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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obtained quantitative measures reflecting phonological, semantic, 
syntactic, and morphological aspects of language in Korean two-year-old children from 
analysis of spontaneous utterances. The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of speech-language development patterns between children age 24-30 months and 31-36 
months and between boys and girl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measures. Methods: 
Twenty-on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ge 24-30 months and 23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ge 31-36 months participated in the study. Fifty utterances were collected from 
the children’s interaction with their mothers and analyzed. Consonant inventory, syllable 
structure, phonological mean length of utterance (PMLU), phonological word proximity 
(PWP), phonological word correction (PWC), and percentage correct consonants (PCC) 
were obtained as speech measures. The number of different words (NDW), number of total 
words (NTW), mean length of utterances in morphemes (MLUm), and mean length of ut-
terances in words (MLUw) were analyzed as language measures using the Korean Lan-
guage Analysis program. Results: All the speech measures except for PMLU showed signifi-
cant differences between the children age 24-30 months and 31-36 months. NDW, NTW, 
and MLUw exhibit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ge groups, but MLUm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any of the 
speech and language measures between boys and girls. Conclusion: These speech and 
language measures from analysis of spontaneous utterances can be used as references in 
identifying speech-language development delay and communication disorders in two-
year-old children. 

Keywords: Two-year-old, Speech-language development, Milestone, Spontaneous lan-
guage sample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은 일반적으로 음운, 의미, 형태, 구문을 

비롯하여 언어의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달을 보이는 시기이다. 개

인차가 큰 시기이기는 하지만 24개월에 이르러서는 일반아동의 대

다수가 표현어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단어조합이 활발해지면

서 다양한 문법형태소를 사용하게 된다. 음운적인 측면에서도 통

단어를 단위로 말소리를 산출하는 시기를 지나 50개 이상의 낱말

을 산출하면서 음절구조와 배열 규칙을 적용하여 개별적인 말소리

를 산출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음운 습득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다. 대다수의 일반아동이 본격적인 말-언어 발달을 보이면서, 표

현언어 발달이 느린 아동과 수용언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의사소

통 발달이 지연된 아동이 보다 더 뚜렷하게 관찰되어 전문적인 언

어평가와 치료에 의뢰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2세 한국아동의 일반적인 말-언어발달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

저 의미영역과 관련해서는 8-36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

휘 사용력에 대한 규준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한국판 맥아더-베이

츠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Pae & Kwak, 2011)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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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수 있겠다. K M-B CDI의 규준 자료에 의하면 남자 아동은 

24개월에는 249개, 30개월에는 360개, 36개월에는 496개의 어휘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아동은 24개월에는 308개, 30개월

에는 415개, 36개월에는 501개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세 전반에는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높은 어휘력을 보이다

가 2세 후반으로 성장해 나갈수록 여아와 남아가 비슷한 어휘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생후 24개월 이후 1년 동안 약 

200개의 어휘를 새롭게 표현하면서 후반에는 약 500개의 어휘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화 분석을 통해 2세 전후반의 어휘

와 음운능력 측정치를 살펴본 Choi, Kim과 Kim (2014)에서는 300

발화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세 전반은 약 200개, 2세 후반은 약 

220개의 서로 다른 낱말을 산출하였다. 

표현어휘가 50개 이상이 되는 시점이면 아동은 낱말을 조합하여 

표현하기 시작하여 구문구조가 외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

진적으로 조사와 어미를 포함한 다양한 문법형태소를 표현하면서 

보다 의미적으로 정확하고 긴 발화를 산출한다(Pae, 2006). 일반 

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 과정을 살펴본 국내연구 중 Lee, Chang, 

Choi와 Lee (2008)는 현재의 K M-B CDI의 이전 판인 MCDI-K 

(Pae, 2003)에 제시된 표현어휘목록 가운데 총 30개의 문법형태소

를 토대로 276명의 아동을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종단관찰하였

다. 18개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부모에게 아동의 문법형태소 표현

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월에는 종결어미는 15개 중 평균 .41개, 조

사는 12개 중 .17개, 연결어미는 3개 중 대부분이 거의 사용되지 않

아 소수의 아동만이 문법형태소를 표현하였다. 문법형태소 사용이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36개월에는 종결어미는 평균 12개, 조사는 

9.67개, 연결어미는 2.15개를 산출하면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표

준편차도 감소해 개인차가 줄어들면서 연구에서 살펴본 문법형태

소가 2세 후반에는 안정적으로 사용되었다. 아동의 발화자료를 토

대로 문법형태소의 표현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문법형태소의 유형

별로 출현하는 시기는 다양하지만 2세 전후반에 다양한 조사와 어

미 사용이 활발해진다고 일관성 있게 보고하였다(Lee, 2004; Lee & 

Lee, 2006; Seo & Lee, 1999).

문법형태소의 발달과 더불어 2세 아동은 점진적으로 길고 복잡

한 문장을 구사한다. 한국 2-4세 아동을 대상으로 발화길이를 조

사한 Kim (1997) 연구에서는 2세 전반과 후반 아동집단의 평균형

태소길이는 각각 3.01, 3.75이고, 평균낱말길이는 각각 2.27, 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보고된 Jung과 Yoon (2013)은 2세 

아동이 3.89의 평균형태소길이, 2.14의 평균낱말길이를 보이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Yoon, Kim, Kim, Chang과 Cha (2013) 연구

에서는 100 발화를 분석한 결과 2세 아동의 평균형태소길이는 

4.08, 평균낱말길이는 2.32로 나타났다. 

최근 자발화 분석을 통해 음운발달을 살펴보는 연구가 증가하면

서 선행연구에서 부족하게 보고되었던 2세 아동의 음운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다(Choi et al., 2014; Ha & Hwang, 

2013; Moon & Ha, 2012; Yoon, Kim, & Kim, 2013). 표현어휘의 증

가와 함께 초기 음운발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세의 음운발달

은 주로 성인의 정확한 산출형태와 직접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아동

의 수행력을 살펴보는 측정치(예: 자음정확도)와 더불어 자음목록

과 음절구조와 같은 아동의 독립적인 조음음운능력을 반영하는 

측정치를 토대로 분석되었다. Ha와 Hwang (2013)의 연구에 따르

면 자음정확도 면에서 2세 전반에는 평균 70.29%을 보이다가 2세 

후반에는 86.57%로 크게 증가하여 대다수의 일반 아동이 3세 이전

에 정확한 조음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성위치에서의 

자음목록 면에서는 1세 후반에는 파열음과 비음만이 자음목록에 

포함되어 평균 10.7개의 자음목록을 보이다가 2세 전반과 후반에 

두드러지게 증가해 각각 15.90, 16.40개로 치조마찰음을 제외한 모

든 음소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음정확도, 자음목록과 음

절구조 외에 2세 아동의 조음음운발달 현황을 제시하는 측정치에

는 평균음운길이, 단어단위 근접률, 단어단위 정확률과 같은 단어

단위 음운지표가 있다. 평균음운길이는 아동이 산출한 자음과 모

음에 모두 1점씩 부여한 후에 정확하게 산출한 자음에 1점을 추가

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 자음정확도뿐만 아니라 아동이 산출한 

단어의 음운구조 복잡성과 길이를 반영한다. 단어단위 근접률은 

성인의 정확한 산출형태의 평균음운길이와 비교해서 아동의 평균

음운길이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단어단위 정확률

은 아동이 산출한 전체 단어 중 정확하게 산출된 단어의 비율을 의

미한다. 이러한 단어단위 음운지표는 분절음 수준이 아닌 통단어 

수준에서 말소리를 산출하는 1-2어 조합기에 있는 아동의 조음음

운능력을 살펴보기에 타당한 측정치이다(Ha & Hwang, 2013; In-

gram, 2002; Ingram & Ingram, 2001; Yoon, Kim, & Kim, 2013). 

Yoon 등(2013) 연구에서는 자발화의 어절을 분석단위로 했을 때 2

세 전반과 후반의 평균음운길이가 각각 평균 6.37, 6.87로 나타났

다. 또한 2세 전반과 후반의 단어단위 근접률은 각각 .86, .89로 단

어단위 정확률은 각각 .45, .53으로 나타나, 2세 일반아동은 산출한 

단어 중 40%-50%를 정확하게 조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화 분석을 토대로 아동의 말-언어발달을 살펴보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조음음운영역에서 최근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월령집단별 10명 

내외로 소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

어 말-언어평가의 규준자료로 사용되기에는 제한적이다. 또한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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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법형태소 발달과 관련된 자료는 K M-B CDI 검사와 같이 주

로 아동의 주 양육자가 제시된 어휘체크리스트를 보고 일상생활에

서 아동이 표현하고 이해한 어휘를 회상하여 체크하는 형식을 통

해서 제시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발달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

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의 객관적이고 일관된 보고능력을 기본 전

제로 해야 한다(Pae, Chang, Kwak, Sung, & Sim, 2004). 이러한 검

사방법의 제한점을 보여주는 예로서 Choi 등(2014)의 연구에서는 

K M-B CDI 검사의 표현어휘 검사결과가 자발화에서 측정된 음운

능력 지표들뿐만 아니라 어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는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기술통계 결과값을 살펴보면 2세 후반이 2

세 전반보다 낮은 평균 어휘 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에서 모집된 아동집단의 특성과 개인차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연구자들이 논하였듯이 부모보고에 의한 평가 방식이 신뢰롭지 못

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보고자가 아동의 어휘능력을 과

소 또는 과대평가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실제적인 말-언어능

력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동이 직접적으로 산출한 

발화에 대한 분석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발화에 근거한 자료수집과 분석은 부모보고에 의거한 평가방

식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으나, 자발화를 수집하고 전사하며 분석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상호작용 도구와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Paul & Norbury, 2012). 자발화 분

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Systematic Analysis of Language Tran-

scripts (SALT)는 미국에서 언어치료사가 임상과 연구에서 가장 많

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SALT는 녹음된 아동의 발화자료를 전

사자가 전사 및 코딩을 한 뒤 분석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평균발

화길이와 같은 객관적인 언어발달 측정치를 자동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발달 현황과 장애 여부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

르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어의 경우 발화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적이 있으나(Pae, Kim, 

Sung, & Sung, 1998), 언어임상 현장에서 상용화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웹 기반 한국어 

발화 분석(Korean Language Analysis, KLA)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여 사용하였다.

현재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

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과거보다 발달상의 문제를 보일 가

능성이 높은 아동이 일찍 확인되고 있다. 영유아건강검진에서는 

양육자가 검사항목을 읽고 체크하는 형식인 한국 영유아발달선별

검사(K-DST)를 통해 영유아의 신체운동, 인지, 사회성 및 언어기

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발달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 검사를 통해 

말-언어발달지연 및 의사소통장애 고위험군으로 의심되는 어린 연

령의 아동들이 확인되고 있어 전문적인 말-언어평가에 의뢰되는 

아동의 비율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Kim, Kim, Ha, & Ha, 2015). 

따라서 말-언어발달지연 및 의사소통장애를 조기에 정확하게 확인

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발달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2세 아동의 실제적

인 발화 자료를 토대로 한 측정치는 언어중재서비스의 필요성을 보

다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발

화 분석을 통해 음운, 의미, 구문, 형태론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

를 토대로 2세 한국아동의 말-언어발달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세는 말-언어발달이 가장 빠르고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시기 중 하나이고 개인차가 큰 시기이므로 발달 특성을 자

세히 분석하고자 객관적인 말-언어 측정치가 2세 전반과 후반의 월

령집단과 성별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자발

화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된 KLA를 이용해서 객관적인 

측정치를 제시하면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24-36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아동을 24-30개월과 31-36개월로 2세 전

반과 후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참여한 영유아는 (1) 부모보고에 

의해 출생과 발달상에 뚜렷한 문제나 결함을 보이지 않았고, (2) 시

각 및 청각 등 감각장애와 정서 및 행동장애가 의심되지 않은 아동

이었다.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Pae & Kwak, 

2011)를 실시하여 표현어휘에서 10%ile 이하인 아동 3명과 자발화 

수집에서 산출된 발화 수가 10개 미만인 아동 2명을 제외하여 2세 

전반은 21명, 2세 후반은 23명으로 총 44명이 연구에 참여되었다. 

월령집단별 영유아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훈련된 검사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책과 놀잇감

Table 1. Subjects’ information

Age group M SD

24-30 mo
   Boy (N= 10)
   Girl (N= 11)

28.10
26.36

2.08
1.75

31-36 mo
   Boy (N= 7)
   Girl (N= 16)

34.43
33.81

2.08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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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자유놀이 상황을 활용하였다.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 20

분간 상호작용 놀이에 참여하였다. 모든 영유아에게 책 2권을 5분 

동안 제공하였으며, 이후 15분 동안 자동차, 블록놀이, 소꿉놀이, 

낚시놀이를 동일하게 제공하였다. 자료수집 전 양육자에게 평상시

와 동일하게 상호작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녹화 및 녹

음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35분의 상호작용 자료는 수집 후 2주일 내에 비디오 자료

를 바탕으로 전사하였다. 아동 발화 전사에 대해 훈련을 받은 언어

병리학 학부생 5명이 비디오 영상을 보며 1차적으로 전사를 한 후, 

언어병리학 대학원생 1인이 음성 녹음된 자료를 들으면서 바르게 

전사되었는지 재확인하였다. 모든 전사자료는 한글전사를 실시하

였으며, 이후 말지표 분석을 위해 녹음자료를 다시 들으면서 말장

애 전공 언어병리학 대학원생 1인이 음성전사를 실시하였다. 발화 

구분 기준은 Kim (1997)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모든 자료에서 

단순한 대답하기 기능으로 사용하는 ‘네’, ‘응’은 첫 번째로 산출된 

것만 포함시켰고, 초기발성과 자곤 등과 같은 의미가 불명료한 발

화와 감탄사 ‘아’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동의 발화는 어머니

와의 상호작용에서 산출한 연속적인 50 발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발화 수가 40-49개인 9명의 아동도 포함하여 총 44명의 자료를 분

석하였다. 2세 전반은 평균 발화 수 45.71 (7.72)개, 2세 후반은 평균 

발화 수 47.74 (5.21)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 -1.028, p>.05). 

다양한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언어발달지연 여부와 월령에 따

른 아동의 말-언어 발달을 살펴보았다.

말 지표 

아동의 자발화를 토대로 객관적인 말 지표로서 자음목록(초성, 종

성, 전체), 음절구조 유형 수, 평균음운길이(phonological mean length 

of utterance, PMLU), 단어단위 근접률(phonological word proximity, 

PWP), 단어단위 정확률(phonological word correction, PWC), 자음

정확도(percentage correct consonants, PCC)를 분석하였다. 

자음목록은 산출된 전체 자음을 초성과 종성 위치별로 분류한 

뒤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낱말에서 산출된 자음만을 자음목록에 

포함시켰다(Stoel-Gammon, 1985). 음절구조 유형 수는 한국어에

서 가능한 음절구조 형태 8가지(V, GV, CV, CGV, VC, GVC, CVC, 

CGVC; V=모음, C=자음, G=활음) 중 아동이 산출한 음절구조

의 유형 수를 분석하였다. PMLU, PWP, PWC, PCC의 분석은 기본

적으로 Ingram (2002)과 Shriberg와 Kwiatkowski (1982)가 제안한 

것을 토대로 분석하였지만 자발화에서의 조음능력을 좀 더 타당하

게 반영하는 어절을 기본 단위로 분석하였다. 쉼 없이 연속적인 조

음이 나타날 수 있는 수사와 의존명사(예: 한 개), 본 용언과 보조용

언(먹어 봐), 의존명사가 포함된 어절(예: 할 수 있어) 등은 한 어절로 

간주하였다(Ha & Hwang, 2013; Kim, 2014). PMLU는 성인의 정확

한 발음형태를 기준으로 각 어절별로 아동이 산출한 음소 수에 정

조음한 자음의 개수를 합산하여 계산한 후에 전체 어절의 수로 나

누어 계산하였다. PWP는 아동의 PMLU를 성인의 정확한 산출형

태의 PMLU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PWC는 아동이 정확하게 산출

한 어절 수를 산출한 전체 어절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PCC 분석

은 목표자음에 대해서만 고려하였으며 목표자음을 생략, 대치, 왜

곡한 오류에 대해서는 모두 오조음으로 분석하여 정조음한 자음 

수를 총 목표자음 수로 나누어 백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언어지표 

언어지표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한국어 발화 분석(KLA) 프

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KLA는 발화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발화를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낱말은 띄어

쓰기로, 문법형태소는 /로 경계를 표시한다. 서로 다른 낱말은 한 어

절을 구성하는 내용낱말(예: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 등)을 위주로 

계산하며, 평균낱말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s, 

MLUw)는 어절을 경계로, 평균형태소길이(mean length of utter-

ance in words, MLUm)는 형태소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아동의 발

화에서 의미오류, 문법형태소오류, 조음오류가 있을 때는 의미, 문

법형태소, 조음오류를 바르게 입력한 후 단어 뒤에 의미오류일 경

우에는 [실의], 문법형태소오류일 경우에는 [실형], 조음오류일 경

우에는 [실음]으로 표기한다. 표기를 하고 실제 아동의 발화를 입

력한 후 어떠한 오류를 보였는지 =표시를 한 후 기록한다. 

아동의 발화에서 반복, 수정, 감탄사는 ( )에 넣는다. ( ) 안에 들어

간 발화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분석이 완료되면 전체 발화 수, 이해

가능 발화 수, 어절별 이해가능 발화 수, 낱말 유형 수, 낱말 빈도수, 

문법형태소 유형 수, 문법형태소 빈도수, 형태소 유형 수, 형태소 빈

도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KLA를 통해 

서로 다른 낱말 수(number of different words, NDW), 총 사용 낱

말 수(number of total words, NTW), MLUm, MLUw를 분석하였

다. 아동의 발화를 입력한 예는 Figure 1과 같다.

모든 언어 지표는 1차적으로 50 발화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MLUm과 MLUw는 아동이 가장 길게 산출한 10 발화를 토대로 추

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아동이 산출한 가장 긴 10 발화를 추가로 분

석한 이유는 부모보고나 발화수집 과정에서 초기 언어발달기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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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Korean Language Analysis (KLA) program.



http://dx.doi.org/10.12963/csd.1628752    http://www.e-csd.org

Seunghee Ha, et al.  •  Speech and Language Development Patterns

을 살피기 위해 가장 긴 3-10 발화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효율

적이라는 선행연구(Andonova, 2015; de Haan & Singer, 2010; Harris, 

Jones, Brookes, & Grant, 1986; Trudeau & Sutton, 2011)의 제안에 따

라 50 발화분석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분석하였다. 

신뢰도 

언어병리학전공 대학원생 2명이 전체 자료 중 10%를 임의로 선

정하여 전사신뢰도 및 말지표와 언어지표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전

사신뢰도는 (일치한 자음 수/전체 자음 수)×100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91.03%였다. 말지표는 2명의 분석자가 각 종속치의 신뢰도

를 구하였다. Cohen’s Kappa를 이용하여 평가자 간 신뢰도를 측정

하였다. 그 결과 PMLU .994, PWP .994, PWC .948, PCC .997, 음절

유형 목록 수 1.000, 초성 자음 목록 수 .986, 종성 자음 목록 수 

.929, 전체 자음 목록 수 .973으로 높은 평가자 간 신뢰도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KLA 프로그램은 전사자가 입력한 전사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언어측정치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전사자료코딩

의 정확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낱말과 문법형태소의 경계와 관련된 

코딩의 일치도를 통해 언어지표의 검사자 간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전사자 간 내용 및 문법형태소의 코딩 일치도는 97.38%

로 나타났다.

통계처리

월령집단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말 특성과 언어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말 특성

음절구조 유형 수, 자음목록(초성, 종성, 전체) 수를 토대로 2세 

아동의 말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음절구조 유형 수

는 2세 전반에는 평균 6.14개, 2세 후반에는 평균 6.91개로 산출하

는 음절구조 유형은 유사하였고, 성별에 따라서도 남아 평균 6.35

개, 여아 평균 6.67개로 유사하였다. 월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절 

유형 목록 수는 월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5.843, p<  

.05), 성별(F= .473, p>.05)과 상호작용효과(F=1.167, p>.05)는 유

의미하지 않았다. 8가지 한국어 음절구조 중에서 2세 전반과 후반 

아동 모두 CV 구조를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산출하였

고, 그 다음으로 V와 CVC가 10% 대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모든 음

절구조 유형 수가 두 월령집단에 의해 비슷한 비율로 산출되어 2세 

아동 전체가 산출한 각각의 음절구조가 차지하는 비율을 Figure 2

에 나타내었다. 

자음목록 전체로 보았을 때 2세 전반에는 평균 12.14개, 2세 후

반에는 평균 14.65개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되는 자음의 수

가 많았고 남아와 여아 모두 평균 13.45개 정도로 유사하였다(Ta-

ble 2). 자음목록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초성 자음 유형은 월

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7.677, p< .01), 성별(F= .107, 

p>05)과 상호작용효과(F=2.635, p>.05)는 유의하지 않았다. 종성 

자음 유형은 월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5.208, p< .001), 

성별(F=1.355, p>.05)과 상호작용효과(F= .183, p>.05)는 유의하

지 않았다. 전체 자음 목록 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월령에 따라서만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f syllable types and consonant inventory be-
tween the two age groups

Age group Types of sylla-
ble structure 

Inventory of consonant

Initial Final Total

24-30 mo
   Boy
   Girl
   Total

6.20 (1.03)
6.09 (.94)
6.14 (.94)

11.90 (3.11)
10.27 (3.35)
11.05 (3.26)

3.00 (1.41)
3.27 (1.49)
3.14 (1.42)

13.10 (3.07)
11.27 (3.20)
12.14 (3.20)

31-36 mo
   Boy
   Girl
   Total

6.57 (.98)
7.07 (.68)
6.91 (.79)

12.86 (1.68)
13.94 (2.08)
13.61 (1.99)

4.29 (.76)
4.88 (.89)
4.79 (.88)

13.86 (1.35)
15.00 (1.97)
14.65 (1.85)

Total
   Boy
   Girl
   Total

6.35 (.10)
6.67 (.92)
6.55 (.95)

12.29 (2.59)
12.44 (3.19)
12.39 (2.94)

3.53 (1.33)
4.22 (1.40)
3.95 (1.40)

13.41 (2.48)
13.48 (3.11)
13.45 (2.8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igure 2. The ratio of each syllable structure type produced by Korean two-
year-old children. V= vowel; G= glide; C= consonants.

CGVC, 0.3%

GVC, 0.7%

CGV,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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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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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56.7%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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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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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CVC
CG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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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931, p< .01). 

2세 전반과 후반 아동의 50% 이상 자음목록에 포함된 음소들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자음목록 중 초성은 2세 전반에는 평균 11.05

개로 2세 전반 아동의 50% 이상 초성 자음목록에 포함된 음소로

는 조음 방법 면에서 파열음 /ㅍ/, 마찰음 /ㅆ/를 제외한 모든 초성 

자음을 산출하였고, 2세 후반에는 평균 13.16개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의 모든 초성 자음을 산출하여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되는 초성 자음의 수가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

아 평균 12.29개로 파열음 /ㅍ/, 마찰음 /ㅆ/를 제외한 모든 초성 자

음을 산출하였고, 여아는 평균 12.44개로 마찰음 /ㅆ/를 제외한 모

든 초성 자음을 산출하였다. 종성 자음목록 수는 2세 전반에는 평

균 3.14개로 2세 전반 아동의 50% 이상에게서 비음, 유음이 관찰되

었고, 2세 후반에는 평균 4.79개로 종성파열음이 추가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PMLU, PWP, PWC, PCC를 토대로 2세 아동의 말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PMLU는 2세 전반 평균 5.91, 2세 후반 

평균 6.58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 평균 5.95, 여아 평균 

6.45로 나타났다. PWP는 2세 전반은 평균 .86, 2세 후반은 평균 .92

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 평균 

.87, 여아 평균 .90으로 여아가 다소 높았다. PWC는 2세 전반 평균 

.55, 2세 후반 평균 .69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 평균 .60, 여아 평균 .64로 유사하였다. PCC는 2세 

전반 평균 73.22, 2세 후반 83.25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

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 평균 74.52, 여아 평균 80.94로 여아의 자

음정확도가 높았다. 월령과 성별에 따라 말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PMLU는 월

령집단(F=3.382, p>.05)과 성별(F=1.755,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F= .506, p>.05). 

PWP는 월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5.466, p< .05),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345, p>.05).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F=1.696, p>.05). PWC (F=6.334, 

p< .05)와 PCC (F=2.591, p< .05)도 월령집단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언어적 특성

2세 아동의 언어적 특성 중 어휘 영역과 관련하여 NDW와 NTW

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NDW는 2세 전반 평균 32.38개, 

2세 후반 평균 47.57개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하는 낱말 수

도 증가하였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 평균 35.12개, 여아 평균 43.59

개로 여아가 더 많은 서로 다른 낱말을 사용하였다. NTW는 2세 전

반 평균 61.81개, 2세 후반 평균 80.35개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

화 내 총 사용 낱말 수가 많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 평균 69.06

개, 여아 평균 73.04개로 여아의 총 사용 낱말 수가 많았다. 이 차이

Table 4. Descriptive analysis of syllable types and consonant inventory be-
tween the two age groups

Age group PMLU PWP PWC PCC

24-30 mo
   Boy
   Girl
   Total

5.81 (1.28)
5.99 (.89)
5.91 (1.07)

.86 (.06)

.85 (.06)

.86 (.06)

.59 (.13)

.52 (.09)

.55 (.12)

72.95 (7.99)
73.46 (7.33)
73.22 (7.46)

31-36 mo
   Boy
   Girl
   Total

6.15 (.61)
6.67 (.89)
6.58 (.86)

.88 (.07)

.93 (.06)

.92 (.07)

.62 (.18)

.72 (.17)

.69 (.17)

76.76 (11.75)
86.08 (11.04)
83.25 (11.83)

Total
   Boy
   Girl
   Total

5.95 (1.04)
6.45 (.96)
6.26 (1.01)

.87 (.06)

.90 (.07)

.89 (.69)

.60 (.15)

.64 (.15)

.63 (.16)

74.52 (9.56)
80.94 (11.44)
78.46 (11.1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MLU= phonological mean length of utterance; PWP= phonological word proximi-
ty; PWC= phonological word correction; PCC= percentage correct consonants.

Table 5. Descriptive analysis of NDW and NWT in 50 utterances between the 
two age groups

Age group NDW NWT

24-30 mo
   Boy
   Girl
   Total

32.10 (10.69)
32.64 (12.64)
32.38 (11.47)

61.70 (15.74)
61.91 (22.91)
61.81 (19.34)

31-36 mo
   Boy
   Girl
   Total

39.43 (9.09)
51.13 (21.96)
47.57 (19.54)

79.57 (17.72)
80.69 (24.48)
80.35 (23.75)

Total
   Boy
   Girl
   Total

35.12 (10.45)
43.59 (20.63)
40.32 (17.76)

69.06 (18.42)
73.04 (26.36)
71.50 (23.4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NDW= number of different words; NWT= number of total words.

Table 3. Phones in consonant inventories of 50% of two-year-old subjects

Gender All Initial Final

Boy ㅂ, ㅃ, ㄷ, ㄸ, ㅌ, ㄱ, 
ㄲ, ㅋ, ㅅ, ㅎ, ㅈ, ㅉ, 
ㅊ, ㅁ, ㄴ, ㄹ, ㅇ

ㅂ, ㅃ, ㄷ, ㄸ, ㅌ, ㄱ, 
ㄲ, ㅋ, ㅅ, ㅎ, ㅈ, ㅉ, 
ㅊ, ㅁ, ㄴ, ㄹ

ㄷ, ㄱ, ㅁ, ㄴ, ㅇ, ㄹ

Girl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ㅅ, ㅎ, ㅈ, 
ㅉ, ㅊ, ㅁ, ㄴ, ㄹ, ㅇ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ㅅ, ㅎ, ㅈ, 
ㅉ, ㅊ, ㅁ, ㄴ, ㄹ

ㄱ, ㅁ, ㄴ, ㅇ, ㄹ

Total ㅂ, ㅃ, ㅍa, ㄷ, ㄸ, ㅌ, 
ㄱ, ㄲ, ㅋ, ㅅ, ㅆa,ㅎ, 
ㅈ, ㅉ, ㅊ, ㅁ, ㄴ, ㄹ, 
ㅇ

ㅂ, ㅃ, ㅍa, ㄷ, ㄸ, ㅌ, 
ㄱ, ㄲ, ㅋ, ㅅ, ㅆa,ㅎ, 
ㅈ, ㅉ, ㅊ, ㅁ, ㄴ, ㄹ

ㅂa, ㄷa, ㄱa, ㅁ, ㄴ, 
ㅇ, ㄹ

aConsonants which were added by 50% of 30- to 36-month-ol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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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 NDW는 월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 6.495, 

p< .05), 성별(F=1.458, p>.05)과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F=1.214, p>.05). NTW는 월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 6.821, p< .05),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F = .009, p>.05).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F = .004, p>.05). 

월령집단에 따른 MLUm, MLUw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6과 같다. 50 발화를 기준으로 평균형태소길이(MLUm)와 평균낱

말길이(MLUw)를 분석한 결과, MLUm은 2세 전반 평균 1.90, 2세 

후반 평균 2.40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 평균 1.93, 여

아 평균 2.31로 나타났다. 평균낱말길이(MLUw)는 2세 전반 평균 

1.39, 2세 후반 평균 1.69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 평균 1.43, 

여아 평균 1.62로 나타났다.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MLUm

은 월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F=3.386, p>.05), 성별

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485 p>.05). 상

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F= .016, p>.05). MLUw는 월령집

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4.725, p< .05), 성별에 따라서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474 p>.05). 상호작용 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 .010, p>.05)

아동이 산출한 50 발화 중 가장 긴 10 발화를 기준으로 MLUm

과 MLUw를 분석한 결과, MLUm은 2세 전반 평균 3.80, 2세 후반 

평균 6.02로 평균형태소길이가 증가하였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 

4.11, 여아 5.49로 여아의 평균형태소길이가 길었다. MLUw는 2세 

전반 평균 2.54, 2세 후반 평균 3.78로 월령에 따라 길이가 증가하였

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 평균 2.75, 여아 평균 3.46으로 여아의 평

균낱말길이가 길었다.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

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MLUm은 월령집단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F=7.930, p< .01),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F=2.191, p>.05).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F=  

.444, p>.05). MLUw은 월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7.086, p< .05),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F =1.582, p>.05).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 = .566, 

p>.0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발화 분석을 통해 측정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24-30개월과 31-36개월 집단과 성별 간 차이를 보면서 만 2세 한국

아동의 음운, 의미, 구문, 형태론적인 언어발달 특성을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음운발달과 관련해서 아동의 독립적인 조음

음운능력을 반영하는 측정치인 음절구조 유형 수와 자음목록을 

구하였다. 음절구조 유형 수는 2세 전반에는 평균 6.14개, 2세 후반

에는 평균 6.91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8가지 한국어 음절구조 중에서 2세 전반과 후반 아동 모두 

CV 구조를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산출하였고 그 다음으

로 V와 CVC가 10%대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활음이 단모음과 함께 

사용된 GVC와 CGVC 유형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적게 산출되었

고, 일부 아동들에게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자음목록을 초성과 종성 위치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2세 전

반에는 초성과 종성의 자음목록 수가 각각 11.05개와 3.14개를 보

이다가 2세 후반에는 각각 13.61개와 4.79개를 보여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자발화 분석을 통해 18-47개월 아동의 자음목록을 살펴본 

Ha와 Hwang (2013)의 연구에서는 2세 전반 아동이 초성과 종성 

위치에서 자음목록 수가 각각 15.90개, 4.60개로 측정되었고, 2세 

후반 아동은 초성과 종성 자음 목록 수가 각각 16.40개, 4.70개로 

측정되어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것은 선행연

구에서는 50 발화를 기준으로 분석하되 자발화 내에서 서로 다른 

어절 50 발화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좀 더 다양한 발화가 포함되었

기 때문에 본 연구에 비해 자음 목록 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월령집단 내 50% 이상의 아동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낱말

에서 산출하는 자음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2세 후반

에 한국어의 모든 음소가 대다수의 아동에 의해 산출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성의 경우 2세 전반에 파열음 /ㅍ/, 마

찰음 /ㅆ/을 제외한 모든 초성 자음이 자음목록에 포함되었고, 2세 

Table 6. Descriptive analysis of MLUm and MLUw in 50 and longest 10 utter-
ances between the two age groups

Age group
50 Utterances Longest 10 utterances

MLUm MLUw MLUm MLUw

24-30 mo
   Boy
   Girl
   Total

1.73 (.54)
2.06 (.49)
1.90 (.53)

1.32 (.23)
1.46 (.27)
1.39 (.26)

3.50 (1.26)
4.06 (2.06)
3.80 (1.71)

2.43 (.83)
2.64 (1.22)
2.54 (1.03)

31-36 mo
   Boy
   Girl
   Total

2.21 (.81)
2.48 (2.40)
2.40 (.95)

1.58 (.39)
1.74 (.52)
1.69 (.48)

4.99 (1.69)
6.48 (2.82)
6.02 (2.59)

3.21 (1.04)
4.03 (1.63)
3.78 (1.50)

Total
   Boy
   Girl
   Total

1.93 (.69)
2.31 (.86)
2.16 (.81)

1.43 (.32)
1.62 (.45)
1.55 (.41)

4.11 (1.59)
5.49 (2.77)
4.96 (2.46)

2.75 (.97)
3.46 (1.61)
3.19 (1.4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MLUm= 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s; MLUw= mean length of utter-
ance in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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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에는 /ㅍ/과 /ㅆ/ 음소가 추가되어 초성 위치에 올 수 있는 한

국어 자음이 모두 자음목록에 포함되었다. 종성 자음목록을 자세

히 살펴보면 2세 전반에는 비음과 유음만이 자음목록에 포함되었

지만 2세 후반에는 3개의 종성 파열음이 모두 포함되어 종성 위치

에 올 수 있는 한국어 자음이 모두 자음목록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음과 비음이 먼저 습득되고 이후에 파열음이 습득된다

고 보고됨을 보여주는 한국어 종성 발달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

(Ha & Hwang, 2013; Hong & Pae, 2002; Pae, 1994)와 일관성이 있

다. Hong과 Pae (2002) 연구는 2음절로 구성된 24개 낱말을 이용하

여 음절 종성(/ㅁ, ㄴ, ㅇ, ㅂ, ㄱ, ㄹ/)의 자음정확도를 토대로 만 2

세부터 5세까지 어중 및 어말 종성 발달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연구

방법 면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 종성 

자음의 정확도 측면에서 비음 /ㄴ/이 가장 먼저 발달하고 파열음  

/ㄱ/이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발달 패턴을 보였다. 

아동의 독립적인 조음음운능력을 반영하는 측정치 외에도 성인

의 정확한 산출형태와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측정치인 PMLU, 

PWP, PWC, PCC를 이용하여 말 발달 상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아

동이 산출하는 조음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음절길이 및 복잡도를 

반영하는 PMLU는 2세 전반과 후반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성인이 산출한 형태의 PMLU와 비교해서 아동의 PMLU가 얼

마만큼 근접한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PWP도 2세 전반은 평균 .86, 

2세 후반은 평균 .92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아동이 산출한 단어 또는 어절 중 정확하게 발음된 비율을 나

타내는 PWC도 2세 전반 평균 .55, 2세 후반 평균 .69로 2세 후반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자발화 분석을 통해 단어 수

준에서 아동의 조음음운능력을 살펴 본 Yoon 등(2013) 연구에서

는 2세 전반과 후반의 PMLU가 각각 평균 6.37, 6.87로 나타났다. 또

한 2세 전반과 후반의 PWP는 각각 .86, .89로 PWC는 각각 .45, .53

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조음음운발달 패턴을 보였다. 종합

적으로 어절을 기본 분석단위로 살펴본 측정치의 결과는 2세 아동

은 성인의 정확한 어절 산출과 비교해서 80%-90% 근접하게 어절

의 구조, 길이, 정확도를 지켜 발음하고, 산출한 어절의 대략 50%-

70%를 정확하게 산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별적인 분절음(자

음)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자음정확도의 경우에는 어절을 분석단

위로 한 정확률보다 높게 나타나 2세 전반 평균 73.22%, 2세 후반 

83.25%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자발화에서 2세 전반과 후반 아동이 각각 70%와 87%의 자음정

확도를 보인다고 보고한 Ha와 Hwang (2013)과 비슷한 수치로서 2

세에 이미 대다수의 아동이 70% 이상의 높은 자음정확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영어권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연구에서도 2세 초반에 자발화에서 자음정확도가 이미 70% 정

도에 도달하였고 2세 후반에는 80%-90%의 자음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언어 표현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1세 후

반부터 시작해 2세에 음운 습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3세 이전에 

많은 수의 아동이 명료하고 정확한 말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

다(Bernthal, Bankson, & Flipsen, 2013; Pollock, 2002; Stoel-Gam-

mon, 1985; Watson & Scukanec, 1997). 

2세 아동의 언어적 특성 중 어휘 영역과 관련하여 50 발화를 기준

으로 서로 다른 낱말 수를 살펴본 결과, 2세 전반에는 평균 32.38개, 

2세 후반에는 평균 47.57개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표현어휘 수가 

증가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50 발화를 기준으로 MLUm과 MLUw

를 분석한 결과, MLUm은 2세 전반 평균 1.90, 2세 후반 평균 2.40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LUw는 2세 

전반 평균 1.39, 2세 후반 평균 1.69로 월령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발화길이와 관련해서 초기 문법 및 구문 발달 현황을 살피기 

위해 가장 긴 3-10 발화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Andonova, 2015; de Haan & Singer, 2010; Harris 

et al., 1986; Trudeau & Sutton, 2011)에 따라 50 발화 분석결과와 비

교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아동이 산출한 10 발화를 토대로 MLUm

와 MLUw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아동이 산출한 50 발화 중 가

장 긴 10 발화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MLUm은 2세 전반 평균 

3.80, 2세 후반 평균 6.02로, MLUw는 2세 전반 평균 2.54, 2세 후반 

평균 3.78로 발화의 길이에 상관없이 50 발화를 분석한 것보다는 2

세 전 후반의 차이가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두 월령

집단 간 큰 차이는 아동이 산출한 긴 발화의 분석이 초기 언어발달

을 보이는 2세 아동의 문법형태소 및 구문의 발달 현황을 반영한다

는 선행연구의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50 발화를 

통해 보았을 때 MLUm과 MLUw의 차이는 2세 전반에서 2세 후반

으로 가면서 .51에서 .71로 약간의 증가가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긴 

10 발화 즉 문법적으로 발전된 발화들만으로 분석한 결과 MLUm

과 MLUw의 차이는 2세 전반에서 2세 후반으로 가면서 1.26에서 

2.2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세 전반에 비해 2세 후반 아동이 문

법형태소를 더 많이 사용하며, 단순히 50 발화를 분석하는 것보다 

가장 긴 10 발화를 분석하는 것이 발달적 차이에서 그 차이가 더 크

게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임상 현장에서 3-10개

로 적은 수이지만 가장 긴 발화만을 분석하더라도 아동의 언어 발

달과 중재 효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후속연

구를 통해 가장 긴 10개의 발화만을 분석하는 것의 효율성과 타당

성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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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발화에서 어떤 문법형태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문법형

태소의 발달적인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MLUm과 MLUw와 관련된 결과는 아동의 자발화 샘플링과 표

본크기에 따라 발화길이 측정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변할 수 있음

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50 발화를 기준으로 분석한 MLUm과 

MLUw 수치는 2세 한국아동의 발화길이를 보고한 선행연구결과

와 비교했을 때 낮은 경향을 보인 반면에 가장 긴 발화 10발화에서 

분석된 수치는 선행연구결과보다는 높은 경향을 보였다(Jung & 

Yoon, 2013; Kim, 1997; Yoon et al., 2013). 예를 들어 Kim (1997) 연

구의 경우 2세 전반과 후반의 MLUm은 각각 3.01과 3.75로 MLUw

는 각각 2.27과 2.67로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50 발

화와 가장 긴 10 발화에서의 분석치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50 

발화와 10 발화 간 MLUm와 MLUw의 상관계수는 각각 .57과 .64

로 나타났다. 두 상관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발화길이가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대상자 및 자발화 샘플링 조건, 표본크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발달뿐만 아니라 말 발달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자발화 수집 과정에서 동일한 단어를 

여러번 반복해서 유도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언어발달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에 비해 MLU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해

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발달 현황과 능력을 타

당하게 대표하고 아동의 언어발달과 중재 효과를 신뢰롭게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자발화 표본크기와 수집 조건에 대한 추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치에 관해서 월령뿐만 아니라 성별 간

의 차이도 살펴 보았는데, 기술통계상으로는 모든 측정치에서 여아

가 남아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언어 습득상

에서 성별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

다(Bernthal et al., 2013; Fenson et al., 1994; Hoff, 2005; Huttenlo-

cher, Haight, Bryk, Seltzer, & Lyons, 1999). 많은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성별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말-언

어 습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여아와 남아에 따라 다소 

다르고, 말-언어장애로 확인될 확률은 남아에게서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2세 후반 집단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남아가 참여하여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국 2세 아동의 일반적인 말-언어발달 현황을 제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여아와 남아의 말-언어습득 패턴을 살펴보

고 상대적으로 말-언어발달이 활발한 시기가 성별에 따라 서로 다

른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모든 언어 측정치는 연구자들이 개발한 웹 기반 KLA 

소프트웨어 프로그램(kla.hallym.ac.kr)을 통해 자동으로 분석되

었다. KLA는 전사자가 아동의 발화를 낱말과 내용 및 문법형태소

의 경계를 나누어 특정 기호로 표시하여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을 

토대로 측정치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전사자의 전사 및 코딩

의 정확도가 중요하다. 즉 전사자가 아동이 산출한 언어의 어휘, 형

태소, 구문에 대한 지식과 판단이 중요하다. 이 점은 컴퓨터가 아동 

발화를 기계적으로 자동 분석하는 것보다는 전사자가 발화 수집

상에서 아동이 표현한 발화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언

어 특성을 의미있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반적인 

발화 특성에서 벗어난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다양한 언어 특성을 

전사자와 평가자가 고려하고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다. MLU와 같은 

객관적인 측정치뿐만 아니라 아동 발화의 오류를 별도로 표시하여 

분석할 수 있고 아동이 산출한 형태소 유형 및 빈도 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KLA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아동의 자

발화를 자세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표준화된 검사도구만을 사용하

고 있는 임상 현장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부분의 말-언어 측정치에서 2세 전반과 

후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2세 동안 아동은 빠르게 새로운 어

휘를 습득해나가고 문법형태소를 사용하여 긴 발화를 산출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비교적 높은 명료도와 정확도로 말소리를 산출해 

나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체계적인 자발화 분석을 통

한 2세 한국아동의 말-언어 발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빠른 

속도로 말-언어발달을 이루면서 아동간 상대적으로 큰 개인차를 

보여 지연이나 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2세 아동의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발화 분석결과를 토대

로 표준화된 말-언어 검사도구를 보완하여 말-언어발달 지연 및 의

사소통장애를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언어중재서비스의 필요

성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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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발화 분석을 통한 만 2세 한국아동의 말-언어발달 특성

하승희1·설아영2·소정민3·배소영1

1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청각언어연구소, 2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3한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자발화 분석을 통해 음운, 의미, 구문, 형태론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를 구해 월령집단과 성별에 따라 다른

지 살펴보면서 2세 한국아동의 말-언어발달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의 자발화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어 
발화 분석기(Korean Language Analysis, KLA)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객관적인 측정치를 제시하면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방법: 출생과 발달상의 특이사항이 없는 생후 24-30개월 된 일반아동 21명, 생후 31-36개월 된 일반아동 23명으로부터 50 발화

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객관적인 말 지표로서 자음목록, 음절구조 유형 수, 평균음운길이, 단어단위 근접률, 단어단위 정확률, 자음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언어지표는 한국어 발화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낱말 수, 총 사용 낱말 수, 평균형태소길이, 평균낱

말길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2세 전반과 후반의 월령집단과 성별에 따라 말 특징을 살펴본 결과 평균음운길이를 제외한 모든 측정치에

서 2세 전반과 후반 아동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언어 특징을 나타내는 측정치인 서로 다른 낱말 수와 총 낱말 수, 평균낱말길이 면
에서 월령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성별 간 차이는 모든 말-언어 측정치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 자
발화 분석을 통한 2세 아동의 객관적인 자료는 말-언어발달지연 및 의사소통장애 여부를 평가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2세, 말-언어 발달, 객관적인 발달지표, 자발화, 한국어 발화 분석 프로그램 

한림대 언어병리학과 대학원생 박보라, 피민경, 이다은, 김혜지, 정소미가 자료 수집과 분석에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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