해력과 구성력, 그리고 회상율 등의 평가에 한 난이도

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이 회상산출한 이야기 자료에서 MLC-w를 산출하여 

구문발달 정도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야기 자료의 이해난이도에 따른 향이 거의 반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야기에 한 이해수  혹은 이야기 형구조에 한 반 인 내용 

표 능력이 배제되어 나타나는 MLC-w의 평가는 이야기 담화라는 장르를 필수조건으로 제하지는 

않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통한 구문능력 평가의 목 을 확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 정․김 태․윤혜련(2008)의 연구에서와 같은 담화 역 간의 구문능력을 비

교해 으로써 구문능력 평가에 더욱 효율 인 담화장르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구문능력 향상을 한 치료방법으로 이야기 다시말하기를 활용하기 한 임상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에게 들려  두 가지의 이야기는 주제와 내용  이야기 구조에 

있어서 난이도에 차이를 가지고 있었으나, 구문복잡성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호랑이 이

야기: 11.94, 개구리 이야기: 11.23). 만일 아동에게 들려  이야기의 구문복잡성과 아동이 회상산출한 

이야기의 구문복잡성간에 상 계가 있다면 아동의 구문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치료방법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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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요한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문복잡성에서 한 차이를 가지

고 있는 두 이야기를 자료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이 회상산출한 이야기의 구문복잡성에 어떤 

향을 주었을지에 해서는 알아낼 수 없었으며, 추후 이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는 바

이다. 

결론 으로 등 학년 아동의 이야기 다시말하기를 통한 구문복잡성 평가는 연령에 따라 증

가하는 발달지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분석단 에 한 타당성 있고 통일된 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한 이야기 이해력과 회상산출 내용의 질 인 수 을 

반 하기 어려우므로 학령기 언어학습장애아동의 별 변인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나아가 임상 장에서 학령기 아동의 언어학습을 진하기 한 이야기 재에 주

는 시사 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사료되나, 이는 본 연구에서 구문복잡성의 차이를 두지 않은 이야기 

자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 추후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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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Mean Length of C-unit in Word (MLC-w) 

in Story-Retelling Assessment 

Hea Ryun Yun§

Yoon’s Speech Language Clinic, Gyeonggi-do, Korea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yntactic 
complexity analysis through “story-retelling”. Methods: Participants were twenty-seven 1st to 3rd

grade normal elementary school children. Two stories were used to each child, one was easy and 
the other was difficult in the content severity. The study procedure was to tell children one story, 
asked them to retell it, and to conduct the comprehension task. The analysis of story recall was 
conducted in three ways: (1) the recall construction, (2) the rate of proposition recall, and (3) the 
syntactic complexity with Mean Length of C-unit in word (MLC-w). Results: First, story compre-
hension abilities, recall construction, and rate of proposition recall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asier story(“Frog’s story”) than the more difficult story (“Tiger’s story”), but MLC-w was not 
different between the two stories. Second, there were strong correlations between the two stories 
in story comprehension abilities, recall construction, and rate of proposition recall,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in MLC-w. Third, chronological age was correlated with all factors
(comprehension ability, recall construction, rate of proposition, and MLC-w) strongly in “Tiger’s
story”, but there was different result in “Frog’s story”.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MLC-w is reliable indicator of language development in the lower grade 
children. But, MLC-w does not reflect on the ability of story comprehension, recall construction and 
rate of proposi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8;13;381-396)

Key Words: story retelling, syntactic complexity, MLC-w(mean length of C-unit in word), story 
comprehension, story recall construction, the rate of the proposition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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