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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동화란? -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
또는 그런 문예 작품.

유아가 세상을 접하는 중요한 상호작용

동화
현상과 사고를 표상하는 추상적인 어휘 습득 가능
 어휘력과 이해력 향상 시킴
단계별/연령별 필수 어휘 리스트 예상
 연령별로 어휘, 문장부호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것

연구대상
“무작위로 선별한 총 50권의 동화책”
직접 타이핑해서 데이터 수집
 Yes 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총 3개의 서점 별로 각각 최소, 최대 연령 기입
 0-3세, 4-6세 또는 4-7세로 구분
 연령이 미정이거나 7세 이상의 동화인 경우 임의로 0-7세 (전 연령) 배정

연구방법

1.

형태소 분석기 (꼬꼬마 분석기)를 사용

2.

문장부호를 포함한 품사를 유의미한 값 위주로 분석

3.

서점과 관계없이 최고연령 3세와 7세에 대한 평균 값

4.

서점별 최고연령 3세와 7세에 대한 평균 값

연구과정 -문장부호

 3세 동화에서 문장부호 사용량이 더 많다

마침표의 사용 빈도가 3세 동화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3세 동화가 7세 동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장의 길이가 짧기 때

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큰따옴표도 3세 동화에서 2배 가량 더 많이 사용되고 물음표와 느낌표 역시 7세 동화에서 사용된 것
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육아 지식을 참고하자면 3세 이하는 책을 직접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보호자가 읽어주는데 이때 실
감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구연동화 형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직접 대화를 전달하는 대화체 형식을 구사하기 위해
큰따옴표가 많이 사용되고 이야기를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 느낌표와 물음표 역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과정 -종결어미
단어

3세

어요

7세
0.041193009

0.033640401

0.04

0.01525714

요

0.015704905

0.01358441

아요

0.021309124

0.009095489

을까요

습니다

0.013321368

ㅂ니다

0.011044797

답니다

0.000906618

3세 종결어미 (-요)
7세 종결어미(-다)

0.003836208

3세 동화에서는 대체로 ‘–요’의 종결어미로 문장을 맺고 7세 동화에서는 ‘-다’의 종결어미로 문장을 맺는다. 이같은 결과 역시

앞서 말한대로 3세와 7세의 언어 발달 차이로 인한 동화 구성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구연 동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 되는 3세
동화에서는 구어체 형식의 ‘-요’체가 많이 사용된 것이고 직접 동화를 읽을 수 있는 7세의 동화에서는 ‘-요’체 뿐만 아니라 문어
체 형식의 ‘-다’체 또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7세의 동화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종결어미가 사용되
어 분산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연구과정 -연결어미
단어

3세

7세

거나

0.020979021

0.002364066

고

0.025480518

0.016522891

나

0.008

0.003422025

자마자

0.001398601

다면

0.002111963

ㄹ지라도
라면

3세 연결어미 한정적
7세 연결어미 다양

0.002364066
0.009581857

3세 동화에서는 주로 ‘거나’, ‘고’, ‘나’와 비교적 기본적인 연결어미를 사용하였다. 간단히 두 문장을 나열하거나 대조하는 대

등적 연결어미를 사용하였는데 7세 동화에서는 역시 대등적 연결어미의 사용도 보이지만 ‘자마자’ 처럼 시간 순서가 있는 연결어
미나 ‘ㄹ지라도’, ‘다면’, ‘라면’ 처럼 어떤 일에 대하여 그렇다고 가정하는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연결어미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언어 구사능력 역시 올라가기 때문에 7세의 동화에서 다양한 연
결어미가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3세 이하의 연령은 부모가 동화를 읽어준다는 점과 어차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어미를 듣고 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사료된다.

연구과정 –서점 분류 기준
서점1

서점2

서점3

 서점2 (교보문고)의 선정 기준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다

교보문고가 나눈 3세 동화의 기준과 다른 서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세의 동화가 구연동화 형태이고 대화체

라는 짐작과는 다르게 교보문고의 3세 동화는 큰따옴표의 평균 횟수가 현저하게 낮다. 아마 교보문고의 3세 동화는 구연동화 형
태가 아니고 어휘의 난이도나 사용된 문장의 문법의 난이도로 분류된 동화일 것이다.

연구 활용 방안
• 연령별 필수 어휘집
 보다 더 많은 동화책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연령별로 자주 사용된 명사나 동사, 형
용사를 뽑아낼 수 있다. 따라서 연령별 필수로 알아야하는 어휘를 체계적으로 묶을
수 있다. 유아의 교육에 이용될 것.
• 서점 별 연령 분류 기준
 기존에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던 동화책을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재 분류 할
수 있다. 위의 연령별 필수 어휘집과 더불어 동화에서 자주 사용된 어휘와 그 난이도
를 기준으로 연령을 분류하고 연령에 맞게 동화책을 읽힐 수 있다.

감사합니다.

