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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제2권 , 27- 42. 본 연구는 한국아동의 문법형태소 중 조사습득에 관한 것으로 가, 이, 는, 도,
를 의 다섯 가지 조사를 택하여 1세에서 7세에 이르는 아동의 발달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2세에서 7세
에 이르는 아동의 조사 이해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이들 조사에 대한 이해정도를 살펴보았으며 종속

변수는 정반응빈도와 정반응시간이었다. 연령별 변화를 살핀 결과, 가, 이, 는 이 발달한 다음 를 이

발달하고 도 의 발달이 가장 늦었다. 한편 1세에서 4세 아동의 자발적 발화산출에 의거한 다섯 가지

조사의 사용은 조사의 종류나 문맥에 따라 제한되어 있었으며 가 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조사습득에

관한 지도를 그리기 위해 본 연구는 이해와 산출이 모두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문법적 기능어로

서의 조사에 대한 습득을 살피는 일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해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과 함

께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I. 서 론

어린이들이 한 낱말 시기를 지나 두 낱말, 세 낱말로 연결되는 발화를 하면서 나타내는 중

요한 언어현상 중의 하나는 어린이들이 문법형태소들(grammatical morphemes)을 획득해간다는

사실이다. Brown (1973)이 세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문법형태소의 획득 과정을 자세하게 고찰한

이래로, 문법형태소는 아동의 언어발달과 평가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배소영,

1995; Berko, 1958; Cry stal, Fletcher & Garman, 1982; de Villier s & de Villier s, 1978; Lund &

Duchan , 1993; Miller , 1981; Pinker , 1984). Pinker (1984)는 패러다임 형성(paradigm building )론

을 제시하고 문법형태소 습득에는 의미적 자질과 음운적 자질이 작용하여 특정언어에 적절한 패

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어는 문법형태소가 풍부한 언어이므로 아동 언어습득에서 문법형태소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가 된다. 문법형태소는 조사의 사용이나 어미의 사용 및 접사의 사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중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 격을 표시하거나 부가적인 의미를 더해 말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어이다(남기심·고영근, 1985).

조명한(1982)은 다섯 아동의 종단관찰 자료를 토대로 열한 가지 기능어들의 출현 순위를

설정하고 Brow n (1973)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조명한이 한국어 발달에서 중요한 것으로 택한 문

법형태소 11가지 중 조사가 여섯 가지를 차지한다: 공존(랑, 하고, 도, 같이), 장소(에, 로, 한테),

주격(가), 주어(는), 목적(을, 를), 도구(로). 이 중 조사는 1세 8개월에서 3세 0개월에 출현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의하면 공존격조사 도 나 장소격조사 에 가 가장 빨리 출현하

는 조사들이다. 그 다음 출현하는 주격조사 가 는 아동이 주어에 대한 언어지식을 가지고 있음



을 알려주는 매우 주요한 지표로 보았다. 목적격조사는 1세 11개월부터 2세 7개월에 걸쳐 출현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목적격조사와 도구격조사는 공존격 및 주격 조사와 달리 쓰이는 빈도가

매우 적었다. 또한 목적격조사는 다섯 명 중 세 명의 아동에게서 출현이 관찰되었다.

조명한의 연구는 아동들의 자발적 발화를 종단관찰한 후 그 출현 에 근거해 산출을 보고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Slobin (1973)의 어린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표현토록 언어가 사용된다

는 언어이론이 큰 뒷받침이 된다. 그러나 특정 어린이가 특정 문맥 속에서 바르게 산출했다는 것

이 곧 문법형태소를 100% 이해하고 산출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유아들이 특정 문법형

태소를 사용한 이후에 불완전하게 과잉사용하는 예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나아가 특정문맥 속에

서 산출된 자료로 아동의 그 문법형태소에 대한 이해도를 살피기에는 부족하다. 아동의 발화에는

발화의 언어적 특성 이외에 비언어적 및 환경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특정 문법형태소의 발달을 더욱 완전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산출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

는 이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명한이 1세에서 2세에 이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의 산출 특성을 연구한 반면, 이상금

등(1972)은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다수의 아동을 횡단연구하여 조사의 출현빈도를 살폈다. 이

연구는 여러 조건에서 발화를 수집한 후 낱말이나 형태소별로 그 빈도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아동

의 전반적인 어휘사용을 잘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의 출현횟수를 1명당 사용빈도로 추

정 계산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세 아동 136명, 4세 아동 276명, 5세 아동 143명이 산출한 조

사 중 가 는 1명이 2회 이상 사용한 유일한 조사이다. 한편 가 의 변이형인 이 는 3세의 경우

1명당 0.85회를, 4세의 경우 1명당 0.61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가 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목

적격조사 을, 를 의 경우 3, 4세 아동은 각각 1명당 0.26회와 0.36회를 사용하여 매우 적은 빈도

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아동의 경우에는 목적격조사를 1명당 1.81회를 사용하여 3, 4

세 아동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1세 말경에서 2세에 출현하는 도, 가, 이, 는, 를 의 조사가 왜 3, 4, 5세로 나아감에 따라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가? 우선 조명한의 종단관찰 방법과 이상금 등의 횡단연구 방법상의 차

이를 들 수도 있고 조사의 사용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optional)인 것이라는 데 이유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조사가 발화상황에 따라 동일한 난이도를 가

지지 않는다는 데 있을 것이다. 또한 문법적 기능어로서의 조사에 대한 아동의 이해정도는 사용

빈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금 등의 연구는 다수 아동에 대한 기술적 연구였으나 특정상

황이나 발화문맥을 고려하지 않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언어발달 연구에서 이해가 산출을 앞선다는 견해가 있다(Clark & Hecht , 1982; F ourcin ,

1975; Fraser , Bellugi, & Brown , 1963; Lenneberg , 1962; Winitz et al., 1981). 이와 대조적으로

산출이 이해에 선행한다는 연구도 있다(Clark , 1974; Damasio, 1981; Fillmore, 1979; Johnson,

1981; Keeney & Wolfe, 1972; Rubens, 1979; Schlesinger , 1982). 이 연구들은 연구항목과 측정방

법에 따른 결과로 이해 또는 산출이 발달상 앞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언어습득에서 이

해 또는 산출의 발달우위를 따지기보다 이해와 산출의 조화를 중시하면서 발달의 과정을 중시하

는 견해도 있다(Clark & Hecht , 1982). 본 연구자는 아동언어장애과 관련하여 세 번째의 접근 방



법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단순언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 아동의 경우 문법형태소 획득에 어려움을 보

인다(Leonard, 1989; Rice & Oetting , 1993). 한국어가 문법형태소가 매우 풍부한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문법적 규칙을 문법형태소를 통해 획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조사가 선택적인 것이라고 하나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한국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경우 조사를 생략하거나 실수를 보이는 일이 빈번한 것을 고려

하면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위해서도 조사에 대한 좀더 자세한 발달지도를 그리는 일이 필요하다.

문법적 규칙으로서의 문법형태소 획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촉진하는 가는 자세한 언어발달 지

도와 관련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어 발달에서 조사의 이해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고 둘째,

초기 조사 출현과 학령전기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완하면서 셋째, 언어장애 아동의 진단이나

치료에 도움을 얻기 위해 조사 습득을 살펴보았다. 즉, 2세에서 7세에 이르는 아동의 조사 이해

에 대한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조사 발달에 대한 지도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조사 이해에 대한 실

험연구에 앞서 예비적으로 1세에서 4세에 이르는 아동들의 자발적인 발화를 공통된 조건에서 채

집한 후 조사 대상이 된 조사들에 대한 사용빈도와 문맥을 조사함으로써 조사발달 지도를 그리

는 데 참고로 하였다. 여러 조사 중 격조사로 대표적인 가 와 를 을, 보조사로 대조의 의미가

있는 는 과 공존포함의 의미를 더하는 도 를 택하였다. 이밖에 가 의 경우에는 변이형인 이

를 첨가하여 음운차이에 따른 아동의 이해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정반응의 빈도(frequency )와 정반응에 걸린 시간(reaction time)의 두 가지를 사용하

였다.

정반응빈도는 발달연구시 흔히 이용되는 방법이다. 한편 반응시간에 대한 연구들은 반응시

간이 길수록 부가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의미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 된다고 본다(Ander son, 1974; Bisanz, Danner & Resnick , 1979; Cairn s & Kamerman,

1975; Caplan , 1972; Collins & Quillian , 1969; Eckert & Eichorn , 1977; F airw ether & Hutt ,

1978; F odor & Garrett , 1967; F oss , 1969). 종속변수로 정반응빈도와 반응시간을 동시에 고려하

여 실험과정상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조사 발달지도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예비연구 : 조사의 산출 조사

1세에서 4세에 이르는 아동을 연령별로 각각 5명씩 택하여 자발적인 발화를 수집 하였다.

아동이 친숙한 놀이감으로 약 20여분 동안 일상적으로 대화자와 놀이하는 상황에서 자료를 채집

하였다. 이는 놀이언어진단시 자발적 발화를 채집하는 상황과 비슷한 조건이다. 자발적 발화에서

나타난 조사 가, 이, 를, 는, 도 의 출현빈도를 요약하면 <표 - 1> 과 같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발적 발화에서 나타난 조사의 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세 아

동의 경우 조사의 출현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2세 아동의 경우 주격조사의 출현이 많고 보조



사의 사용이 일부의 아동에게서 관찰되었다. 3세 아동의 경우 주격 이외에 는 의 사용빈도가 매

우 높고 도 의 경우에도 5명 모두가 2회 이상 사용하였다. 4세 아동의 경우 각 아동이 모든 조

사를 사용하였다(아동 3 목적격조사 제외).

조사의 종류에 따라 사용빈도에 차이가 많았다. 여러 조사 중 특히 주격조사 가 는 가장

많이 산출되었는데 여기에는 6회의 실수도 관찰되었다. 1세 아동 5명 중 2명이 1회 주격조사를

사용한 것과 대조적으로, 2세 아동 5명이 모두 4회 이상 주격조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격조사의 활발한 탐색을 엿보게 한다. 3세의 경우 보조조사의 사용빈도가 2세 아동보다 높고

모든 아동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문법형태소를 통해 부가적인 의미를 더함으로써 자신의 의도

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표 - 1> 자발적 발화에서 산출된 조사

발화수 가 이 를(을) 는 도

1세 아동1 87 0 0 0 0 1
아동2 83 1 0 0 0 0
아동3 136 1 0 0 31 0
아동4 117 0 0 0 0 0
아동5 110 0 0 0 0 0

2세 아동1 54 3 (1)* 0 2 3 0
아동2 159 10 2 0 0 0
아동3 224 14 2 1 3 0
아동4 203 12 10 5 7 12
아동5 413 20 (1) 0 0 33 15

3세 아동1 54 1 0 0 3 2
아동2 100 4 1 0 12 2
아동3 157 9 (1) 2 19 58 15
아동4 198 10 3 7 28 4
아동5 281 37 (2) 4 11 14 14

4세 아동1 136 10 7 1 2 7
아동2 161 26 (1) 12 34 11 14
아동3 304 8 8 0 12 16
아동4 169 18 4 1 11 13
아동5 269 16 9 11 14 4

* ( )안의 수는 실수 빈도

동일한 연령이라 할지라도 아동에 따라 특정 조사의 사용빈도가 매우 달랐다. 1세 아동 3

의 경우 는 을 31회나 사용한 반면 다른 1세 아동에게서는 산출이 없다. 주격조사의 경우 각 아

동에게 고르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지만 목적격조사의 경우 개인적인 사용횟수에 차이가 많다. 4

세의 경우에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34회나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목적격의

경우 발화문맥으로 보아 가능성 원리에 의거해 대상물이 자동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 목적격조

사 이외에 다른 단서가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예: 엄마가 엉덩이를 , 색종이를 자르는 거 ,

이렇게 우리 집을 그리는 거야 ).

자발적 발화산출을 통해 조사 사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1세 아동은 아직 문법형태소로서의

조사를 본격적으로 탐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세를 제



외하였다. 한편 단순 출현이나 사용빈도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특정 조사에만 의거해 아동

이 반응하는지 봄으로써 특정조사에 대한 습득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 대 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2세에서 7세에 이르는 아동 60명으로, 각 연령마다 10명씩(남아 5명과

여아 5명) 표집하였다. 만 2세인 아동들은 가정방문을 통해, 만 3세에서 6세의 아동들은 세 곳의

유치원에서, 그리고 만 7세인 아동들은 한 국민학교를 방문하여 표집하였다. 대상 아동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며 어머니나 선생님의 보고에 의해 인지, 언어, 운동, 사회성 면에서 정상적으로 발

달하고 있는 아동들이다.

3 . 자료 및 절차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그림카드 50장과 검사문장 50개로 가, 이, 는, 도, 를 을 각각 10번

씩 검사하였다. 검사에 사용된 낱말과 상황은 모든 검사 대상아동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검사문장은 행위자(수여자) - 행위 의 유형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위자의 행위를 조사에 따

라 제한하는 양식으로 행위자 다음에 특정 조사를 첨가하였다. 행위자로는 엄마, 아빠, 곰, 말,

영희, 철수 를 사용하였고 행위에는 밀다, 잡다, 그리다, 때리다, 보다 의 다섯 동작을 이용하였

다. 검사문장의 예로는 엄마가 미네 , 말이 보네 , 아빠도 그리네 , 영희를 그리네 , 엄마는

잡네 를 들 수 있다. 검사에 사용된 문장들은 <표 - 2>에 제시하였다.

본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 아동은 약 2분에 걸쳐 주검사자 및 부검자와 친숙한 관계를

형성한 후, 두 개의 그림카드로 검사방법을 익혔다. 이 때의 검사문장은 장소격 조사 에 를 포

함하며, 아동은 검사자의 지시대로 두 개의 그림카드 중 검사자의 말과 일치되는 그림을 손으로

가리키도록 요구받았다. 이 절차를 통해 아동이 검사에 응하는 방법을 익힌 후 본 검사를 실시하

였다.

본 검사는 다섯 가지의 조사를 포함하는 검사문장 50개를 각각 무작위 순서로 배열한 후

실시하였다. 이때 그림카드 두 장을 제시하면서 하나의 검사문장을 말한 후 아동이 두 그림 중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하나의 그림을 변별해내도록 하였다. 아빠를 그리네 라는

문장을 통해 주격조사에 대한 이해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엄마가 아빠를 그리는 그

림과 아빠가 엄마를 그리는 그림을 동시에 제시하고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

된 그림짝의 예는 <부록 - 1>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반응이 일어나자마자 주검사자는 그래

라고 말하고 정반응 여부를 기록하였다. 이때 부검사자는 주검사자가 검사문장의 끝음절을 말한

때부터 아동이 하나의 카드를 가리킬 때까지 걸린 반응시간을 1/ 100초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

였다.

<표 - 2> 연구대상 조사와 검사문장들



가 이 는 도 를
엄마가 미네 곰이 미네 아빠는 미네 아빠도 미네 엄마를 미네

철수가 미네 말이 미네 철수는 미네 철수도 미네 철수를 미네

엄마가 잡네 곰이 잡네 엄마는 잡네 엄마도 잡네 엄마를 잡네

철수가 잡네 말이 잡네 철수는 잡네 철수도 잡네 철수를 잡네

아빠가 그리네 곰이 그리네 아빠는 그리네 아빠도 그리네 아빠를 그리네

영희가 그리네 말이 그리네 철수는 그리네 철수도 그리네 영희를 그리네

아빠가 때리네 곰이 때리네 아빠는 때리네 아빠도 때리네 아빠를 때리네

영희가 때리네 말이 때리네 영희는 때리네 영희도 때리네 영희를 때리네

아빠가 보네 곰이 보네 엄마는 보네 엄마도 보네 아빠를 보네

영희가 보네 말이 보네 영희는 보네 영희도 보네 영희를 보네

만 2세 아동의 경우 낱말발달 수준과 검사에 임하는 주의집중시간 등을 고려하여 각 조사

별로 다섯 문장들을 검사한 후 2배로 환산하여 검사분석에 사용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아

동당 약 5분(3- 7분) 정도였다.

III. 연구 결과

1. 정반응율에 따른 조사의 이해능력

각 조사에 대한 정반응율(%)은 <표 - 3>과 <그림 - 1>에 제시하였다. 2세 아동의 경우

아직 조사에 대한 이해능력이 미비하였다. 정반응율은 19%에서 43%로 나타났고 이 중 주격조사

가 와 이 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

편차를 고려할 때, 이해정도에 있어 개인차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야한다. 3세 아동의 경우 이 시

기가 활발한 조사의 탐색기임을 보여 준다. 가, 이, 는 의 경우 정반율이 65%를 넘어서고 표준

편차도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수의 아동들이 이들 조사에 대해 적극적인 획득과정 중에 있는 것

으로 보인다. 4세의 경우 정반응율은 도 를 제외하고 73%에서 92%를 나타내 조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상당히 안정기에 접어든 것을 엿볼 수 있다. 7세의 경우에는 도 에 대한 정반율이 66%

로 아직 표준편차가 높기는 하나 본 연구 실험조건에서 아동이 도 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주어의 위치에 있는 조사들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의 위치에 있는

를 이 발달하며, 마지막으로 공존의 의미와 그림대조를 요구하는 보조사 도 가 가장 늦게 발달

하였다. 조사 개념의 획득 기준을 통제된 실험상황임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정반응율 65%로 정

하였을 경우 가, 이, 는 의 경우는 3세에, 를 의 경우 4세에, 도 의 경우 7세에 획득됨을 알 수

있다.

조사에 대한 이해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F = 64.65, p < .001), 조사의 종류에 따라

(F = 44.40, p < .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연령과 조사의 종류 간에 상호작용 효과(F

= 2.09,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3>의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Scheffé s multiple range test s를 실시한

결과 연령면에서는 2세와 3세가 다른 연령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조사의 종류면에서는 도



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는 의 경우 2세와 3- 7세 간에, 가 와 를 의 경

우 2세와 4- 7세 간에, 도 의 경우 2세와 7세 간에 의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3세 아동

의 결과는 이 의 경우 4- 7세 간에, 가 의 경우 5- 7세 간에, 를 의 경우 6- 7세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나아가 <그림 - 1>을 참고로 보면 2세와 3세의 경우 아직 조사에 대한 이해능력

이 다른 연령의 아동에 비해 떨어지며, 도 의 이해능력은 가, 이, 는, 를 이 연령증가에 따라 발

달하는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 3> 각 조사에 대한 정반응율

가 이 는 도 를

평균 SD % 평균 SD % 평균 SD % 평균 SD % 평균 SD %
2세 4.3 3.0 43 3.4 2.4 34 2.4 2.1 24 1.9 1.7 19 2.8 2.7 28
3세 6.5 1.1 65 6.6 1.5 66 6.5 1.5 65 4.3 1.5 43 6.0 1.7 60
4세 7.9 1.4 79 9.2 1.2 92 8.0 1.0 80 2.9 2.6 29 7.3 1.9 73
5세 9.2 0.9 92 9.4 1.0 94 8.7 1.0 87 3.8 3.3 38 7.5 2.4 75
6세 9.8 0.4 98 10.0 0.0 100 8.5 1.8 85 4.5 3.2 45 9.7 0.6 97
7세 9.8 0.4 98 9.8 0.6 98 9.0 1.8 90 6.6 3.9 66 10.0 0.0 100

2 . 정반응시간에 따른 조사의 이해능력

각 조사에 대한 아동들의 정반응시간은 <표 - 4>와 <그림 - 2>에 제시하였다. 2세 아동

의 평균 반응시간은 5초대로, 3세의 2초대, 4, 5, 6세의 1초대에 비해 매우 더디다. 정반응율을 참

고로 볼 때 1 내지 2초대의 반응은 활발한 탐색 및 습득을 알려주며, 0초대의 반응은 매우 자동

화된 안정기에 접어든 연령군에서 찾을 수 있다. 반응시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F = 44.2, p

< .001), 조사의 종류에 따라(F = 3.30, p < .05)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정

반응빈도를 통해 볼 때와 달리 연령과 조사 간에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Scheffé s multiple range test s룰 실시한 결과 2세아동과 다른 연

령의 아동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세와 3- 7세 간에는 가, 이, 는 의 반응시

간이 차이가 났고, 를 의 경우에는 2세와 4- 7세 간에 차이가 났으며, 도 의 경우 2세와 5- 7세

간에 의미있는 반응시간 차이를 보였다. 3세와 7세 간에 가 의 반응시간에 의의있는 차이가 있

었으며, 7세의 경우 가 와 는 의 반응시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정반응시간의 결과를 참고해서 볼 때, 주격조사 가 가 가장 먼저 활성화되어 2세에는 정반

응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를 의 경우 2세와 3세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비슷

한 탐색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의 경우 5세부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가 활발

한 탐색기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라 보겠다.

<표 - 4> 각 조사에 대한 정반응시간



가 이 는 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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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4.52 2.56 43 6.51 2.99 34 5.15 2.59 24 5.57 3.03 19 6.80 5.81 28
3세 2.28 0.90 65 2.50 0.96 66 2.71 1.57 65 2.85 1.07 43 3.15 1.50 60
4세 1.03 0.20 79 1.16 0.21 92 1.46 0.69 80 2.90 3.73 29 1.30 0.36 73
5세 0.95 0.25 92 1.11 0.27 94 1.45 0.69 87 1.68 1.16 38 1.39 0.60 75
6세 0.87 0.13 98 1.12 0.35 100 1.82 0.97 85 1.56 1.46 45 1.38 0.20 97
7세 0.72 0.15 98 0.83 0.21 98 0.90 0.18 90 1.24 1.21 66 0.90 0.14 100

아동의 반응 중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전략이 사용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주격 및 목적격

조사에 대해 2, 3세 아동 중 일부(5명)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한다 라는 문장을 다시 반복하면

서 응답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한편 주제보조사 는 에 대해 누구는 안 하네 라고 응답하면

서 그림을 가리키거나 누구도 하네 하면서 응답을 하는 아동들(6명)도 관찰할 수 있었다.

IV. 결론 및 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조사에 대한 이해능력은 증가한다. 2, 3세로 나아감에 따라 주격조사

가, 이 와 구별의 뜻을 더하는 보조조사 는 에 대한 이해가 활성화된다. 3세에서 4세로 나아감

에 따라 목적격조사 를 에 대한 이해가 안정되어간다. 4세에서 7세에 걸쳐 공존의 뜻을 더하는

도 에 대한 의미가 획득되어가는데 이때에는 개인차가 많다. 이

<그림 - 1> 각 조사에 대한 정반응율(%)



<그림 - 2> 각 조사에 대한 정반응시간(초)

러한 결과는 아동이 약 2세 경에 도, 가, 는, 를 을 출현시킨다는 조명한의 연구(1982)와, 3세에

서 5세에 이르는 아동에 있어 조사종류에 따라 산출 빈도가 다르다는 이상금 등의 연구(1972) 결

과의 차이를 연결시켜 준다. 즉 아동이 만 2세경에 격조사와 보조조사를 특정상황에 따라 바르게

출현시킬 능력은 있지만 이 출현이 각 조사에 대한 문법적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아동

이 3, 4세로 나아가면서 격 과 특정한 뜻 을 문법적 표지로 이해해서 사용하게 된다.

예비 연구에서 보인 조사 산출에 대한 결과는 특정조사의 사용이 다른 조사의 사용빈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주격조사의 사용은 가장 빈번하고 문맥도 다양하다. 한편 목적격조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잘 몰라서인지,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인

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조사습득 수준을 좀더 공평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절된 이해실험이

필요하였다.

조명한의 연구가 아동에게 익숙한 상황을 전제로 한 자발적 발화를 분석하였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익숙한 상황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변별행동을 요구하였다. 산출연구만으로

조사 발달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조사를 발화 속에서 산출하였다는 것 자체가

그 조사의 문법적 특성 자체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발화의 여러 가지 언어

적 및 비언어적 상황이 동시적으로 발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조사가 2세에서 7세에 걸쳐 조

사 자체의 기능을 중심으로 발달하되 발달과정상 이른 출현은 언어발달에서 산출이 이해에 선행

하는 부분이 있음을 지지하는 연구결과(Clark, 1974; Damasio, 1981; Fillmore, 1979; Johnson, 1981;

Keeney & Wolfe, 1972; Rubens, 1979; Schlesinger , 1982)라 본다.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조사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격조사 가, 이 가 보조조사인

는, 도 보다 먼저 습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 를 가장 일찍 출현하는 문법형태소 순위

에 놓은 조명한의 연구결과와 대조적이다. 우선 자발적 발화와 이해실험이라는 대조적인 연구방

법에서 그 차이가 있겠으나 본 연구의 산출결과와 비교하면 도 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조사인

지 불명확하다. 예비 연구결과는 1세 아동의 경우 한 명이 한 번 사용하였으며, 2세 아동의 경우

다섯명 중 2명이 10회 이상 사용하였다. 다른 세 아동은 1회의 발화수집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도 는 이것도, 나도 등으로 아동 자신을 중심으로 제한된 문맥에



서 사용되고 있었다. 이해실험에서는 아동이 아동 이외에 그림에 있는 두 행위자 가 모두 함께

행동하는 그림을 선택해야하는 탈자기중심적인 도 를 평가하였다. 이 결과 3, 4세 아동들도 대

다수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격조사 중 주격조사가 목적격조사보다 일찍 습득되고 보조조사 중 는 이 도 보다 더 먼

저 습득되었다. 이는 문법형태소가 발달하는데 의미적(semantic) 자질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격조사 중 가 와 이 는 2세아동이 가 에 대한 반응을 이 에 대한 반응보

다 더 쉽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정반응율과 정반응시간 면에서 모두 나타난 경향인데 이

결과는 조사라는 문법적 형태소를 습득하는 데 음운적(phonological) 요소도 작용할 가능성을 시

사한다. 가 의 경우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이 의 경우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되기 때

문이다. 형태소 습득에서 의미적 및 음운적 자질을 강조하는 Pinker (1984)의 패러다임론을 한국

어 형태소 습득에 좀더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달과정을 살피는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언어처리 전략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지지한다. 아동은

문장처리 전략에서 NVN의 경우 첫 번째 명사는 행위자로 두 번째 행위자는 수혜자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de Villier s & de Villier s, 1978). 본 연구에서는 한 명사만을 사용하여 그 명사에 격

이나 뜻을 부여함으로써 아동의 문장처리전략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2, 3세 아동 중

일부 아동이 누구를 무엇한다 라는 문장을 듣고 누가 누구를 무엇한다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은 아동이 한국어 문장 NV를 듣고 행위자와 수혜자를 분명히 순서지워 나열하는 전략을 보였

음을 시사한다. 한편 아동이 누구는 무엇하네 라는 문장구조를 듣고 누구는 무엇 안하네 라는

말을 외현적으로 사용하면서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문장처리과정에서 대조의 원리(Clark , 1987)

를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를 의 경우 본 연구에서 행위를 받는 수혜자였고, 이때 행위자와 수혜자가 동등하게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가역성원리(rever sibility )에 대한 아동의 이해정도를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하였다. 3, 4, 5세로 나아가면서 목적격조사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였고

6세에 이르면 거의 모든 아동이 문제없이 를 에 의거해 쉽게 목표문장에 해당하는 그림을 가리

킬 수 있었다. 이는 3, 4, 5세 아동이 가역성의 원리를 획득해가는 중요한 단계에 있음을 시사한

다. 혹 를 의 획득과정에 탈자아중심성의 원리가 어떻게 관계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이다.

본 연구는 문법형태소에 대한 이해에 관한 실험방법을 사용하였다. 두 그림 중 택일 하는

방법 상 50%의 우연확률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정반응시간에 대한 측정을 동시에 함으

로써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고 본다. 정반응빈도에 의거한 정반응율은 각 조사의 이해습득 수준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해 주어 정반응율에 의거해 습득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

다. 한편 반응시간에 대한 자료는 검사과정에 대한 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

조사는 구체적인 참조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아동에게는 다소 어려운 언어과제가

된다. 예를 들어 한돌박이의 말에서 조사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발음의 불명료성으로 조사



를 사용했다고 과잉평가할 위험도 있다. 두 돌이 지나면서 점차 조사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조

사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이때부터 아동은 조사를 습득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의 사용은 조사의 기

능을 잘 이해하고 사용했다기보다 체언과 연결된 덩이(chunk)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체언과 여러 의사소통 상황에서 특정 조사를 사용하는 경험을 누적하면서 아동이 특정 조사에

대한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고 본다. 문법형태소는 언어장애 아동들에게도 매우 중요하

다. 특히 문법형태소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위해 그 습득순서나

과정을 밝히는 일이 매우 필수적이다. 우선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이 한국어 발달에서 어느 정도

문법형태소에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다른 언어하위영역에 비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효율적 진단평가를 위해서는 자발적 발화수집을 통해 아동의 문법형태소 사용정도를 전반

적으로 살핀 다음 특정문법형태소를 위한 실험적 평가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적절하게

고안된 문법형태소 검사가 많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치료교육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

하므로 정상아동의 종단관찰을 통해 조사에 대한 발달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어느

정도 산출을 유도하면서 언제 어떻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들은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해 한국어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문법형태소습득에 관한 지도

를 더욱 완벽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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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1> 사 용 된 그 림 카 드 쌍 의 예 ( 아빠 를 그 리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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