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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황민아. 3 - 6세 한국 아동의 보조사 발달에 관한 연구: 은/는, 만, 도. 언어청각장애연

구 , 2002, 제7권, 제2호, 24-45. 본 연구에서는 3세부터 6세 한국아동의 보조사 은/는, 만, 도

의 이해 및 산출 발달을 조사하였다.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해와 산출을 살펴보았는데,

이해과제에서는 보조사가 포함된 문장을 들려준 후 3장의 그림 중 문장의 의미에 적절한 그

림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산출과제에서는 이해과제에서 사용된 정답그림을 묘사하도

록 하였다. 연구결과, (1) 전반적인 보조사의 이해 및 산출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2) 연령당 이해과제 평균 수행률 75 %를 보조사의 안정적 이해의 기준으로 정

했을 때, 은/는과 만은 4세에 안정된 이해를 보였지만, 도에 대해서는 6세까지도 어려움을

보였다. (3) 산출과제에서는 보조사의 출현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보조사를 2회 이상 적절하

게 사용한 아동의 수를 살펴보았고, 보조사의 안정된 산출을 알아보기 위해 보조사를 4회 이

상 적절하게 사용한 아동의 수를 측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은/는을 사용한 아동의 수가 가장

먼저 증가하였고, 도 , 만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4) 이해과제에서 75 % 이상의 정반응율을

보인 아동의 수와 산출과제에서 4회 이상 보조사를 적절하게 산출한 아동의 수를 비교하였

을 때, 특히 도와 만에서는 이해와 산출간의 차이가 컸다. 도에서는 산출이 이해에 비해

높았지만, 반면 만에서는 이해가 산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언어발달, 문법형태소, 보조사

Ⅰ. 서 론

한국어는 문법형태소가 풍부한 언어로 아동은 문법형태소를 습득하면서 다양한 한국

어의 특성들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어순의 자유로움 이라는 한국어의 특성은 조사의 습득

에 의해 가능해진다. 아동들은 2세가 되기 이전부터 조사를 산출하는데(조명한, 1982), 아동

의 발화길이가 길어지고 의미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조사는 문장산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각각 상이한 특성과 기능을 가진다.

격조사는 체언에 붙어 그 말의 다른 말에 대한 관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지만, 보조사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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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자격 표시 이외에 특수한 뜻을 더하는 조사로, 대표적인 종류는 - 은/ 는(대조), -만(단

독), - 도(포함), - 부터(시작, 먼저), - 까지(미침), - 밖에(더 없음) 등이 있다(남기심·고영근,

1999). 이와 같이 보조사가 문법적인 기능보다는 의미를 담당하기 때문에 보조사가 쓰인 문

장에서는 표면구조에는 나타나지 않은 내포문, 즉, 전제를 상정할 수 있다(박기덕, 2001). 우

리말의 특성상, 격조사는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보조사는 의미를 담당하기 때문에 생

략되면 완전한 메시지의 전달과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보조사의 또 다른 특징은 보조사가

격조사와는 달리 주격, 목적격, 처소격 등 여러 위치에서 쓰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격조사를 생략시키고 그 자리에 대신 쓰이기도 한다는 점이다(이익섭·임홍빈, 1998).

여러 보조사 중에서 어린 아동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된 보조사로 - 은/ 는 ,

-만 , -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 보조사의 특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은/ 는은 대조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이다. 대조란 한 항목과 다른 항목이 서로

상반된다는 뜻이다. 그 의미 때문에 은/ 는 이 사용될 때, 예를 들어 누나는 빵을 먹는다 와

같은 문장에서는 제3자는 빵을 먹지 않는다 는 선행문의 전제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보조사

은/ 는이 항상 대조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토끼는 귀가 길다와 같은 문장에서처

럼 주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는에 강세를 주어 발음하면 대조의 의미가

나타난다(남기심·고영근, 1999).

만은 단독의 의미를 가진다. 단독이란 오직, 오로지, 단지 와 같은 유일 및 한정을 뜻

한다(남기심·고영근, 1999). 만 이 들어간 문장에서도, 예를 들어 나만 뛰어 와 같은 문장에

서 나를 제외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뛰지 않는다 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포함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 도는 만 과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다(이익섭·임홍빈,

1998). 도가 포함된 문장에서도 전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철수도 유치원에 가요 라는 문

장에는 유치원에 가는 다른 사람이 있고 철수 역시 유치원에 간다는 전제가 있다.

위와 같이 여러 보조사들이 고유의 의미를 담당하고 격조사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보조사를 습득하는 것은 남의 의도를 적절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조사

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보조사에 관해 언급한 연구들은 아동의 자발어를 종단적 또는

횡단적으로 관찰하면서 보조사의 산출을 살펴본 것들이 대부분이다(권도하·정분선, 2000;

백미열, 1989; 이순형·유안진, 1982; 이순형, 1983; 이연섭·권경안·김성일, 1979; 조명한,

1982). 조명한(1982)의 연구에서는 5명의 아동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 1세 후반이나 2세 초

반이면 공존의 의미를 나타내는 도가 출현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도 의 획득 이후에 대조를

나타내는 는 이 출현한다(2세 초반부터 3세 이전)고 보고하고 있다. 만 은 는(대조) 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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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후에 출현하였다. 백미열(1989)도 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1세 후반에

서 2세 초반에 출현하는 도 가 다른 문법형태소에 비해 가장 빨리 출현하는 형태소였으며,

는(대조) 이 2세 이후에 출현한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이순형(1983)은 종단연구에서 2세 8개

월부터 2세 11개월 사이에 도 와 만이 빈번히 산출되지만 대조를 나타내는 는 은 2세 11개

월부터 4세 3개월 사이에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연섭·권경안·김성일(1979)은 3 - 6

세 아동 22명에 대한 횡단연구를 통해 아동의 자발어에서 조사의 사용빈도를 조사하였는데,

대조의 는 과 도 의 사용이 3세부터 4세까지는 증가하지만, 4세에는 사용비율이 급속히 낮아

지다가 4세 후반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다. 권도하·정분선(2000)은 소수

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2 - 5세 아동 190명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를 통

해, 아동의 자발어에서 조사의 사용을 관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는(대조, 주제표시) 이 2세

6개월 - 3세 5개월, 도는 3세 6개월 - 3세 11개월, 만 은 4세 이후에 대상 아동 중 50 - 80 %

의 아동이 1번 이상 사용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자발어 상황에서만

보조사의 산출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한정된 상황에서 보조사를 산출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나도 먹어 와 같은 아동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나, 나는 과 같이

습관적인 언어사용 등이 연구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아동이 어떤 문법형태소를 산출한다고 해서 꼭 그 문법형태소의 용도를 완벽하

게 이해하고 사용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보조사의 경우에는 다른 문법형태소보다는 비교적

산출 시기가 빠르지만 보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및 통사적 특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5세 이

후까지도 보조사 산출의 오류가 지속된다(이영옥·안승신·이영숙, 1982). 따라서 아동이 보

조사를 산출하였다고 해서 그 보조사의 기능을 완전히 파악하였다고 결론짓기 어렵다. 보조

사의 이해에 관한 유일한 연구인 배소영(1997)의 연구에서는 2 - 7세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그림선택법을 이용해 가, 이, 는(대조), 도, 를의 이해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 포함

되었던 보조사는 는 과 도이다. 배소영의 연구에서는 주어 위치에 있는 보조사 는과 도 의

이해만을 살펴보았으며, 각 문장 당 아동에게 제시된 그림자극이 2개므로 우연확률이 50 %

라는 한계를 가진다. 배소영은 보조사의 이해 기준을 임의로 65 %로 정하면서 는 은 3세, 도

는 7세에 습득된다고 보고하였다. 이해에서 도가 늦게 습득된다는 결과는 특히 도 가 가장

일찍 출현한다는 조명한(1982)의 연구를 비롯하여 산출에 대한 연구들과 상반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면서 여러 보조사 중 그 의미가 뚜렷하고

사용빈도가 높으며, 언어 발달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보조사인 은/ 는(대조) , 만(단독) ,

도(포함) 의 이해와 산출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여진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와 산출에 관한 연구들이 각기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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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기 때문에 개인차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이해에 관한 유일한 연구인

배소영(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자극이 2개이기 때문에 우연확률이 50 %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배소영(1997)의 연구에서는 보조사의 이해를 주어 위치에만 한정시켰기

때문에 다양한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조사의 특성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였다. 넷째, 주

로 자발어 상황에서만 산출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보조사의 산출을 충분히 유도할 수 없었고,

아동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동일한 아동에게 비슷한 상황을

제공하면서 이해와 산출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해과제에서는 보조사가 포함된 문

장을 듣고 이에 적합한 그림을 고르는 그림선택법을 이용하였고, 산출과제에서는 이해과제에

서 사용하였던 정답그림을 묘사하도록 하였다. 둘째, 이해과제에서 실험문장의 주어뿐 아니

라 목적어 위치에서도 보조사를 제시하였다. 같은 그림자료를 산출과제에서 사용하여 주어

와 목적어 위치에서 보조사가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보조사 은/ 는, 만, 도의 이해와 산출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위치에 따른 각 보조사의 수행능

력을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고, 두 위치에서의 보조사의 이해와 산출을 합하여 처리하였다.

셋째, 이해과제에서 3장의 그림 자극을 제시하여 우연확률을 낮추었다. 넷째, 보조사가 사용

된 문장을 묘사하는 그림이 산출과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아동에게 보조사를 산출할 기회를

더 많이 주면서 탈자기중심적인 보조사의 산출을 유도하였다.

Ⅱ. 연구방법

1.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유치원 교사나 부모가 언어 및 인지적 결함이 없다고 보고한 3, 4, 5,

6세 아동들로서 6개월 단위로 각 연령마다 10명씩 총 80명을 표집하였다.

2 . 검사도구

가 . 이해과제

본 과제의 실험도구는 실험문장 24개와 대형카드 24장으로, 각각의 대형카드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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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문장에 대한 정답그림을 포함한 3개의 그림이 포함되었다.

실험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의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어 위치와 목적어

위치에서 보조사 은/ 는, 만, 도 를 각각 4번씩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장의 주어는 쉬운

가족 관계어(엄마, 아빠, 오빠/ 형아, 누나/ 언니, 아기)를, 목적어는 익숙한 과일이름(사과, 딸

기, 수박, 참외, 포도)을, 동사는 과일과 관련된 행위 동사(먹어요, 그려요, 씻어요, 잘라요, 잡

아요)를 사용하였는데, 최은희(2000)의 자료를 참고하여 3세 아동이면 누구나 산출할 수 있

는 단어를 선정하였다. 이 중 오빠(형아), 언니(누나)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바꾸어 사용하였

다. 주어와 목적어의 명사는 2음절, 동사는 3음절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모든 실험문장들이

9음절로 통제되었다. 실험문장은 <표 - 1>에 제시하였다.

<표 - 1> 이해과제에서 사용된 실험문장

실험문장 실험영역 실험문장 실험영역

오빠는 참외를 잡아요.

아빠는 수박을 그려요.

언니는 사과를 잘라요.

언니는 포도를 씻어요.

은/는

(주어위치)

언니가 사과는 씻어요.

아빠가 수박은 먹어요.

엄마가 포도는 그려요.

아기가 딸기는 잡아요.

은/는

(목적어위치)

아기만 포도를 잘라요.

아빠만 사과를 잘라요.

엄마만 딸기를 그려요.

엄마만 참외를 먹어요.

만

(주어위치)

엄마가 참외만 잡아요.

아빠가 사과만 잘라요.

아기가 포도만 씻어요.

오빠가 수박만 그려요.

만

(목적어위치)

아빠도 포도를 먹어요.

언니도 참외를 씻어요.

오빠도 딸기를 잘라요.

아기도 수박을 잡아요.

도

(주어위치)

엄마가 사과도 먹어요.

오빠가 딸기도 씻어요.

아기가 수박도 잘라요.

언니가 참외도 그려요.

도

(목적어위치)

각 대형카드에 제시된 그림 3개 중 정답을 제외한 2개의 그림은 아동이 보조사를 이해

하지 못하고 문항 속의 명사와 동사만 이해하였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림들이었다. 그림은

기본적으로 흑백이었지만, 아동이 특히 목적어에 쓰이는 작은 사물을 놓칠 가능성을 배제하

기 위하여 과일, 칼, 물에만 색을 칠하였다. 각 문장에 대한 3개의 그림은 하나의 대형카드에

삼각형 구도로 무작위로 배열하여 총 24장의 대형 카드로 제작하였다(<부록 - 1> 참고).

본 실험을 하기 전에 사용된 연습문장 6개는 실험문장의 작성원칙과 동일하게 만들었

어졌으며, 대형카드 6장도 본 실험에 사용된 대형카드의 제작원칙과 동일하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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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산출과제

이해과제에서 사용된 각 문장에 대한 정답그림을 무선으로 재배열하여 사용하였다. 따

라서 이해과제와 마찬가지로 보조사 은/ 는, 만, 도를 유도하는 그림카드가 주어와 목적어 위

치에서 각각 4장씩 제시되었다.

연습용 그림카드도 이해 과제에서 사용된 연습문항의 그림을 무선으로 재배열하여 사

용하였다.

3 . 절차

본 실험은 모든 피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용한 방에서 이루어졌다. 한 아동을 대상으

로 이해과제를 먼저 실시한 후 산출과제를 실시하였다. 이해과제는 비디오로 녹화하면서 아

동의 반응을 즉시 검사지에 적었다. 산출과제는 비디오로 녹화하면서 동시에 녹음기에 녹음

하였다.

가 . 이해과제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 아동이 실험문장에 사용된 명사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과일과 인물이 각각 나와 있는 그림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 장의 그림에 과일들이 그려진

그림을 아동에게 제시한 후 검사자가 과일이름을 말하면 해당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하였고, 인물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시행하였다. 아동이 이름들을 알고 있음이 확인되

면, 아동에게 과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대상 아동의 과제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실험 전에 연습문장을 실시하고 실험방법을 숙지하면 연습을 중단하였는데, 모든 아동이 최

대 4개의 연습문장을 실시하자 검사방법을 이해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우선 3개의 그림으로 구성된 대형카드를 보여주고 실험문장을 읽어주면

아동이 해당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도록 지시하였다. 아동이 과제에 사용되는 그림카드 3

개를 모두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대형카드를 약 45°각도로 비스듬하게 세워서 보여주었다.

검사자는 실험문장을 보통 속도로 읽어주었는데, 보조사는 특히 강조하여 읽어주었다. 아동

은 3개의 그림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도록 지시 받았다. 아동이 그림을 선택하지 못하

면 최대 3번까지 읽어주었다. 이 때 반응해석의 모호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한 손만

을 사용하여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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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산출과제

각 아동은 이해과제를 행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바로 산출과제를 수행하였다. 우

선, 3개의 연습용 그림카드를 아동에게 보여주면서 검사자는 보조사가 포함된 문장으로 묘사

하는 방법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 후 아동이 다른 3개의 연습용 그림카드를 직접 묘

사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실험방법을 숙지하였음이 확인되면 곧 본 실험에 들어갔다.

본 실험을 하는 동안 아동이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그림을 묘사하도록 하였으며, 그림

묘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검사자는 보조사가 산출될 만한 과일이나 인물을 손으로 지

적하였고, 그래도 아동이 발화를 하지 않으면 그림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이나 문장을 제시하

여 보조사의 산출을 유도하였다. 이 때, 검사자가 하는 질문이나 문장에는 모방 단서를 주지

않기 위하여 보조사를 넣지 않고 격조사를 사용하거나 생략하였다.

4 . 자료평가 및 자료분석

가 . 이해과제

(1) 채점기준 / 결과처리

점수는 아동이 실험문장에 적합한 그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1점, 적절하지 못한 그림

을 선택하거나 무반응인 경우에는 0점으로 했다. 아동이 그림을 두 번 지적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것을 반응으로 기록하였다. 이해과제의 점수는 주어 위치와 목적어 위치에 있는 보조사

의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보조사의 발달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당 전체 아동이 각 보조사를 정확하

게 이해한 정반응 점수와 이에 따른 정반응율을 살펴보았다. 정반응율에서 33 %가 우연확률

임을 고려하면서 보조사의 완전습득이 아닌 보조사의 안정적인 이해를 살펴보기 위하여 임

의로 75 %이상의 정반응율을 기준으로 삼았다(이것은 각 개인으로 보면 총 8개의 실험문장

중 6개의 문장에서 정반응을 보인 것과 같은 비율이다).

나 . 산출과제

(1) 채점기준 / 결과처리

연구자는 녹음한 자료들을 검사 당일을 기준으로 1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보조사의 산

출 점수는 <표 - 2>의 기준에 근거하여 그림의 의미에 적절하게 보조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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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을 주었다.

<표 - 2> 보조사 산출의 채점기준

보조사 의미 예

은/는 대조의 의미

(1) (아기는 딸기를 먹고 아빠는 포도를 먹는 그림에서 )

아기가 딸기를 먹어요. 아빠는 포도를 먹어요.

(2) (아빠가 사과는 먹고 참외는 안 먹는 그림에서)

아빠가 사과를 먹어요. 참외는 안 먹어요.

만 단독의 의미

(1) (아기, 오빠, 아빠가 있을 때, 오빠 혼자만 수박을 씻고 다른 사

람들은 아무 것도 씻지 않는 그림에서)

오빠만 수박을 씻어요.

(2) (참외, 딸기, 포도가 있을 때, 아기가 다른 과일은 씻지 않고 포

도 하나만 씻는 그림에서)

아기가 포도만 씻어요.

도 포함의 의미

(1) (엄마와 언니가 똑같이 사과를 그리는 그림에서)

엄마가 사과를 그려요. 언니도 사과를 그려요.

(2) (언니가 포도, 참외를 둘 다 그리는 그림에서)

언니가 포도를 그려요. 참외도 그려요.

한 장의 그림카드를 묘사하면서, 예를 들어 엄마도 포도를 먹어요, 아빠도 포도를 먹어

요 와 같이 동일한 위치(주어 또는 목적어)에서 동일한 의미기능을 하는 보조사가 두 번 이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사용된 보조사만을 인정하여 1점으로 처리하였다. 아동이 하나의

보조사를 사용한 후 다시 다른 보조사로 고쳐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기는, 아기도

포도를 먹어요 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사용한 것을 반응으로 인정하였다. 아동이 자신의

말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자발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아동이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음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Clark , 1978).

그림의 의미에는 적절하게 사용하였지만 <표 - 2>의 채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서술어에 기반하여 보조사를 산출하는 경우, 또는 주제를 표시하는

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반응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각 보조사의 산출 오류는 보

조사를 의미에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였다.

아동의 보조사 산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그림카드에는 주어와 목적어 각각의 위

치에서 보조사를 유도할 만한 그림이 보조사당 4개씩 아동에게 제시되었다. 산출과제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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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해과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어와 목적어 위치에 있는 보조사의 점수를 합산하여 분

석하였다.

산출과제에서는 보조사의 출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출점수가 2점 이상인 아동의

수를 측정하였고, 보조사의 안정된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동의

수를 측정하였다. 출현여부에 대한 기준은 Miller (1981)가 Index of Productive Syntax (IPSyn )

에서 특정 문법형태소를 자발어에서 2회 이상 산출한 것을 산출규준 으로 삼았던 것을 참고

하였다. 보조사의 안정된 산출을 살펴보기 위한 4점 이상의 산출점수라는 기준은 자발어를

대상으로 한 IPSyn (Miller , 1981)의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본 산출과제가 자발어를 기준으

로 한 것이 아니며, 각 보조사당 8장의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에게 총 8회의 보조사 산출

기회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조사 자체가 의미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지만 생략되거

나 그 자리에 격조사가 사용되더라도 비문이 아니며, 다른 보조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8회의 보조사 산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8회의 보조사 사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4점 이상의 산출점수를 보조사의 안정된 산출의 기준으로 삼았다.

(3) 신뢰도

신뢰도는 발화 전사의 정확성, 그림의 상황과 문맥에 적절하게 보조사를 사용하는지의

여부, 보조사 산출에서의 오류 등 과제의 전반적인 채점부분에서 이루어졌다. 제 1 평가자는

제 1 연구자였고, 제 2 평가자는 언어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었다. 대상 아동 80명

의 전체 자료 중 20 %에 해당하는 16명(각 연령 당 4명)의 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평가자

들이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발화 전사에 대한 신뢰도는 일치한 발화수를 일치한 발화수와

불일치한 발화수의 합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이에 따른 대상 아동 16명

의 발화전사에 관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95 %이었다. 이들 산출점수에 있어서 평가자간 신뢰

도는 98 %이었다.

다 . 이해와 산출의 비교

보조사의 전반적인 이해와 산출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해과제와 산출과제의 결과를 토

대로 실험에 참가한 모든 아동의 개별적인 자료를 비교해보았다. 본 연구의 이해과제와 산출

과제의 결과처리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해와 산출을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해과제와 산출과제에서 임의로 정한 안정된 이해 및 산출의 기준에 도달한 아동의 수를 세어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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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이해과제에서 각 보조사의 정반응율이 75 % (총 8개의 실험문장 중 6개에서

정반응)이상인 아동의 수와 산출과제에서 각 보조사의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동의 수를

세어 이해와 산출을 비교하였다.

Ⅲ. 결 과

1. 실험 1

가 . 전반적인 보조사의 이해

각 보조사의 연령별 정반응율은 <표 - 3>과 <그림 - 1>에 제시하였다.

3세의 경우 보조사 은/ 는, 만, 도의 이해가 40 % 이상이었지만, 우연확률(33 %)을 고려

해 볼 때, 아직까지는 보조사의 이해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4세에 은/ 는 은 85 %, 만 은 78

%의 높은 정반응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 보조사의 이해능력이 상당히 안정기에 접어든 것

을 엿볼 수 있다. 반면 도 는 우연확률보다 낮은 31 %의 정반응율을 보였다. 5세에는 은/ 는,

만 이 80 % 이상의 정반응율을 보이면서 6세와 거의 비슷한 정반응율을 보였다. 반면 도 는

5세까지도 50 % 이하의 정반응율을 보였다. 6세에 69 %의 정반응율을 보이면서 급격히 증가

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보조사의 정반응율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표 - 3> 각 보조사의 이해과제 정반응율

연령 은/는 만 도

3세 59 %*
점수평균 4.75**

SD 1.59
48 %

점수평균 3.86
SD 1.48

40 %
점수평균 3.20

SD .62

4세 85 %
점수평균 6.80

SD 1.15
78 %

점수평균 6.25
SD 1.48

31 %
점수평균 2.45

SD 1.76

5세 88 %
점수평균 7.00

SD 1.03
98 %

점수평균 7.80
SD .52

48 %
점수평균 3.85

SD 2.56

6세 93 %
점수평균 7.40

SD 1.23
100 %

점수평균 8.00
SD .00

69 %
점수평균 5.55

SD 1.82

* 각 보조사의 전체 이해과제 문항 중 정반응을 보인 문항의 비율
** 각 보조사의 전체 이해과제 문항 중 정반응을 보인 문항의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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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각 보조사의 이해과제에서의 정반응율

보조사의 이해가 안정기에 접어든 수준을 임의로 75 %로 정하였을 때, 은/ 는은 3세 이전

에, 만은 4세에 안정되었지만, 도는 6세까지도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보조사의 이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F (3 , 76 ) = 41.784, p < .001), 보조사의

종류에 따라(F (2 , 152 ) = 99.319, p < .001)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보조사의 종류와 연

령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F (6 , 152) = 7.903, p < .00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T ukey 사후 검증을 한 결과, 3세와 4세(p = .000), 4세와 5세(p

= .005), 5세와 6세(p = .048)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보조사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한 결과 보조사 도- 는 (t =

- 10.305, p < .001)과 만-도 ( t = - 9.259,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나 . 각 보조사의 이해

(1) 보조사 은/는의 이해

보조사 은/ 는 의 이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 (3 , 76 ) =

17.528, p < .001). 연령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T ukey 사후 검정

을 한 결과, 3세와 4세(p = .000)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반응율에서 보조사 은/ 는 의 이해는 3세(59 %)와 4세(85 % ) 사이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가 4세에 이르면서부터는 완만한 발달 곡선을 보였다(<그림 - 1> 참조).

(2) 보조사 만의 이해

보조사 만 의 이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3 , 76 ) = 47.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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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ukey 사후 검정을 한 결과, 3세와 4세(p =

.000), 4세와 5세(p = .001)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반응율에서 보조사 만의 이해는 3세(48 %)부터 5세(78 %)에 이르는 동안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5세에 이르면 거의 완벽한 정반응을 보였고(98 %), 6세에는 100 %의 정반응

율을 보였다(<그림 - 1> 참고).

(3) 보조사 도의 이해

보조사 도의 이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3 , 76 ) = 10.471, p <

.001). 연령에 따른 차이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T ukey 사후 검정을 한 결과, 5세와 6

세 사이(p = .022)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반응율에 의한 보조사 도의 발달을 살펴보면, 4세(31 %)부터 6세(69 %)에 이르기까

지 전반적으로 낮은 정반응율을 보였다. <그림 - 1>을 살펴보면 3세와 4세 사이에는 정반응

발달이 역행하는 현상을 보였지만, 이는 T ukey 사후 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표집오류라 할 수 있다. 또한 4세와 5세 사이에도 완만한 상승곡선이 나타

나지만 사후 검정을 한 결과, 이 연령대의 차이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5세의 경우 48 %의

정반응율을 보이지만 그림카드 3개 중 한 개를 선택하는 33 %의 우연확률을 고려해볼 때, 5

세에도 보조사 도 의 이해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2 . 실험 2

가 . 전반적인 보조사의 산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사의 산출점수가 2점 이상인 아동과 4점 이상인 아동의 수

도 증가하였다. 산출점수가 2점 이상인 아동의 수는 <표 - 4>와 <그림 - 2>에 제시되었고,

4점 이상인 아동의 수는 <표 - 5>와 <그림 - 3>에 제시되었다.

보조사 은/ 는에서 다른 보조사에 비해 많은 아동이 2점 이상의 산출점수와 4점 이상

의 산출점수를 보이면서 가장 먼저 증가하였고, 그 뒤로는 도 , 만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그

러나 이는 전반적인 현상이며, 동일한 연령이라고 할지라도 아동에 따라 특정 보조사를 사용

하는 빈도가 매우 달랐다. 아동들은 일단 보조사를 사용하면 적절하게 사용하였고, 4세 아동

중 2명만이 각각 한번씩 도 를 부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하였다.

아동의 발화 중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전략의 사용이 관찰되었다. 아동이 보조사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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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사용한 대부분의 발화에서는,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똑같이 포도를 먹는 그림 을

보면서 아빠도 포도를 먹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엄마가 포도를 먹어요 라고 말하면서 스스

로 전제문장을 표현하거나, 검사자가 보조사의 산출을 유도하기 위해 제시한 문장이나 질문

을 들은 후에야 아빠도 포도를 먹어요 라고 적절하게 보조사를 넣어 산출하였다.

<표 - 4> 각 보조사의 산출점수가 <표 - 5> 각 보조사의 산출점수가

2점 이상인 아동의 수 4점 이상인 아동의 수

연령 은/는 만 도

3세*

4세

5세

6세

15 (75 %**)

15 (75 %)

17 (85 %)

18 (90 %)

4 (20 %)

5 (25 %)

5 (25 %)

11 (55 %)

11 (55 %)

13 (65 %)

13 (65 %)

15 (75 %)

연령 은/는 만 도

3세*

4세

5세

6세

8 (40 %**)

14 (70 %)

11 (55 %)

14 (70 %)

1 (5 %)

2 (10 %)

2 (10 %)

9 (45 %)

7 (35 %)

8 (40 %)

8 (40 %)

8 (40 %)

* 각 연령집단의 아동수 n = 20 * 각 연령집단의 아동수 n = 20
** 각 연령집단의 전체아동 중 각 보조사의 ** 각 연령집단의 전체인원 중 각 보조사의

산출점수가 2점 이상인 아동수의 비율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동수의 비율

<그림 - 2> 각 보조사의 산출점수가 <그림 - 3> 각 보조사의 산출점수가

2점 이상인 아동의 수 4점 이상인 아동의 수

나 . 각 보조사의 산출

(1) 보조사 은/는의 산출

은/ 는 은 산출점수가 2점 이상인 아동의 수와 4점 이상인 아동의 수가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였다. 산출 점수가 2점 이상인 아동의 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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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이미 15명(각 연령집단의 아동 중 75 %)으로, 아동이 일찍부터 은/ 는 을 적절하게 사용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동의 수는 3세에 8명(각 연령집단의 아동

중 40 %), 4세에 14명(70 %)으로, 4세가 지나면 과반수가 넘는 아동이 안정된 은/ 는의 산출

을 보여주었다(<표 - 4> , <표 - 5> , <그림 - 2> , <그림 - 3> 참조).

(2) 보조사 만의 산출

만은 은/ 는이나 도 에 비해 산출점수가 2점 이상인 아동과 4점 이상인 아동의 수가

매우 적었다. 5세까지도 2점 이상의 산출점수를 보이는 아동의 수가 5명(각 연령집단의 아동

중 25 %) 이하로, 만 을 적절히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다른 보조사에 비해 매우 적었으나 6

세가 되면서 만 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1명(55 %)의 아동이 만 을 2번 이상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5세까지도 2명 이하(각 연령집단의 아동 중 10 %)

의 아동만이 이에 해당하였다. 6세가 되어도 8명(40 % )의 아동만이 4회 이상 만 을 적절히

산출하였다(<표 - 4> , <표 - 5> , <그림 - 2> , <그림 - 3> 참조).

(3) 보조사 도의 산출

도의 산출점수가 2점 이상인 아동의 수는 3세에 11명(각 연령집단의 아동 중 55 %)으

로, 이 때 이미 과반수가 넘는 아동이 도 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동의 수는 3세에 7명(각 연령집단의 아동 중 35 %)이었지만, 4세부터 6세까지는

동일하게 8명(40 % )으로 더이상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도 의 산출에서는 산출점수(2점 또

는 4점)와 상관없이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였다(<표 - 4> , <표 - 5> , <그림 - 2> , <그림 -

3> 참조).

3 . 보조사의 이해와 산출 비교

가 . 각 보조사의 이해와 산출

(1) 보조사 은/는의 이해와 산출

보조사 은/ 는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해와 산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 6> , <그림 - 4> 참조). 3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해과제에서 75 % (각 보조사

당 제시된 총 8점의 산출점수 중 6점)이상의 정반응을 보인 아동의 수가 4점 이상의 산출점

수를 보인 아동의 수에 비해서 많은 양상을 보였지만, 3세 이후에는 각 연령집단의 아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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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상의 아동이 모두 안정된 이해와 산출의 기준에 도달하였다.

<표 - 6> 은/는의 이해과제에서 정반응율이 75 % 이상인 아동의 수와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동의 수

연령 은/는(이해) 은/는(산출)

3세*

4세

5세

6세

6 (30 %**)

17 (85 %)

18 (90 %)

18 (90 %)

8 (40 %***)

14 (70 %)

11 (55 %)

14 (70 %)

* 각 연령집단의 아동수 n = 20
** 각 연령집단의 전체아동 중 은/ 는 의 이해과제에서 75 % 이상의 정반응율을 보인 아동수의 비율

*** 각 연령집단의 전체아동 중 은/ 는 의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동수의 비율

<그림 - 4> 은/는의 이해과제에서 정반응율이 75 % 이상인 아동의 수와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동의 수

2 . 보조사 만 의 이해와 산출

보조사 만에서는 이해와 산출의 차이가 컸다. 전반적으로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

동의 수에 비해 이해과제에서 75 % 이상의 정반응율을 보인 아동의 수가 훨씬 많았다. 이해

과제에서 정반응율이 75 % 이상인 아동의 수는 4세에 15명(75 % )에 이르렀으며, 5세 이후에

는 모든 피험자가 75 % 이상의 정반응율을 보였다. 반면 산출에서는 5세까지 2명 이하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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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만이 4점 이상의 산출점수를 보이다가 6세에 9명(45 %)의 아동이 만을 산출하면서 급증

하였지만, 여전히 이해에서 75 % 이상의 정반응율을 보이는 아동의 수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표 - 7> , <그림 - 5> 참조).

<표 - 7> 만의 이해과제에서 정반응율이 75 % 이상인 아동의 수와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동의 수

연령 만(이해) 만(산출)

3세*

4세

5세

6세

3 (15 %**)

15 (75 %)

20 (100 %)

20 (100 %)

1 (5 %***)

2 (10 %)

2 (10 %)

9 (45 %)

* 각 연령집단의 아동수 n = 20
** 각 연령집단의 전체아동 중 만 의 이해과제에서 75 % 이상의 정반응율을 보인 아동수의 비율

*** 각 연령집단의 전체아동 중 만 의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동수의 비율

<그림 - 5> 만의 이해과제에서 정반응율이 75 % 이상인 아동의 수와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동의 수

3 . 보조사 도 의 이해와 산출

보조사 도에서도 이해와 산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다른 보조사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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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도에서는 3세에서 5세까지는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동의 수가 이해과제에서 75 % 이

상의 정반응율을 보인 아동의 수에 비해 많았다는 사실이다. 6세에 이르렀을 때 이해과제에

서 75 % 이상의 정반응율을 보인 아동의 수가 10명(50 % )으로 산출의 8명(40 %)보다 많았는

데(<표 - 8> , <그림 - 6> 참조), 4점 이상의 산출점수를 보인 아동수가 4세 이후에 더 이상

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 8> 도의 이해과제에서 정반응율이 75 % 이상인 아동의 수와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동의 수

연령 도(이해) 도(산출)

3세*

4세

5세

6세

0 (0 %**)

1 (5 %)

6 (30 %)

10 (50 %)

7 (35 %***)

8 (40 %)

8 (40 %)

8 (40 %)

* 각 연령집단의 아동수 n = 20
** 각 연령집단의 전체아동 중 도 의 이해과제에서 75 % 이상의 정반응율을 보인 아동수의 비율

*** 각 연령집단의 전체아동 중 도 의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동수의 비율

<그림 - 6> 도의 이해과제에서 정반응율이 75 % 이상인 아동의 수와

산출점수가 4점 이상인 아동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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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보조사 은/ 는 , 만 , 도의 이해 및 산출도 증가

하였다. 그러나 특히 만과 도 에서는 이해와 산출간에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우선, 보조사 도 에서 나타나는 이해와 산출간의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 논의점으로 요

약된다. 첫째, 보조사의 이해가 산출에 비해 특히 낮다는 점과 둘째, 4세 이후 도 의 산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해와 산출간의 차이는 실험방법과 보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

되는 전제의 유무에 관한 문제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사는 담화 속에서 더 큰 기

능을 발휘한다. 이는 보조사가 문장 안에 있는 일정한 성분과 문장 밖의 일정한 내용, 즉, 전

제를 연관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이관규, 1999).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전

제가 먼저 제시되는데, 예를 들어 엄마도 포도를 먹는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아빠가 포도

를 먹는다 라는 말을 먼저 한다. 이것은 보조사의 화용적인 성격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조사

가 주어지는 맥락 속에서 그 의미의 처리가 더 용이해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이

해 실험에서는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단서를 배제하기 위하여 전제없이 보조사가 포함된 문

장만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오빠와 언니가 똑같이 사과를 그리는 그림 에서 오빠가 사과

를 그려요 라는 전제문장을 언니도 사과를 그려요 라는 실험문장 이전에 제시한다면, 보조

사 도 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어도 주어진 두 문장에 근거해서 오빠와 언니가 사과를 그

리는 문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해과제에서 아동은 전제 문장없

이 주어진 문장에서 보조사의 의미를 파악한 후에 그에 근거하여 전제를 추론하였을 때 정확

한 반응이 가능하였다. 이는 보조사가 사용되기 전에 전제가 미리 주어지는 정상적인 대화상

황과는 다르다.

반면 산출과제에서는, 예를 들어 엄마와 언니가 똑같이 사과를 그리는 그림에서 일단

엄마가 사과를 그려요 라고 말한 후에 언니도 사과를 그려요 라고 말하거나, 검사자가 발화

를 유도하기 위해서 엄마가 사과를 그려요 라고 제시한 말을 들은 후에야 언니도 사과를 그

려요 라고 말하였다. 즉, 아동 스스로 그림에서 단서를 얻어서 전제를 말로 표현하거나 검사자

가 미리 제시한 문장에서 전제를 확인한 후에야 보조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보조사 도 의 이해와 산출에서의 차이는 전제의 유무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전제의 제시여부에 의한 이해과제와 산출과제의 차이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그림선택법을 실

시한 배소영(1997)의 도 의 이해가 늦다는 연구결과와 도 의 산출이 2세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선행연구(백미열, 1989; 조명한, 1982)와의 차이도 설명해 주는데, 조명한(198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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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열(1989)은 전제가 제시되거나 단서에 의한 전제의 유추가 용이한 자발어에서의 문법형

태소 산출을 살펴보았다.

4세 이후에 도의 산출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보조사 도 를 사용해야 하는 자리에 도

를 대신할 만한 문법형태소를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아동들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반의 뜻

을 표시하는 와/ 과 나 접속조사 하고 , 랑 을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산출실

험에서 하고, 랑, 와 를 문맥에 적절하게 4회 이상 산출한 아동의 수가 4세에 이미 7명(각 연

령 집단 아동수의 35 %)이었으며, 5세에 11명(55 %), 6세에 19명(95 %)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아동이 포함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보조사 도 대신 다른 문법형태소를 사

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아동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보

조사 도 의 사용능력은 본 실험결과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 에서도 이해와 산출의 차이가 매우 컸는데, 도 와는 반대로 이해에 비해 산출이 매

우 낮았다. 만 의 산출에서는 예를 들어, 참외, 포도, 딸기가 있는 상황에서 언니가 딸기 하나

만 먹는 그림의 경우, 아동은 언니가 딸기만 먹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언니가 딸기를 먹어

요. 참외하고 포도는 놔뒀어요 또는 언니가 딸기를 먹어요. 참외는 안 먹어요, 포도도 안 먹

어요 와 같이 다른 조사(특히 보조사 은/ 는 )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아동은 자신이 그림을 해석하는 의미, 또는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보조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만 과 은/ 는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배타 의 의미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다(이익섭·임홍빈, 1998). 만 은 나머지 후보를 전부 배제하면서 만 이 쓰인 개

체의 특성이 나머지에는 없다는 적극성을 띠지만, 은/ 는은 나머지 개체에 대해서는 태도를

보류하는 소극적인 배타라는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아동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

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은/ 는 에서는 주제표시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에 비해서 아동이 접하고 산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따라서 아동

은 배타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 보다는 은/ 는 을 사용하는 것이 좀더 안전하다고 느

낄 수 있을 것이다. 은/ 는 이 만 을 대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는 은/ 는 의 산출이 다른 보

조사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다. 산출과 달리 만 의 이해는 4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급격한 이해의 발달은 아동에게 단독의 의미

를 가지는 만 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6세 이후에

활발해진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보조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세 아동은 주로 다른 조사를 사용하거나 아예 조사를

생략하였지만, 4세 이후로는 주로 보조사 대신 격조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표현하였다. 많은

경우, 아동들은 은/ 는 을 습관적으로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도 의 경우에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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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초점을 둔 도 의 산출이 많이 관찰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사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보조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보조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과 보조사 자체에 내포된 전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조사마다 이해와 산출에서 보이는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보조사의 연구에서는 이해와 산출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문법

형태소는 언어장애아동들이 어려움을 보이는 영역의 하나로, 이 중 보조사는 다른 문법형태

소와는 달리 의미를 담당하고 전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 때문에 그 출현이 빠르

더라도 완전히 습득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언어장애아동들의 보조사의 산

출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선 정상아동이 보이는 보조사의 발달 과정을 밝히는 일이 중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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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이해과제에 사용된 그림카드의 예( 언니만 딸기를 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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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 RA CT

T he Dev elopm ent of T hr ee K or ean Sem an t ic P ar t icles -
nun , m an , do - in 3 t o 6 year - old Childr en

S u n g H e e L e e (The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M in a H w an g (Dep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T 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three Korean semantic

particles in young children aged 3 to 6 year s . T he children ' s comprehension of three

semantic particles - nun , man , do - was tested using a picture pointing task . T he

production of the three semantic particles w as measured during a picture description task

u sing the part of the pictures presented in the comprehen sion task . F or comprehension , the

performance accuracy of 75 % was u sed as the criterion of acquisition of each. Given the

criterion , the children appeared to comprehend sentences with nun and man correctly

by age 4. How ever , for the sentence with the semantic particle do , the children of age

6 still exhibited difficulties in comprehension . F or the production of each semantic particle,

tw o separate measures were used: the number of children who produced it at least 2 times

and the number of children who produced it at least 4 times. T he children appeared produce

nun at the earliest age followed by do and man . F or each semantic particle, the

number of children who exhibited more than 75 % accuracy in the comprehension task to

the number of children who produced it at least 4 times in the production task . Some

discrepancies were observed between the performances of the two tasks, especially in

man and do . F or do , about 40 % of the children of all ages produced it more than

4 times, whereas only one child showed 75 % of accuracy in comprehension by age 4.

Strikingly , the children did not produce man very often even at the age of 6. T his result

contradict s the early acquisition of man in comprehen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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