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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8 5 . 본 연구는 2- 5세 정상 아동 160명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 의미관계의 연결어미 산

출의 연령 증가에 따른 산출능력의 변화와 각 연령 내에서의 의미관계간 발달 양상을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 검사한 연결어미 의미관계는 나열, 동시, 계기, 대립 및 이유·원인 등이다.

연구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각 의미관계 연결어미의 산출점수가 증가하였고 다섯 가지 의미

관계 전체에 걸쳐 2;0- 3;5세에는 연결어미의 산출능력이 매우 낮고, 3;6- 4;5세에서 활발히 발달

하다가 4;6세 이후에는 각 의미관계의 연결어미를 거의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상 아동들의 문법형태소 발달 과정을 추적하고 연결어미 발달 지도를 제시하여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Ⅰ. 서 론

아동들은 2세부터 3세 사이에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인 단문들을 조합하여 이어진

문장을 만들기 시작한다(Glean, 1985; Cry stal, 1987; Bloom et al., 1980). 이 때 영어권 아동

들은 and, but, s o, then 등의 접속어를 이용하고 우리나라 아동들은 접속부사보다는 연결어

미를 활용한다(배소영, 1995).

Bowerman (1979)(조명한, 1984에서 재인용)은 영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접속문 산출

시기가 3세 6개월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세 쯤에 이미 접속사를 사용한 접속문 산출을 기술

한 Bloom et al. (1980), Glean (1985), 그리고 Cry stal (1987)의 관찰에 비해 연령이 높게 나타

났다. 조명한(1984)은 우리나라의 2세 아동이 이미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이어진 문장을 산출

한 예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영어권 아동이든 우리나라 아동이든 2세 즈음에는 새로운 형

태소(영어의 경우 접속사, 우리말의 경우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이어진 문장을 산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발화의 확장이 활발히 일어나는 이 시기부터 연결어미들을 올바

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로 유창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다

(배소영, 1996).



국어의 연결어미는 그 수가 매우 많고 한 어미 형태가 갖는 의미도 매우 다양하다. 연

결어미로는 - 고, - (으)며, - (으)면서, -고서, - (아/ 어)서, -자, - (아/ 어)도, - 지만, - (으)나, -

(으) 데, -건만, - (으) 들, - (으)면, - 거든, - (아/ 어)야, -다가, - (으)니까, -느라고, - (으)러,

- (으)려고, - 도록, - (으) 수록, - 거나 등이 있다(권재일, 1984; 남승호, 1985; 서태룡, 1987;

윤평현, 1989; 전혜영, 1989; 허웅, 1995). 이들은 통사적 특징에 따라 몇 가지 형태가 한 부류

로 묶이기도 하고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관계에 따라 묶이기도 한다. 통사론적 분류 방법은

통사적 현상에서 공통성이 있는 어미들을 한 부류로 묶는 것인데 실제 분석을 통해 살펴보

면 체계를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권재일, 1985).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의미관계에 따라 체계

를 세우는 방법을 선호한다. 의미관계에는 나열, 동시, 계기, 대립, 조건, 이유, 설명, 결과, 전

환, 의문 등을 들고 있다. 의미관계에 의한 분류의 구체적 예를 보면 -고 라는 한 형태를 나

열, 동시, 계기, 대립, 이유·원인이라는 의미관계에 포함하기도 하고 대립이라는 분류 안에

8가지의 다양한 연결어미가 포함되기도 한다 (전혜영, 1989).

우리나라 아동들의 연결어미 발달에 대한 연구로는 이정변 외(1979), 조명한(1984), 배

소영(1995, 1996)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아동의 자발적인 말을 관찰하거나 아동이 이야기

자료를 보고 산출한 이야기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들이다.

본 연구는 2세부터 5세까지의 언어이해력이 정상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제작

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몇 가지 의미관계의 연결어미들의 산출양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결어미의 의미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한 연결어미 형태가 갖는 의미

도 매우 다양하므로 자연스런 상황에서 한 아동이 산출하는 모든 의미관계, 모든 형태의 연

결어미를 보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몇 선행연구에서 5세 이전에도 활발히

산출된다고 보고된 의미관계들을 선택하였다. 즉 이정변 외(1979)의 3- 5세 아동의 발화 중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난 의미관계, 조명한(1984)에서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보고된 의미관계,

배소영(1995)에서 3세 이후부터 활발하게 사용된다고 관찰된 의미관계의 연결어미를 중심으

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택한 연결어미의 의미관계는 나열, 동시, 계기, 대

립과 이유·원인의 다섯 가지이다. 조건의 의미관계도 일찍 출현하고 산출빈도가 높은 것으

로 연구됐지만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을 살펴볼 다섯 가지 의미관계의 연결어미들은 비슷한 시기 (2세 후반

이나 3세)에 함께 산출되기 시작한다고 보고되었지만 각 의미관계의 연결어미들이 구체적으

로 어느 연령에서 활발하게 발달하는지, 어느 연령에서 산출능력이 안정되는지 등을 잘 통제

된 조건에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또 언어임상가가 언어장애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

로 치료·교육하기 위해서는 정상아동들의 경우 낮은 연령에서 더 잘 산출하는 연결어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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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계는 어떤 것인지, 한 의미관계 내의 다양한 연결어미 형태 중에서 연령마다 선호하는

형태는 어떻게 다른지, 또 다섯 가지 의미관계의 연결어미 산출능력이 대등해지는 연령은 언

제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연령 증가에 따

른 다섯 가지 의미관계의 연결어미 산출능력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각 연령 내에서의 연결어

미 의미관계간 발달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정상 아동들의 연결어미 발달에 대한 자료는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2- 5세 아동 160명이 참여하였다. 아동들은 6개월 간격으로 각각 20명씩

(남아 10명, 여아 10명)이며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정상 아동들이다. 각 아동은 부

모나 교사에 의해 발달장애, 감각장애, 정서장애, 행동장애가 없다고 보고되고, 연구자가 실

시하는 사전검사인 그림어휘력검사(김영태 외, 1995) 결과 등가연령이 자신의 생활연령 범위

보다 6개월 이상 지체되지 않은 아동이다.

2 .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그림의 낱말들은 이상금 외(1972)와 장미화(1987)를 참고로 하여 2

세 이후부터 사용한다고 보고된 낱말만을 선정하였으며 모두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자주 일

어나는 상황들로 구성하였다(<부록 - 1> 참조).

3 . 연구절차

가 . 자료수집

연구자는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 일곱 곳과 유치원 두 곳을 방문하고, 대부분의 2세 아동

들은 개별적으로 집을 방문하여 그림어휘력검사와 연구자가 만든 연결어미 산출검사를 실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 1인이 몇몇 아동의 그림어휘력검사를 실



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자 혼자 160명의 연구대상 아동을 모두 검사하였다. 가능한 한

아동이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전 과정은 외부 마이

크가 달린 SAMSUNG MY - A 116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마이크는 대부분의 경우 아동의 입에

서 20 cm 이내 거리에 두고 아동의 몸에 고정시켰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구자 손으로 들고

녹음을 하였다.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아동의 발화를 노트에 기록하였다.

나 . 자료평가

연구자는 당일에 녹음해 온 자료들을 검사당일을 기준으로 1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자

료수집과 전사가 끝난 후 연구자 외 평가자 1인(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과 함께 자료평가

를 하였다. 연결어미 산출점수는 국어학자들의 이론과 10명의 성인이 연구자의 그림을 보고

산출한 연결어미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아동이 각 그림에 맞는 의미관계의 연결어미를 적

절하게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했으면 1점,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기는 했

으나 사용한 그 연결어미가 두 문장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면 0.5점, 틀린 연결어

미를 사용했거나 두 문장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따로 말했으면 0점으로 평가하였다.

연구자는 평가 전에 평가자 1인(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시킨

후 수집한 160명의 자료를 모두 독립적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일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을 거친 후 그래도 일치가 되지 않으면 두 평가자 중에서 점수를 낮게 준 평가자의

점수를 그 항목에 대한 점수로 하였다. 연구자는 일치하는 결과를 평가지에 기록하고 아동의

각 의미관계별 획득점수를 산출하였다. 2세 아동들은 각 의미관계별로 3개 문항만 검사를 했

기 때문에 아동의 각 의미관계별 획득점수를 산출할 때 5를 곱하여 산출하고 3세 이후의 아동

들은 3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연구자와 평가자 1인 간의 일치도는 99 %였다.

4 . 자료분석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질문인 연령에 따른 각 의미관계의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차이

와 두 번째 연구질문인 각 연령에서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할구획요인설계(Split Plot F actorial Design )를 하였다(변창진·문수백, 1994). 분산

분석을 시행하여 연령간 차이와 각 연령 내의 의미관계간 차이를 검정하고 사후검정을 통해

자세한 집단간과 의미관계간 산출점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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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연령과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 1>과 같다. 연

령이 증가할수록 각 의미관계의 연결어미 산출점수가 증가하였다. 연령과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8개 연령집단간에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차이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124.62, p < .05).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25.87, p < .05). 또 연령집단과 의미관계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F = 3.80, p < .05).

<표 - 1> 연령과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 령 N
의 미 관 계

나열 동시 계기 대립 이유·원인

M SD M SD M SD M SD M SD

2;0- 2;5 20 0.50 2.24 0.00 0.00 0.00 0.00 0.00 0.00 0.50 1.54

2;6- 2;11 20 3.25 5.68 2.00 3.20 0.25 1.19 1.50 2.86 1.25 2.22

3;0- 3;5 20 5.70 5.05 3.24 2.68 1.80 2.82 2.56 4.05 5.10 4.78

3;6- 3;11 20 12.45 2.78 8.10 3.81 8.33 5.79 10.05 4.59 9.60 4.52

4;0- 4;5 20 13.35 2.66 7.20 3.97 8.55 5.04 12.30 4.00 9.60 5.30

4;6- 4;11 20 13.35 3.00 12.15 3.37 13.43 2.77 13.50 3.00 13.35 2.06

5;0- 5;5 20 14.25 1.65 10.73 3.45 13.58 1.72 13.65 2.06 13.95 2.01

5;6- 5;11 20 15.00 0.00 13.43 2.77 15.00 0.00 15.00 0.00 15.00 0.00

전 체 160 9.73 6.25 7.10 5.56 7.62 6.60 8.57 6.52 8.54 6.23

1. 연령에 따른 각 의미관계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분산분석

나열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연령별 변화가 <그림 - 1>에 나타나 있다. 3;0- 3;5세와

3;6- 3;11세 사이가 특히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고 3;6- 3;11세 이후에는 완만한 경사를 보였다.

8개 연령집단간 나열 의미관계의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연령집단간

에 나열 연결어미 산출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57.58,

p < .05). 연령집단간 산출점수의 차이를 T ukey s T est로 사후검정한 결과 나열 의미관계에

서는 2;0- 2;5세 집단과 3세 이상의 모든 연령집단간, 2;6- 2;11세 집단과 3;6세 이상의 모든 연



령집단간, 또 3;0- 3;5세 집단과 3;6세 이상의 모든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

였다.

<그림 - 1> 나열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연령별 변화

<그림 - 2>는 동시 의미관계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연령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3;0

- 3;5세와 3;6- 3;11세 사이에, 4;0- 4;5세와 4;6- 4;11세 사이에 특히 높은 증가를 보였다. 동시

의미관계는 나머지 네 가지 의미관계에 비해 유일하게 평균 산출점수가 5;6- 5;11세에도 15점

을 얻지 못했다. 8개 연령집단간의 동시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9.70, p < .05). 연령집단

간 산출점수의 차이를 사후검정한 결과 동시 의미관계에서는 2;0- 2;5세 집단과 3;0세

이상의 모든 집단간에, 2;6- 2;11세와 3;6세 이상의 모든 집단간에, 또 3;0- 3;5세와 3;6세 이상

의 집단간에, 3;6- 3;11세 집단과 4;6- 4;11세 및 5;6- 5;11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

이를 보였고 4;0- 4;5세 집단과 4;6- 4;11세, 5;6- 5;11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났다.

<그림 - 2> 동시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연령별 변화

계기 의미관계의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연령별 변화를 <그림 - 3>에 제시하였다. 3;0-

3;5세와 3;6- 3;11세 사이에, 4;0- 4;5세와 4;6- 4;11세 사이에 특히 높은 증가를 보였다. 8개 연령

집단간의 계기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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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78.75, p < .05). 또 연령집단간 산출점수 차이 사후검정결과, 계기 의

미관계에서는 2;0- 2;5세 집단과 3;6세 이상의 모든 집단간에, 2;6- 2;11세 집단과 3;6세 이상의

모든 집단간에, 또 3;0- 3;5세와 3;6세 이상의 모든 집단간에, 3;6- 3;11세 집단과 4;6- 4;11세 이

상의 모든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4;0- 4;5세 집단과 4;6- 4;11세 이상의

모든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났다.

<그림 - 3> 계기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연령별 변화

<그림 - 4>는 대립 의미관계의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연령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특

히 3;6- 3;11세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4;0- 4;5세부터는 완만한 경사를 보인다. 8개

연령집단간의 대립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81.58, p < .05). 연령집단간 산출점수의 차

이 사후검정 결과 대립 의미관계에서는 2;0- 2;5세 집단과 3;6세 이상의 모든 집단간에,

2;6- 2;11세 집단과 3;6세 이상의 모든 집단간에, 3;0- 3;5세와 3;6세 이상의 모든 집단간에,

3;6- 3;11세 집단과 5;6- 5;11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림 - 4> 대립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연령별 변화

이유·원인 의미관계의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연령별 변화는 <그림 - 5>와 같다. 3;0-

3;5세, 3;6- 3;11세, 또 4;6- 4;11세에서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8개 연령집단 간의 이유·원인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F = 59.425, p < .05). 연령집단간 산출점수 차이 사후검정결과 이유·원인

의미관계에서는 2;0- 2;5세 집단과 3세 이상의 모든 집단간에, 2;6- 2;11세 집단과 3;6세

이상의 모든 집단간에, 3;0- 3;5세와 3;6세 이상의 모든 집단간에, 3;6- 3;11세 집단과 5;0- 5;5세

및 5;6- 5;11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또 4;0- 4;5세 집단과 4;6세 이상

의 집단들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림 - 5> 이유·원인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연령별 변화

2 . 각 연령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분산분석

가 . 각 연령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 분산분석의 결과

각 연령의 다섯 가지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를 <그림 - 6>에서 <그림 -

13>에 제시하였다. 2;0- 2;5세는 나열과 이유·원인의 의미관계에서 아주 낮은 산출점수를 보

일 뿐 각 의미관계의 연결어미를 거의 산출하지 못했다. 2;0- 2;5세의 다섯 가지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산출점수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림 - 6> 2;0- 2;5세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

<그림 - 7>을 보면 2;6- 2;11세는 모든 의미관계에서 낮긴 하나 약간의 산출능력을 보

였음을 알 수 있다. 두 장면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계기의 연결어미 산출이 가장 낮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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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보였다. 다섯 가지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3;0- 3;5세는 <그림 - 8>에서와 같이 다른 의미관계에 비해 나열과 이유·원인의 연결

어미를 잘 산출하였다. 2;6- 2;11세에서와 같이 계기 연결어미 산출점수가 가장 낮았다. 다섯

가지 의미관계간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F = 3.48, p < .05). 사후검정결과 나열과 계기 의미관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6- 3;11세는 <그림 - 9>와 같이 나열 연결어미 산출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립,

이유·원인, 계기, 동시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의미관계간 연결어미 산출점수를 분산분

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F = 2.37, p < .05). 사후검정결과 나열과 동시간에,

나열과 계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 10>과 같이 4;0- 4;5세는 나열, 대립, 이유·원인, 계기, 동시 순으로 연결어미

산출점수가 나타났다. 다섯 가지 의미관계간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F = 6.65, p < .05). 사후검정결과 나열과 동시 간에, 나열과

계기간에, 동시와 대립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11>은 4;6- 4;11세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를 보여준다. 대립, 계

기, 나열, 이유·원인, 동시의 순으로 산출점수가 나타났다. 다섯 가지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

어미 산출점수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5;0- 5;5세는 <그림 - 12>에서처럼 나열 연결어미 산출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유·원인, 대립, 계기, 동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머지 네 가지 의미관계는 평균 산출

점수가 13점을 넘은 반면, 동시는 10.73점이었다. 다섯 가지 의미관계간 연결어미 산출점수를

분산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F = 7.77, p < .05). 사후검정결과 동시와 나

머지 네 가지 의미관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났다.

<그림 - 13>을 보면 5;6- 5;11세는 동시를 제외한 모든 의미관계의 연결어미 산출점수

가 평균 15점을 얻었다. 다섯 가지 의미관계간 연결어미 산출점수를 분산분석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F = 7.01, p < .05). 사후검정결과 5;0- 5;5세의 경우와 같이 동시와

나머지 네 가지 의미관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났다.

나 . 각 연령이 산출한 의미관계별 연결어미와 보조용언 및 산출 비율

<표 - 2>는 각 연령의 아동들이 산출한 각 의미관계의 연결어미 형태와 아동이 산출한

각 의미관계의 모든 연결어미 중에서 한 형태가 차지하는 비율(한 연결어미 및 보조용언의



총 산출 횟수/ 아동이 산출한 모든 연결어미 및 보조용언의 총 산출 횟수)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 7> 2;6- 2;11세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

<그림 - 8> 3;0- 3;5세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

<그림 - 9> 3;6- 3;11세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

<그림 - 10> 4;0- 4;5세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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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1> 4;6- 4;11세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

<그림 - 12> 5;0- 5;5세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

<그림 - 13> 5;6- 5;11세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

8개 연령집단을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연령에서 나열은 - 고 를 사용하였고 동시는 연

령이 낮을수록 - 고를 많이 사용하고 점점 -면서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4;6- 4;11세와

5;6- 5;11세는 - 고보다 - 면서 를 훨씬 많이 산출하였다. 계기의 경우에는 2;6- 2;11세까지는

-고 만 쓰다가 3;0- 3;5세부터는 - (아/ 어)서의 사용이 활발하고 4;0- 4;5세부터 보조용언 -가

지고 와 - 고서 등도 다양하게 산출하였다. 대립은 모든 연령에서 대부분 특수조사 -는 과

연결어미 -고 를 사용하고 - 데는 빈도가 낮긴 하지만 8개 연령집단 중 5;0- 5;5세와

5;6- 5;11세에서 비교적 많이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유·원인의 경우에는 2;0- 2;5세와

2;6- 2;11세에는 주로 - (아/ 어)서 가 산출되었고 3;0- 3;5세부터 - 다고 , - (으)니까 , 보조용언

-가지고 등으로 다양하게 산출되었다.



<표 - 2> 각 연령의 아동이 산출한 의미관계별 연결어미와 보조용언 및 산출비율

나열 동시 계기 대립 이유·원인

2;0- 2;5세 - 고 (100%)
- (아/ 어)서

(100%)

2;6- 2;11세 - 고 (100%) - 고 (100%) - 고(100%) - 고 (100%)
- (아/ 어)서 (80%)
- 다고 (20%)

3;0- 3;5세 - 고 (100%)
- 고 (86.2%)
- 면서 (13.8%)

- (아/ 어)서
(61.5%)
- 고 (38.5%)

- 고 (100%)

- (아/ 어)서
(64.7%)

- 다고 (26.5%)
- (으)니까 (5.9%)
- 가지고 (2.9%)

3;6- 3;11세 - 고 (100%)
- 고 (67.1%)
- 면서 (32.9%)

- (아/ 어)서 (60%)
- 고 (40%)

- 고 (94%)
- 데 (6%)

- (아/ 어)서
(70.3%)

- 다고 (17.2%)
- 가지고 (7.8%)
- (으)니까 (4.7%)

4;0- 4;5세 - 고 (100%)
- 고 (69%)
- 면서 (29%)
- 며 (2%)

- (아/ 어)서 (64%)
- 고 (33%)
- 가지고 (3%)

- 고 (97.6%)
- 데 (2.4%)

- (아/ 어)서
(76.6%)

- 다고 (15.6%)
- 가지고 (6.2%)
- (으)니까 (1.6%)

4;6- 4;11세 - 고 (100%)
- 고 (41.8%)
- 면서 (56%)
- 며 (2.2%)

- (아/ 어)서
(61.5%)
- 고 (23.1%)
- 가지고 (13.2%)
- 고서 (1.1%)
- 다가 (1.1%)

- 고 (95.6%)
- 데 (4.6%)

- (아/ 어)서
(74.2%)

- 다고 (14.6%)
- 가지고 (9%)
- (으)니까 (1.1%)
- 더니 (1.1%)

5;0- 5;5세 - 고 (100%)
- 고 (57%)
- 면서 (42%)
- 고서 (1%)

- (아/ 어)서 (38%)
- 고 (31%)
- 가지고 (28%)
- 고서 (1%)

- 고 (86.8%)
- 데 (13.2%)

- (아/ 어)서
(50.5%)

- 가지고 (43%)
- 다고 (4.3%)
- (으)니까 (2.2%)

5;6- 5;11세 - 고 (100%)
- 고 (25.3%)
- 면서 (74.7%)

- (아/ 어)서 (55%)
- 고 (27%)
- 가지고 (16%)
- 다가 (2%)

- 고 (89%)
- 데 (11%)

- (아/ 어)서 (80%)
- 가지고 (17%)
- 다고 (3%)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질문은 연령에 따라 각 의미관계의 연결어미를 산출하는 정도

에 차이가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2세에서 5세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섯 가지

의미관계의 연결어미를 산출하는 능력이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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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의 연결어미는 3;5세까지는 산출점수가 매우 낮다가 3;6세부터 급격한 발달을 보여

연결어미 - 고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는 능력이 이미 이 연령에서 안정을 보였다. 동

시의 연결어미는 4;5세까지도 산출점수가 비교적 낮다가 4;6세 이후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꽤 안정된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한 행위자가 하는 한 가지 행동만 묘사하

거나 분명한 동시성을 나타내는 - 면서를 쓰기보다 -고 를 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고

는 우리말의 가장 대표적인 연결어미로 아동들은 대부분 - 고 를 먼저 습득하는 것 같다. -

면서 는 - 고 보다 음절수도 많고 발음도 어려우며 실제로 아동들이 성인들의 말에서 - 면서

보다는 - 고를 훨씬 자주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몇몇 아동은 계기나 이유·원인의

- (아/ 어)서 가 쓰일 자리에 - 고를 쓴 경우도 있었다. 계기의 경우 3;6세에서 4;5세에 활발하

게 산출능력이 증가하다가 4;6세 이후에 산출능력이 비교적 안정되었다. 주로 - (아/ 어)서를

사용하여 두 사건이나 행위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계기 역시 동시 의미관계와 같이 나열의

-고 보다는 조금 늦게 산출능력이 안정됨을 알 수 있다. 대립의 연결어미는 3;6- 3;11세에 급

격한 발달을 이루고 4;0세부터 비교적 안정된 산출능력을 보였다. 모든 연령에서 주로 특수

조사 - 는과 연결어미 -고 를 사용하여 대립접속문을 만들었다. 비동일 주어 구문의 경우 대

립과 나열을 구별하는 유일한 특성은 서술어의 대립성이다. 이 특성을 제외하면 대립의 의미

는 나열의 의미와 관계가 깊으므로 연령에 따른 양상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또는 -고 는 대체로 가장 먼저 활발히 산출되는 연결어미이므로 - 고 를 사용할 수 있고 특

수조사 -는 을 말할 줄 알면 대립접속문의 산출은 동시나 계기, 이유·원인의 경우보다는 더

쉬운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원인의 연결어미는 2세에는 산출이 거의 없고

3;0- 3;5세에 조금씩 발달하다가 3;6- 4;5세에 가장 활발히 발달하고 4;6세 이후에 거의 안정된

산출능력을 보였다.

다섯 가지 의미관계의 연결어미 산출능력을 전체적으로 보면 산출능력을 기준으로 크

게 세 연령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연결어미 산출능력이 매우 낮은 2;0세부터 3;5세까지

의 집단, 각 의미관계의 연결어미의 발달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3;6세부터 4;5세까지의 집

단,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 의미관계의 연결어미를 거의 정확하게 사용하는 4;6세부터 5;11

세까지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나열만 제외하고는 3;6- 3;11세와 4;0- 4;5세 집단의

각 의미관계별 산출점수의 표준편차 즉 개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사실이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질문은 각 연령의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산출점수의 차이

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2;0- 2;5세에는 다섯 가지 의미관계에 걸쳐 연결어미 자체가 산출된 예

가 거의 없어서 의미관계간 차이가 없었다. 다만 나열의 - 고와 이유·원인의 - (아/ 어)서 가



이 연령부터 이미 산출된 사실이 흥미롭다. 2;6- 2;11세에서는 나열 연결어미와 계기 연결어

미간에 산출점수의 차이가 있었는데 나열의 연결어미 -고 때문이다. 또 이유·원인을 제외

한 네 가지 의미관계에서 - 고 가 쓰여 -고 가 여러 종류의 접속문을 만드는 유용한 도구임

을 알 수 있다. 3;0- 3;5세에서도 나열과 계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역시 다른 연결어

미에 비해 -고 가 자주 산출되었기 때문이었다. 3;0- 3;5세에는 2세에는 나타나지 않던 동시

의 연결어미 - 면서 와 계기의 - (아/ 어)서 , 이유·원인의 - (으)니까 , 보조용언 - 가지고 등

이 산출된 것이 특징적이다. 3;6- 3;11세에서는 나열과 계기, 나열과 동시 연결어미 산출점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 고 를 사용하는 나열의 접속문 산출능력이 이미 이 연령에

서 거의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3;6- 3;11세에는 3;0- 3;5세에 산출되기 시작한 동시의 - 면서 가

더 많이 산출되고 대립의 - 데가 산출되기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4;0- 4;5세에는 나열과 계

기, 나열과 동시, 그리고 동시와 대립 의미관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은 3;6- 3;11세의 경우와 같다. 이 연령의 특징은 3;0- 3;5세 때부터 이유·원인 구문

에만 쓰이던 보조용언 - 가지고가 계기구문에도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4;6- 4;11세에서

는 의미관계 간 연결어미 산출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동시나 계기, 이유·원인 의미

관계의 연결어미 산출능력이 나열이나 대립 의미관계의 산출능력과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4;6- 4;11세는 본 연구의 다섯 가지 의미관계에 한해서는 처음으로 각 의미관계의 연결어미

산출능력이 상당히 안정되었으면서도 각 의미관계간의 산출능력이 고른 분포를 나타내는 시

기이다. 5;0- 5;5세에서는 동시의 연결어미 산출능력이 4;6- 4;11세보다 퇴행하고 5;6- 5;11세

에는 동시 외 나머지 네 가지 의미관계가 모두 평균 산출점수 15점을 얻었다. 그 결과

5;0- 5;5세와 5;6- 5;11세에는 동시 의미관계와 나머지 네 가지 의미관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6- 5;11세는 8개 연령집단 중에서 동시 연결어미 산출점수가 가장 높다. 하지만

다른 의미관계에서 아무런 실수없이 연결어미를 사용해 유창하게 접속문을 산출한 것에 비

하면 아직도 -면서 의 정확한 사용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연구방법의 차이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몇가

지 결과를 조심스럽게 비교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정변 외(1979)는 - 데, - 지만 등을 쓰는

대립구문이 5세가 되면서 3- 4배로 증가하고 - (으)니까, - (으)니, - (아/ 어)서의 원인구문은

2- 3배로 증가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 데 뿐 아니라 특수조사 -는 과 연결어미 -

고 를 쓴 경우에도 대립접속문으로 본 점이 이정변 외(1979)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 데 의

사용이 5세로 가면서 증가한 점과 대립접속문 자체의 산출이 급격히 증가한 점에서는 비슷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연결어미형태는 중복은 -과 와 - (아/ 어)서 , 대립은 - 데 , 원인

은 - (으)니까, - (아/ 어)서 가 주로 산출되었다고 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유·원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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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나머지 네 가지 의미관계에서 - 고 가 자주 산출된 점과 계기와 이유·원인 의미관계에

서 - (아/ 어)서가 주로 산출된 점에서 비슷하다.

배소영(1995)은 자발화와 이야기 산출의 횡단적 연구에서 3세에서 연결어미 -고 의 사

용이 활발하고 5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발화를 길게 늘려간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3;6- 3;11세에서 -고 를 사용한 나열의 접속문 산출능력이 안정되었고 5

세에서는 다섯 가지 의미관계 연결어미의 산출능력이 거의 모두 안정을 보였으므로 배소영

(1995)의 보고와 거의 일치한다.

배소영(1996)은 이야기 산출 연구를 통해 아동들이 산출한 연결어미를 분석하였다.

3세에서는 모든 연결이 혼동되다가 4세가 되면서 문장의 연결이 높은 증가를 나타내고

5세의 이야기 산출에서 계기의 - (아/ 어)서, - 고 , 대립의 - 데 , 원인의 - (아/ 어)서 등이 정

확히 사용되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다. 한편 배소영(1996)

은 3세에 - 고 형의 병렬형 연결은 자주 산출했으나 대립, 원인 등의 어미는 거의 산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세에 이유·원인의 연결어미가 나열의 - 고보다 산출

점수는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배소영(1996)은 5세가 되면

서 보조용언 -가지고 의 사용이 4세보다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8개 연령

집단을 통털어 5;0- 5;5세와 5;6- 5;11세에서 계기와 이유·원인의 - 가지고 의 산출빈도가 가

장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연구방법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Bloom et al. (1980)은 접속사 and가 가장 먼저 습득되고 접속문의 의미론적 측면에서

는 부가적 의미, 시간적 의미, 원인적 의미 순으로 발달하였다고 했다. Bloom et al. (1980)은

이러한 의미관계의 습득순서를 누적적인 의미상의 복잡성(cumulative semantic complexity )

으로 설명하였다. 시간적 관계는 부가적 의미를 포함하고, 원인적 관계는 부가적 의미와 시

간적 의미까지도 포함하므로 아동들이 부가적 의미, 시간적 의미, 원인적 의미 순으로 접속

문의 의미관계를 습득·산출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영어의 and처럼 연결어미 - 고 가

2세에 이미 출현하여 3;6- 3;11세에서는 이미 산출능력이 안정되었고, 다른 의미관계의 연결

어미들은 4세가 되서야 안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나열과 대립의 연결어미는 산출능력이 비교적 일찍 안정되었

다. 이에 비해 동시, 계기, 이유·원인의 연결어미는 4;6세 이후에야 안정되었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단순히 두 가지 행위를 나열하는 나열 의미관계와, 서술어가 대립되긴 하지만 역시

단순히 두 가지 행위 또는 상태만 나열하는 대립 의미관계 연결어미의 산출은 아동들에게 쉬

운 것 같다. 한편 행위자의 동시적인 두 가지 행위를 말하거나 행위자의 두 가지 행위를 시간

순으로 말하는 것, 또 이유·원인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은 아동들에게 단순한 나열보다는 더



부담이 되는 것 같다. Bloom et al. (1980)의 설명처럼 계기적 의미에는 나열적 의미가 포함돼

있고, 원인적 의미에는 이미 계기적 의미가 포함돼 있어 의미가 누적적으로 복잡해졌다고 보

아도 좋을 것이다. 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연결어미 - 고 가 다른 형태의 연결어미보다 발음

상 더 쉽고, 아동이 훨씬 자주 듣고 자주 연습할 기회가 있어 -고 를 사용한 접속문의 산출

이 일찍 익숙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정상 아동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이유·원인을 제외한 다른 의미관계의 문장을 - 고

로 연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언어장애 아동을 치료할 때 다른 형태보다 -고 를 먼

저 가르치고 - 고가 점점 안정되면 의미관계의 의미를 세분화해 주는 - 면서, - 고서, - (아/

어)서 , 보조용언 - 가지고 를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또 계기와 이유·원인 의미관계에서는

낮은 연령에서도 - (아/ 어)서 를 산출하므로 조기에 가르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연스런 상황에서의 자발적 발화가

아닌 검사도구를 통한 결과이므로 각 의미관계 연결어미의 분명한 산출 연령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손을 들고 길을 건너가는 장면 과 손을 씻고 밥을 먹는 장면 의 그림에서

손을 들고 길을 건너다 와 손을 씻고 밥을 먹다 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용적으로

많이 들어서 아동의 머릿속 낱말사전에 하나의 서술어구처럼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러므로 두 사건 혹은 두 행위를 연결하는 능력을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자는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다섯

가지 의미관계 외에 더 많은 의미관계 (예: 한정조건, 설명 등)의 연결어미 산출능력과 더 높

은 연령의 산출능력을 연구하여야 한다. 둘째, 각 의미관계 내의 더 다양한 연결어미 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통해 연령별 발달을 연구하여야 한다. 셋째, 그림어휘력검사 결

과와 연결어미 산출능력의 상관관계, MLU와 연결어미 산출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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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검사에서 사용한 그림의 내용

가 . 나열의 연결어미를 유도하기 위한 그림 5장

(1) 아빠는 신문을 보고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

(2) 누나는 피아노를 치고 동생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

(3) 엄마는 전화를 받고 딸은 물을 마시고 있는 장면

(4) 동생은 이빨을 닦고 누나는 세수를 하고 있는 장면

(5) 누나는 공부를 하고 동생은 밥을 먹고 있는 장면*

나 . 동시의 연결어미를 유도하기 위한 그림 5장

(1) 여자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장면

(2) 여자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

(3) 여자 아이가 울면서 뛰어가고 있는 장면*

(4) 여자 아이가 손을 들고 길을 건너가고 있는 장면

(5) 여자 아이가 걸어가면서 사과를 먹고 있는 장면

다 . 계기의 연결어미를 유도하기 위한 그림 5장

(1) 남자 아이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빨을 닦는 장면

(2) 여자 아이가 손을 씻고 밥을 먹는 장면

(3) 남자 아이가 책을 가지고 와서 읽는 장면*

(4) 여자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장면*

(5) 남자 아이가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는 장면

라 . 대립의 연결어미를 유도하기 위한 그림 5장

(1) 아빠는 사과를 작은 바구니에 담는데 엄마는 사과를 쏟고 (엎지르고) 있는 장면*

(2) 누나는 아주 작은 모자를 썼는데 동생은 아주 큰 모자를 쓰고 있는 장면

(3) 꽃 한송이는 싱싱하게 서 있는데 다른 한 송이는 시들어서 꺾여 있는 장면

(4) 아빠는 아주 뚱뚱한데 엄마는 아주 날씬한 그림*

(5) 아빠는 가방을 하나만 들고 있는데 엄마는 가방을 많이 들고 있는 장면

마 . 이유·원인의 연결어미를 유도하기 위한 그림 5장

(1) 남자 아이가 피나서 우는 장면

(2) 여자 아이가 라디오가 시끄러워서 귀를 막고 있는 장면*

(3)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를 때려서 남자아이가 우는 장면

(4) 남자 아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서 엄마한테 야단맞는 장면
*

(5) 여자 아이가 장난감이 망가져서 우는 장면

*: 2세의 검사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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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 RA CT

T he Developmen t of Conn ect ive En ding s of
2 - 5 Year Old Norm al Childr en

H e e S un S e o *1 (Kim 's Speech and Language Clinic)

S eu n g H w an L e e (Ewha Womans University)

T 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connective endings of 5 semantic

relation s ( list , simultaneity , succession , contrast , and reason·causality ). 160 normal

children aged 2- 5 year s old participated in this study . T hey were divided into 8 age

groups by 6 month interval. Each subject was presented 5 picture cards for list

connective endings, 5 for simultaneity , 5 for succession , 5 for contrast , and 5 for

reason·causality ( 25 cards in total). 2 year olds were presented only 3 cards for

connective endings of each semantic relation . He/ she was required to speak connective

sentences. All utterances were tape - recorded and transcribed later . T wo judges

(including the author ) scored subject s connective ending s of each semantic relation .

ANOVA test was administered to analyze the data. T he result s were as follow s : (1) T he

ability to speak connective endings of 5 semantic relation s developed as age increased.

And it was stabilized at about 4;6- 4;11. (2) - ko of list and contrast was developed

fir st . It was used frequently even for succession and simultaneity at younger ages . (3)

- (a/ e)so was used for succession and reason·causality from early ages (e.g ., 2;0- 2;5).

* e- mail: h s1s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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