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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2004, 제9권, 제3호, 36-50.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주제보조사 

‘은/는’의 습득과정에 한 연구로 2;0 - 2;10세 2명 아동의 종단  발화 자료를 이용하여 기 

문장 산출 단계에서 조사가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조사의 산출과 용언의 발달

을 연결짓고자 하 다. 특히 주어  주제의 표 과 련하여 문장 내에서 주어표지, 특히, 주

제의 표 을 해 비교  사용빈도가 높은 보조사 ‘은/는’의 표 이 용언발달과 어떻게 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 주어  주제의 표지, 생략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용언들이 사용되

는지를 살펴 으로써 한국 2세 아동의 용언발달  조사의 발달 특성을 밝히고자 시도하 다. 

그 결과, 첫째, 두 아동 모두 찰이 시작된 2;0세에 이미 한국어의 다양한 용언표 들을 익숙

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 발화에서는 타동사보다는 계사와 자동사 표 이 많았다. 그러나 

2세 후반으로 갈수록 타동사 표  빈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찰이 시작된 2;0세부

터 2세 기에는 주제 표지를 해 두 아동 모두 주제보조사 ‘은/는’을 타동사보다는 계사  

자동사와 더 빈번하게 표 하 으며, 2;8세에서 2;10세에 이르러 타동사 표  빈도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타동사와 함께 사용하는 ‘은/는’ 표  빈도가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에 덧붙여 

보조사 ‘은/는’의 사용에서의 실수, 주제화 표 의 발달에 한 논의를 시도하 다.

핵심어: 주제보조사 ‘은/는’, 문법형태소, 주제화, 언어발달

Ⅰ. 서  론

첫 낱말을 말하기 시작한 이후 1세 6개월 경이 되면 아동은 낱말을 조합하여 표 하기 시작한다. 

한국 아동의 경우 두 낱말 조합을 시작하면서 문법형태소를 획득하고 동시에 활발해지는 용언발달로 

문장표 에 익숙해지게 된다. 한국어에서 문법형태소 특히 조사의 습득은 문장의 이해와 산출과 련

하여 아동에게 요한 발달과제이다. 한국어의 특성 가운데 ‘어순의 자유로움’은 문법형태소, 특히 조사

의 습득에 의해 가능하며 주격조사의 사용은 아동의 주어습득에 한 하나의 지표로 작용하기도 한다

(조명한, 1982). 한국 아동은 이러한 조사를 습득함으로써 조사가 문장의 성분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기 문장 처리과정에서의 어순의 엄격함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한다. 이에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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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언어발달에서 동사는 문장 구조의 발달과 한 련을 갖는다(Tomasello, 1992; Gropen et al., 

1991; Naigles, 1990). 본 연구는 조사가 한국어의 문장처리  습득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는 가정 하에 조사의 산출과 용언의 발달을 연결짓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용언은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단어로서 활용이 가능한 는 어미가 

변화하는 낱말을 의미한다(이은정, 1994). 용언은 크게 동사와 형용사로 나눠지며, 최 배에 따르면 지

정사 ‘이다’를 포함하여 용언을 동사, 형용사, 지정사로 나 거나(서정수, 1996에서 재인용),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로 나 어 형용사를 상태동사로 분류하기도 하 다(천기석, 1984). 이익섭․채 완(1999) 역시 

한국어의 용언을 동사와 형용사를 일컫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정사 ‘이다’를 계사(copular)로 따로 분류

하여 최 배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한국어의 용언발달에 한 연구로는 기 어휘발달에 을 두거나, 동사의 습득과정에 한 

실험연구들이 있다. 한국 아동의 경우 문장의 어순과 련하여 동사에 쉽게 노출되지만 어권 아동들

과 마찬가지로 첫 낱말 이후의 기 습득 어휘들이 부분 명사로 이 진 ‘명사 선호성’의 제약을 갖는

다고 한다(Pae, 1993; Au, Dapretto & Song, 1994). 이 과정에서 제일 먼  산출하는 용언은 ‘주다, 가

다’이고 동사수의 증가는 1세 7개월 정도에 나타난다(Pae, 1993). 특히 Pae(1993)의 연구에서는 12 - 23

개월 아동 90명의 어머니를 상으로 기 80개 낱말 가운데 동사의 비율과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수향(1999)은 1세 6개월에서 2세 11개월까지의 정상발달 아동 90명의 어머니들과의 조사연구를 기

로 이 시기 아동들의 용언 산출의 내용과 의미론 , 구문론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 아동은 의

미 으로 치변화/동작 동사가 많았고, 구문론 으로는 타동사의 산출이 자동사에 비해 높았다고 한다.

한국어에서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로 이루어지며 문장의 성분을 결정짓는 요한 역할을 한다. 

보조사는 ‘특수조사’로도 불리는데 문법  기능보다 의미를 주로 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이익섭․채 완, 

1999). 표 인 주격조사로는 ‘이/가’를 들 수 있으며, 보조사로는 ‘은/는’, ‘만’, ‘도’, ‘까지’, ‘조차’ 등이 

있다. 주제의 표지를 해 흔히 사용되는 보조사 ‘은/는’의 경우, 상이의 조사, 특수조사, 주제격, 그리고 

주제첨사 등으로 명명되기도 하 으며, ‘은/는’의 기능에 해서는 립, 강조, 배제, 상이, 주제 등으로 

명명되기도 한다(임홍빈, 1998). 를 들어,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 는 ‘과일은 사과가 맛있다’와 같

은 문장들에서는 보조사 ‘은/는’이 ‘주제’(discourse topic)를 의미하는 형 인 문장이며 ‘주제-서

술’(topic-comment)의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이익섭․채 완, 1999).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보조사 ‘은/

는’의 경우, ‘그 사과는 엄마가 사주었다’ 는 ‘여기는 무 덥다’의 문장에서처럼 목 어뿐만 아니라 

부사와 함께 쓰여 주제화의 기능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그 나무가 습지에서는 잘 자란다’와 같은 문

장의 경우의 ‘는’은 조의 의미로 쓰이므로 이 문장을 듣고 그 나무가 습지가 아닌 곳에서는 잘 자라

지 않을 것이라는 제를 가정할 수 있다.

이희란(2004)은 한국 아동의 주어산출 형태와 련한 논문에서 2;0 - 2;10세 2명 아동을 상으

로 한 종단  발화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주제보조사 ‘은/는’의 의미기능이 ‘주제’로서보다는 ‘ 조’로서

의 의미기능으로 주로 사용됨을 보고하 다. 한 주어의 사용과 생략에서의 담화-화용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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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gmatic) 기능은 기존정보와 조정보에서 두드러짐을 찰하 다. 

아동의 문법형태소의 이해와 련한 실험연구에서 배소 (1997)은 2세에서 7세에 이르는 60명의 

정상아동을 상으로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가, 이, 는, 도, 를’의 이해를 [S + V]( : “엄마가 그리네.”) 

는 [O + V]( : “엄마를 그리네.”) 문장 50개로 검사하여 정반응률, 반응시간으로 결과를 보여주었다. 

아동들의 흥미로운 반응은 ‘ 구는 무엇하네’의 문장을 듣고 ‘ 구는 무엇 안 하네’와 같이 반응함으로

써 한국 아동의 보조사 ‘은/는’의 습득과정에서 Clark의 조이론의 용 가능성을 보 다는 이다. 

한 실제 이해 실험의 반응에 걸린 시간을 살펴보았을 때, ‘이, 가’ 보다 ‘는’의 반응시간이 더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논문의 논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제시된 자료를 살펴볼 때 아동의 문

법형태소 처리과정에서 의미  기능이 포함된 보조사 ‘은/는’의 처리는 주격조사 ‘이/가’보다는 이 과

제로 작용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반응시간의 차이만을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논의를 해서는 

보다 심층 인 실험  검증의 차가 요구된다.

황민아(2003)는 언어연령 3;0 - 5;0세(생활연령 4;7 - 7;2세)의 정상  단순언어장애 아동 28명

을 상으로 세 가지 단서를 조사, 어순, 생물로 조작하여 이 시기 아동들의 문장처리과정에 한 실험

연구를 실시하 다. 연구에 이용된 단서로는 1) 조사(조사의 유무 는 치의 변화, : ‘토끼가 사자

를 물었다’) 2) 어순( : ‘원숭이 거북이 물었다’) 3) 생물( : ‘만졌다 토끼가 시계를’)이었다. 연구 결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경우 의미  단서인 생물성 단서에 주로 의존하 다고 한다. 그러나 황민아(2003)

의 연구에서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의미  단서인 생물성 단서에 주로 의존한다는 결과를 보 으나 

조사 단서에서 ‘이/가’만을 사용하는 한계 을 보 다. 즉, 한국어에서 주제보조사 ‘은/는’이 통사  정

보이면서도 의미  기능을 가지므로 그 역할에 한 실험  증거를 통해 언어장애 아동에 한 재 

가능성을 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문장 처리에서 조사의 처리과정과 련하여 김 진(1998)은 한국어에서 조사는 통사  

정보처리 이외에 다른 처리과정 즉, 논제(thematic) 는 참조 (referential) 처리과정(한국어에서 ‘은/

는’은 조, , 주제의 의미론  기능을 가짐)을 유발한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학생들을 상으로 

한 ‘가/이’, ‘은/는’ 이 포함된 계 의 이해 실험에서 보조사 ‘은/는’이 ‘가/이’와 비교하여 계 의 처

리 시간을 이는 효과를 보인다고( : “운 수가(는) 청소부를 설득한 건축가를 비 한다.”) 보고하

다. 그러나 주제보조사 ‘은/는’이 성인 언어처리에서는 ‘이/가’보다 문장 처리 시간이 게 걸리지만 ‘

구는 무엇 안 하네’에서처럼 아동언어에서는 처리부담으로 작용하여 문장 처리 시간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배소 , 1997과 비교). 그러나 처리부담과는 달리 습득 는 재 

과정에서는 ‘ 조’로서의 의미  기능이 이 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어는 일상회화에서 주어와 목 어의 문장성분 생략을 허용하는 언어이다. 한 조사의 생략

이 가능하며 특히, 주어  주제를 표지하는 문법형태소의 종류가 다양하여 기 언어발달에서의 요

한 발달과제가 된다. Cho(2000)는 주어의 생략이 서법(mood)과 련이 있으며 특히 기 발달단계에서

의 주어-서법의 일치(subject-modal agreement)와 주제의 회복가능도(topic recoverability)에 민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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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제안하여 기 주어 생략을 용언의 발달과 련지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한국어의 문장처리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조사의 

산출과 용언의 발달을 연결짓고자 한다. 특히 주어  주제의 표 과 련하여 문장 내에서 주어표지, 

특히, 주제의 표 을 해 비교  사용빈도가 높은 보조사 ‘은/는’의 표 이 용언발달과 어떻게 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 주어  주제의 표지, 생략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용언들이 사용되는지를 

살펴 으로써 한국 2세 아동의 용언발달  조사의 발달 특성을 밝히고자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2세 아동의 종단 으로 수집된 발화자료를 통하여 (1) 2세 아동의 용언산

출의 형태를 주어의 표 과 생략에 따라 각각 살펴보고, (2) 용언의 산출 형태에 따른 주어의 표 형태

를 주어표지 ‘이/가’, 주제표지 ‘은/는’, 생략된 주어로 나 어 발달  변화를 살펴보았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JK (남)와 JW (여) 두 명의 아동을 상으로 2;0세부터 2;10세의 11개월에 걸쳐 수집

된 종단 인 자발  발화를 이용하 다. 두 아동 모두 한국의 류층 가정에서 학 졸업 이상의 학력

을 가진 부모에게서 양육되었으며, 부모에 의해 언어 , 인지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발화자료는 각각 두 아동의 어머니에 의해 녹음된 자료이다.1) 

2. 연구 차  자료분석 

가.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을 해 사용된 발화자료는 각 아동의 집에서 주양육자인 아동의 어머니와 아동 

간의 화과정을 2주에 한 차례, 각 1시간씩 녹음하여 사하 으며, 각 발화상황은 체로 놀이, 먹기, 

책보기 상황이었다. 

나. 자료분석

두 아동의 2;0 - 2;10세의 모든 발화 자료를 사하 으나, 기 2세 아동의 발화수가 많지 않은 

을 고려하여 2;0, 2;2, 2;4, 2;8, 2;10세의 2개월 단 의 발화만을 주 분석 상으로 하 다(JW아동의 

1) JK의 발화자료를 모아주시고 분석을 허락해주신 이승복 선생님, 그리고 역시 JW의 발화자료의 사

용을 허락해주신 김혜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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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자료의 녹음상태가 좋지 않아 두 아동 모두에서 2;6세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시킴). 분석 상이 

되는 발화의 선정은 Kim, Y. J. (2000)의 기 을 참조하 다. 발화 선정 기 은 주어의 표 형태(주어 

 주제표지 주어, 생략주어)에 따른 용언 표  분석을 하여 주어가 생략된 용언 표 에 덧붙여 용언

이 사용된 모든 발화들을 분석 상으로 하 다. 따라서 주어표 과 련되지 않은 발화( : 형어  

부사 표 들)들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그밖에 화 맥락에서 의미의 추론이 불가능한 불명료한 발화, 

감탄사, 인사, 노래, 명령문 등을 분석에서 제외하 다. 한 문장으로 표 되는 반복 인 부정 표 이나

( : ‘아니야’, ‘싫어’), 습 으로 반복되는 서술( : ‘ 다’), 화상 방인 엄마의 이  발화에 한 즉

각 인 모방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 다. 자세한 발화 선정 기 은 <부록- 1>에 제시하 다. 용언의 분류와 

련해서는 이익섭․채 완(1999)의 국어문법론강의를 참조하여 용언을 동사(동작동사), 형용사(상태동

사), 자동사(존재사 포함), 계사( 는 지정사 ‘이다’로 어의 copular에 해당)로 나 었고, 이에 덧붙여 

Mayes & Ono (1993)의 <주어 +술어>문장의 분류표를 참조하여 용언표 의 다양한 형태를 분류하 다. 

연구질문에서의 각 요인들, 두 아동이 각각 사용한 용언표 , 용언표 에 따른 주제 보조사 ‘은/

는’의 사용빈도, 그리고 용언표 에 따른 주어생략의 빈도를 분석 상으로 하 다.

Ⅲ. 연구 결과

1. 용언표  형태

사된 발화자료는 JK의 경우 총 발화 3,626개, JW의 경우 총 발화 3,340개 으며, 자료 분석에

서 제시하 던 분석 기 에 따라 두 아동 각각 1,627개, 1,225개 문장이 분석을 하여 선택되었고, 이 

가운데 용언표 만을 분석 상으로 하 다. 두 아동 JK와 JW가 사용한 용언표 의 빈도를 계사, 형용

사,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로 나 어 각각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표 - 1>과 <표 - 2>에 제시하 다. 

<표 - 1> JK의 용언표 (빈도)

연령

용언형태
2;0 2;2 2;4 2;8 2;10

계사 143 92 78 55 108

형용사 17 25 43 16 41

자동사 149 73 80 113 111

타동사 19 73 83 75 126

체 328 263 284 259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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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JW의 용언표 (빈도)

연령

용언형태
2;0 2;2 2;4 2;8 2;10

계사 78 89 119 48 88

형용사 22 4 61 7 26

자동사 11 21 94 95 119

타동사 7 46 60 93 76

체 118 160 334 243 309

두 아동 모두 찰이 시작된 2;0세에 이미 한국어의 다양한 용언표 들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

었으며 이 시기 기 발화에서는 타동사보다는 계사와 자동사 표 이 많았다. 그러나 <표 - 1>과 <표 -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이 2세 후반으로 갈수록 타동사 표  빈도가 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체 사용된 용언 가운데 계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세의 경우 두 아동 각각 43 %와 66 %로 

높았으나, 2세 후반에 이르러 27 %, 28 %로 감소하 다. 두 아동의 개인차가 두드러진 용언표  형태

는 자동사 는데 JK 아동의 경우, 특히, 찰 기에 자동사 표 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 이었다. 두 

아동의 용언표  빈도에 한 구체 인 연령별 변화는 <그림 - 1>과 <그림 - 2>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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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JK의 용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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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JW 아동의 경우 2;10세에도 여 히 자동사의 비율이 더 

높지만, 이러한 발달의 속도와는 달리 두 아동 모두 2세 반부터 타동사의 산출이 꾸 히 증가하고 있

어 발달 인 경향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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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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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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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용 언 표 현 (빈 도 )

계 사 형 용 사 자 동 사 타 동 사

<그림 - 2> JW의 용언표

의 분석에 덧붙여 두 아동에게서 주어의 사용과 생략에 따른 용언발달의 형태를 살펴보기 

하여 각 용언표  형태를 주어의 생략과 사용으로 나 어 분석하 다(각 아동의 용언표 의 연령별 변

화에 따른 주어의 생략과 사용 빈도는 <부록 - 2>와 <부록 - 3>을 참조). 그 결과, 두 아동 모두 2세 

반에 걸쳐 용언이 계사와 자동사일 경우 주어탈락이 더욱 빈번해짐을 찰할 수 있다. 한 두 아동 

모두 2세 반에는 주어 생략이 사용보다 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주어  용언 표 이 활발해지는 2세 반에는 주어표 에서 생략이 빈번하며 이 

과정에서의 용언표 은 주로 계사와 자동사 형태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찰할 수 있었다.

2. 용언 형태에 따른 주어 표  형태(‘은/는’, ‘가/이’, 생략된 주어)

용언 표 에 따른 주어표  형태를 살펴보기 하여 두 아동이 산출한 용언형태를 주어  주제

의 다양한 표  형태 즉, 주제보조사 ‘은/는’, 주격조사 ‘가/이’, 그리고 생략된 주어로 나 어 비교하

다. 그 결과, 찰이 시작된 2;0세부터 2세 기에는 주제표지를 해 두 아동 모두 주제보조사 ‘은/는’

을 타동사보다는 계사  자동사와 더 빈번하게 표 하 다. 그러나 <표 - 3>과 <표 -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아동에게서 주제보조사 ‘은/는’ 과 주격조사 ‘가/이’의 산출에서의 개인차가 두드러

져 발달  경향성을 발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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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JK의 용언형태에 따른 주어표 (‘은/는’, ‘가/이’, 생략된 주어)(빈도)

  연령

용언형태

2;0 2;2 2;4 2;8 2;10

은/

는

이/

가
생략

은/

는

이/

가
생략

은/

는

이/

가
생략

은/

는

이/

가
생략

은/

는

이/

가
생략

계사 3 6 28 7 7 19 8 6 15 6 10 5 16 17 1

형용사 0 3 9 1 2 3 0 7 7 0 6 1 6 2 5

자동사 2 7 65 2 6 15 4 2 28 12 5 16 19 22 9

타동사 1 0 3 0 13 3 3 4 6 3 19 1 13 24 3

체 6 16 105 10 28 40 14 19 56 21 40 23 64 65 18

<표 - 4> JW의 용언형태에 따른 주어표 (‘은/는’, ‘가/이’, 생략된 주어)(빈도)

  연령

용언형태

2;0 2;2 2;4 2;8 2;10

은/

는

이/

가
생략

은/

는

이/

가
생략

은/

는

이/

가
생략

은/

는

이/

가
생략

은/

는

이/

가
생략

계사 8 0 6 19 0 19 40 1 37 11 3 6 18 7 10

형용사 1 0 20 1 0 0 25 0 9 4 0 2 1 5 2

자동사 0 1 2 20 0 3 7 6 9 10 6 29 10 18 16

타동사 0 0 1 6 0 6 10 8 8 15 7 8 8 13 1

체 9 1 29 26 0 28 82 15 63 40 16 45 37 43 29

두 아동의 용언형태에 따른 주어표 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발달해가는 아동의 통사  능력을 

반 해 다. <표 - 3>과 <표 - 4>에서처럼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략에 비해 표지된 표 의 빈도가 

증가하고 체 인 표  빈도도 증가한다. 이에 덧붙여 2세 반부터는 주제보조사 ‘은/는’을 이용하

여 주제화를 표 하게 되고 한국어에서 특징 인 이 주어의 문장형태 표 이 가능해짐을 알 수 있

었다(<부록 - 2>와 <부록 - 3>참조).

주제보조사 ‘은/는’이 사용되는 용언에 한 보다 자세한 찰을 하여 ‘은/는’의 출 회수를 

체 동사로 나  출 비율을 산출한 결과 <표 -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JK 아동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사와 자동사 사용의 출 비율이 다른 동사 형태와 비교하여 지속 으로 증가하는 발달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JW 아동에게서는 이러한 발달  경향성보다는 특징 으로 계사나 자동

사, 형용사를 표 하는 과정에서 ‘은/는’을 사용하여 조정보를 두드러지게 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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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JK와 JW의 주제보조사 ‘은/는’ 출 비율(%)

연령 2;0 2;2 2;4 2;8 2;10

  아동

용언형태
JK JW JK JW JK JW JK JW JK JW

계사
2

(3/143)

10

(8/78)

8

(7/92)

21

(19/89)

10

(8/78)

33

(40/119)

11

(6/55)

23

(11/48)

15

(16/108)

10

(18/88)

형용사
0

(0/17)

5

(1/22)

4

(1/25)

25

(1/4)

0

(0/43)

40

(25/61)

0

(0/16)

57

(4/7)

15

(6/41)

4

(1/26)

자동사
1

(2/149)

0

(0/11)

3

(2/73)

95

(20/21)

5

(4/80)

7

(7/94)

11

(12/113)

11

(10/95)

17

(19/111)

8

(10/119)

타동사
5

(1/19)

0

(0/7)

0

(0/73)

46

(6/13)

4

(3/83)

17

(10/60)

4

(3/75)

16

(15/93)

10

(13/126)

7

(8/11)

체 328 118 263 160 284 334 259 243 386 309

Ⅳ.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한국어의 문장처리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조사의 

산출과 용언의 발달을 연결짓고자 하 다. 특히 주어  주제의 표 과 련하여 문장 내에서 주제의 

표 을 해 비교  사용빈도가 높은 보조사 ‘은/는’의 표 이 용언발달과 어떻게 련이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 한 주어  주제의 표지와 생략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용언들이 사용되는지를 살펴 으로

써 한국 2세 아동의 용언발달  조사의 발달 특성을 밝히고자 시도하 다.

연구 결과, 첫째, 두 아동 JK와 JW 모두 찰이 시작된 2;0세에 이미 한국어의 다양한 용언표

들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 발화에서는 타동사보다는 계사와 자동사 표 이 많았다. 그러

나 2세 후반으로 증가할수록 타동사 표  빈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 주어  용언 표 이 활발

해지는 2세 반에는 주어표 에서 생략이 빈번하며 이 과정에서의 용언표 은 주로 자동사 형태가 사

용되고 있었으나 타동사 표  빈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생략된 주어표  역시 타동사와 함께 이 짐을 

찰할 수 있었다. 둘째, 찰이 시작된 2;0세부터 2세 반에는 주제표지를 해 두 아동 모두 주제보

조사 ‘은/는’을 타동사보다는 계사  자동사와 더 빈번하게 표 하 으며, 2;8세에서 2;10세에 이르러 

타동사 표  빈도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타동사와 함께 표 하는 빈도가 증가하 다.

본 연구에서 자동사와 타동사 표 만을 비교할 때 두 아동 모두 발달 기에는 자동사 표 이 

많았으나 2세 후반으로 갈수록 타동사 표 이 비교  높아, 2세 반에 걸쳐 타동사 표 이 많았다는 

이수향(1999)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두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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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수향(1999)의 연구에서는 241개의 용언을 미리 선정한 후 1;6 - 2;11세의 부모 

90명에게 설문지 형태로 아동이 발화하는 용언을 체크하도록 하 으므로, 두 아동에 한 종단 인 

찰 자료를 상으로 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어에서 주어  주제의 표  형태는 다양하다. 주어  주제를 문법형태소에 의해 표지하거

나 표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생략할 수도 있다. 이에 덧붙여 주제보조사는 목 어뿐만 아니라 부

사와 함께 쓰여 문장 내에서 주제화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주어의 형태가 나타나는

데 본 연구의 찰 상이 된 두 아동 모두 2;0세에 이미 [주제 + 주어 + 자동사]의 문장을 표 하 으

며, [주제 + 주어 + 타동사] 문장의 경우에도 2;2세 경부터 표 이 가능하 다. 주제보조사 ‘은/는’과 

련한 주제화 표 의 발달을 JK아동의 발화자료의 에서 간단히 살펴보면  (1)에서 볼 수 있듯이 2;0

세에 무표지 형태의 기 주제화 표 이 먼  사용된다. 그러나 1개월 이후 바로 주제보조사 ‘는’과 주

격조사 ‘가’를 함께 사용한 주제화 표 이 가능해진다. 

   (1) (a) 이거 아빠 모자네(JK, 2;0)

(b) 엄마 모자 집에 있다(JK, 2;0)

(c) 이거는 아빠가 사줬다(JK, 2;1)

이러한 표 은  (2)로 발 하는데 특히 (a)와 (c)에서처럼 어순의 사용이 자유로워지는 특징이 

찰된다.

   (2) (a) 버스 맞어 이거는(JK, 2;0)

(b) 아빠는 밥 없다(JK, 2;2)

(c) 토끼가 보고 싶다 나는(JK, 2;3)

(d) 나는 라디오가 맛있다(JK, 2;5)

주제보조사 ‘은/는’의 산출과 련한 말실수의 들도 찰되는데  (3)에서처럼 ‘가’ 는 ‘도’ 

등과 함께 보조사 ‘는’을 사용하기도 한다.

   (3) (a) 내가는 우유 먹고 싶다(JW, 2;2)

(b) 나도는 안 가(JK, 2;2) 

   (4) (a) 내가 방에 있어(JK, 2;0)

(b) 규가 아빠가 미워(JK, 2;2, 엄마가 ‘엄마는 아빠가 미워’라고 하자)

(c) 엄마에 아빠에 구니?(JK,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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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에서처럼 주제보조사 ‘은/는’을 사용해야 하는 치에 주격조사 ‘가’를 사용하는 말실

수들이 찰된다. 이는 보조사 ‘은/는’의 정확한 표 과 이해가 2세 반의 시기까지 정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라고 할 수 있다(배소 (1997)의 연구에서는 ‘가, 이, 는’의 경우 발달 시기를 3세로 제시하

고 있다). 주어표 의 기 발달 과정에서 이러한 주제화표 은 아동의 통사 능력을 변해주거나 문장 

표 의 세련도를 평가하는 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문법형태소, 특히, 주제의 표지를 해 사용되는 주제보조사 ‘은/는’의 산출

에서의 특성을 용언표 과 연결지어 그 발달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두 아동만의 종단  발화자료

를 이용한 양 분석이므로 2세 아동 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제한 을 갖는다. 특히, 주제보조사 

‘은/는’의 사용빈도  용언표 의 발달과정에서 두 아동 간의 개인차가 두드러진 으로 미루어 횡단

연구를 통한 발화자료에서의 양 비교가 요구된다. 한 한국어의 성인언어 표 에서 다양한 용언의 

입력빈도에 한 자료와의 비교 역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은/는’이 사용되는 명사 

는 명사가 갖는 의미  자질에 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언어장애 아동의 재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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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발화 자료의 분류 거

1. 아동이 표 한 모든 문장과 용언만으로 이 진 표  모두가 분석을 해 선택되었다.

2. 명령문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3. 화상 방인 엄마의 이  발화에 한 아동의 즉각 인 모방 발화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4. 화 맥락에서 의미의 추론이 불가능한 불명료한 발화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그러나 불명료

한 발화일지라도 분석을 해 요한 향을 끼치지 않는 범 내에서는 때로 포함시켰다.

5. 감탄사, 인사, 노래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6. 화상 방에 의해 발화 도  방해를 받아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발화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7. ‘아니야/다/지’, ‘싫어’ 등과 같이 서술어만으로 체 부정이 가능한 발화들은 모두 분석에 포함

하 다.

8. 서술어를 포함하지 않는 단단어 표  는 의문문에 한 답으로서의 단단어 발화는 분석

에서 제외하 다.

9. 아동에 의한 자발 인 반복발화의 경우 각각을 분석에 포함하 다.

<부록- 2 > JK 아동의 용언형태에 따른 주어의 사용  생략 빈도

연령

용언형태
2;0 2;2 2;4 2;8 2;10

주어+계사

∅+계사

49/143

94/143

40/92

52/92

36/78

42/78

24/55

31/55

45/108

63/108

주어+형용사

∅+형용사

14/17

3/17

9/25

16/25

21/43

22/43

8/16

8/16

25/41

16/41

주어+자동사

 ∅+자동사

77/147

70/147

24/72

48/72

35/73

38/73

24/102

78/102

48/94

94/94

주제+주어+자동사 2 1 3 11 17

주제+주어+타동사 0 0 1 3 13

주어+타동사

∅+타동사

5/19

14/19

23/73

50/73

12/82

70/82

20/72

52/72

43/113

70/113

체 328 263 280 259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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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JW 아동의 용언형태에 따른 주어의 사용  생략 빈도

연령

용언형태
2;0 2;2 2;4 2;8 2;10

주어+계사

∅+계사

15/78

63/78

40/89

49/89

78/119

41/119

21/48

27/48

38/88

50/88

주어+형용사

∅+형용사

21/22

1/22

0/4

4/4

34/61

27/61

6/7

1/7

12/26

14/26

주어+자동사

 ∅+자동사

2/10

8/10

4/21

17/21

26/91

65/91

48/92

44/92

53/117

64/117

주제+주어+자동사 1 0 3 3 2

주제+주어+타동사 0 2 2 1 2

주어+타동사

∅+타동사

1/7

6/7

10/44

34/44

29/58

29/58

33/92

59/92

27/74

47/74

체 118 160 334 243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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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Topic Marker ‘n(un)’ and 

Predicates in Early Subject Acquisition in Korean

Hee Ran Lee

(Speci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in Ewha Womans University)

Hubert Haider

(Dep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Salzburg)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acquisition of Korean topic marker ‘n(un)’ and 

predicates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overt and null subjects/topics using the longitudinal data from 

two Korean young children who were two years of age. Data were collected at the homes of the 

children with their mother present every two weeks during the time when the children were aged 

from 2;0-2;10.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n children produce the predicates as a copular, as 

a intransitive verb, and as a transitive verb in the early acquisition stage(from the age of 2;0).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ransitive verbs and copulars were produced more frequently 

than intransitive ones. It is proposed that the topic marker ‘n(un)’ was produced more frequently with 

copulars or intransitive verbs than with transitive ones to the age of 2;6. It is also proposed that the 

topicalization with the topic marker ‘n(un)’ is the potential indicator for the production of subject 

arguments during early language acquisition in Korean.

Key Words : topic marker ‘n(un)’, particles, topicalization, language acquis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